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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축장에 따른 안축장, 전방깊이, 각막곡률, 각막난시 차이

Interocular Difference of Axial Length, Anterior Chamber Depth, Keratometry, 
Corneal Astigmatism According to Axi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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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interocular difference of axial length (AL), mean keratometry (K), corneal astigmatism and anterior 
chamber depth (ACD) according to AL without history of ocular surgery.
Methods: This study was performed on 16,411 patients (32,825 eyes) who were measured AL, K, corneal astigmatism and ACD 
by IOL Master® from April 2007 to September 2016, excluding patients with missing values and extreme values in AL. After, pa-
ti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AL; AL < 24 mm, 24 mm ≤ AL < 26 mm, 26 mm ≤ AL < 28 mm, AL ≥ 28 mm, we in-
vestigated which variables were associated according to AL. To compensate for age and sex, 1:1:1:1 random matching was per-
formed for age and sex.
Results: The longer the average AL of both eyes,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 ACD and mean corneal K of both 
eyes. The longer AL group had the deeper ACD, the flatter mean corneal K, the higher corneal astigmatism. The older age group 
had the more shallow ACD, the steeper mean corneal K, lower corneal astigmatism.
Conclusions: Ophthalmologists have to be careful in setting fellow eye as control in treating or studying patients with long AL or 
axial myopia. Because, the longer the average AL of both eyes,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 the ACD and the 
mean corneal K of both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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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는 가장 흔한 안과 질환 중 하나로, 망막변성, 망막

박리, 맥락막신생혈관, 녹내장 등 근시와 관련된 안과질환

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 근시의 유병률은 나이, 인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높

다.2,3 특히 국내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1) 결

과
4
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의 48.1%가 근시이며, 4.0%

가 고도근시로 우리나라는 근시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 해

당하는 국가이다.

한편, 안축장은 굴절 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다.5 근시는 안축장이 연령대에 맞는 안축장보다 길 때 발

생할 수 있으며 국내 성인의 평균 안축장 길이는 대략 23 mm 

정도로 알려져 있다.6 이전 연구에 의하면 성인에서 굴절 이

상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쌍봉분포(bimoal distribution)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2.63.1.83&domain=pdf&date_stamp=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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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AL (mm)
p-value

AL < 24 24 ≤ AL < 26 26 ≤ AL < 28 28 ≤ AL
Before matching

Number 8,985 4,769 1,835 822
Age (years) 63.88 ± 11.79 54.77 ± 15.36 44.57 ± 14.53 49.04 ± 14.46 <0.001*

Sex (male) 2,840 (31.6) 2,628 (55.1) 996 (54.3) 333 (40.5) <0.001†

AL difference (mm) 0.19 ± 0.47 0.33 ± 0.58 0.69 ± 1.11 1.20 ± 1.63 <0.001*

ACD difference (mm) 0.15 ± 0.23 0.17 ± 0.27 0.18 ± 0.30 0.22 ± 0.36 <0.001*

K difference (diopters) 0.37 ± 0.45 0.39 ± 0.62 0.48 ± 1.08 0.65 ± 1.11 <0.001*

Corneal astigmatism difference (diopters) 0.57 ± 0.78 0.58 ± 0.78 0.61 ± 0.81 0.74 ± 1.13 <0.001*

Astigmatism (symmetric) 3,644 (40.6) 2,167 (45.4) 1,083 (59.0) 445 (54.1) <0.001†

After matching by age and sex
Number 822 822 822 822
Age (years) 49.04 ± 14.46 49.04 ± 14.46 49.04 ± 14.46 49.04 ± 14.46
Sex (male) 333 (40.5) 333 (40.5) 333 (40.5) 333 (40.5)
AL difference (mm) 0.26 ± 0.79 0.36 ± 0.65 0.82 ± 1.17 1.20 ± 1.63 <0.001*

ACD difference (mm) 0.16 ± 0.24 0.16 ± 0.25 0.18 ± 0.28 0.22 ± 0.36 <0.001*

K difference (diopters) 0.36 ± 0.59 0.38 ± 0.85 0.50 ± 0.89 0.65 ± 1.11 <0.001*

Corneal astigmatism (diopters) 0.61 ± 0.99 0.63 ± 0.90 0.66 ± 0.81 0.74 ± 1.13 0.032*

Astigmatism (symmetric) 406 (49.4) 433 (52.7) 458 (55.7) 445 (54.1) 0.02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L = axial length; ACD = anterior chamber depth; K = keratometry.
*Analysis of variance with Bonferroni correction; †chi-square test for linear trend.

Table 1. Differences of parameters of both eyes according to the average axial length of both eyes 

를 보이고, 이에 반해 안축장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를 보여
7,8 근시의 병인론 연구에는 안축장을 이용한 분류가 

안구의 다른 생체 계측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에 더 합

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시기능은 양안시 및 입체시를 획득하기 위해 양

안이 서로 대칭이 되도록 발생 및 발달되었고 양안의 난시

축이 대칭의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러한 양안의 

대칭성을 뒷받침한다.9 양안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반대안

의 예방적 레이저홍채절개술이나, 장벽레이저 치료를 결정

하게 되며, 안과 연구에 있어 대조군으로 반대안을 고려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축성 근시 환자에서 

양안의 안축장, 전방깊이, 평균 각막곡률, 각막난시 등이 양

안의 대칭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축장에 따라 양안의 대칭성이 어떻게 변

하는지, 그리고 안축장이 다른 생체 계측치와 어떤 연관성

을 가지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

여 시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인증 받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에 

의해 승인 받아 이루어졌으며 후향적으로 환자의 검사 결

과를 분석하였다(IRB 승인 번호: 4-2016-1066).

2007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단일 기관 안과 외래에 

내원한 20세 이상의 환자 중 양안에 부분결합간섭계(IOL 

Master® Version 5.4, Carl Zeiss Meditec, Jena, Germany)를 

이용해 검사한 자료 중 결측치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안축장 기준 0.5 percentile 미만과 99.5 percentile

초과하는 극단값을 가지는 환자를 제외하였다. 굴절교정수

술을 포함한 안과적 수술 과거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는 한 환

자에서 양안 평균 안축장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번

째는 첫 번째 연구에 포함된 군의 우안만을 분석하였다. 안

축장에 따라 총 4개 군, 24 mm 미만인 군과 24 mm 이상 

26 mm 미만인 군, 26 mm 이상 28 mm 미만인 군 그리고 

28 mm 이상인 군으로 분류하였다.10 나이와 성별에 의한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에 따라 1:1:1:1 무작위 

매칭(random matching)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안 평균 안축장, 연령군이 전방깊이, 각막곡률, 각

막난시와 각각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세부

터 80세 이상까지 10세 간격의 7개 연령군으로 나누고 연

령군마다 안축장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OL Master®
를 이용하여 안축장 측정 후 측정된 안축장

을 평균 내어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각막 중심의 2.5 mm 부위의 6점을 통해 각막곡률, 각막난

시, 난시축을 측정하였고, 전방깊이 또한 측정하였다.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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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L (mm)
p-value

AL < 24 24 ≤ AL < 26 26 ≤ AL < 28 28 ≤ AL
Before matching

Number 8,986 4,730 1,819 876
Age (years) 63.81 ± 11.84 54.87 ± 15.30 44.43 ± 14.65 49.55 ± 15.56 <0.001*

Sex (male) 2,839 (31.6) 2,603 (55.0) 995 (54.7) 360 (41.1) <0.001†

ACD (mm) 3.06 ± 0.39 3.47 ± 0.39 3.70 ± 0.36 3.79 ± 0.45 <0.001*

K (diopters) 44.69 ± 1.44 43.37 ± 1.63 42.79 ± 2.49 42.56 ± 3.12 <0.001*

Corneal astigmatism (diopters) 1.19 ± 0.89 1.30 ± 1.00 1.64 ± 1.21 1.84 ± 1.42 <0.001*

Astigmatism (WTR) 3,532 (39.3) 2,304 (48.7) 1,229 (67.6) 501 (57.2) <0.001†

Astigmatism (ATR) 1,408 (15.7) 654 (13.8) 105 (5.8) 73 (8.3) <0.001†

After matching by age and sex
Number 873 873 873 873
Age (years) 49.46 ± 14.50 49.46 ± 14.50 49.46 ± 14.50 49.46 ± 14.50
Sex (male) 357 (40.9) 357 (40.9) 357 (40.9) 357 (40.9)
ACD (mm) 3.22 ± 0.40 3.50 ± 0.37 3.65 ± 0.38 3.79 ± 0.45 <0.001*

K (diopters) 44.33 ± 1.46 43.32 ± 1.71 43.10 ± 2.55 42.56 ± 3.12 <0.001*

Corneal astigmatism (diopters) 1.31 ± 1.00 1.35 ± 1.06 1.62 ± 1.32 1.85 ± 1.42 <0.001*

Astigmatism (WTR) 451 (51.7) 459 (52.6) 548 (62.8) 500 (57.3) <0.001†

Astigmatism (ATR) 103 (11.8) 96 (11.0) 61 (7.0) 73 (8.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L = axial length; ACD = anterior chamber depth; K = keratometry; WTR = with-the-rule; ATR = against-the-rule.
*Analysis of variance with Bonferroni correction; †chi-square test for linear trend.

Table 2. Differences in the parameters of right eye according to axial length

곡률 중 가장 가파른 축이 90 ± 15°에 위치한 것은 직난시, 

180 ± 15°에 위치한 것을 도난시로 정의하였고, 좌 · 우안 

난시축의 합이 180 ± 15°이면 대칭난시로 정의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연속변수 값들은 평균 ± 표준편

차 형태로 나타냈고, 안축장 4개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속변수에 대해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안축장 4개 군과 연령별 7개 군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 two-way ANOVA test, Post hoc with Bonferroni correc-

tion을,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chi-sqare test를 시행하였

다. 1:1:1:1 무작위 매칭(random matching)은 case-control 

matching with the FUZZY extension command를 사용하였

다. 0.01 미만의 p-value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으로 하

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23.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양안 평균 안축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총 16,411명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중 평균 안축장이 24 mm 미만인 

군은 8,985명, 24 mm 이상 26 mm 이하인 군은 4,769명, 

26 mm 이상 28 mm 미만인 군은 1,835명, 28 mm 이상인 

군은 822명이었다. 양안의 평균 안축장이 길수록 양안 사이

의 안축장 차이, 전방깊이 차이, 평균 각막곡률 차이, 각막난

시 차이가 커졌으며(p<0.001, p<0.001, p<0.001, p<0.001), 

대칭난시의 비율에도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무작위 매칭으로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후에는 

양안 사이의 안축장 차이, 전방깊이 차이, 평균 각막곡률 차

이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p<0.001, p<0.001, 

p<0.001), 각막난시 차이와 대칭난시의 비율은 네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32, p=0.027) (Table 1).

총 16,411명의 우안만을 분석한 연구에서 안축장이 24 mm 

미만인 군은 8,986안, 24 mm 이상 26 mm 이하인 군은 

4,730안, 26 mm 이상 28 mm 미만인 군은 1,819안, 28 mm 

이상인 군은 876안이었다. 안축장이 길수록 평균 각막곡률

은 작아졌지만, 전방깊이와 각막난시는 증가하였고(p<0.001, 

p<0.001, p<0.001), 직난시의 비율과 도난시의 비율에도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p<0.001). 무작위 

매칭으로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후에도 안축장이 길수록 

평균 각막곡률은 작아졌고, 전방깊이와 각막난시는 증가하

였고(p<0.001, p<0.001, p<0.001), 직난시의 비율, 도난시의 

비율에 있어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유지되었다(p<0.001, 

p<0.001) (Table 2).

안축장이 긴 군일수록 전방깊이는 깊었고, 각막곡률은 

작았고, 각막난시는 컸다(p<0.001, p<0.001, p<0.001). 높은 

연령대일수록 전방깊이는 얕은 경향을 보였으며(p<0.001), 

각막곡률은 큰 경향을 보이고(p<0.001), 각막난시는 고령군

일수록 작은 경향을 보였다(p<0.00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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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s)
p-value*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90
ACD (mm)

00 ≤ AL < 24 3.39 ± 0.34 3.36 ± 0.32 3.28 ± 0.35 3.17 ± 0.37 3.05 ± 0.37 2.95 ± 0.37 2.89 ± 0.37 AL <0.001
24 ≤ AL < 26 3.70 ± 0.35 3.63 ± 0.36 3.57 ± 0.33 3.48 ± 0.36 3.40 ± 0.37 3.30 ± 0.41 3.17 ± 0.36 Age <0.001
26 ≤ AL < 28 3.81 ± 0.33 3.77 ± 0.32 3.72 ± 0.31 3.61 ± 0.36 3.60 ± 0.39 3.54 ± 0.49 3.32 ± 0.51 AL×age <0.001
28 ≤ AL < 00 3.87 ± 0.41 3.76 ± 0.34 3.82 ± 0.40 3.77 ± 0.47 3.77 ± 0.51 3.71 ± 0.55 3.50 ± 0.33

K (diopters)
00 ≤ AL < 24 44.11 ± 2.19 44.24 ± 1.51 44.42 ± 1.53 44.63 ± 1.40 44.71 ± 1.38 44.80 ± 1.44 44.79 ± 1.52 AL <0.001
24 ≤ AL < 26 43.11 ± 2.05 43.09 ± 1.94 43.39 ± 1.75 43.49 ± 1.48 43.47 ± 1.51 43.31 ± 1.46 43.38 ± 1.37 Age <0.001
26 ≤ AL < 28 42.42 ± 2.82 42.11 ± 2.65 42.51 ± 2.40 43.31 ± 2.22 43.62 ± 1.82 44.18 ± 1.55 44.90 ± 1.65 AL×age <0.001
28 ≤ AL < 00 42.17 ± 2.75 41.49 ± 3.10 41.56 ± 3.50 42.91 ± 2.94 43.74 ± 2.64 44.10 ± 2.20 44.43 ± 1.79

Corneal astigmatism (diopters)
00 ≤ AL < 24 1.85 ± 1.47 1.57 ± 1.05 1.30 ± 0.99 1.13 ± 0.83 1.11 ± 0.88 1.19 ± 0.81 1.33 ± 0.93 AL <0.001
24 ≤ AL < 26 1.84 ± 1.33 1.55 ± 1.04 1.37 ± 1.00 1.18 ± 0.88 1.19 ± 0.98 1.16 ± 0.85 1.30 ± 1.10 Age <0.001
26 ≤ AL < 28 1.97 ± 1.20 1.66 ± 0.99 1.52 ± 0.95 1.59 ± 1.67 1.41 ± 0.96 1.55 ± 1.26 1.26 ± 0.67 AL×age <0.001
28 ≤ AL < 00 2.12 ± 1.09 1.88 ± 1.12 1.69 ± 1.12 1.82 ± 1.37 1.87 ± 2.04 1.88 ± 1.52 1.55 ± 1.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CD = anterior chamber depth; AL = axial length; K = keratometry.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Bonferroni correction.

Table 3. Anterior chamber depth, keratometry, corneal astigmatism according to age and axial length

Figure 1. Difference of axial length (AL) according to average AL of both eyes. Analysis of variance with Bonferroni correctio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1 probability level.

고 찰

안축장은 각막의 표면으로부터 망막색소상피/부르크막

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성인의 평균 안축장

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의 Kim et al6
의 연구에 의하

면 국내 25세 이상의 안과적 병력이 없는 성인의 안축장은 

약 23 mm 정도이며, 안축장이 0.1 mm 증가하면 0.24 diop-

ters 정도의 근시 변화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11 

안구는 발달 과정에서 안축장을 포함한 생체 계측치 및 

모양이 정밀하게 조절되어 대칭성을 보이기 때문에 대조군

으로 나이나 성별, 인종, 전신질환에 따른 편향을 피할 수 

있는 반대안을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안 평균 안축장이 길어질수록 양안의 안축

장 차이, 전방깊이 차이, 평균 각막곡률 차이, 각막난시 차

이가 유의하게 커지며 양안의 생체 계측치의 차이 및 해부

학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전에 백내장수술력이 없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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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Rajan et al12
의 연구에 의하면 양안 중 안축

장이 긴 쪽의 안축장을 기준으로 몇 개의 군으로 나누었을 

때, 안축장이 긴 군일수록 양안의 안축장 차이가 0.3 mm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

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안축장이 긴 군에서 양안의 안축장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생체계측치 전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양안 평균 안축장이 길수록 양

안이 대칭성을 잃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안 평균 안축장을 1.0 mm 

단위로 나누어 각 군별 안축장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양안 

평균 안축장이 23.0-24.0 mm군에서 양안의 안축장 차이가 

가장 적었고, 평균 안축장이 이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록 

양안의 안축장 차이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Fig. 1). 

이는 반대안을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연구나 진료에서 안축

장이 긴 근시안에서는 안구의 대칭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안 단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결과 안축장이 길어

짐에 따라 전방깊이와 각막난시는 증가하였고, 평균 각막

곡률은 감소하였다. 양안의 평균 안축장을 이용한 연구와 

종합하여 고찰해보자면, 안축장만으로 모든 생체 계측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안축장이 다른 생체 계측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안의 안축장 차이가 양안의 생체계측

치 차이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구는 발달함에 따라 안축장, 전방깊이, 각막곡률, 굴절

률 등이 굴절 이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3,14 Wickremasinghe et al15
은 양안 안축장

의 비대칭성은 양안 평균 안축장이 정상 범위보다 지나치

게 짧거나 길어질 때 생긴다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굴절 이상이 안구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평균 안축장이 길어짐에 따라 양안의 안축장의 비대

칭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높은 연령군일수록 안축장이 짧고 

안축장과 전방깊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안축장과 

수정체두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졌다.16 본 연

구에서도 안축장이 길수록 전방깊이가 컸으며, 높은 연령

군일수록 전방깊이가 얕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

은 군이 안축장이 짧은 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연령

이 낮은 군에서 안축장이 긴 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군에서 양안의 비대칭성이 커 주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양안의 평균 안축장이 길수록 양안

의 안축장, 전방깊이, 평균 각막곡률, 난시의 차이가 크므

로, 축성근시 환자를 진료하거나 연구함에 있어 대조군으

로 반대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연령과 안축장, 평균 각막곡률, 각막난시, 전

방깊이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생체계측치의 생리적인 변화

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후향

적으로 진행되어 검진 목적이 아닌 3차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 의료 기관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고도근시안이나 녹내장안 등이 포함되는 선

택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전 

안과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없는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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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안축장에 따른 안축장, 전방깊이, 각막곡률, 각막난시 차이

목적: 안과 수술력이 없는 안에서 안축장에 따른 안축장, 전방깊이, 각막곡률, 각막난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7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IOL Master® 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결측치가 있거나 안축장 극단치에 포함되는 대상

을 제외한 16,411명(32,825안)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안축장(axial length)을 4군(24 mm 미만, 24 mm 이상 26 mm 미만, 26 mm 이상 

28 mm 미만, 28 mm 이상)으로 구분한 후, 안축장에 따른 여러 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기 위해서 나이와 

성별에 대해 1:1:1:1 무작위 매칭을 시행하였다. 

결과: 양안의 평균 안축장이 길수록 양안 사이의 안축장 차이, 전방깊이 차이, 평균 각막곡률 차이가 커졌다. 단안의 안축장이 길어질

수록 평균 각막곡률은 작아졌지만, 전방깊이, 각막난시는 증가하였다. 안축장이 긴 군일수록 전방깊이는 깊었고, 각막곡률은 작았고, 

각막난시는 컸으며, 높은 연령대일수록 전방깊이는 얕고, 각막곡률은 크고, 각막난시는 작았다. 

결론: 양안의 평균 안축장이 길수록 양안의 안축장, 전방깊이, 평균 각막곡률 등 생체계측치의 차이가 크므로, 안축장이 긴 환자, 특히 

축성 근시 환자를 진료하거나 연구함에 있어 대조군으로 반대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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