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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와 내에서 안구의 상대적 위치는 여러 병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와골절, 
갑상선 안질환, 안와 종양 등의 진단과 이에 약물 및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현재 안구 돌출 값

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 측정 기기인 Hertel과 Naugle 안구돌출계 등은 검사자가 다를 경우, 같은 검

사자가 반복적으로 측정하더라도 검사할 때마다 안와의 고정부위가 달라지는 현상, 또한 동일한 안구돌출계라고 하

더라도 제조 회사가 다르다면 안와의 고정부위 디자인이 달라 검사자에 의한 측정 오차 발생이 필연적이다. 본 논문

에서는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한 안구 돌출 측정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고 실제 사람의 안구 돌출을 측정하여 수동식 

측정 방법에 비해 정밀도 및 반복 정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orbital eye can be a criterion for evaluating several pathological conditions. It is especially 
useful to diagnose orbital fractures, thyroid eye disease, orbital tumors and to evaluate the outcome of medication and 
surgical treatment. Hertel and Naugle are representative measurement tools used to measure eyeball protrusion values, and 
have different measurement results, such as fixed orbits, every time they are inspected, even if the same inspector 
repeatedly measures them. Even with the same calibrator, it is inevitable that different manufacturers will change the 
design of the stationary part of the orbit, causing the surveyor to make a measurement error.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fabricated a protrusion measuring device using a white light interferometer and measured the protrusion of the human 
eye and found that the precision and repeatabi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anual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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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와 내에서 안구의 상대적 위치, 즉 안구의 돌출 정

도는 여러 안와 골절, 갑상선 안질환, 안와 종양 등과 같

은 안와 내의 여러 병적인 상태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약물 및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현재 안구 돌출을 측정하는 제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은 각막의 정점에서 외안와연의 가장 심부를 지나

서 전두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는 Hertel 안구돌출

계와 상, 하 안와연을 고정부위로 하는 superior and 
inferior orbital rim based exophthalmometer, 일명 

Naugle 안구돌출계이다[1,2].
하지만 위의 안구돌출계들은 검사자가 다를 경우 또

는 동일한 검사자라 하더라도 검사할 때 마다 안와의 고

정 부위 위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값은 검사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검사자가 다를 경우 혹은 동

일한 검사자의 반복 측정일 경우에 위의 안구돌출계들

을 사용한 측정 오차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
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되어져 있으며, 안구

돌출계의 제작회사가 다르고 그것의 위치 고정 부위의 

모양이 달라 발생되는 원인으로 인해 검사자간 측정기

준이 달라질 경우 최대 3㎜이상의 측정 오차가 발생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성인의 안구 돌출 

값은 13.6-14.7㎜라고 알려져 있으나, 발표된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16.5㎜, 18.9㎜등으로 매우 크게 측정

된 경우도 있어 절대적인 안구 돌출 값은 측정 환경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2].
따라서 안구 돌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다른 검사

자가 측정 할 경우 등의 환경적 영향이 측정값에 반영되

는 양이 최소화된 재현성(reproducibility)이 높은 측정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재현성이 높을수록 안

와질환 정도를 더 정확히 판단하고 변화를 비교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3, 4].
기존의 수동식 안구돌출계의 측정 방식에서 필연적

으로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Display, 반도체 검사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비 접촉식 측정법으로 대상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백색광 주사 간섭계(WSI - 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meter)를 사용하였다[5-10].

백색광 간섭계는 넓은 주파수의 광원을 고르게 가진 

백색광을 이용하여 3차원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 기술로

서 비교적 구성이 간단하고 검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의안의 정점과 의안의 끝부분의 높이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안구 돌출 값으로 수치화하는 실험

에서는 ±0.011㎜의 오차를 가진다고 연구되었다[5-7].
본 연구에서는 WSI를 이용하여 실제 사람의 안구 돌

출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실험하

였다. 

Ⅱ. 시스템 구성

2.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그림 1와 같이 사람의 얼굴 중 이마와 턱

을 기구물에 고정하여 측정 시 측정 대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측정자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조작만으로 WSI를 제어하여 전, 
후진 방향으로 스캔하고 측정값을 얻는다.

Fig. 1 Measuring Scene

시스템은 WSI를 이용한 측정과 구동 역할을 하는 측

정부, 측정 대상체인 사람의 얼굴을 고정할 수 있는 안면 

고정부, 전원 공급과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적 구성

품의 전장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

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측정부는 그림 2(a)와 같이 WSI와 이를 전후로 원활

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모터로 구성되어 측정빔의 발광

과 수광, 측정 데이터의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전면에

서 측정부를 주시했을 때 기준으로 좌우, 전후로 측정기

를 자유롭게 움직여 고정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스테이지

를 설치하고 그 위로 지면과 수평하게 WSI를 설치하였

다. 이때 WSI는 모터에 의해 전, 후로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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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고정부는 그림 2(b)와 같이 턱과 이마를 고정하

여 사람의 얼굴이 측정에 용이하도록 하고 턱과 이마의 

고정부는 사람의 얼굴 크기에 따라 상하 조절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여 측정대상체인 사람의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하였다. 
전장부는 그림 2(c)와 같이 WSI와 모터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와 WSI의 광량 조절, 수광부의 감

도 조절 등의 역활을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 모터의 

위치, 속도 등을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WSI 드라이버는 측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컴퓨터와 

전송되는 정보나 파일들이 일정한 크기의 패킷들로 전

송/수신되고 정보의 정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또한 모터 드라어버는 

근거리 직렬 전송 방식인 RS-232c 프로토콜을 이용하

여 통신한다.
제어부는 그림 2(d)와 같이 Windows OS 기반의 산업

용 PC로 구성되어 시스템의 환경 구성, 측정, 데이터 분

석 등에 이용되고 측정 프로그램은 그림 2(e)와 같이 스

캔 모션 제어(scan motion control), 영상 획득, 간섭무늬 

영상 분석, 높이 측정값 변환 알고리즘 등의 기능을 가

진 Heliotis사의 HeliCommanderTM을 사용하였다.

 

(a)                                             (b)

 

(c)                                             (d)

                       (e) 
Fig. 2 System configuration; (a) Measuring apparatus, 
(b) Face fixation unit, (c) Power and Drivers, 
(d) Control unit - PC System, (e) Measuring program

측정 대상 물체가 사람의 눈이므로 피 검사자마다 눈

과 외안 와연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한 피 검사자라 할지라도 측정 때마다 눈의 절대 위치가 

바뀐다. 그러므로 검사 때마다 측정 기준 위치(안구의 

정점, 외안와연)가 항상 달라질 수 있으며 측정 기준 위

치가 달라져도 쉽게 측정 할 수 있도록 넓은 측정영역

(FOV; field of view), 사람이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측정에 순응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측정 할 수 있도

록 빠른 검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

된 WSI(Heliotis사의 HeliInspect H4)를 사용하였고 주

요 사양은 표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WSI

item specification

3D sensor heliSense s3

light source IR LED 840nm

FOV 11.12 x 11.6 ㎜

resolution(x, y) 4 ㎛

resolution(motor) 0.1 ㎛

scan speed 3 ㎜/s

조명은 사람의 눈에 직접 발광되어도 사람이 민감하

게 반응하거나 신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840nm 파
장의 적외선 엘이디(IR LED)를 사용하였다. 피검사자 

및 측정 주위 환경에 따라 조명의 세기를 다르게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 컨트롤러를 사용하였다[11, 12].

2.2. 실험 방법

안구 돌출의 측정은 안구의 정점과 외안와연의 상대

적 높이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점(측정기의 초기위

치)에서부터 그림 3(a)의 Top 지점(안구의 정점)과 

bottom 지점(외안와연)까지의 수직 거리를 얻어 두 위

치의 상대적 높이 값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눈의 크기는 내안각과 외안각 사이의 수

평거리를 말하며 대략 30㎜라고 알려져 있다. 20대 이상 

남성에서 31.7㎜, 여성에서 33.1㎜, 30대 남성에서 29.5
㎜, 여성에서 28.86㎜, 청소년의 경우 남성은 25.1㎜, 여
성은 24,7㎜라고 발표되었고, 서양인의 경우도 27-30㎜
로 동양인과 서양인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

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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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구의 정점과 외안와연의 높이를 동시에 측

정하기 위해서는 WSI의 FOV가 이 두 측정 지점 간의 

수평 거리 보다 넓어야하며 최소한 일반적인 눈의 가로 

길이로 알려진 30㎜를 확보하는 것이 실험에 가장 용이

하다. 하지만 실험에 사용한 WSI의 FOV는 11.12 x 11.6
㎜를 가진 상용 제품으로서 임의적으로 FOV를 변경할 

수 없음으로 측정지점 두 곳을 각각 측정하여 값을 얻고 

그 상대적 높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측정 대상자의 얼굴을 안면 고정 기구에 고정하고 매

뉴얼 스테이지를 조정하여 측정기의 중심을 안구의 중

심 부근으로 위치시킨 후에 모터를 전후진하며 안구의 

중심에서 간섭무늬가 생성되는 지점을 기준 위치(그림 

3(b)의 Reference)로 한다. 초기 위치에서 –1.5㎜지점

(그림 3(b)의 Scan Start)을 스캔 시작위치, +1.5㎜지점

(그림 3(b)의 Scan End)을 스캔 종료 위치로 프로그램 

파라미터로 설정한 후 측정을 실시한다. 

 

(a)                                            (b)
Fig. 3 Measuring method; (a) Measuring point, 
(b) Defining Positions for Scanning

그림 4와 같이 측정기는 스캔 시작위치부터 0.1mm 
가속하여 2.8mm 거리를 등속으로 이동한 후 마지막 

0.1mm 거리를 감속한다. 이때 등속 구간 2.8mm 범위를 

이동하며 1㎛마다 간섭무늬(interferogram)를 가진 이미

지를 획득하고, 간섭무늬 데이터를 분석하여 측정기의 

원점에서부터 안구의 정점까지의 거리를 얻는다.

Fig. 4 Measurement section and the movement of the 
motion

매뉴얼 스테이지를 조정하여 측정기의 중심을 외안와

연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모터를 이용하여 WSI를 측정 

대상체 방향으로 이동하며 측정지점에서 간섭 무늬가 생

성되는 위치를 찾는다. 실험에서 실제 이동한 거리는 

14.8㎜이다. 이 위치를 외안와연 측정의 기준 위치로 지

정한 후, 안구의 중심을 측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

정기의 원점에서부터 외안와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안구의 정점에 해당하는 최고 높이와 외안와연에 해

당하는 최저 높이의 측정은 각각 50회씩 실시하였고, 이
때 최고점과 최저점간의 높이는 식 1과 같이 최고점의 

측정값, 최저점의 측정값 및 모터의 두 측정 기준 지점 

간 수평 이동거리의 관계식으로 결정된다.

    (1)

식 1에서, 는 안구 돌출 값(eyeball protrusion 
value), 는 안구의 정점 측정값(measured value of 

eyeball peak), 는 외안와연의 측정값(measured value 

of inter rim), 는 두 측정 기준 위치간 거리(distance 
between measurement points)이다.

Ⅲ. 결과

3.1. 실험 결과

총 50회씩 안구의 정점과 외안와연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2, 3과 같다. 

Table. 2 measuring value of top (㎛)

No. value No. value No. value

1 158.041 18 208.527 35 126.394

2 167.392 19 120.341 36 155.536

3 113.379 20 131.811 37 192.228

4 205.069 21 220.992 38 234.498

5 216.808 22 171.419 39 236.092

6 177.606 23 223.043 40 231.022

7 192.623 24 109.527 41 239.563

8 213.098 25 206.817 42 244.125

9 197.995 26 164.547 43 248.382

10 164.670 27 138.684 44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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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ing value of bottom (㎛)

No. value No. value No. value

1 0.411 18 0.607 35 0.508

2 0.700 19 1.530 36 1.419

3 1.779 20 0.676 37 1.554

4 1.395 21 0.961 38 0.369

5 0.852 22 1.629 39 0.969

6 1.410 23 1.308 40 1.021

7 1.029 24 1.105 41 0.993

8 1.626 25 1.753 42 1.014

9 0.742 26 1.790 43 0.255

10 0.723 27 0.875 44 0.574

11 0.622 28 1.472 45 1.727

12 0.765 29 0.302 46 0.141

13 1.358 30 1.222 47 1.034

14 1.502 31 0.435 48 0.325

15 1.116 32 0.706 49 1.039

16 0.472 33 1.200 50 0.911

17 1.476 34 1.211

표 4과 같이 50회 측정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최고점의 평균 높이는 183.960±43.026㎛, 최저

점은 1.012±0.454㎛으로 측정되었다.

Table. 4 measurement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top and bottom points of the eyeball (mean±standard 
deviation, ㎛)

item top point bottom point

value(㎛) 183.960±43.026 1.012±0.454

표 5는 총 50회씩 최고점과 최저점을 측정한 값을 이

용하여 식 1에 의해 계산된 높이 값이고 평균 

14.983±0.043㎜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백색광 간섭계

를 사용하여 실험에 참가한 측정 대상자의 안구 돌출을 

측정한 결과는 14.983㎜의 높이를 가지며 ±0.043㎜의 

측정 오차를 가진다.

Table. 5 height from top to bottom of the eyeball (㎛)

No. value No. value No. value

1 14.958 18 15.008 35 14.926

2 14.967 19 14.919 36 14.954

3 14.912 20 14.931 37 14.991

4 15.004 21 15.020 38 15.034

5 15.016 22 14.970 39 15.035

6 14.976 23 15.022 40 15.030

7 14.992 24 14.908 41 15.039

8 15.011 25 15.005 42 15.043

9 14.997 26 14.963 43 15.048

10 14.964 27 14.938 44 15.020

11 15.027 28 14.933 45 14.903

12 14.988 29 15.002 46 14.980

13 15.004 30 14.995 47 15.028

14 14.902 31 14.916 48 15.008

15 15.042 32 14.984 49 14.973

16 14.953 33 14.964 50 14.907

17 15.024 34 15.017

3.2. 결과 분석

표 6은 기존의 수동식 안구 돌출계를 사용하여 검사

를 진행했을 때와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한 본 연구의 측

정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했을 때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
한 의안을 이용하여 WSI의 안구 돌출 측정 가능성을 실

험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Table. 6 comparison of error according to measuring 
method

item manual 
method

method using WSI

artificial eye person's eys

measurement 
error(㎜) 1.0-1.5 ±0.011 ±0.043

기존의 수동식 방식으로 측정하는 안구 돌출값은 발

표되는 연구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0-1.5㎜의 측정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SI를 이용한 3D 자동화 측정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안

No. value No. value No. value

11 227.316 28 134.224 45 104.350

12 188.523 29 202.227 46 179.751

13 205.106 30 196.526 47 228.896

14 103.053 31 116.302 48 207.948

15 242.874 32 184.892 49 173.730

16 153.637 33 165.219 50 108.186

17 225.611 34 21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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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돌출을 높이 값으로 측정하여 오차를 줄이고 반복 재

현성을 개선하고자 실제 사람이 안구가 아닌 의안을 측

정 대상체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0.011㎜의 오차를 가

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여 제작한 시스템으로 측정한 값

은 ±0.043㎜의 오차로 나타나 기존 수동식 안구돌출계 

측정 오차인 ±1.0-1.5㎜보다 약136배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WSI를 이용하여 의안을 대상체로 실

험한 결과인 ±0.011㎜과 비교할 때, 정밀도가 약 1/3수
준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본 시스템의 

안면 고정부에 밀착하고 측정을 진행하더라도 사람의 

자의적이지 않은 떨림이 미세하게 발생되는 등의 추가

적인 오차에 기인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기존 수동

식 안구돌출계에 비해 매우 정밀한 재현성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와 내의 여러 병적인 상태를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정값 중 하나인 안구의 돌

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제안에 의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ertel 안구돌출계와 Naugle 안구돌출계의 수동식 측정 

방법은 검사자가 달라질 때 또는 동일 검사자라도 검사

를 할 때마다 측정 기준 위치가 달라지고 검사자의 눈으

로 눈금을 읽어 그 수치를 인식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람에 의한 제거 불가능한 필연적인 오차가 발생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WSI를 이용하여 실제 사람의 안구 

돌출을 측정할 때 기존의 수동식 안구돌출계를 이용하

는 방법보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 시 매우 높은 재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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