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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 측정의 우수성



정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안압계는 모든 동물병원의  
필수 측정기기입니다. 

매일 병원에서 진료하는 눈이 충혈된 환축은 얼마나  
됩니까? 눈이 충혈된 환축은 항상 안압(IOP)을  

측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안질환은 눈의 충혈을 유발합니다. 눈이 충혈된 환축에
서는 항상 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TONOVET 안압계를 사용하
면 안내압 측정이 빠르고 쉽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압을 측정하므
로 동물에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 국소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1분도 걸리지 않는 빠른 측정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즉, 고안압이나 저안압은 흔히 중증 안질환과 무해한 안질환 
사이를 구별하는 유일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 Elina Pietilä, DipECVO 수의사
수의안과학 임상 교수,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

“충혈된 눈은 수의안과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환축
이 시력을 잃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술이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안질환을 포함하여 이러한 증상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고 매우 광
범위합니다. 녹내장은 초기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중등 정도의 결
막 충혈로 나타나고 다른 안구 징후가 없어 위협이 되는 안질환입
니다. 이 질환은 안압(IOP)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 수의사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TONOVET는 환축에게 통증
을 유발하지 않고 매우 작은 동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안압계입니다.” 

- Marta Leiva, DipECVO 수의학 박사  
수의안과학 임상 교수,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

“안압(IOP) 측정은 전체 안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포도
막염과 녹내장 진단 및 관리에서 그렇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신뢰
할 수 있는 안압계는 일반의와 안과의 모두에게 필수적인 장비입
니다. TONOVET은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통증이 없
어, 사전 국소 마취나 작동자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 
안과의사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 James Oliver BVSc CertVOphthal DipECVO MRCVS
소동물 연구센터(Centre for Small Animal Studies)  
선임 안과수의사, 
영국 켄트포드 Animal Health Trust -



부가 가치 창출 및 진료 수준 향상      수익 증가

자금회수 분석 
예 - 가격은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안압측정의 수익성
압력을 사용하지 않는  
안압측정
모든 동물병원에서 정확한 안압측정이 가능합니다. 
최신 디지털 안압계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
하면서도 수익성이 우수합니다.

안압측정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
습니다. 녹내장과 고안압증은 환축의 시력에 큰 위
협이 되는 질환입니다. 1차 진료 기관으로서 일반 수
의사들이 안내압 증가를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안압계가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쉽고, 
환축에게 통증이 없다면, 왜 이 디지털 안압계를 모든 
일반 병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병원들은 필요한 투자(미화 수천 달러 정도)를 해도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안압계 
비용이 수천 달러일 경우, 우리가 가끔씩만 안압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진료비를 높게 청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안압계에 절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안압계로는 수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소형 일반 병원에서의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
이 디지털 안압계를 사용해 고품질 안과 진료를 제공
하면서 이 안압계로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테네시 주 잭슨에 있는 Stonehaven Park 동물병
원의 수의사 John Godbold에 따르면, "저희 디
지털 안압계는 우리가 사용했던 장비 중 가장 수
익이 높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안압계
를 사용했습니다. 이 안압계로 말입니다. 저희는 현
재 향상된 1차 안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는 이어 “저희 안압계는 매우 잦은 사용에도 고객 
진료비가 저렴하고 수익성이 매우 우수하여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수의사 John Godbold가 소형 동물병원에서 이
러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안압계를 사용해 첫 증상 동안이나 생후 몇 년 
간 모든 환축을 대상으로 기준 판독값을 설정합
니다. 녹내장 소인을 가진 환축(42가지 견종뿐 아
니라 잡종 포함)의 안압을 매년 혹은 더 자주 모니
터링합니다. 모든 머리 및 눈 외상 환축과 6-7세 
연령 이상의 모든 환축에게 전체 안검사를 실
시하는 동안 안압을 측정했습니다.

여러 동물병원에서 
개선된 진료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건전한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압력을 사용하지  
않는 안압측정은 
안과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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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TV01  
치수: 
13–32mm(W) * 45–80mm(H)  * 230mm(L)
중량: 155g(배터리 제외),  250g(AA 배터리 4개 포함)
표시 단위: 밀리미터 수은(mmHg)

수의사 전용.

추천사 / 수의사
“저는 Tonopen으로 교육을 받아서 Tonopen을 사용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Braden River 동물병원에서 '테
스트용' Tonovet을 사용해 보고는 Tonovet를 애용하게 되
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테크니션 사용용으로도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정확했습니다. 제 결과는 항상 안과수의사와 동일
하였고 측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 수의사 Shannon Ives, 미국 -

“안압측정이 쉬워졌습니다!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이 제품을 사용해 신
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고 쉽게 
측정할 수 있어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치
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 Jenna Richards, 캐나다 -

“저는 TONOVET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간 
사용했고, 정말 잘 작동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안압계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매우 작은 동물과 새의 안압(IOP)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TONOVET는 국소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
서 정말 좋습니다!"

- 수의사 Rui Oliveira, 포르투갈 -

“TONOVET는 사용하기 쉽습니다. 저는 외래종을 비롯한 
소동물 환축에게 TONOVET를 사용합니다.

- 수의사 Natthanet Sritrakoon, 태국 -

“TONOVET를 사용하면 안압(IOP) 측정이 매우 쉽습니다. 
저는 말, 개, 고양이, 모든 설치류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
고, 이 동물들은 모두 검사 도중이나 검사 후 괜찮았습니
다. 프로브는은 교체하기 쉽고 보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의사 Pernille Engraff, 덴마크 -

“TONOVET는 소동물병원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확하면서도 의사와 테크니션이 배우기 쉽고, 환
축에게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가 필요하
지 않고 매우 작은 각막 부위에 접촉만 하면 되므로, 사납
거나 통증이 있는 환축에게 이상적입니다."

- 수의사 K. Myrna, 미국 -

이 모든 분들과 
더 많은 
사용자들이 
TONOVET를 
추천합니다.

연구 참고자료
Vet Ophthalm 2013

TonoVet은 고안압증 및/또는 녹내장을  
탐지하는 정확성 측면에서 Tono-Pen XL보다 
우수합니다. 

- McLellan 외, 미국 -

“이 제품은 최고의 동물 안압측정
계입니다. 저희 소동물병원에서 진
찰하는 모든 환축들이 항상 안압검
사를 잘 받습니다. 이 제품은 정확하
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 갖고 다니기에도 견고
하고 실용적입니다. 저는 이 의료기
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 수의사 Barbara O’Neill, 캐나다 -

“TONOVET 이전에는 안압(IOP) 측정이 어려웠고, 신뢰성
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기적으로 TONOVET
를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사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안검사 기법에 많은 변화
를 가져다 주었고, 저희뿐 아니라 환축들에게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 수의사 M. Mesher, 캐나다 -

“전 TONOVET만 애용합니다. 매우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통증이나 마취 없이 다양한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새, 쥐 등에게 이 제품을 사용했
습니다.”

- David Williams 교수, 영국 -

테크니션

“최고의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은 사용하고 싶지도 않습
니다. ER 부서에서도 저희 것을 사용해 보고는 저희와 똑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Becca Rose, 미국 -

“저희는 테크니션으로서 이 제품
이 너무 좋습니다! 고양이와 개들
이 훨씬 더 좋아하고, 훨씬 더 편안
해 합니다. 수술 후에라도 말이죠!"

- Jennifer Jones,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