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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IOL master, Argos, Pentacam AXL의 안구 생체계측 비교

<지도교수 김선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봉 준

 본 논문에서는 자동굴절각막곡률계(ARK)/A-scan과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 네 기기에서 안구 생체계측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소절개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은 38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ARK/A-scan과 

IOL master V.5 (Carl Zeiss Meditec AG, Jena, Germany), Argos (Movu Inc., Santa 

Clara, CA), Pentacam AXL (Oculus GmbH, Wetzlar, Germany) 을 이용하여 각막곡

률과 안축장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각막곡률과 안축장을 이용하여 평균각막곡률, 각막

난시,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를 계산하였다. 수술 후 현성굴절검사를 통해 구면대응치

를 측정한 후, 술후 구면대응치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를 절대값으로 변환한 

후 평균을 내어 평균절대오차를 계산하였다.

 IOL master V.5와 Pentacam AXL을 이용했을 때는 각각 10안에서 생체계측에 실

패하였으나, ARK/A-scan과 Argos를 이용했을 때는 모든 안구에서 생체계측에 성공

하였다. ARK/A-scan,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에서 측정된 평균각막

곡률은 45.02±1.42 D, 45.16±1.36 D, 45.19±1.42 D, 45.10±1.54 D 로 ARK에서 가장 편

평했다(p=0.002). 안축장은 각각 23.35±0.80 mm, 23.37±0.81 mm, 23.34±0.80 mm, 

23.32±0.80 mm로 Pentacam AXL에서 가장 짧았다(p<0.001). 각막난시는 J0 성분이 

기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6). Pentacam AXL이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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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기들보다 더 원시 쪽으로 예측했으나(p<0.001), 평균절대오차는 ARK/A-scan

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5).

 Pentacam AXL은 IOL master V.5와 유사한 검사 성공률을 보였다. 평균각막곡률

은 ARK에서 가장 편평했고, 안축장은 Pentacam AXL에서 가장 짧았으나 임상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다. Pentacam AXL의 평균절대오차는 IOL master V.5와 Argos의 

것보다는 컸으며, Pentacam AXL은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A 상수의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 안구 생체계측, 백내장 수술, 평균각막곡률, 안축장, 자동굴절각막곡률계, 

A-scan,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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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 master, Argos, Pentacam AXL의 안구 생체계측 비교

<지도교수 김선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봉 준

제1장 서론 

백내장은 안구 내의 수정체가 변성되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가로막고 흐리게 

만들어 시력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안과에서 흔하게 진단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1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면 시력저하를 유발하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대부분

의 환자들이 수술적 처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2-5 그러한 이유로 백내장 수술은 안과

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며, 미래의 고령화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

될 수술 중 하나이다.5-8 

백내장 수술은 변성된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후낭에 삽입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수정체는 각막과 함께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의 황반에 

정확하게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로 제거된 수정체의 굴

절력을 대신하는 안내 삽입물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정확해야 백내장 수

술 후 좋은 시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안

구의 해부학과 생리학적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공식들이 시도되고 있으며,9-11 공식들

에 삽입되는 변수들을 측정하는 안구 생체계측 장비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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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생체계측 장비는 A-scan를 이용해 안축장을 측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9

년 partial coherence interferometry (PCI) 을 도입한 IOL master가 소개되면서 발전

하기 시작하였다.13 이후 2009년도에 optical low-coherence reflectometry (OLCR) 을 

도입한 Lenstar가 소개되었고 최근에는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에 기반을 둔 안구 생체계측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다.14 SS-OCT는 빠른 

주파수의 가변성 파장을 갖는 광원을 이용하여 조직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신호대잡음

비를 향상시켜 검사영상의 화질을 좋게 만듦으로써 측정수치가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16

Argos는 2015년에 소개된 장비중 하나로, 1060 nm 파장 및 20 nm의 주파수역을 

갖는 광원을 이용한 swept-source OCT를 이용하여, 안구의 전반적인 OCT 이미지를 

획득해 안축장, 전방깊이, 중심각막두께, 수정체두께 등의 수치를 측정한다. 각막곡률

은 원형을 이루고 있는 16개의 적외선 LED로 이루어진 자동각막곡률계와 전안부의 

OCT 이미지와의 결합을 통해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수치들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한다.14

Pentacam AXL은 2015년에 소개된 장비로, 샤임플러그 원리를 이용하여 전안부

의 각막형태검사를 시행하는 Pentacam HR 기기에 PCI을 이용한 안축장 측정기기를 

결합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한다.17, 18 이미 효용성이 잘 알려진 

Pentacam HR 기기에 IOL master에서 입증된 PCI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차별화를 꾀

하였으며, 몇몇 연구를 통하여 높은 재현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17, 

19, 20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인 자동굴절각막곡률계(ARK)/A-scan, PCI를 이용하는 

IOL masterⓇ V.5 (Carl Zeiss Meditec AG, Jena, Germany), swept-source OCT를 

이용하는 ArgosⓇ (Movu Inc., Santa Clara, CA), 그리고 샤임플러그 카메라와 PCI를 

병용하는 Pentacam AXLⓇ (Oculus GmbH, Wetzlar, Germany)에서 안구 생체계측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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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상과 방법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백내장으로 내원한 4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중 수술 전 자동굴절각막곡률계 

(ARK)/A-scan,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 네가지 기기 모두를 이용하

여 안구 생체계측을 시행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백내장 제거술 및 후낭 인공수정체 삽

입술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수정체탈구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섬유주절제술 혹은 유리체절제술과 같은 다른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병행한 경우, 심한 각막난시로 토릭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백내장 수술 전 안구 생체계측을 시행받았으

며, 이를 이용하여 수술 시에 이용할 인공수정체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수술 2개월 후 

현성굴절검사를 통하여 술후 구면대응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

과대학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CR317318)을 받았고, 모든 과정은 헬싱키 선

언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포함 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사전 동의를 받았다.

2.1. 측정 기기 및 측정 수치

모든 대상자들은 백내장 수술 전 안구 생체계측을 시행받았다. IOL master V.5 

(software version 5.02), Argos (software version 1.5.0), Pentacam AXL (software 

version 1.20r115)을 이용하여 임의 순서로 생체 안구계측을 시행하였다. 세 기기를 이

용한 생체계측이 끝난 후 자동굴절각막곡률계(RC-5000, Tomey, Nagoya, Japan, 이하 

ARK)과 A-scan (ODM-2200, Meda co., ltd., Tianjin, China) 을 이용하여 각막곡률

과 안축장을 재차 측정하였으며, 이를 검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모든 검사는 숙련된 1

인의 검사자가 시행하였다. 안구 생체계측을 통하여 얻은 자료에서 편평한 각막곡률

(K1),가파른 각막곡률(K2), 평균각막곡률(Kav), 각막난시(J0, J45), 안축장, 권장 인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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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도수, 술후 구면대응치 예측치를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평균각막곡률은 편

평한 각막곡률과 가파른 각막곡률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각막난시는 측정된 각막

곡률(Kf, Ks)을 잭슨 벡터(J0, J45)로 변환하여 직교 좌표계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21 

J0은 표준화된 직교좌표계에서 0°에서 나타나는 난시이며, J45는 45°에서 나타나는 

난시이다.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J0 = - C x cos 2α / 2        J45 = - C x sin 2α / 2        

 C = diopter of astigmatism (D) = Kf - Ks     

 α = axis of astigmatism (radian)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는 SRK/T 공식22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안구 생체계측 결

과를 참조하여 수술 후 0.5 D 정도의 근시가 되도록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였다.

술후 2달에 현성굴절검사를 시행하여 술후 구면대응치를 측정하였다. 이 수치와 

술전 안구 생체계측을 통해 예측한 구면대응치와의 차이의 평균값을 평균굴절오차

(mean error, ME)로 정하여 안구 생체계측의 오차가 실제보다 근시에 치우치는지 원

시에 치우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위의 각 차이값의 절대값의 평균은 평균

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로 정하여 예측 구면 대응치가 실제 술후 구면

대응치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였는지 확인하였다. 

2.2. 수술 방법

모든 수술은 숙련된 1명의 술자 (S.W.Kim) 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수술 전 프로

파라카인 (Alcaine, Alcon, Fort Worth, TX)으로 점안마취를 시행한 후 이측 부위에 

각막절개도를 이용하여 2.5 mm 각막절개창을 형성하였다. 전방 내에 점탄물질(국제히

알우론산아이주, Kukje pharmaceutical, Seongnam, Korea)을 주입한 후, 30 게이지 

바늘을 구부려 만든 수정체낭 절개도(cystotome)와 집게를 이용하여 수정체낭 원형 

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수력분리술과 수력분층술을 시행하여 수정체낭과 백내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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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phaco-chop 법을 이용하여 백내장을 2~3조각으로 쪼갠 후 Stellaris 

(Bausch & Lomb., Rochester, NY) 기기를 이용하여 백내장 적출을 시행하였다. 백내

장을 모두 제거한 후에 점탄물질을 수정체낭에 가득 채운 후 인공수정체(QuadrimaX 

PC545, Ophtec BV, Groningen, Netherlands)를 후낭에 삽입하였다. 수정체낭 및 전방 

내에 남은 점탄물질은 관류흡입법을 이용하여 모두 제거하였다. 절개창 부위는 수화

를 하여 밀폐하였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 levofloxacin (Cravit, Santen, Osaka, Japan) 와 loteprednol (Lotemax, 

Bausch & Lomb., Rochester, NY) 점안액을 1주간 2시간마다 점안하도록 하였고, 이

후 levofloxacin 은 하루 4회, loteprednol 은 2주 간격으로 하루 4회에서 3회, 2회 로 

점진적으로 줄였다. Bromfenac 점안액 (Bronuck, Taejoon pharmaceutical, Seoul, 

Korea) 은 술후 하루 2회씩 술후 3주까지 점안하도록 하였다.

2.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에는 각막곡률, 각막난시, 각막난시축, 안축장 등 안구 생체계측을 통하

여 측정된 값과 그 수치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술후 구면대응치 예측치, 평균굴절오차, 

평균절대오차 등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repeated measure ANOVA) 을 이용하여 각막곡률(K1, K2, Kav)과 각막

난시(J0, J45), 안축장이 측정기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기기간의 평균굴

절오차와 평균절대오차를 비교하여 각 기기의 술후 구면대응치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기준으로 삼았던 ARK/A-scan과 세가지 안구 생체계측기

에서 평균각막곡률과 안축장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와 

bland-altman plot을 이용하였으며, 표준편차의 1.96배에 해당하는 범위를 95% 일치 

한도(limits of agreements, LoA)로 설정하였다. 23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 

(IBM corporation, Armonk, NY) 를 이용하여 시행했으며,  P<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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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총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중 남녀가 동일하게 19명, 방향도 좌우 각각 

19안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70.74 ± 10.05 (50 – 88) 세였다. 

3.1. 검사 성공률

총 38안 중 ARK/A-scan과 Argos는 38안(100%)에서 IOL master V.5와 Pentacam 

AXL은 28안(73.6%) 에서 성공적으로 안구 생체계측을 시행하였다. IOL master V.5

를 이용한 생체계측에 실패한 10안은 모두 안축장 측정에 실패한 경우였다. Pentacam 

AXL을 이용한 생체계측에 실패한 경우는 안축장 측정 실패가 5안, 비정상적인 안축

장 수치(35 mm 이상 혹은 18 mm 미만)가 5안이었다(표 1). 생체계측에 실패한 경우

는 총 12안이었으며 개별 기기에 대한 검사실패 여부는 표 2와 같았다. 생체계측 실

패 사례들에서 측정된 수치들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2. 각막곡률 및 안축장 

편평한 각막곡률(K1)은 ARK에서 44.53 ± 1.48 D 로 가장 편평하고, IOL master 

V.5에서 44.61 ± 1.48 D 로 가장 가파랐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727). 하지만 가파른 각막곡률(K2)과 평균각막곡률(Kav)은 ARK가 가장 편평

하고 Argos가 가장 가파르게 측정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01, 0.002). 각막난시의 J0 성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J45 성분은 차이가 

없었다(각각 p=0.026, 0.721)(표 3).

안축장은 IOL master V.5에서 23.37 ± 0.81 mm 로 제일 길게, Pentacam AXL 

에서 23.32 ± 0.80 mm 로 제일 짧게 측정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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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01)(표 3).

3.3.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

현성굴절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술후 구면대응치는 -0.11 ± 0.67 D 였다. 그리고 

각 기기들에서 측정된 술후 구면대응치 예측치들은 ARK/A-scan가 -0.53 ± 0.19 D 

로 가장 근시에 가까웠으며, Pentacam AXL이 0.41 ± 0.59 D 로 가장 원시에 가까웠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이들 수치들을 수술 2개월 이후 현성

굴절검사를 시행하여 측정한 구면대응치와 비교하여 차이의 평균인 평균굴절오차

(ME)는 ARK/A-scan, IOL master V.5, Argos가 각각 -0.42 ± 0.67, -0.15 ± 0.62, 

-0.11 ± 0.68 D 로 예측치가 근시로 치우쳐 있었으며, Pentacam AXL은 0.41 ± 0.59 

D 로 예측치가 원시로 치우쳐 있었다(p<0.001). 술후 구면대응치의 실측치와 예측치

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치환하여 평균인 평균절대오차(MAE)는 ARK/A-scan가 0.67 ± 

0.41 D, IOL master V.5가 0.50 ± 0.39 D, Argos가 0.50 ± 0.45 D, Pentacam AXL이 

0.56 ± 0.45 D 로 나타났으며, 다른 기기들보다 ARK/A-scan에서 유의하게 크게 나타

났다(p=0.005)(표 3).

3.4. 검사간 평균각막곡률과 안축장의 일치도

Bland-altman plot과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 기기들에서 측정된 평균각

막곡률과 안축장 간에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는 각막곡률에서 최저 

0.977, 안축장에서 최저 0.998로 모든 기기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몇몇 

기기들 사이에서 측정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평균각막곡

률의 경우 ARK가 IOL master V.5보다 0.14 D, Argos보다 0.17 D 더 편평하게 측정

하였다(각각 p=0.006, 0.013). 안축장은 A-scan이 pentacam AXL에 비해 0.04 m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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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그리고 IOL master V.5가 Argos보다 0.03 mm, Pentacam AXL보다 0.05 mm 

더 길게 측정하였다(각각 p=0.008, 0.006, <0.001)(표 4, 5). Bland-altman plot에서 기

기들 사이의 비교에서 대부분이 95% 일치 한도(Limits of agreement)에 포함되어 좋

은 일치도를 보였다(표 4, 5, 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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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백내장 수술을 위한 안구 생체계측을 위하여 여러 기기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이용된 기기들 중 Argos 

및 Pentacam AXL의 경우 출시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기이며, 특히 

Pentacam AXL의 경우 국내에서 이를 이용한 연구보고가 없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

된 두 기기들의 안구 생체계측 결과가 기존 기기들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ARK/A-scan는 IOL master가 선보이기 전부터 생체계측을 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으며, IOL master는 1999년 처음 선보인 안구 생체계측기기로 둘을 비교한 연구는 

오랜기간 축적된 상태이다. A-scan은 IOL master에 비하여 안축장이 짧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A-scan을 이용할 때 각막이 함입되는 것, 그리고 안구의 

안쪽 경계를 탐지할 때 A-scan은 내경계막, IOL master는 망막색소상피층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13, 24-27 ARK와 IOL master의 각막곡률은 비슷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7, 28, 평균절대오차 (MAE) 또한 연구방법에 따라 조금씩은 다

르지만 대체로 IOL master가 A-scan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4, 26, 29 본 연구에서는 ARK/A-scan와 IOL master V.5를 비교하였을 때, 안축장은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각막곡률은 ARK에서 0.14 D 더 편평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6). 안축장이 측정되지 않았던 12안을 포함한 38안에서 측정한 평균

각막곡률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0.13 D, p=0.006)가 나타나 단지 작은 대

상자 수 때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2017년까지 게재된 Argos에 관한 문헌은 1건, Pentacam AXL에 관한 문헌은 3건

으로 많지 않다. Argos에 대하여 Shammas et al.14는 평균각막곡률이나 안축장이 

IOL master 50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Pentacam AXL과 관

련해서는 Sel. S et al.17가 SS-OCT를 이용하는 IOL master 700에 비하여 평균각막곡

률과 안축장이 작게 측정되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여 임상적인 의미가 없고 인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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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의 A 상수를 조절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난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Shajari et al.18는 Pentacam AXL과 동일한 PCI 방식을 

이용하는 IOL master 500과 비교하였을 때, 안축장이나 평균각막곡률에서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가파른 각막곡률에서는 0.19 D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토릭 인공수

정체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Ruiz-Mesa R. et 

al.20은 Pentacam AXL과 optical low-coherence reflectometry (OLCR)의 일종인 

Allegro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각막곡률과 안축장은 Pentacam AXL에서 다소 작게 측

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두 기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IOL master V.5와 Pentacam AXL의 검사성공률은 각각 77 % 와 

79 % 로 Argos의 100 % 에 비하여 낮았다. 검사 실패는 모두 안축장 측정에서 기인

하였는데, 이는 검사 원리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IOL master V.5의 경우 partial-coherence interferometry (PCI)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전 연구들에서 안축장 측정 실패율이 15-38 %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고,27, 30-32 동일

한 PCI 방식을 이용한 IOL master 500에서도 23 % 의 실패률이 보고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도 IOL master V.5의 검사실패율이 23 % 로 이전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으며, 동일한 안축장 측정원리를 이용하는 Pentacam AXL 역시 비슷한 검사

실패율을 보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Pentacam AXL의 경우 IOL Master V.5와

는 다르게 측정이 되었으나 안축장이 비정상 수치 (16 mm 이하 혹은 30 mm 이상)

인 경우가 전체 검사 실패의 절반에 해당되었다. Pentacam AXL에 탑재된 PCI 기기

는 IOL master 500에 탑재된 것과 유사하다고 하며20,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IOL master V.5가 IOL master 기기에서 초기 모델임을 감안하면 기기의 정밀도가 발

전하여 스캔 광선의 투과성이 증가하였거나, 백내장을 투과하여 약해진 스캔 광선의 

인식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Shajari et al.18가 Pentacam AXL과 

IOL master 500 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그 연구에서는 성공률에 대한 언

급이 없어 두 기기 간의 검사 성공률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rgos 는 본 연구에서 100 % 검사 성공률을 보였는데, 56명의 백내장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Shammas et al.14의 연구에서도 Argos (96 %)는 IOL master 500 (77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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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enstar LS 900 (79 %)보다 높은 검사 성공률을 보였다. 상기 저자들은 그 이유

를 PCI 방식이나 OLCR 방식에 비하여 SS-OCT에서 쓰는 스캔 광선이 더 넓고, 광

원의 긴 파장(1060 nm)이 PCI 방식(780 nm)이나 OLCR 방식(840 nm)의 광원에 비하

여 투과성이 더 좋기 때문으로 보았다.

평균각막곡률은 Argos에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실제 사후분석에서는 

ARK과의 비교에서만 의미있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기기들과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ARK는 3 mm 직경의 원에, IOL master V.5의 경우 2.3 mm 직경의 원에 

6개의 LED를 비추어 각막곡률을 측정하지만, Pentacam AXL은 샤임플러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각막 전후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중심 3 mm 직경의 각막곡률을 

도출하여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이용하며, Argos는 16개의 적외선 LED 고리와 

OCT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막곡률을 측정한다. ARK와 IOL master는 위에서 서술하

였듯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27, 28, IOL master의 평균각막곡률은 Pentacam의 수치보다 

0.1 ~ 0.2 D 정도 더 가파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33, 34 IOL master V.5와 Argos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IOL master V.5가 IOL master 500과 동일한 PCI 방식을 

이용하고, Argos가 IOL master 700과 동일한 SS-OCT 방식을 이용하므로 검사결과

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IOL master 500과 IOL master 700을 비교한 기존 연구들15, 

18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Shammas et al.14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각막곡률의 

차이가 없어야 하며, 본 연구에도 이에 부합하였다. Argos에서 평균각막곡률이 다른 

기기들에 비해 가파르게 측정되었는데, 적외선 LED를 이용한 기존의 방식에 OCT 이

미지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오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Argos의 

평균 각막곡률이 IOL master V.5의 것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도 이와 연관지을 수 있

다. ARK를 제외한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은 서로 높은 pearson 상

관계수를 보였고, 95% 일치 한도 내에 모두 포함되었으나, 일치 한도 범위가 1 ~ 1.5 

D 정도로 너무 넓어 상호 치환은 가능하지 않았다.

각막난시의 경우에는 J0 성분에서 기기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J45 성분

은 네 기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J0 성분에서도 차이가 가장 

큰 Argos와 Pentacam AXL의 차이가 0.14 D 정도로 임상적으로 의미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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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상자들에서 토릭 인공수정체가 필요할 정도의 고도난시가 있는 환자는 제외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의 각막난시를 갖는 대

상자군을 갖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안축장은 Pentacam AXL에서 가장 짧게 측정되고 IOL master V.5에서 가장 길

게 측정이 되었는데,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에서 표 5와 같이 A-scan과 

Pentacam AXL, IOL master V.5와 Argos, IOL master V.5와 Pentacam AXL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한 PCI 방식을 이용하는 IOL master V.5와 Pentacam 

AXL에서 안축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Shajari et al.18의 연구와도 맞지 않으나, 성공률

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던 PCI 기기의 광선 투과성 및 인식률의 향상이 그 원인일 수 

있겠다. IOL master V.5와 Argos의 비교를 IOL master 500과 IOL master 700을 비

교한 기존 연구들15, 18을 참조할 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 차이가 0.03 mm 로 기존 연구들의 0.01 ~ 0.02 mm 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차이가 제일 큰 IOL master V.5와 Pentacam AXL에서도 안축장 

차이가 0.05 ± 0.05 mm 로 실제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SRK/T 공식에 

의하면 약 0.13 D 정도의 차이로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없다고 하겠다.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는 ARK/A-scan가 -0.53 D 로 가장 근시에 치우쳤고, IOL 

master V.5와 Argos가 각각 -0.26 D와 -0.22 D, Pentacam AXL이 0.30 D 로 원시에 

치우쳤다. 평균절대오차 (MAE)는 ARK/A-scan이 0.67 D 로 가장 컸으며, Pentacam 

AXL이 0.56 D, IOL master V.5, Argos가 0.50 D로 가장 작은 오차를 보였다. 

Pentacam AXL에서는 다른 기기들과는 다르게 예측치가 원시로 나타난 것은 전혀 예

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Pentacam AXL에서 측정한 평균각막곡률은 다른 기기들의 중

간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0.1 D 정도의 차이밖

에 발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안축장은 상술한대로 0.13 D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는데 

이는 오히려 오차를 커지게 만든다. 하지만 예측치의 차이는 0.5 D 이상으로, 생체계

측치들에서 비롯한 오차의 범위를 넘어간다. 저자들은 이러한 극심한 차이의 원인을 

Pentacam AXL 기기에서 차별화한 A 상수(A constant)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인공수정체(QuadrimaX PC545)의 경우 SRK/T 공식에서 사용되는 A 



- 15 -

상수가 A-scan 118.0, IOL master V.5 118.4, Argos 118.4, Pentacam AXL 119.0 으

로 지정되어 있다. Pentacam AXL에서 A 상수가 다른 기기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권장 인공수정체 도수가 커지게 되고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가 원시로 치

우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A상수의 최적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 

Pentacam AXL의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가 IOL master V.5나 Argos와 비슷하도록 A 

상수를 최적화해 보자면 약 0.5 D 근시 쪽으로 예측치가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0.75 D 정도 권장 인공수정체 도수가 줄어들어야 하며, 따라서 A 상수가 118.25 

정도인 것이 최적화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술후 예측 구면대응치는 -0.20 ± 

0.34 D, 평균굴절오차(ME)는 -0.09 ± 0.58 D, 평균절대오차(MAE)는 0.50 ± 0.31 D 

로 IOL master V.5나 Argos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A 상수가 118.5

가 되면 MAE가 0.47 ± 0.35 D 로 가장 낮아지게 된다. Pentacam AXL 장비를 이용

한 생체계측 데이터가 많지 않으므로 인공수정체 별로 A상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던 점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 비

하여 적은 대상자 수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대상자 

수가 큰 경우 본 연구와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A-scan의 경우 검

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안축장 측정의 신뢰도가 차이가 날 수 있고, IOL master V.5의 

경우 출시된 지 10년도 넘은 기기로써 최신 기기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큰 대상자와 비교적 최근의 안구 생체계측 기기를 이용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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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평균각막곡률은 ARK가 Argos, Pentacam AXL보다 더 작게 측정되었고, 안축장

은 Pentacam AXL이 A-scan, IOL master V.5보다 더 짧게 측정되었지만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 평균절대오차는 ARK/A-scan에서 가장 크고 Pentacam 

AXL이 그 다음이었으며, IOL master V.5와 Argos에서 가장 작았다. Argos는 IOL 

master V.5와 비슷한 정확성을 보여주었으나, Pentacam AXL은 술후 예측 구면대응

치가 원시에 치우치는 등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Pentacam AXL에 특화된 

A 상수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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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구 생체계측 기기들의 평균각막곡률에 대한 Bland-Altman plot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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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구 생체계측 기기들의 안축장에 대한 Bland-Altman plot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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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구 생체계측 기기들의 성공률  

n = 38 ARK/A-scan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

Success 38 (100%) 28 (73.6%) 38 (100%) 28 (73.6%)

Abnormal value*  0 0 0 5 (13.2%)

Failure 0 10 (26.4%) 0 5 (13.2%)

A-scan: applanation A-scan ultrasound; ARK: Auto-ref-keratometer
All measurement failures were due to failure of axial length measurement
* Axial length > 36 mm or <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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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구 생체계측 실패 사례의 형태 

Fail IOL master V.5 & fail Pentacam AXL 4

Fail IOL master V.5 & abnormal Pentacam AXL* 4

Fail IOL master V.5 only 2

Abnormal Pentacam AXL only* 1

Fail Pentacam AXL only 1

* Axial length > 36 mm or <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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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안구 생체계측 기기들의 생체계측치 비교

n = 26 ARK/A-scan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 P value

K1(D) 44.53 ± 1.48 44.61 ± 1.48 44.55 ± 1.41 44.57 ± 1.44 0.727 

K2(D) 45.52 ± 1.45 45.72 ± 1.33 45.84 ± 1.51 45.63 ± 1.69 <0.001* 

Kav(D) 45.02 ± 1.42 45.16 ± 1.36 45.19 ± 1.42 45.10 ± 1.54 0.002* 

J0 0.05 ± 0.53 -0.02 ± 0.57 0.08 ± 0.62 -0.06 ± 0.53 0.026* 

J45 -0.01 ± 0.31 0.00 ± 0.35 -0.06 ± 0.37 -0.03 ± 0.33 0.721 

AL (mm) 23.35 ± 0.80 23.37 ± 0.81 23.34 ± 0.80 23.32 ± 0.80 <0.001* 

Predicted 

SE (D)
-0.53 ± 0.19 -0.26 ± 0.17 -0.22 ± 0.27 0.30 ± 0.34 <0.001* 

ME (D) -0.42 ± 0.67 -0.15 ± 0.62 -0.11 ± 0.68 0.41 ± 0.59 <0.001* 

MAE (D) 0.67 ± 0.41 0.50 ± 0.39 0.50 ± 0.45 0.56 ± 0.45 0.005* 

A-scan: applanation A-scan ultrasound; ARK: Auto-ref-keratometer; 
AL: axial length; K1: flat corneal curvature; K2: steep corneal curvature; 
Kav: average corneal curvature
J0: astigmatism of 90° /180°; J45: astigmatism of 45° /135°
SE: spherical equivalent; ME: mean refractive error; MAE: mean absolute error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repeated measured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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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안구 생체계측 기기들의 평균각막곡률 비교 

n = 26

Mean 

difference

± SD (D)

P 

value

Pearson 

correlation

P 

value

95% LoA 

(D)

ARK, IOL master V.5 -0.14 ± 0.19 0.006 0.991 <0.001 -0.52, 0.24

ARK, Argos -0.17 ± 0.25 0.013 0.984 <0.001 -0.67, 0.33

ARK, Pentacam AXL -0.08 ± 0.33 1.000 0.979 <0.001 -0.71, 0.56

IOL master V.5, Argos -0.03 ± 0.30 1.000 0.978 <0.001 -0.61, 0.56

IOL master V.5, 
Pentacam AXL 0.06 ± 0.39 1.000 0.972 <0.001 -0.69, 0.82

Argos, 
Pentacam AXL 0.09 ± 0.34 1.000 0.977 <0.001 -0.57, 0.76

Difference of A and B = A – B 
LoA: Limite of agreement; ARK: Auto-ref-kera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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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구 생체계측 기기들의 안축장 비교

n = 26

Mean 

difference ±  

 SD (mm)

P 

value

Pearson 

correlation

P 

value

95% LoA 

(mm)

A-scan, IOL master 
V.5 -0.02 ± 0.03 0.086 0.999 <0.001 -0.07, 0.04

A-scan, Argos 0.01 ± 0.03 0.323 0.999 <0.001 -0.05, 0.08

A-scan, Pentacam AXL 0.04 ± 0.05 0.008 0.998 <0.001 -0.06, 0.14

IOL master V.5, Argos 0.03 ± 0.04 0.006 0.999 <0.001 -0.05, 0.10

IOL master V.5, 
Pentacam AXL 0.05 ± 0.05 <0.001 0.998 <0.001 -0.05, 0.15

Argos, 
Pentacam AXL 0.02 ± 0.05 0.255 0.998 <0.001 -0.08, 0.13

Difference of A and B = A – B 
LoA: Limite of agreement; A-scan: applanation A-scan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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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ed by Professor Sun Woo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results of ocular biometry 

measured by using autorefkeratometer (ARK)/A-scan, IOL master V.5, Argos and 

Pentacam AXL. 

   Thirty-eight eyes undergone small incision cataract surgery were enrolled. 

Preoperative corneal curvature (K) and axial length (AL) was measured by using 

ARK/A-scan, IOL master V.5 (Carl Zeiss Meditec AG, Jena, Germany), Argos 

(Movu Inc., Santa Clara, CA) and Pentacam AXL (Oculus GmbH, Wetzlar, 

Germany). Mean corneal curvature (Kav) and corneal astigmatism (J0, J45) and 

predicted postoperative spherical equivalent was calculated. Actual postoperative 

spherical equivalent was measured with manifest refraction, and mean absolute 

error (MAE) was calculated as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e predicted value 

and the measured vaule of postoperative spherica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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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10 eyes were failed to measure with IOL master V.5 and Pentacam 

AXL, but all eyes were successfully measured with ARK/A-scan and Argos. The 

Kav measured in ARK/A-scan, IOL master V.5, Argos and Pentacam AXL were 

45.02±1.42D, 45.16±1.36D, 45.19±1.42D, 45.10±1.54D, respectively and showed the 

flattest in ARK (p=0.002). AL were 23.35±0.80mm, 23.37±0.81mm, 23.34±0.80mm, 

23.32±0.80mm, respectively and showed the shortest in Pentacam AXL (p <0.001). 

In corneal astigmatism, only J0 compon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instruments (p=0.026). Pentacam AXL predicted postoperative spherical equivalent 

will be more hyperopic than other instruments (p<0.001), but MAE was 

significantly larger in ARK/A-scan (p=0.005)

   Pentacam AXL showed a similar success rate to the IOL master V.5. Kav 

was the flattest in ARK, and AL was the shortest in Pentacam AXL, but it was 

not clinically significant. MAE in Pentacam AXL was larger than those of IOL 

master V.5 and Argos. In Pentacam AXL, optimization of A constant is needed to 

improve accuracy of predicted postoperative spherical equivalent.

Key words : Optical biometry, cataract surgery, mean corneal curvature, axial length, 

autorefkeratometer, A-scan, IOL master V.5, Argos, Pentacam AX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