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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동공측정계와 동공측정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동공 크기의 비교
Comparison of Automatic Pupillometer and Pupil Card for Measuring Pupi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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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the pupil sizes measured using the automatic pupillometer and pupil card.
Methods: We measured pupil sizes using a pupil card (Rosenbaum Card, J.G. Rosenbaum, Cleveland, OH, USA) and autoTM
mated pupillometer (VIP -200, Neuroptics Inc., San Clemente, CA, USA) under different luminous intensities in 60 eyes of 60
patients who visited the ophthalmology clinic during August 2013.
Results: Under the photopic condition, pupil sizes measured using automated pupillometer were larger than those measured using the pupil car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2 techniques were not different under mesopic and scotopic conditions. Under
all light conditions, automated pupillometer showed higher inter-rater reliability. Under the scotopic condition, pupil sizes measured using the pupil card were smaller than pupil sizes measured using the pupillometer according to increased pupil size.
Conclusions: When compared with pupil card, automated pupillometer provided accurate and reliable measurement with small
inter-rater variation and was easy and simple to use. However, based on comparable measurements of both techniques under
mesopic and scotopic conditions, the pupil card can be used as preoperative evaluation when considering the cost of purchase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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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은 시각인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망막으로 도달하는

동근이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동공의 크기는 나이,

빛의 양을 최적화하며 색수차 및 구면수차를 최소화하는

성별 등에 따라 같은 조명환경에서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

기능을 한다. 홍채에 분포된 자율신경에 따라 괄약근과 산

다. 또한 일정한 주위환경에서도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동
공동요 현상이 있어 동공 크기 측정 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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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형태를 변화시키는
굴절수술, 동공 크기의 영향을 받는 형태의 조절형 혹은 회
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각막 인레
이 등을 이용한 노안 교정 수술 등이 증가하면서 수술 전
동공 크기의 술 전 측정의 중요성도 커졌다. 굴절 교정 수술
후 시각적인 불편감과 관련된 인자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
1-5

어 왔다.

이 중 동공 크기는 광학부 직경과 연관되어 수술

후 합병증의 일부인 야간 빛 번짐, 눈부심, 대비감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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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 복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6-10 특히 어두울 때 동

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불을 켠 상태에서 명소시를

공이 큰 사람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

측정하였으며 불을 완전히 소등한 상태에서 30초의 암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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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술 후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수술 직후에는 연
15

후 기계 내부의 조도 조정장치로 박명시와 암소시를 측정

관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유의한 연관이 없어지거나 아

하였다. 최소 측정 단위는 0.1 mm였다. 초당 14 이미지를 3

예 유의한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16-19 아직도 동

초 이상 촬영하며 각 이미지의 가장 큰 동공 직경을 측정한

공 크기는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를 예측 및 설명할 때 배

값의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되었다. 일반적인 실내 환경의 명

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인자이다.

소시, 박명시, 암소시의 조도를 조도계(DX-100, Takemura,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서도 수술 전
측정한 동공 크기가 작을 때 효과가 크고 만족감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고,20-22 각막 인레이의 경우 큰 관련이 없다는
23

연구 결과도 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공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광증폭, 적외선, 사진, 비디오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700 lux, 6 lux, 0.5 lux를 기
준으로 하여 동공 크기를 측정하였다.
SPSS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측정값을 대응표본 t 검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Bland-Altman

등을 이용한 여러 장비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이용

plot을 사용하였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

하여 측정한 동공 크기를 비교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

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p-value가 0.05보다 낮은 것

다. 동공측정표는 큰 비용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동공을 측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검사자 간 신뢰도 계

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전 연구에서 동공측정표와 널리

수는 Boxer and Krueger25에 따라 두 검사자 간 결과 차이의

사용되는 Colvard 자동 동공측정계(Oasis Medical, Glendora,

표준편차의 2배로 계산하였다.

CA, USA)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동공측정계가 유의하게 동
공을 크게 측정하며 2명의 검사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

과

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측정이 한 가지 조도에서만 이루어
졌고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제한적이었
24

검사자 1, 검사자 2가 측정한 동공 크기의 평균, 표준편차

다. 본 연구에서는 동공 크기를 Neuroptics 자동 동공측정

는 동공측정표 사용 시 동공 크기는 명소시 4.14 ± 0.71 mm,

계와 동공측정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동공 크기의 차이를

박명시 5.35 ± 0.93 mm, 암소시 5.72 ± 0.98 mm였고, 자동동

비교해 보았고, 2명의 다른 검사자가 측정했을 때 정확도

공측정계 사용 시 동공 크기는 명소시 4.25 ± 0.72 mm, 박

또한 비교해 보았다.

명시 5.37 ± 0.96 mm, 암소시 5.70 ± 1.03 mm였다.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두 방법을 비교했을 때 명소시에서 동공측정계

대상과 방법

가 동공 크기를 유의하게 크게 측정하였으나(p＜0.01), 박명
시와 암소시에서는 두 방법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2013년 8월 1개월 동안 세브란스병원 안과에 초진 내원
한 환자 중 안과적 특이 과거력 및 동공 크기에 영향을 줄

0.39, p＝0.32) (Table 1).
검사자 간 오차는 동공측정표 사용 시 명소시 0.20 ± 0.31

수 있는 전신 질환이 없는 총 60명의 60안을 대상으로 선정

mm, 박명시 0.28 ± 0.31 mm, 암소시 0.24 ± 0.27 mm였고,

했다. 모든 환자에서 우안을 검사안으로 정하였다. 두 명의

자동동공측정계 사용 시 명소시 0.09 ± 0.13 mm, 박명시 0.11 ±

서로 다른 검사자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명소시, 박명

0.14 mm, 암소시 0.15 ± 0.19 mm였다. 세 조도 모두에서 자동

시, 암소시 세 가지 조도에서 동공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자

동공측정계가 유의하게 오차가 적었으며(p＝0.01, p＜ 0.01,

동 동공측정계로 먼저 측정할 경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
어 동공측정표를 먼저 사용하였으며 측정하는 동안 피험자
는 측정 받지 않는 눈으로 5 m 거리의 시표를 원거리 주시
하였다.
동공측정표(Rosenbaum Card, J.G. Rosenbaum, Cleveland,
OH, USA)는 검사자가 동공측정표를 동공과 수평으로 나란
히 놓고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었으며 최소 측정 단위는 0.5
TM

mm였다. 자동동공측정계(VIP -200, Neuroptics Inc., San
Clemente, CA, USA)는 고무로 된 접촉부를 대상안에 밀착
시킨 후 기계 내부의 조도 조정장치 및 자동 초점 조절 시
864

Table 1. Pupil size measured using pupil card and automated
pupillometer
Luminance Techniques
Photopic
Pupil card
Pupillometer
Mesopic
Pupil card
Pupillometer
Scotopic
Pupil card
Pupillometer

Pupil size (mm)
4.14 ± 0.71
4.25 ± 0.72
5.35 ± 0.93
5.37 ± 0.96
5.72 ± 0.98
5.70 ± 1.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
Paired t-test.

*

p-value
＜0.01
0.39
0.32

- 이택준 외 : 자동 동공측정계와 동공측정표의 비교 -

Table 2. Difference of pupil size measured by two examiners
Luminance
Photopic
Mesopic
Scotopic

Techniques
Pupil card
Pupillometer
Pupil card
Pupillometer
Pupil card
Pupillometer

*

Difference of two examiners
0.20 ± 0.31
0.09 ± 0.13
0.28 ± 0.31
0.11 ± 0.14
0.24 ± 0.27
0.15 ± 0.19

p-value
0.01
＜0.01
0.04

Coefficients of inter-rater repeatability
0.62
0.25
0.62
0.28
0.54
0.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Paired t-test.

*

A

B

C

Figure 1. Bland-Altman analysis of two different techniques.
(A) Photopic. (B) M esopic. (C) Scotopic (r＝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p-value).

p＝0.04) 오차 계수 또한 작았다(Table 2).

고

찰

Bland-Altman plot을 이용하여 두 검사법에서 동공 크기
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세 가지 조도에서 모두 동공

본 연구는 안과 수술 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 동공

크기가 커질수록 동공측정표 방법에서 동공이 더 작게 측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

정되는 경향을 보이나(r＝-0.09, -0.20, -0.30) 암소시에서만

요 없는 동공측정표와 최신의 자동 동공측정계를 사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p＝0.49, 0.13,

얻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0.02) (Fig. 1).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와 같은 Neuroptics 자동 동공
측정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암소시 동공 크기의 평균은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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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다.26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Ko et al27은 Col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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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자동동공측정계와 동공측정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동공 크기의 비교
목적: 동공 크기 측정에 있어 자동 동공측정계와 동공측정표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3년 8월 1개월 동안 안과에 내원한 60명 환자의 60안을 대상으로 동공측정표(Rosenbaum Card, J.G. Rosenbaum,
Cleveland, OH, USA)와 자동 동공측정계(VIPTM-200, Neuroptics Inc., San Clemente, CA, USA)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조도(명소시,
박명시, 암소시)에서 동공 크기를 측정하였다.
결과: 명소시에서는 자동 동공측정계가 유의하게 크게 측정되었고 박명시와 암소시에서는 두 방법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조도
모두에서 유의하게 자동 동공측정계가 검사자 간 오차가 적었다. 암소시에서는 동공 크기가 커질수록 동공측정표를 이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 가장 기본적인 동공 크기 측정 방법인 동공측정표와 비교할 때 자동동공측정계는 검사자 간 오차가 적은,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박명시와 암소시 동공 크기 측정에는 두 기계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동공측정표 역시 수술 전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15;56(6):86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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