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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진단 및 경과관찰에 있어 안압측정은 필수적

이고 중요한 검사이다. 현재 녹내장 환자의 안압 측정

에 있어 Goldmann 압평안압계가 주로 이용 되고 있

지만, 각막에 직접 접촉하여 안압을 측정해야 하므로 

전염성 안질환의 전파가능성이 있고 각막의 중앙에 병

변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측정이 힘들며, 장비를 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측정이 가능

하고 앉은 자세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임상

의와 환자에게 한계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1-3

Phosphene이라는 것은 비광학적인 자극에 의해 빛

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말하며 Aristotle
4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는 중앙의 밝은 부분과 그 주위의 어두

운 부분, 그리고 가장 바깥의 밝은 테두리로 구체적으

로 설명되며, 압력이나 X선 자극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Fig. 1).5 

Fresco는 phosphene 현상을 이용해 1997년, 휴

대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든 자가로 안압을 측정할 수 있

는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를 소개하 다.6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Goldmann 압평안압계

와 비교하여 pressure phosphene 안압계(Pro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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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포스펜(pressure phosphene) 안압계(Proview®)를 골드만(Goldmann) 압평안압계와 비교하여 그 임상적인 효

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Goldmann 압평안압계로 9~21 mmHg 사이의 안압을 보이는 20~50대 정상인 50명 94안을 대상으로 

pressure phosphene 안압계인 Proview®로 안압을 5회 측정하였고 이의 평균을 Goldmann 압평안압계와 비교하였다. 

이 중 20~30대, 10명 20안의 경우 초기 측정 후 반복적인 훈련을 시행하여 한달 후 같은 방법으로 재측정하였다.

결과 : Pressure phosphene으로 측정한 안압은 Goldmann 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30대 보다는 40~50대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적 훈련을 시행

하여 한달 후 재측정한 경우 그 차이가 줄고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923).

결론 :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는 고령이거나 초기 사용자에 있어서의 안압 측정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지

만, 젊고 충분히 훈련된 사용자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안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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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osphene as subjective sensation by nonphototic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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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sch & Lomb)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Fig. 2).

대상과 방법

Goldmann 압평안압계로 9~21 mmHg까지의 안

압을 보이는 20~50대의 정상인 50명 94안을 대상으

로 pressure phosphene 안압계인 Proview
®
로 안

압을 5회 측정하 고 이의 평균을 Goldmann 압평안압

계의 측정치와 비교하 다. 또한 20~30대와 40~50

대로 연령층을 분류하여 젊은 연령층과 장년층의 결과

를 비교하 다. 20~30대 실험 대상자 중 10명 20안

의 경우, 초기 측정 후 매주 1회씩 반복적인 설명으로 

요령을 숙지시켜 연습을 하도록 하여 한달 후 같은 방

법으로 안압을 재측정하 다. 설명시에는 pressure 

phosphene의 지각에 대한 설명과 측정요령을 반복해

서 주지시켰고, Goldmann 압평안압계의 측정없이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만 20회 이상 반복 

연습을 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군에서 

안과적 병변이 있거나 이전에 굴절교정 수술을 받은 적

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 다.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안압 측정시 앉은 

상태에서 피검사자를 이측하방을 주시하게 한 후, 안검

의 비측상방을 안압계로 서서히 누르면서 이측하방에 

pressure phosphene을 느끼는 순간 안압계를 안검

으로부터 떼도록 하 고 이때의 눈금을 읽어 안압을 측

정하 다. 또한 Goldmann 압평안압계로 먼저 안압을 

측정한 후 5분이 경과한 다음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양안의 안압을 측정하도록 하 다. Goldmann 

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측정은 한명의 측정자가 3회 측

정하여 평균값을 얻도록 하 으며 pressure phosphene 

안압계에 대한 설명도 한 사람이 모든 피측정자에게 같은 

설명을 하도록 하 다. Goldmann 압평안압계의 측정

자는 pressure phosphene 안압계 측정값을 알지 못

하도록 하여 측정자의 편견을 배제하도록 하 다.

측정된 5회 검사의 재현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

단과 반복적 훈련을 시행하여 한달 후 재측정한 집단에

서의 coefficient of variation (CV)과 reliability 

coefficient (RC) 값을 측정하 다. CV는 5회 반복 

측정시 측정치의 표준편차를 측정치의 평균값으로 나눈 

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높

은 재현성을 의미한다. RC는 δp
2
/(δp

2
+δe

2
)으로 계산

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δp는 5회 반복 측정

시 평균치에 있어 피검자들 간의 차이에 기인한 표준편

차이며 δe는 피검자 각각의 측정치의 표준편차의 평균

이다. 따라서 RC값이 높을수록 반복 측정시의 오차가 

측정자체의 오차보다 피검자간의 차이에 기인한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뜻하므로 검사의 재현성이 높음을 나타

내게 된다.

통계학적인 방법은 쌍체검정을 이용한 t-test와 상

관계수를 이용하 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하 다.

결    과

Pressure phosphene 안압계(Proview
®
)로 측정

한 안압은 Goldmann 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에 

비해 평균 2.5mmHg 높게 나타났다(p<0.01). 특히, 

20~30대의 경우는 두 안압계 간의 안압차가 평균 1.7 

mmHg로 3.6 mmHg를 나타낸 40~50대 보다 더 낮

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1) 

(Table 1). 두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의 상관계수는 

0.127로 나타났다(Fig. 3).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측정한 값이 

Goldmann 압평안압계로 측정한 값보다 낮게 측정된 

경우는 94안중 9안에 불과하 으며 대부분의 경우(94안

Figure 2. Pressure phosphene tonometer (Proview®).

Table 1. Average IOP measured by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nd Proview® and average difference of measured 
data between two tonometers   

Intraocular pressure (mmHg)

Age group
(decade)

Average IOP 
by GAT*

Average IOP by 
Proview® 

Average IOP 
difference†

3rd~4th
5rd~6th

Total

14.6±1.8
13.9±2.0
14.3±1.9

16.3±1.3
17.5±2.1
16.8±1.8

1.7±1.7
3.6±2.8
2.5±2.4

*GAT: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verage IOP difference: Between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nd Proview®.
(IOP by Proview®-IOP by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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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4안) 3 mmHg 범위 이내에서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이 높았다. 10 mmHg 이상 높게 

측정된 경우는 2안 이었으며 모두 50대 환자의 경우에

서 다(Fig. 4).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5회 측정한 안압

의 측정변동폭(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은 평균 3.0 

mmHg로 이에 대한 20~30대와 40~50대의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p=0.11)(Table 2). 측정변동폭이 5 

mmHg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모두 14안으로, 이중 6

안은 20~30대, 8안은 40~50대 다. 10 mmHg 차

이 나는 경우도 50대 1안에서 관찰되었다. 

반복적 훈련을 시행하여 한달 후 재측정한 20~30대 

실험 대상 중 10명, 20안의 경우 두 기기로 측정한 안

압차가 평균 1.3 mmHg에서 0.4 mmHg로 감소하

고,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5회 측정한 안압

의 측정변동폭도 2.6 mmHg에서 1.8 mmHg로 감소

되었다. 또한 두 집단간의 상관계수도 0.923으로 뚜렷

하게 향상되었다(Table 3)(Fig. 5).

Figure 3. Correlative distribution of measured IOP between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nd Pr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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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fference of measured IOP between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nd Pr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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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rrelative distribution of measured IOP between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nd Proview® in repeatedly 
train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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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initial and 1 month-later measure- 
ments in repeatedly trained group

Intraocular pressure (mmHg)

Initial 1 month later

Average IOP difference*

IOP range measured 

  by Proview®†

Correlation coefficient

1.3±1.4 
(p<0.001)
2.6±1.2

0.604

0.4±0.7 
(p=0.013)
1.8±1.1

0.923

*Average IOP difference: Between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and Proview®.

(IOP by Proview®-IOP by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IOP range measured by Proview®: Average of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among 5 measurements.

Table 2. IOP range measured by Proview® in two age groups 
Intraocular pressure (mmHg)

Age group (decade) IOP range measured by Proview®*

3rd ~ 4th
5th ~ 6th

Total

2.8±1.3
3.2±1.8
3.0±1.5

*IOP range measured by Proview®: Average of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among 5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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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값과 RC 값은 전체 집단의 경우 CV 값의 평균

이 7.32±3.26% 이었고 RC 값은 66.8% 이었다. 반

복적 훈련을 시행한 집단에서는 훈련 전의 CV 값의 평

균은 6.78±3.01%, RC 값은 65.7% 이었고 훈련 후

에는 CV 값의 평균이 5.19±3.11%, RC 값은 80.9%로 

측정되어, 특히 반복적 훈련을 시행한 후의 RC 값에서 전

체집단이나 훈련 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 양상을 보 으

며, 이는 비교적 높은 재현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고    찰

현재 임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안압계는 Goldmann 

압평안압계와 비접촉안압계이다. Goldmann 압평안

압계는 공내부의 압력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을 압평면

의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Imbert-Fick 법칙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 압평안압계로,
8
 비교적 정확한 안

압을 측정할 수 있으나 각막의 표면이 정상적이지 못

할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각막의 두꼐나 

fluorescein의 농도 등에 향을 받을 수 있고 각막과 

접촉을 통해 측정하기 때문에 각막표면의 손상 및 감염

성 질환의 전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숙련된 측정자가 필요하다.
1-3
 한편, 비접촉안

압계는 공기분사장치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일정 넓이의 각막을 편평하게 만들어 이 각막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감지될 때까지의 시간을 안압으로 환산

하여 측정한다.9-11 비접촉안압계는 Goldmann압평안

압계에 비해 측정시간이 짧고 간편하며 직접 각막에 접

촉하지 않지만, 정상범위보다 높은 안압범위에서는 낮

게, 낮은 안압범위에서는 높게 측정되는 단점이 있

다.
12-14
 이 두 안압계 모두 진료실 외의 밖의 환경에서

는 측정이 불가능하여 안압의 일중변화를 측정하기 쉽

지 않고 단기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환자가 여러 번 외

래에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안압계 앞에 앉을 

수 있어야만 안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Pressure phosphene 안압계(Proveiw®)는 기존 

안압계의 비이동성을 극복할 수 있고 각막을 통하지 않

고 안검 위로 환자 스스로가 안압을 측정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안압계이다. 

Pressure phosphene현상은 외경계막 앞쪽에 위

치하는 쌍극세포, 혹은 간체나 추체의 일부가 자극 받

음으로써 중앙의 밝은 부분과 그 주위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바깥의 밝은 테두리 형태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6
 본 연구에서 Fresco가 제의

한 바와 같이 안압계를 상안검의 비측상방에서 이측하

방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압을 측정하 는데
6
, 이 

때 pressure phosphene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일단 상안검이 하안검에 비해 안압계를 대고 측

정하기가 쉽고, 이측상방과 비측상방 모두 직상방 보다 

안구 후극부쪽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측상방에

서 비측하방으로 누를 경우 코의 형상과 겹쳐 보여 

pressure phosphene 인식에 혼돈이 올 수 있기 때

문이다.

20~30대를 대상으로 반복 훈련 후 재측정 하 을 때 

두 안압계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며(r=0.923), 

재현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C=80.9%). 

비록 그 측정 안압이 Goldmmann 안압계와 통계적으

로는 일치하지 않았지만(p=0.013), 0.4 mmHg라는 

안압 차이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고, Goldmann 

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이 측정할 때 마다 2~3 

mmHg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7,18
 

5회 측정시 변동폭이 평균 1.8 mmHg라는 것은 임상

적으로는 의미 없는 차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Fresco

가 발표한 평균안압차이 0.3 mmHg, 평균측정차이범

위 1.8 mmHg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6 

40~50대 이상의 피검사자들이 20~30대 보다 현저

하게 높은 안압차를 나타내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이

들이 pressure phosphene을 지각하면서도 그 순간 

안압계로 안검을 누르는 것을 중지하지 못하고 조금 더 

누른 후에야 안검에서 안압계를 뗄 수 있다는데 있다. 

실제 안압 측정에 참여한 많은 40~50대 피검사자들

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 다. 이로 인해 이들이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이 

Goldmann 압평안압계보다 뚜렷하게 높게 측정 된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pressure phosphene 자체를 인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 으며, 이러한 인지도 저하는 60대 

이상의 피검자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 여러 번 설명과 

시행에도 많은 피검자들이 인식에 실패하 다.

본 연구에서는 Goldmann 압평안압계로 9~21 

mmHg 사이의 안압을 나타내는 피검자만을 대상으로 

하 는데, 이는 이 Proveiw
®
의 용수철이 길이가 30% 

줄 때 까지만 그 길이와 압력이 직선적인 비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6
 

Chew GS et al
19
과 Alvalez TL et al

20
은 최근

의 연구에서 Proview®와 Goldmann 압평안압계의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특히 Alvalez 

TL 등은 Proview
®
로 측정한 피검자의 안압이 

Goldmann 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보다 낮게 측정

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 다. 이

는 본 연구가 9~21 mmHg의 안압범위에서 측정한 

반면, 저자들은 그들이 연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상대

적으로 Goldmann 안압계와의 오차범위가 컸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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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이상의 안압범위를 모두 포함한 것이 중요한 원

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
 또한 이들의 연구도 피검자의 

연령군을 구분하여 반복 훈련 후 재측정 한다면 더 좋

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pressure phosphene 안압계는 고

령이거나 초기 사용자에 있어서의 안압 측정에는 부적

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젊고 충분히 훈련된 사용자에 

있어서는 재현성 있는, 비교적 의미 있는 안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로써 집에서의 자가 안압 측

정을 통한 일중 안압 변화 측정이나 일정기간의 안압변

화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 가능한 20~30대 피검자만을 대

상으로 한달간의 훈련 후 재측정을 하 지만 향후 

50~60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추적관찰을 통해 

이들의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야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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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Application of Pressure Phosphene Tonometer:
Comparison with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in Normal Subjects

Ho-Yeop Yeom, M.D., Seung-Jae Lee, M.D., Jong-Hyun Lee, M.D.,
Chan-Yun Kim, M.D., Young-Jae Hong, M.D., Gong-Je Seong,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assess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e pressure phosphene tonometer (Proview®) compared with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Methods: Ninety four eyes of 50 patients, aged from 3rd decade to 6th decade and with intraocular pressure 
(IOP) ranging from 9 to 21 mmHg, were measured by Proview® 5 times each. The average of these values 
was compared with the value measured with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Twenty eyes of 10 
patients, aged from 3rd decade to 4th decade, were trained repeatedly and measured again by the same 
method after 1 month.
Results: IOP measured by Proview®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at with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p<0.05).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asurements for patients in their 5th and 6th decades 
was more than in their 3rd and 4th decades. Nevertheless, the measurement difference decreased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creased between the devices in the repeatedly trained group (r=0.923).
Conclusions: In measuring IOP, the pressure phosphene tonometer (Proview®) is not suitable in elderly or 
newly adapted patients, but it provides significant values in young and repeatedly trained group.
J Korean Ophthalmol Soc 46(4):676-68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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