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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백내장수술 전후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

Changes in the Foveal Avascular Zone after Uncomplicated Cataract Surgery 
Based 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양희정⋅김기석

Hee Jung Yang, MD, Ki Seok Kim, MD, PhD

새빛안과병원 안과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aevit Eye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To report changes in the foveal avascular zone (FAZ) after uncomplicated cataract surgery using optical coherence to-
mography (OCT) angiography.
Method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39 eyes that underwent cataract surgery between April 2019 and June 2019.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and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FCT) were measured by OCT. The area of the FAZ in the super-
ficial vascular complex (SVC) and deep vascular complex (DVC) were measured using OCT angiography.
Results: In all eyes, except for five with cystoid macular edema,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the CMT over time 
(p < 0.0001), and the CMT at 1 month postoperatively was significantly thicker than the preoperative CMT (p = 0.005). The SFCT 
was significantly thicker at 1 week and 1 month postoperatively relative to the preoperative values (p < 0.0001 and p = 0.004, re-
spectively). The FAZ area in the SVC and DVC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week and 1 month postoperatively compared with the 
preoperative values (p < 0.0001 and p = 0.007, respectively). In the five eyes that developed cystoid macular edema, the area of 
the FAZ in the DVC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at 1 month postoperatively compared with the preoperative value (p = 0.028).
Conclusions: The FAZ area in the SVC and DVC decreased postoperatively, suggesting that cataract surgery may affect perfu-
sion in the ma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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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중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은 아라키돈상 경로

를 활성화시켜 프로스타글란딘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매개

물질의 방출을 유발한다.1 염증매개물질로 인한 안구내 염

증과 이로 인한 내측 혈액망막장벽의 파괴는 술 후 망막과 

맥락막에 영향을 미치며 낭포황반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초

래하기도 한다.1,2 또한 백내장수술 후 망막 및 맥락막의 두

께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이 정

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수술 중 현미경 빛의 노출, 

술 후 안압감소로 인한 눈 관류압의 증가, 술 후 염증 반응 

등이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3,4 그러나 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의 백내장수술 후 황반 및 맥락막두께에 대한 보

고에서 중심황반두께는 증가하였으나 중심와밑 맥락막두

께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었다.5

이에 본 연구는 백내장수술 전, 수술 일주일 후, 수술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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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perficial vascular complex on structur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and OCT angiography of a pa-
tient developed cystoid macular edema. (A) Horizontal OCT 
B-scan, preoperatively. (B) Horizontal OCT B-scan, post-
operative 1 month. (C) En-face OCT, preoperatively. (D) 
En-face OCT, postoperative 1 month. (E) En-face OCT an-
giography, preoperatively. (F) En-face OCT angiography, 
postoperative 1 month. 

후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눈의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OCTA) 소견과 빛간섭

단층촬영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소견을 비

교 분석하여 수술 후 국소적인 염증 반응 변화에 따른 단기

간의 황반의 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

와 수술 전후의 중심황반두께, 중심와밑 맥락막두께 변화

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연구에 앞서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써 헬싱키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기관윤리심사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SVEC 201909-002-01).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에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

하였다. 그중 수술 전 각막질환이나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

는 경우, 기타 안내 수술 과거력이 있거나 당뇨망막병증으

로 레이저광응고술을 받은 경우, ±6디옵터 이상의 굴절이

상이 있는 경우, 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 (LOCS) 

III 분류에 의해 핵성 경화(nuclear sclerosis) 정도가 5 이상

인 경우, 술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홍채나 유리체 

탈출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39명 39안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황반부 망막 및 맥락막의 두께, 중심오목무

혈관부위 면적의 분석에서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환자는 

배제되었다. 단,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

은 군 사이의 황반부 변화의 비교 분석은 분리하여 진행하

였다. 

모든 백내장수술은 Proparacaine hydrochloride 0.5% 

(Alcaine®, Alcon, Fort Worth, TX, USA)를 이용하여 점안

마취 후 한 명의 술자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2.8 mm 투명 

각막절개를 시행 후 5.5 mm의 원형전낭절개술을 시행하고 

평형염액(Balanced salt solution, BSS®, Alcon, USA)을 사

용하여 수력분리술과 수력분층술을 시행한 후 INFINITI 

Vision System (Alcon Inc., Fort Worth, TX, USA)을 이용

하여 핵의 초음파유화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관류흡입기로 

남아있는 수정체 피질을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낭 내에 

삽입하였으며, 술 후 prednisolone acetate 1.0% 점안액과 

moxifloxacin 0.5% 점안액을 하루 4회 한 달간 사용하였다. 

술 전, 술 후 일주일, 술 후 한 달에 분광영역 빛간섭단층

촬영(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pectralis 

OCT;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을 이

용하여 중심황반두께 및 중심와밑 맥락막두께를 측정하였

다. 중심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는 OCT 황반두

께지도에서 중심부 1,000 µm 영역에서 측정된 망막두께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중심와밑 맥락막두께는 중심와 아

래 망막색소상피의 바깥쪽 경계에서 공막의 안쪽 경계까지 

거리를 OCT 기기의 캘리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은 한 명의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870 nm의 파장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초당 

85,000개의 A-scan을 조사하는 Spectralis OCT2 (Spectral 

Domain OCT,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 

기기가 이용되었다. 스캔을 통해 얻어진 신호는 Full-spectrum 

probabilistic approac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로 표현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황반을 중심으로 하는 3 × 3 mm 

영역을 촬영하였다. 스캔된 이미지는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층혈관총과 심층혈관총이 자동으로 구분되었으며 

표층혈관총(superficial vascular complex)은 내경계막부터 

내망상층/내핵층 경계로부터 위쪽 17 µm에 해당하는 부분 

사이의 영역으로 정의되었으며 심층혈관총(deep vascular 

complex)은 내망상층/내핵층 경계로부터 위쪽 17 µm에 해

당하는 부분부터 외망상층 사이의 영역을 포함하였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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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ep vascular complex on structural optical coher-
ence tomography (OCT) and OCT angiography of a patient 
developed cystoid macular edema. (A) Horizontal OCT 
B-scan, preoperatively. (B) Horizontal OCT B-scan, post-
operative 1 month. (C) En-face OCT, preoperatively. (D) 
En-face OCT, postoperative 1 month. (E) En-face OCT an-
giography, preoperatively. (F) En-face OCT angiography, 
postoperative 1 month. This photo shows cystoid space around 
FAZ and distension of intercapillary space compared to the 
preoperative finding.

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는 OCTA 기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심부 모세혈관망이 없는 부위의 경계를 직접 

그려 그 면적을 측정하였으며 표층혈관총과 심층혈관총에

서 각각 측정하였다(Fig. 1, 2).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은 2명의 검사자에 의하

여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두 결과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

며 검사자 간 급내상관계수는 0.912, 검사자 내 급내상관계

수는 0.961로 높은 측정 재현성을 보였다. 빛간섭단층혈관

조영술 시행 중 주시가 잘 되지 않거나 안구의 움직임과 관

련된 오류(motion artifact), 눈 깜빡임과 관련된 오류(blinking 

artifact)가 심한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측정된 이미지의 sig-

nal strength index가 40 dB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OCTA 기기에 내장된 projection artifact removal 

algorithm을 이용하여 심층 혈관총이 위쪽의 표층 혈관총에 

의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에는 SPSS Statistics 18.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

다.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방법을 이용하

여 서로 다른 시점에 측정된 중심망막두께, 중심와밑 맥락

막두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을 비교하였으며 서

로 다른 두 시점 사이의 비교에는 Bonferroni method를 이

용하였다. Linear mixed model 방법으로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사이에 시점에 따른 계측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각 계측치의 변

화량 사이 상관성 분석에는 Pearson의 상관분석이 이용되

었다. 기저질환 유무 및 낭포황반부종 발생 여부에 따른 각 군 

사이 계측치의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와 independent 

t-test가 이용되었다.

결 과

총 39안 중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5안을 제외한 34안을 

대상으로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의 중심황반두께, 중심

와밑 맥락막두께, 표층혈관총과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

목무혈관부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3). 평균 중심황반

두께는 술 전 256.0 ± 23.21 µm, 술 후 1주일에 257.26 ± 

24.81 µm, 술 후 1개월에 264.85 ± 29.02 µm로 시간에 따

른 황반부두께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0001). 술 후 

1주일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p=1.000), 술 후 

1개월에는 술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5) 술 

후 1주일과 술 후 1개월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1). 평균 중심와밑 맥락막두께는 술 전 222.35 ± 

100.42 µm, 술 후 1주일에 236.76 ± 102.89 µm, 술 후 1개

월에 232.74 ± 104.72 µm로 시간에 따른 맥락막두께에 유

의한 변화가 있었다(p<0.0001).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에 

모두 술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으며(p<0.0001, 

p=0.004) 술 후 1개월은 술 후 1주일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158).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

위의 평균 넓이는 술 전 0.53 ± 0.16 mm2, 술 후 1주일에 

0.49 ± 0.16 mm2, 술 후 1개월에 0.49 ± 0.15 mm2
로 시간

에 따른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평균 넓

이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0001). 술 후 1주일과 술 후 

1개월에 모두 술 전보다 감소한 소견을 보였으나(p<0.0001, 

p<0.0001) 술 후 1주일과 술 후 1개월 사이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1.000).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

무혈관부위의 평균 넓이는 술 전 0.38 ± 0.14 mm2, 술 후 

1주일에 0.36 ± 0.14 mm2, 술 후 1개월에 0.37 ± 0.13 mm2

로 시간에 따른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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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operative (n = 34) 1 week (n = 34) 4 weeks (n = 34) p-value* Bonferroni Post Hoc Test
CMT (μm) 256.0 ± 23.21 257.26 ± 24.81 264.85 ± 29.02 <0.0001 4 weeks>baseline/1 week
SFCT (μm) 222.35 ± 100.42 236.76 ± 102.89 232.74 ± 104.72 <0.0001 1 week/4 weeks>baseline
SVC FAZ (mm2) 0.53 ± 0.16 0.49 ± 0.16 0.49 ± 0.15 <0.0001 1 week/4 weeks<baseline
DVC FAZ (mm2) 0.38 ± 0.14 0.36 ± 0.14 0.37 ± 0.13 0.003 1 week<baselin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SFCT =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VC = superficial vascular complex; FAZ = fovear avascular 
zone; DVC = deep vascular complex.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value < 0.05) in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Table 1. Variation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parameters

A B

C D

Figure 3. Time course of (A) central macular thickness, (B)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C) foveal avascular zone (FAZ) in super-
ficial vascular complex (SVC) slab, and (D) FAZ in deep vascular complex (DVC) slab after cataract surgery. Asterisk shows stat-
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to the preoperative measurement. CI = confidence interval. 

평균 넓이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003). 술 후 1주일

에는 술 전보다 감소한 소견을 보였으나(p=0.007) 술 전과 

술 후 1개월, 술 후 1주일과 술 후 1개월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86, p=0.646) (Table 1).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넓이의 변화량과 

중심황반두께 변화량 사이에는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각각, r=-0.048, p=0.786; 

r=0.025, p=0.889)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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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perficial vascular complex (SVC) foveal avascular zone (FAZ) change and deep vascular 
complex (DVC) FAZ change (A) at postoperative 1 week and (B) at postoperative 1 month. 

Variable Preoperative (n = 5) 1 week (n = 5) 4 weeks (n = 5) p-value*

CMT (μm) 259.40 ± 17.05 255.60 ± 20.14 391.60 ± 110.12 0.050
SFCT (μm) 194.40 ± 46.48 207.40 ± 45.49 211.40 ± 38.82 0.062
SVC FAZ (mm2) 0.56 ± 0.22 0.54 ± 0.23 0.45 ± 0.17 0.076
DVC FAZ (mm2) 0.36 ± 0.14 0.36 ± 0.15 1.15 ± 0.79 0.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SFCT =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VC = superficial vascular complex; FAZ = fovear avascular 
zone; DVC = deep vascular complex.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value < 0.05) in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Table 2. Variation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parameters in patients with cys-
toid macular edema

넓이의 변화량과 중심와밑 맥락막두께 변화량 역시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각각, r=0.018, p=0.919; r=-0.022, p=0.901).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넓이의 변화량과 중심황반두께 

변화량 사이에는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으며(각각, r=0.014, p=0.938; r=-0.099, p=0.577),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넓이의 변화량과 

중심와밑 맥락막두께 변화량 역시 술 후 1주일, 술 후 1개

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r=0.213, 

p=0.226; r=0.317, p=0.063).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

혈관부위 넓이의 변화량과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

혈관부위 넓이의 변화량 사이에는 술 후 1주일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술 후 1개월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0.272, p=0.119; r=0.368, p=0.032) 

(Fig. 4). 

낭포황반부종은 39안 중 5안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두 술 

후 1개월에 관찰되었다. 특히 5안 중 4안은 2주일 간격으로 

양안을 수술 받았던 환자로 양안에서 모두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단안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낭포황

반부종이 발생한 5안의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의 중심황

반두께, 중심와밑 맥락막두께, 표층혈관총과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2). 

중심황반두께는 술 전 259.40 ± 17.05 µm, 술 후 1주일에 

255.60 ± 20.14 µm, 술 후 1개월에 391.60 ± 110.12 µm로 

시간에 따른 황반부두께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05). 

중심와밑 맥락막두께는 술 전 194.40 ± 46.48 µm, 술 후 1주

일에 207.40 ± 45.49 µm, 술 후 1개월에 211.40 ± 38.82 µm

로 시간에 따른 맥락막두께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062).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평균 넓이는 술 

전 0.56 ± 0.22 mm2, 술 후 1주일에 0.54 ± 0.23 mm2, 술 

후 1개월에 0.45 ± 0.18 mm2
로 시간에 따른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평균 넓이에 유의한 변화가 없

었다(p=0.076).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평

균 넓이는 술 전 0.36 ± 0.14 mm2, 술 후 1주일에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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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o CME (n = 34) CME (n = 5) p-value
Age (years) 71 (60.25 to 76.25) 63 (62 to 69.5) 0.474*

Baseline BCVA (logMAR) 0.19 (0.10 to 0.30) 0.10 (0.05 to 0.19) 0.207*

Sex (male:female) 14:20 (40:60) 2:3 (40:60) 1.000†

HTN (yes:no) 19:15 (56:44) 4:1 (80:20) 0.631†

DM (yes:no) 18:16 (52:48) 4:1 (80:20) 0.363†

ΔCMT (1 week, μm) -3.5 (-7.25 to 6.0) -2 (-9.5 to 1.0) 0.699*

ΔCMT (1 month, μm) 5 (-0.25 to 12.25) 90 (44.5 to 241) 0.000*

ΔSFCT (1 week, μm) 13.5 (7.25 to 19.75) 15 (4.5 to 20.5) 0.951*

ΔSFCT (1 month, μm) 10.5 (1.5 to 19.25) 10 (1 to 36.5) 0.639*

ΔSVC FAZ (1 week, mm2) -0.04 (-0.07 to  -0.02) -0.01 (-0.05 to 0.01) 0.416*

ΔSVC FAZ (1 month, mm2) -0.05 (-0.07 to -0.02) -0.08 (-0.21 to -0.03) 0.135*

ΔDVC FAZ (1 week, mm2) -0.02 (-0.04 to 0.00) 0.00 (-0.02 to 0.02) 0.090*

ΔDVC FAZ (1 month, mm2) -0.01 (-0.03 to 0.01) 0.36 (0.24 to 1.57) 0.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quartile) or number (%). 
CME = cystoid macular edema;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HTN = hy-
pertension; DM = diabetes mellitus;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SFCT =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VC = superficial vascular 
complex; FAZ = fovear avascular zone; DVC = deep vascular complex.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value < 0.05) in Mann Whitney U-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value < 0.05) in Fisher's 
exact test.

Table 3. Subgoup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cystoid macular edema after cataract surgery

0.15 mm2, 술 후 1개월에 1.15 ± 0.79 mm2
로 시간에 따른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평균 넓이에 유

의한 변화가 있었다(p=0.028). 

낭포황반부종 발생 여부에 따라 두 군을 나누어 나이, 초

기 시력, 성별, 기저질환 유무, 각 계측치의 변화량을 비교

하였다(Table 3).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5안의 나이는 63세

(62-69.5세)였고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34안의 나

이는 71세(60.25-76.25세)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p=0.474), 초기시력은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군은 0.10 (0.05-0.19),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군은 

0.19 (0.10-0.30)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207). 성별 및 당뇨, 고혈압의 빈도는 두 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심와밑 맥락막두께의 

술 후 1주일 및 1개월의 변화량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p=0.951, p=0.639). 술 전과 비교

한 술 후 1개월의 중심황반두께 변화량은 낭포황반부종군

이 유의하게 큰 변화량을 보였으며(p<0.0001), 술 후 1주일

에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99). 

표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넓이는 술 후 1주

일, 술 후 1개월에 두 군에서 모두 술 전보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두 군 간 변화량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각각, p=0.416, p=0.135). 심층혈관총의 망막중

심오목무혈관부위의 평균 넓이는 술 후 1주일에 두 군 간 

변화량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90). 술 후 1개

월에 낭포황반부종군의 심층혈관총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

위 넓이의 변화량은 0.36 (0.24-1.57) mm2
로 술 전보다 증

가하였으며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군은 -0.01 

(-0.03 to 0.01) mm2
로 술 전보다 감소하였고 두 군 간 변화

량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고 찰

백내장수술 후 망막과 맥락막의 두께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

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3,4,6,7 백내장수술 

후 망막과 맥락막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으며
8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

관의 확장과 혈액망막장벽의 붕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9 수술 후 발생하는 낭포황반부종은 전방 내 과도

한 프로스타글란딘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연관되

어 일어나는 급성 내측 혈액망막장벽의 붕괴로 인하여 발

생할 것으로 추측된다.1,2 

Noda et al3은 백내장수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중심

망막두께 및 중심와밑 맥락막두께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심망막두께는 술 후 1개월에 증가하였다가 3개월 이후에

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심와밑 맥락막두

께는 술 후 1개월에 증가한 이후 술 후 6개월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백내장수술 후 맥락막두께 변화에 대한 국

내 연구에서는 수술 후 3개월까지 맥락막의 두께가 증가하

였으며 수술 후 6개월에는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4

이와 반대로 Brito et al5
의 연구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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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에서 백내장수술 후 1주와 1개월에 맥락막두께에 

변화가 없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측 혈액망막장벽의 상태

와 당뇨맥락막혈관병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

린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34안의 경우 

중심황반두께가 술 후 1개월에 증가하였으며 중심와밑 맥

락막두께는 술 후 1주부터 증가하여 술 후 1개월까지 유지

되었다. 이러한 중심황반두께 및 중심와밑 맥락막두께의 

증가는 술 후 염증으로 인한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

의 분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백내장수술 

후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일어나는 망

막색소상피의 대사 활성화가 장기간에 걸쳐 망막 및 맥락

막혈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8,10,11 

백내장수술 후 망막의 혈류에 변화가 생기는 요인은 여

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OCTA 기기가 나오기 이전

에도 백내장수술 후 황반부 혈류 변화를 평가한 여러 연구

들이 있었다.12,13 

Hilton et al14
은 Ocular Blood Flow Analyser (OBFA, 

Paradigm Medical Industries, Salt Lake City, U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한 박동성 안구혈류가 백내장수술 후 증가함

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수술 후 안압의 감소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수술 후 염증 또한 황반부 혈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쥐에서 수정체 제거

를 시행한 후 감각신경망막 내, 맥락막 내의 염증 관련 유

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이 술 후 30분부터 2주까지 증가해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
8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

인의 발현으로 인해 황반부혈관의 확장과 혈액망막장벽의 

붕괴가 일어남을 추측할 수 있다.9 백내장수술 후 망막에 

노출되는 빛의 증가 역시 술 후 황반부 미세혈류 변화를 설

명할 수 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청체를 삽입한 후

에는 빛, 특히 청색광에의 노출이 증가하게 된다. 청색광은 

망막의 리포푸신 내의 발색단인 A2E의 광산화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망막색소상피와 광수용체의 apoptotic cell death

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망막의 손상은 황

반부의 혈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5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큰 망막혈관의 혈류만을 평가한 

것으로 미세혈관의 변화를 직접 평가하지는 못한다는 데에 

그 한계점이 있었다.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OCTA)은 조영

제를 주입하지 않고 조직에서 적혈구의 움직임에 따른 신

호의 변화를 분석하여 혈류를 영상화함으로써 망막에서 맥

락막까지 각 층별 혈관의 구조를 확인하게 해주며 병변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16 이전까지의 백내장수술 

후 중심망막두께 및 맥락막두께에 대한 연구는 두께의 변

화를 바탕으로 혈류의 변화를 추론한 것으로써 OCTA 기

기의 도입으로 수술 전후의 혈류의 변화를 직접 영상화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OCTA를 이용하여 수술 후 

황반부의 혈류 변화와 중심부 황반두께를 분석한 논문이 

있었으나 혈류의 변화량과 중심황반두께의 변화량, 중심와

밑 맥락막두께 변화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없었

다.17 본 연구에서는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수

술 전후 황반부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를 직접 관

찰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중심망막두께 및 맥락막두께의 

변화가 황반부 미세혈관의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

하여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과 관찰 중 낭포황반부종

이 발생한 환자에서 황반부 미세혈관의 변화 양상에 대하

여 함께 살펴보았다. 34안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는 표

층과 심층부에서 모두 술 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

며 이러한 변화는 술 후 1개월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망

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량과 중심황반두께 및 중심

와밑 맥락막의 두께 변화량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는 않았다. Zhao et al17
은 32안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후 황반부혈관 변화를 OCTA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술 

후 망막혈관 밀도는 술 전에 비하여 6% 증가하였으며 망막

중심오목무혈관부위는 27%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Pilotto 

et al18
은 9안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후 3개월까지 OCTA

를 이용하여 표층부와 심층부 황반부 혈류 변화를 분석하

였으며 OCT 소견 중 망막고반사점의 술 후 변화를 관찰하

여 백내장수술 후 일어나는 염증성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연구 결과 망막고반사점은 내망막층에서 외망막층으

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황반부 관류의 경우 표층 및 

심층부 모두에서 황반부 관류의 변화가 관찰되었던 본 연

구 결과와 달리 심층혈관총에서만 황반부 관류가 증가하였

다.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국소 염증 반응에 따른 

소교세포 및 뮬러세포의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

며 따라서 뮬러세포의 핵이 위치하고 있는 심층혈관총에서 

주로 황반부 관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단 이 연

구는 황반부 혈류변화를 vessel area density, vessel length 

fraction, vessel density index의 세 가지 측정치로 나누어 

Image J Software를 이용하여 계측한 연구로써 OCTA 기기

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망막중심오목무혈관

부위를 그린 본 연구와 관류의 변화를 살피는 방법에 차이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CTA를 이용하여 측정한 망막중심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과 혈관 밀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으며
19,20 백내장수술 후 황

반부혈관 밀도가 증가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수술 후 안압의 감소, 수술 후 염증 등의 원인에 

의한 황반부 혈류의 증가가 본 연구에서 보인 망막중심오

목무혈관부위 면적의 감소를 유도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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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hetrit et al21
의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낭포황반부종

은 표층 및 심층혈관총에서 모두 혈관 밀도가 정상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낭포황반부종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표층혈관총에서는 혈관이 정상 패턴을 보였으며 심층혈

관총에서는 모세혈관 사이 공간이 팽창되었다가 부종이 사

라진 뒤에는 정상 패턴으로 회복되었다. 부종이 사라진 뒤 

혈관 밀도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당뇨망막병증이

나 망막혈관폐쇄로 인한 황반부종의 경우 황반부종이 사라

진 뒤에도 혈관 밀도가 감소해있는 것과 상반되는 연구 결

과로써 이는 두 질환 사이 부종이 발생하는 기전이 병태생

리학적으로 다름을 설명해준다.21 본 연구는 혈관 밀도를 

대신하여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을 측정하였으며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가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서 술 후 표층부와 심층부에서 모두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표층부 망막중심오목

무혈관부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며(Fig. 1) 심층부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는 

술 후 1개월에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가 넓어지는 것은 망막모세

혈관이 낭포성 공간으로 인해 주변부로 밀려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변화가 심층부에서만 관찰되는 것

은 낭포황반부종에서 낭포가 내핵층에 처음 발생하여 망막 

외측으로 진행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Fig. 2).22

또한 본 연구는 linear mixed model 방법으로 낭포황반부

종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사이에 시점에 따른 표

층혈관총 및 심층혈관총에서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0.036, p<0.0001),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34안

과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5안을 비교하여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기에 앞서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관측

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군 사이 나이, 초기시력, 성별, 당뇨와 고혈압의 유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술 후 1주에 중심 

망막두께 및 중심와밑 맥락막두께의 변화량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술 후 1주에 표층 및 심층혈관총

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 변화량 역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Fleissig et al23
의 연구에서는 맥락막의 

두께가 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였을 때 반대안보다 

증가하며 부종이 사라짐과 함께 다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

며 맥락막두께의 증가가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기 앞서 나

타날 수 있는 징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술안의 술 전 맥락막두께도 함께 측정하

였으며 술 후 1주일에 맥락막두께의 변화량이 낭포황반부

종이 일어난 군과 일어나지 않은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연구와 달리 맥락막두께 변화량

으로 낭포황반부종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 환자의 수가 적고 후향적 

연구였다는 점, 또한 본원에서 사용되는 OCTA 기기 내에 

혈관 밀도 및 관류 밀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소프트웨

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

만을 통하여 황반부혈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는 점 및 본 

연구에서 사용된 OCTA 기기에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넓이를 자동적으로 측정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Gill et al24
의 연구에서는 당뇨황반부종에서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을 AngioVue software를 이

용하여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연구자가 직접 그려 측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는데, 두 가지 계

측 방법에 따른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황반부종으로 인하여 망막중심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자동 계측과 수동 계

측 사이 검사값의 연관성이 감소하므로 망막중심오목무혈

관부위의 외곽선을 조금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수동 계측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명의 연

구자가 독립적으로 측정한 두 결과치의 평균값을 이용하였

으며 검사자 간 급내상관계수는 0.912로 높은 측정재현성

을 보였으며 다만 낭포황반부종이 있는 5안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자 간 급내상관계수는 0.88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를 보이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는 측정재

현성이 떨어졌는데 이는 낭포에 의하여 모세혈관망의 영역

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영역이 발생하는 데에서 기인할 것

으로 생각된다.24 또한 백내장이 술 전 OCT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25 본 연구는 수정체 혼탁이 

상의 해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signal strength 

index가 40 dB 이상인 환자만을 연구에 포함하였으며 re-

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한 signal strength index의 시점에 따른 변화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068). 

결론적으로 수술 후 국소적인 염증반응 변화에 따른 단

기간의 황반의 미세혈관 변화를 분석시 표층 및 심층혈관

총에서 모두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축소로 나타나는 

혈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낭포황반부종은 주

로 심층혈관총에서 변화가 관찰되며 부종이 발생하기 이전

에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징후는 

찾지 못하였다. 추후 1년 이상의 장기간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보였던 술 후 단기간의 미세혈관의 변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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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백내장수술이 장기적으로 황

반부 관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낭포황반부종이 회복되며 달라지는 빛간섭단

층혈관조영술의 소견을 분석하여 낭포황반부종의 재발에 

관여하는 징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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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정⋅김기석 : 백내장수술 전후 황반부미세혈관의 변화-

= 국문초록 =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백내장수술 전후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

목적: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백내장수술 전후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본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39명 39안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술 전,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에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중심황반두께 및 중심와밑 맥락막두께를 측정하였으며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

을 이용하여 표층혈관총과 심층혈관총에서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결과: 총 39안 중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5안을 제외한 34안의 중심황반두께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p<0.0001) 술 

후 1개월에 술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5). 중심와밑 맥락막두께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p<0.0001) 술 

후 1주일, 술 후 1개월에 술 전보다 증가하였다(p<0.0001, p=0.004). 표층혈관총과 심층혈관총의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 역

시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p<0.0001), 술 후 1주일에 술 전보다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p<0.0001, p=0.007). 낭포황반부

종이 발생한 5안에서 망막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은 심층혈관총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p=0.028) 술 후 1개월

에 술 전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 백내장수술 후 표층 및 심층혈관총에서 중심오목무혈관부위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는 백내장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황

반 중심와의 관류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5):5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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