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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망막전위도의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Efficacy of Portable Electroretinograms 

김민진⋅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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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electroretinogram (ERG) waveforms acquired using a portable flash/flicker ERG with skin electrodes 
(RETevalTM;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 a portable flash/flicker ERG with ERG-jet contact lens electrodes 
(Fabrinal SA, La Chaux-De-Fonds, Swiss), and a conventional full-field (Ganzfeld) ERG.
Methods: The left eyes of 30 volunteers with no general or ocular history were measured with a portable RETeval ERG, a port-
able ERG-jet system, and a conventional full-field ERG. Amplitudes and implicit times were compared among the measurements 
obtained using the three systems.
Results: The RETeval ERG generally showed a lower amplitude than that obtained using a conventional full-field ERG (all, 

p < 0.001). Amplitude readings from the ERG-jet showed no differences with those acquired using the conventional full-field 
ERG (all p > 0.1).
Conclusions: Given the differences in the readings from those obtained using a conventional full-field ERG, data from the port-
able ERG-RETeval type should be analyzed with caution. Notably, the portable ERG-jet showed no differences in its readings 
compared to those obtained using a conventional full-field 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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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전위도는 빛 자극에 대한 망막의 반응을 전기적 신

호의 파형으로 기록하는 검사로 여러 질환을 진단하는 데

에 중요하다. 망막전위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으로는 높

은 진폭과 안정된 기록을 얻을 수 있는 각막접촉렌즈전극

이 주로 사용되며 단극전극인 electroretinogram (ERG)-jet 

전극(Fabrinal SA, La Chaux-De-Fonds, Swiss)이 임상적으

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1

기존의 탁상용 전체시야 망막전위도검사는 검사를 위한 

암순응 등의 전 처치가 있어 검사시간보다 오랜 기간 준비

하여야 하고, 시자극을 주는 Ganzfeld 돔 장치로 인해 앉은 

자세에서만 측정이 가능하여 침상에 누워있거나 자세 유지

가 힘든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반면, 휴대용 망막전

위도검사는 산동제를 점안하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어 준

비 시간이 짧고, 피부전극을 이용하여 자세와 상관없이 손

에 들고 검사가 가능해 소아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2,3 하지만 휴대용 망막전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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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rtable electroretinogram (ERG) connected to skin 
electrode or ERG-jet electrode. (A) Photograph of skin electrode
(RETevalTM Sensor strip,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 (B) Photograph of examination of portable ERG 
with skin electrode attached to lower eyelid. (C) Photograph 
of ERG-jet electrode. (D) Photograph of examination of port-
able ERG with ERG-jet electrode attached to cornea. 

측정기의 경우 피부전극을 사용하면 각막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눈 밑 피부에 부착하기 때문에 눈 밑 피부두께 

등 변수에 의해 파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4-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서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

기 RETevalTM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

를 이용하여 망막전위도 측정 시 RETevalTM
의 피부전극

(Sensor strips,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

과 ERG-jet (Fabrinal SA) 전극을 사용할 때, ERG-jet 전극

을 이용하여 측정한 탁상용 Ganzfeld (full-field) 망막전위

도(LKC Technologies)와의 파형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전향적 연구로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성인으로 양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8 이상, 굴절이상이 ± 5 diopter 이하, 정

상 안압, 안과질환 및 안과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당

뇨병,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이 없고, 망막전위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사용한 과거력이 없는 3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자의 좌안 망막전위도를, ERG-jet 전극을 이용한 

탁상용 망막전위도검사기와 RETevalTM
의 피부전극과 ERG-jet 

전극을 사용한 휴대용 망막전위도검사기로 각각 측정하였

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고, 인증된 본원의 연

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

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승인받아 진행하였으며(승인 번호: 

2019-01-022-001), 피검자에게 모든 검사 과정을 충분히 설

명한 후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세 가지 검사는 모든 피

검자에 대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검사

자가 시행하였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Electrophysiology of 

Vision (ISCEV)에서 2015년도에 표준화된 6가지 기본 반

응 중 암순응 0.01 망막전위도(간체반응, dark-adapted 0.01 

ERG), 암순응 3.0 망막전위도(최대복합반응, dark-adapted 

3.0 ERG [combined rod-cone standard flash ERG]), 진동소

파전위(dark-adapted 3 oscillatory potentials), 명순응 3.0 망

막전위도(단일섬광추체반응, light-adapted 3.0 ERG [standard 

flash “cone” ERG]), 명순응 30 Hz 점멸망막전위도(light-adapted 

30Hz flicker ERG)의 5가지 반응을 기록하였다.

모든 검사 시작 전에는 30분 동안 암순응을 시켰다. 우선 

RETevalTM
의 피부전극을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연결하고 

점안마취 및 산동 전 처치 없이 검사안의 하안검의 2 mm 

아래에 부착하여 휴대용 망막전위도의 전체 프로토콜 파형

을 기록하였다(Fig. 1A, B).

다음으로 탁상용 망막전위도를 측정하였는데 양안에 

Phenylephrine hydrocholoride/tropicamide 5 mg/5 mg/mL 

(Mydrin-P®;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Osaka, Japan) 

수회 점안하여 충분히 산동한 후 30분 동안 암순응을 시키

고,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0.5%; Alcon, 

Fort Worth, TX, USA)로 점안 국소마취 후, 전기전도도 개

선과 피검자 각막 보호를 위한 hydroxypropylmethylcellulose 

(Hycell soln®; SamIl Pharm, Seoul, Korea)를 ERG-jet 전극 

표면에 도포한 후 양안에 삽입하였다. 접지전극은 이마 중

심에, 기준전극은 검사안과 같은 쪽의 외안각 바깥쪽에 부

착시킨 후, 피검자가 stimulus dome에 머리를 고정하고 중

앙의 붉은 빛을 주시하게 하면서 full-field (Ganzfeld) stim-

ulator로 빛 자극을 주었다. -25 dB (0.01 cd•s/m2)의 약한 

백색광을 2초 간격으로 주면서 암순응 0.01 망막전위도를 

기록하고, 백색의 0 dB (2.5 cd•s/m2) 표준 빛 자극을 2초 

간격으로 주면서 복합반응을 기록하였다. 5분 가량의 명순

응 후 배경조명을 25 cd•s/m2
로 조정하고, 백색의 0 dB의 

표준 빛 자극을 1초에 30회 주면서 명순응 30 Hz 점멸망막

전위도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ERG-jet 전극을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연결하고,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동일한 방법

으로 산동, 암순응, 국소마취를 진행한 후, 전극에 hydrox-

ypropylmethylcellulose를 도포하고 양안에 삽입하여 휴대용 

망막전위도의 전체 프로토콜 파형을 기록하였다(Fig. 1C, D).

30명(30안)에서 ISCEV 표준 5가지 파형을 비교하였다. 

암순응 0.01 망막전위도에서 b-파의 진폭과 반응도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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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zfeld (μV) Skin (μV) * p-value† ERG-jet (μV)‡ p-value§

Dark-adapted 0.01 ERG 221.0 ± 96.6 27.1 ± 9.3 <0.001 155.3 ± 40.0 0.074
Dark-adapted 3 ERG a wave -212.9 ± 77.7 -30.8 ± 22.7 <0.001 -130.0 ± 169.2 0.059
Dark-adapted 3 ERG b wave 332.7 ± 116.2 63.0 ± 13.5 <0.001 275.3 ± 51.4 0.114
Dark-adapted oscillatory potentials 204.0 ± 106.5 56.1 ± 15.0 <0.001 180.5 ± 59.2 0.386
Light-adapted 3 ERG a wave -36.8 ± 10.6 -5.8 ± 2.4 <0.001 -27.5 ± 6.2 0.137
Light adapted 3 ERG b wave 89.6 ± 17.7 16.4 ± 6.1 <0.001 66.6 ± 21.1 0.114
Light-adapted 30Hz flicker ERG 65.9 ± 30.5 16.7 ± 5.7 0.002 65.7 ± 16.7 0.72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RG = electroretinogram.
*Skin = portable ERG with skin electrode; †p-value of Ganzfeld ERG and portable ERG with skin electrode were calculat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with Bonferroni post-hoc test, p < 0.004; ‡ERG-jet = portable ERG with ERG-jet electrode; §p-value of Ganzfeld ERG and 
portable ERG with ERG-jet electrode were calculat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with Bonferroni post-hoc test, p < 0.004.

Table 1. Comparison of ERG amplitude between conventional ERG (Ganzfeld) and portable ERG (skin electrode and ERG-jet elec-
trode)

암순응 3.0 망막전위도에서 a-파, b-파의 진폭과 반응도달 

시간, 진동소파전위의 진폭 평균값과 반응도달 시간, 명순

응 3.0 망막전위도에서 a-파, b-파의 진폭과 반응도달 시간, 

명순응 30 Hz 점멸망막전위도에서 진폭과 반응도달 시간

을 비교하였다. 각 파형의 측정 방법별 진폭을 비교하기 위

해 각 개체마다 탁상용 망막전위도에서 측정된 진폭과 휴

대용 망막전위도에서 측정된 진폭을 비교하여 평균을 구했

다.

반응도달 시간은 각 파형에서 자극을 준 후 최고진폭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각 파형 통계 분석은 

SPSS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

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진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성은 p<0.05일 때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3군을 비교하며 

하나의 파형에서 a-파, b-파의 진폭과 반응도달 시간을 비

교하기 때문에, 다중 비교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보정하

기 위하여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

여 유의확률을 그룹 수와 지표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유

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그룹 수인 3과 지표수인 4로 나눈 

값인 0.004 미만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총 30명의 좌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피

험자들의 평균 나이는 28.7 ± 2.01세(24-35세)였으며 남녀 

비율은 같았다. 암순응 0.01 망막전위도에서 b-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서 221.0 ± 96.6 μV였고, 휴대

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서 피부 전극 사용시 27.1 ± 9.3 μV

였으며, ERG-jet 전극 사용시에는 155.4 ± 40.0 μV였다

(Table 1, Fig. 2). b-파의 평균 진폭은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서 피부전극 사용시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평

균 9.62배 작게 나타났으며(p<0.001),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서 ERG-jet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했을 때는 탁상용 망막전

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74).

암순응 3.0 망막전위도에서 a-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 측정 시 -212.9 ± 77.7 μV였고, 휴대용 망막전

위도에서 피부 전극 사용시 -30.8 ± 22.7 μV, ERG-jet 전극 

사용시 -130.0 ± 169.2 μV였다(Table 1, Fig. 2). a-파의 평

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서 피부전극 사용시 평균 5.15배 작게 나타났으며

(p<0.001),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사용시

에는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059).

암순응 3.0 망막전위도에서 b-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 측정 시 332.7 ± 116.2 μV였고, 휴대용 망막전

위도에서 피부 전극 사용시 63.0 ± 13.5 μV였으며, ERG-jet 

전극 사용시 275.3 ± 51.4 μV였다(Table 1, Fig. 2). b-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서 피부전극 사용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4.94배 작게 나타났으며(p<0.001),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탁상용 망막전위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14).

진동소파 전위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 측정 

시 204.0 ± 106.5 μV였고,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피부 전

극 사용시 56.1 ± 15.0 μV, ERG-jet 전극 사용시 180.5 ± 

59.2 μV였다(Table 1, Fig. 2). 진동소파 전위의 평균 진폭

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

서 피부전극 사용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3.58배 작

게 나타났으며(p<0.001),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사용시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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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Electrophysiology of Vision standard electroretinogram (ERG) for the left eye of 
29-year-old female using conventional full-field (Ganzfeld) ERG and portable ERG (RETevalTM;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 with skin electrode and ERG-jet electrode. (A) Dark-adapted 0.01 ERG. (B) Dark-adapted 3 ERG (combined rod-cone 
standard flash ERG). (C) Dark-adapted 3 oscillatory potentials. (D) Light-adapted 3 ERG (standard flash “cone” ERG). (E) 
Light-adapted 30 Hz flicker ERG. X-axis represents time (ms) and Y-axis represents amplitude (μV) in all diagrams.

명순응 3.0 망막전위도에서 a-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 측정 시 -36.8 ± 10.6 μV였고, 휴대용 망막전위

도에서 피부 전극 사용시 -5.8 ± 2.4 μV였으며, ERG-jet 전

극 사용시 -27.5 ± 6.2 μV였다(Table 1, Fig. 2). a-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

기에서 피부전극 사용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6.12배 

작게 나타났으며(p<0.001),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37).

명순응 3.0 망막전위도에서 b-파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 측정 시 89.6 ± 17.7 μV였고, 휴대용 망막전위

도에서 피부 전극 사용시 16.4 ± 6.1 μV였으며, ERG-je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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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zfeld (ms) Skin (ms) * p-value† ERG-jet (ms)‡ p-value§

Dark-adapted 0.01 ERG 72.9 ± 5.7 71.6 ± 4.0 0.130 72.8 ± 4.3 0.338
Dark-adapted 3 ERG a wave 19.2 ± 1.8 18.9 ± 1.2 0.148 20.0 ± 1.5 0.266
Dark-adapted 3 ERG b wave 39.4 ± 4.3 41.3 ± 1.5 0.684 42.6 ± 6.9 0.183
Dark-adapted oscillatory potentials 15.2 ± 1.0 15.2 ± 0.7 0.470 15.5 ± 1.0 0.464
Light-adapted 3 ERG a wave 13.8 ± 1.3 12.1 ± 0.9 0.082 13.6 ± 0.7 0.665
Light adapted 3 ERG b wave 29.3 ± 1.1 28.3 ± 0.6 0.089 29.6 ± 0.7 0.184
Light-adapted 30Hz flicker ERG 25.5 ± 1.5 24.8 ± 0.5 0.159 25.2 ± 0.8 0.06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RG = electroretinogram.
*Skin = portable ERG with skin electrode; †p-value of Ganzfeld ERG and portable ERG with skin electrode were calculat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with Bonferroni post-hoc test, p < 0.004; ‡ERG-jet = portable ERG with ERG-jet electrode; §p-value of Ganzfeld ERG and 
portable ERG with ERG-jet electrode were calculat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with Bonferroni post-hoc test, p < 0.004.

Table 2. Comparison of ERG implicit time between conventional ERG (Ganzfeld) and portable ERG (skin electrode and ERG-jet 
electrode)

극 사용시 66.6 ± 21.1 μV였다(Table 1, Fig. 2). b-파의 평

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서 피부전극 사용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5.62배 작게 나타났으며(p<0.001),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114).

명순응 30 Hz 점멸 망막전위도에서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 측정 시 65.9 ± 30.5 μV였고, 휴대용 망막전위

도에서 피부 전극 사용시 16.7 ± 5.7 μV였으며, ERG-jet 전

극 사용시 65.7 ± 16.7 μV였다(Table 1, Fig. 2). 명순응 30 Hz 

점멸 망막전위도의 평균 진폭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에 비해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에서 피부전극 사용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평균 3.96배 작게 나타났으며(p=0.002), 휴대

용 망막전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21).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피부 전극을 이용한 휴대용 망막전

위도와의 파형을 비교했을 때 모든 반응에서 반응도달 시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Fig. 2). 또한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ERG-jet 전극을 이용한 휴대용 망막전위도와

의 파형을 비교했을 때, 모든 반응에서 반응도달 시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Fig. 2).

고 찰

망막전위도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는 검사자 간에 

또는 매회 측정 간에 변동성이 적고, 잡음이 적으며, 사용

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망막전위도의 결과가 

측정 전극의 종류 및 측정 장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7 2012년 개발된 휴대용 망

막전위도 측정기는 준비 시간이 짧고 검사 난이도가 쉬운 

장점 때문에 검사 협조도가 낮은 소아나 전신 상태가 안 좋

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휴대용 망막전

위도 측정기에서 피부전극을 사용하는 경우 눈에 직접 접

촉하는 ERG-jet과 비교하여 파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고, ERG-jet 전극을 이용한 휴대용 망막전위도

검사 결과와 기존 탁상용 망막전위도검사 장비의 결과를 

비교해 휴대용 망막전위도검사가 기존 탁상용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는지 측정치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암순응 0.01 망막전위도(dark-adapted 

0.01 ERG), 암순응 3.0 망막전위도(dark-adapted 3 ERG 

[combined rod-cone standard flash ERG]), 진동소파전위

(dark-adapted 3 oscillatory potentials), 명순응 3.0 망막전위

도(light-adapted 3 ERG [standard flash “cone” ERG]), 명순

응 30 Hz 점멸 망막전위도(Light-adapted 30 Hz flicker 

ERG)의 진폭이 모두 탁상용 full-field (Ganzfeld) 망막전위

도에서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피부전극을 연결하였을 때보

다 유의하게 컸다(p<0.001).

이에 반해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ERG-jet 전극을 연결하

여 검사한 경우, 기존의 탁상용 full-field (Ganzfeld) 망막전

위도검사 결과와 파형의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에 고착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협조가 떨어지는 환자에서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ERG-jet 전극을 연결하여 검사를 시

행할 경우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

어 탁상용 망막전위도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대상에서 휴

대용 망막전위도검사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망막질환이 있는 경우 병의 초기에는 망막전위도의 진폭 

감소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망막전위도의 진폭이 크

게 표현될수록 초기 병변을 가려내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피부전극을 연결하여 검사를 시행한

다면, 진폭의 정도가 ERG-jet 전극을 사용한 경우보다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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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의 감소가 정밀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

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

부전극을 이용한 검사에서 파형의 진폭이 감소된 결과가 

있는 경우 각막접촉전극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다면 실제 

병변에 의한 망막전위도의 진폭 감소인지 피부전극에 의한 

오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건에

서 탁상용 full-field (Ganzfeld) 망막전위도와 휴대용 망막

전위도(피부전극), 휴대용 망막전위도(ERG-jet 전극)를 직

접 비교했다는 데에 있다. 망막전위도에 관한 여러 보고를 

검토해 보면, 측정하는 시스템이나 장비가 매우 다양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험상, 피검자나 전극의 종류

가 같아도 측정 시스템이 다를 경우 망막전위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 종류의 검사 장비 및 

전극으로 측정한 망막전위도가 피검자가 다르거나 측정 시

스템이 다른 경우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피검자들의 연령을 20-30대로 제한함으로써 연령이나 

검사 협조도에 따른 변수를 통제해 피검자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여 측정 시스템 자체를 비교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피부전극을 연결하

였을 때 망막전위도의 진폭이 작게 나온 원인으로 눈 및 피

부두께에 따른 변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피부전극을 사용

한 휴대용 망막전위도가 ERG-jet 전극을 사용한 기존 탁상

용 망막전위도보다 진폭이 낮게 나온다는 점은 타 연구에

서 알려졌다.8 본 연구는 ERG-jet 전극을 연결한 휴대용 망

막전위도를 기존 탁상용 망막전위도와 비교한 데에 그 의

의가 있다. 피부전극을 연결한 휴대용 망막전위도는 각막

접촉렌즈전극보다 진폭이 낮게 측정되지만 휴대용 망막전

위도에서 ERG-jet 전극을 연결하였을 때 기존 탁상용 망막

전위도와 비교하여 진폭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휴대용 망막전위도에서 피부전극을 이용할 경우 소아나 

검사 협조도가 낮은 환자에서 검사 난이도를 쉽게 하여 검

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결과의 유용

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거동이 불편하여 탁상용 망막전위

도검사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치를 얻고자 

할 때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ERG-jet 전극을 연결하여 사용

할 경우 망막전위도의 비슷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정상안에서만 시행하였다는 점이

며, 추후 당뇨망막병증이나 망막색소변성 등의 다른 망막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젊은 연

령의 성인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소아나 고령에도 ERG-jet 

전극을 사용한 휴대용 망막전위도가 유용할지에 대한 연구

가 추가로 필요하다. 피부전극 사용시 눈 및 피부층의 두께

나 온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RG-jet 전극을 연결한 휴대용 망막전위도는 

탁상용 전체시야망막전위도와 비슷한 수준의 반응 도달 시

간과 진폭을 얻을 수 있어 망막 질환의 진단에 있어 간편하

면서 정확한 검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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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휴대용 망막전위도의 임상적 유용성

목적: 휴대용 망막전위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망막전위도 측정 시 피부전극과 ERG-jet 전극을 사용할 때의 망막전위도 파형과 ERG-jet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한 탁상용 전체시야망막전위도의 파형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양안의 안과질환이 없는 성인 30명의 좌안을 대상으로 5개의 표준망막전위도 측정을 각각 휴대용 망막전위도측정기 

RETevalTM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를 이용하여 RETevalTM의 피부전극과 ERG-jet (Fabrinal SA, La 

Chaux-De-Fonds, Swiss) 전극으로 검사한 망막전위도를 서로 비교하였고, 이를 ERG-jet 전극을 이용한 탁상용 망막전위도검사

(LKC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로 측정된 파형과 비교하였다.

결과: 피부전극을 이용하여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로 망막전위도를 측정하였을 때, 모든 파형은 탁상용 망막전위도의 파형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작게 나타났다(모두 p<0.001). ERG-jet 전극을 이용하여 휴대용 망막전위도 측정기로 망막전위도를 

측정하였을 때, 모든 파형은 ERG-jet 전극을 이용한 탁상용 망막전위도의 파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모두 

p>0.1).

결론: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피부전극을 연결할 경우 탁상용 망막전위도검사보다 파형의 크기가 작아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용 망막전위도에 ERG-jet 전극을 이용하면 탁상용 망막전위도검사와 같은 진폭의 파형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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