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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의 맥락막두께

Choroidal Thickness in Advanced Glauco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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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choroidal thicknes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glaucoma and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ad-
vanced glaucoma.
Methods: The present study included 133 eyes of 133 advanced glaucoma patients with a mean deviation of <-12 dB.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primary open angle glaucoma (POAG) and normal-tension glaucoma (NTG) groups. Factors related to the 
subfoveal and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were analyzed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peripapillary choroid thickness was 99.20 ± 46.85 µm in the NTG group, which was significantly thinner than 
in the POAG group (121.85 ± 45.39 µm, p = 0.006). Additionally, in the sectoral comparison, the NTG group had thinner choroids 
than the POAG group in all areas (p < 0.05 for all). In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glaucoma class (p = 0.007), age (p = 0.005), 
and intraocular pressure (IOP) (p = 0.024) significantly affected the peripapillary choroid thickness. Moreover, age (p = 0.029) 
and macular thickness (p = 0.002)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foveal choroid thickness.
Conclusions: In advanced glaucoma, low baseline IOP, NTG, and old ag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thin peripapillary 
choroid, suggesting an association between thin peripapillary choroid and the etiology of NTG.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a thin choroid in the pathogenesis of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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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을 차치하는 

질환으로, 진행하는 망막 및 시신경의 전형적인 구조 변화

에 따른 손상을 특징으로 한다.1,2 녹내장의 발생 기전으로 

안압상승으로 인한 기계적인 시신경손상(mechanical theory)

이 원발개방각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장 모두에서 주요 위

험 인자가 되지만, 시신경유두 및 주변 조직의 관류부전에 

의한 시신경의 허혈성 손상(ischemic theory)도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6 

허혈성 손상 이론에 따르면,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의 병인

은 시신경유두의 전사상판 영역의 혈액 공급과 관련이 있

고, 맥락막 조직은 뒤섬모체동맥(posterior ciliary artery)의 

분지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아 망막외층과 전사상판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조직으로, 맥락막두께가 시신경의 

관류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7,8 특히 한국

인에서 개방각녹내장의 77%를 차지하며 아시아 인종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정상안압녹내장에서, 혈관 혹은 혈

류학적인 조절 장애가 녹내장 발생 및 진행에 연관성이 있

음이 보고된 바 있다.9,10

빛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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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막두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맥락막두께와 녹내장성 시신

경손상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녹내

장 환자의 시신경 유두주위 맥락막두께가 정상인에 비해 

얇았으며,11-13 정상안압녹내장과 원발개방각녹내장의 비교

에서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들이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

들에 비해 더 얇은 맥락막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4-16 하

지만 이와는 반대로 유두주위 및 황반하 맥락막두께가 녹

내장 환자들과 정상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어, 녹내장의 병인에 맥락막이 어떠한 연관성

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17-20 

진행된 녹내장안에서는 유두함몰비의 증가, 망막신경섬

유층의 얇아짐, 사상판 두께의 감소 등 녹내장에 의한 다양

한 구조적 손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맥락막에 있어서

는 녹내장안에서 맥락막두께가 얇아졌다는 보고들은 많이 

있으나, 녹내장이 진행할수록 맥락막두께가 더 얇아지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으며, Hirooka et al13
은 진행된 

녹내장일수록 맥락막두께가 더 얇아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심하지 않은 초기 또는 중기 녹내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또는 다양한 중증도의 녹내장 

환자를 한 번에 분석하여 녹내장 중증도가 맥락막두께 측

정에 미치는 혼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문

제가 있다. 또한 연구에 포함된 진행된 녹내장 환자들의 비

율이 적고, 진행된 녹내장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비

교적 심하지 않아 진행된 녹내장안에서의 맥락막두께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녹내장이 진행

된 상태에서도 기존의 보고처럼 녹내장의 분류에 따른 두

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녹내장의 병인에 

있어 맥락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녹내장 중증도의 다

양성이 분석에 미칠 수 있는 혼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진행된 상태의 녹내장안만을 대상으로 하여 맥락막두께

의 특성을 알아보고, 녹내장의 분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진행된 녹내장 환자들에서 맥락막두

께와 연관된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대상과 방법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녹내

장 클리닉을 내원하여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30-2 

시야검사 mean deviation (MD)가 -12 dB보다 낮은 진행된 

녹내장 환자 133명 133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한 후향적 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진행된 녹

내장 환자의 기능적, 구조적 손상을 분석하는 후향적 연구’

의 일환으로,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

였으며, 본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2021-102).

모든 환자들은 내원 시 세극등현미경을 통한 전안부검

사, 전방각경검사, 골드만압평안압계를 통한 안압 측정, 안

저 사진촬영, 저간섭성반사계(Lenstar; Haag-Streit AG, Koeniz, 

Switzerland)를 통한 각막두께와 안축장 측정, 빛간섭단층

촬영(Heidelberg Spectralis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pectralis software version 6.9.4; Heidelberg 

Engineering GmbH, Heidelberg, Germany), Swedish inter-

active threshold algorithm (SITA) standard 30-2 방식을 이

용한 자동시야검사(Humphrey Field Analyzer; Carl Zeiss 

Meditec, Inc., Dublin, CA, USA)를 시행하였다.

개방각녹내장은 전방각경검사상 개방각이고 전반적이거

나 국소적인 시신경유두테의 좁아짐, 패임, 시신경유두출

혈, 시야손상과 일치하는 망막신경섬유층 결손과 같은 특

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이 관찰되고, 녹내장 이외의 

시신경손상을 일으킬 만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진단하

였다. 그중 초진 시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을 중

심각막두께 값 520 μm를 기준으로 보정하여(중심각막두께

가 10 μm가 커질수록 안압 값에서 0.7 mmHg를 빼고, 중심

각막두께가 10 μm가 작아질수록 안압 값에서 0.7 mmHg를 

더함) 그 값이 21 mmHg 이하인 경우 정상안압녹내장으로 

분류하였고, 21 mmHg를 초과하는 안압을 가졌던 환자를 

원발개방각녹내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21 안압은 골

드만압평안압계를 통해 2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였

으며, 중심각막두께는 부분결합간섭계를 사용하여 5회 연

속 측정하여 중간 값 3개를 평균하여 정하였다. 초진 시 안

압하강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소견서상 약물치

료 전 안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대교정시력이 0.3 logarithm of minimum angle of reso-

lution (logMAR)보다 낮은 경우 시야검사의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8세 이하, 굴

절이상이 구면대응치 -6.0 diopters (D)와 +6.0 D 사이를 벗

어나는 경우, 녹내장수술을 포함한 안내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단순 백내장수술은 제외), 녹내장 이외의 시야손

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전막,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폐

쇄질환 등과 같은 망막질환이 있는 경우 역시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두 눈 모두 선정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임

의로 한 눈만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은 숙련된 단일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고, 영상 화질 점수 30점 미만인 스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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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surement of choroidal thickness. (A) Circular peripapillary scan of 3.5 mm is obtained. After the manual segmentation 
of basement membrane (red solid line) and the chorioscleral border (green solid line),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was 
calculated. The global and the 6 Garway-Heath regional values of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nasosuperior, na-
sal, nasoinferior, temporoinferior, temporal, temporosuperior) was used. (B) Enhanced depth imaging horizontal scan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fovea was used to measure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환자는 초진 시 스펙트럼영

역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 받았고, 초진 시 영상의 질이 좋

지 않거나 안압이 21 mmHg 이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

에는 3개월 이내 다음 외래 내원 시의 검사 결과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내장된 Glaucoma 

Module Premium Editi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브루크막 

개방 중심(Bruch's membrane opening center)을 기준으로 360°, 

3.5 mm 직경의 원형 스캔을 이용하였으며, 평균값(global 

thickness)과 함께 이측(temporal), 상이측(superotemporal), 

상비측(superonasal), 비측(nasal), 하비측(inferonasal), 하이

측(inferotemporal)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유

두주위 맥락막두께는 망막신경섬유층을 측정할 때와 동일

하게 3.5 mm 직경의 원형 스캔 사진에서 Heidelberg Eye 

Explorer 소프트웨어의 망막층 수동 설정 기능(manual seg-

mentation function)과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자동 측정 기능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망막층 수동 설정 기능을 통해 브

루크막의 고반사선 외측을 안쪽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맥락

막-공막의 경계(chorioscleral interface)를 바깥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시신경유두주위 맥락막두께를 측정하였다. 맥락

막-공막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맥락막혈관을 

바깥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Fig. 1A). 황반두께

(macular thickness)는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Posterior Pol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중심와를 중심으로 30-25° 볼륨 스캔

으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황반하 맥락막두께 측정은 

중심와와 브루크막 개방 중심을 관통하는 선형의 스캔을 

이용하여 황반하에서 브루크막 고반사선의 외측에서 맥락

막-공막의 경계까지 수직선을 그어 측정하였다(Fig. 1B). 

맥락막두께의 측정은 2명의 측정자가 독립적으로 측정하였

으며, 두 값의 평균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야검사는 Central 30-2 SITA-standard strategy를 이용

하여 초진 시 첫 번째 검사를 시행하였고, 2개월 이내에 두 

번째 검사를 시행하여, 학습 효과 배제를 위해 두 번째 결

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중 MD가 -12 dB보다 낮은 경

우를 진행된 녹내장으로 판단하여 연구에 포함시켰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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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G (n = 87) NTG (n = 46) p-value*

Age (years) 61.89 ± 13.77 63.20 ± 12.03 0.587
Sex (male/female) 69/18 23/23 <0.001
Baseline IOP (mmHg) 32.63 ± 7.43 16.89 ± 1.72 <0.001
IOP at imaging (mmHg) 14.44 ± 3.44 12.43 ± 2.27 0.001
Spherical equivalent (D) -1.49 ± 2.63 -1.51 ± 3.61 0.968
Visual acuity (logMAR) 0.09 ± 0.19 0.09 ± 0.18 0.979
Axial length (mm) 24.35 ± 1.17 24.41 ± 1.73 0.846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25.94 ± 54.05 534.41 ± 30.57 0.365
Peripapillary RNFL thickness (μm)

Global 46.33 ± 9.63 56.70 ± 14.27 <0.001
Superotemporal 53.72 ± 17.10 64.22 ± 29.33 0.029
Temporal 45.59 ± 13.27 53.65 ± 14.21 0.001
Inferotemporal 49.26 ± 17.93 45.57 ± 17.83 0.260
Inferonasal 48.01 ± 14.33 57.33 ± 21.91 0.011
Nasal 42.41 ± 25.59 55.72 ± 20.09 0.003
Superonasal 53.63 ± 20.28 69.67 ± 30.62 0.002

Macular thickness (μm) 302.91 ± 17.59 315.69 ± 13.13 <0.001
Presence of peripapillary atrophy 11 (12.6) 7 (15.2) 0.680
Mean deviation (dB) -20.27 ± 5.93 -18.62 ± 5.72 0.178
Pattern standard deviation (dB) 11.55 ± 3.48 12.90 ± 3.18 0.0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IOP = intraocular pressure; D = diopters; logMAR = logarithm 
of minimum angle of resolu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p-value obtained from the independent t-test or χ2 test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1. Demographics and ocular characteristics of the eyes with advanced glaucoma

야검사의 신뢰도를 위하여 15% 이상의 거짓양성(false pos-

itive)이나 거짓음성(false negative), 20% 이상의 주시 실패

(fixation loss)가 있는 경우 해당 시야검사의 결과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시야검사의 MD, pattern standard deviation 

(PSD)값을 수집하였다.

IBM SPSS software (IBM Corp., Armonk, NY, USA)군 

간 비교를 위해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카이제곱검정(χ2 

test)을 이용하였다. 두 명의 측정자가 측정한 맥락막두께의 

측정 일치도 평가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s, ICCs)를 이용하였다. 맥락막두께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는 단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p<0.05로 유의

한 연관성을 보이는 인자들을 대상으로 다변량 선형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에서 교란변수로 작

용할 수 있는 녹내장의 분류와 안압을 model 1 및 model 

2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원발개방각녹내장 87안과 정상안압녹내장 46안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 중 남자는 69명(79.3%)

이었고, 정상안압녹내장 환자 중 남자는 23명(50.0%)으로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01).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의 평균 연령은 61.89 ± 13.77세, 정상

안압녹내장군의 평균 연령은 63.20 ± 12.03세로 두 군 사이

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587). 기저안압은 원발개방

각녹내장군에서 32.63 ± 7.43 mmHg로 정상안압녹내장군

의 16.89 ± 1.72 mmHg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빛간섭단층촬영 시점의 안압은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14.44 

± 3.44 mmHg,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12.43 ± 2.27 mmHg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빛간섭단층촬영으로 

계측한 평균 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원발개방각

녹내장군에서 46.33 ± 9.63 μm로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56.70 ± 14.27 μm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01). 황반

두께는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302.91 ± 17.59 μm로 정

상안압녹내장군의 315.69 ± 13.13 μm보다 낮게 나타났다

(p<0.001). 시야검사의 MD 및 PSD, 구면렌즈대응치, 시력, 

안축장, 중심각막두께, 시신경유두주위 위축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모두 p>0.05) (Table 1).

맥락막두께측정의 측정 일치도 평가에서, 평균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의 ICCs는 99.1% (p<0.001), 황반하 맥락막두께

의 ICCs는 97.6% (p<0.001)로 평가자 간 좋은 일치도를 보

여주었다. 황반하 맥락막두께에서는 원발개방각녹내장군

(212.82 ± 66.70 µm)과 정상안압녹내장군(198.95 ± 74.64 µm)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27). 하지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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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G (n = 87) NTG (n = 46) p-value*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μm) 212.82 ± 66.70 198.95 ± 74.64 0.327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μm)

Global 121.85 ± 45.39 99.20 ± 46.85 0.006
Superotemporal 127.30 ± 50.12 102.65 ± 47.45 0.006
Temporal 126.66 ± 54.78 104.22 ± 58.32 0.024
Inferotemporal 99.10 ± 43.94 79.85 ± 40.92 0.012
Inferonasal 99.33 ± 39.70 83.78 ± 44.85 0.034
Nasal 130.25 ± 48.84 104.50 ± 51.12 0.004
Superonasal 127.18 ± 46.48 105.13 ± 46.28 0.0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value obtained from the independent t-test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2. Comparison of subfoveal and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between the groups

A

B

Figure 2. The distribution of subfoveal and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of primary open angle glaucoma (POAG) and normal 
tension glaucoma (NTG). (A) Subfoveal choriodal thickness, global and sectoral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are shown. Red 
asterisk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B) Difference between POAG and NTG are shown. 

균 유두주위 맥락막두께는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99.20 ± 

46.85 µm로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의 121.85 ± 45.39 µm에 

비해 유의하게 얇았으며(p=0.006), 구역별 비교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이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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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ivariable Multivariable (model 1) Multivariable (model 2)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Group (ref:POAG) 23.74 (6.94 to 40.53) 0.006 22.60 (6.24 to 38.96) 0.007
Age (years) -0.90 (-1.51 to -0.30) 0.004 -0.865 (-1.46 to -0.27) 0.005 -0.80 (-1.42 to -0.17) 0.013
Sex (ref:male) 3.02 (-14.78 to 20.82) 0.738
Baseline IOP (mmHg) 1.12 (0.25 to 1.99) 0.012 0.99 (0.13 to 1.85) 0.024
IOP at imaging (mmHg) 0.20 (-2.36 to 2.76) 0.875
Spherical equivalent (D) 2.03 (-0.71 to 4.76) 0.145
Visual acuity (logMAR) -17.70 (-62.41 to 27.00) 0.435
Axial length (mm) -3.99 (-10.04 to 2.06) 0.194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0.17 (-0.17 to 0.20) 0.855
Global RNFL thickness (μm) -0.40 (-1.08 to 0.27) 0.240
Macular thickness (μm) 0.33 (-0.22 to 0.87) 0.234
Mean deviation (dB) 1.26 (-0.32 to 2.84) 0.116
Pattern standard deviation (dB) 2.29 (-0.42 to 5.00) 0.096

Model 1 is a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group and age. Model 2 is a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age and IOP.
CI = confidence interval;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IOP = intraocular pressure; D = diopters; logMAR = logarithm of mini-
mum angle of resolu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Table 3. Factors affecting peripapillary choroidal thickness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advanced glaucoma patients

Variable
Univariable Multivariable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Group (ref:POAG) 13.07 (-13.21 to 39.35) 0.327
Age (years) -1.40 (-2.32 to -0.49) 0.003 -1.07 (-2.03 to -0.12) 0.029
Gender (ref:male) 0.43 (-26.79 to 27.65) 0.975
Baseline IOP (mmHg) 2.26 (-1.89 to 6.40) 0.283
IOP at imaging (mmHg) 2.16 (-1.72 to 6.03) 0.272
Spherical equivalent (D) 2.00 (-2.33 to 6.33) 0.362
Visual acuity (logMAR) -52.07 (-118.59 to 14.45) 0.124
Axial length (mm) -6.40 (-16.08 to 3.28) 0.193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0.03 (-0.24 to 0.30) 0.825
Global RNFL thickness (μm) 0.35 (-0.69 to 1.39) 0.508
Macular thickness (μm) 1.17 (0.41 to 1.94) 0.003 1.23 (0.48 to 1.99) 0.002
Mean deviation (dB) 1.17 (-1.37 to 3.72) 0.362
Pattern standard deviation (dB) 3.71 (-0.69 to 8.10) 0.097

CI = confidence interval;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IOP = intraocular pressure; D = diopters; logMAR = logarithm of mini-
mum angle of resolu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Table 4. Factors affecting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advanced glaucoma patients

얇은 맥락막두께를 보였다(모두 p<0.05) (Table 2, Fig. 2A). 정

상안압녹내장과 원발개방각녹내장의 구역별 맥락막두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비측 구역에서 가장 큰 두께 차이를 

보였고 황반하 및 하비측에서 가장 작은 두께 차이를 나타

냈다(Fig. 2B).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단변

량 선형회귀분석에서 녹내장의 분류(p=0.006), 나이(p=0.004), 

안압(p=0.012)이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녹

내장의 분류 및 나이를 포함한 model 1 다변량 선형회귀분

석에서 녹내장의 분류(p=0.007) 및 나이(p=0.005) 모두 맥

락막두께와 연관된 유의한 인자였으며, 나이 및 안압을 포

함한 model 2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에서도 나이(p=0.013), 

안압(p=0.024) 모두 맥락막두께와 연관된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Table 3). 황반하 맥락막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들에 대한 단변량 선형회귀 분석에서 나이(p=0.003) 및 

황반두께(p=0.003)가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에 

대한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에서도 나이(p=0.029)와 황반두

께(p=0.002) 모두 황반하 맥락막두께와 유의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의 병인에서 맥락막의 역할은 아직

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시신경의 허혈성 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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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함께 망막외층 및 전사상판에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

치는 맥락막이 녹내장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음이 제시된 바 있다.3-8 이는 녹내장 환자의 형광안저촬영

에서 맥락막 충만이 지연되고 유두주위 맥락막 충만 결손

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이나, 녹내장 환자에 대한 조직

학적 연구에서 맥락막혈관의 직경 수축 및 혈관 밀도의 감

소로 맥락막두께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22,23 특히 한국인에서 개방각녹내장의 77%를 차

지하며, 아시아 인종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의 영향 외에도 다른 병인이 복합적으로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4-26 특히, 혈관 혹은 혈류학적

인 조절 장애가 정상안압녹내장의 병인에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으며 말초혈관장애, 편두통, 여성에서 

더 많은 유병률 등이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10,27-30 

여러 연구에서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유두주위 맥락막두

께가 정상인에 비해 얇았으며,11-13 특히 정상안압녹내장에

서 원발개방각녹내장보다 맥락막두께가 더 얇았다고 하였

다.14-16 반면에 정상안과 녹내장안 사이에 맥락막두께의 유

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어 맥락막두께

와 녹내장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17-20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녹내장안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의 유두주위 맥락막두께가 원발개방각녹

내장군보다 유의하게 얇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인

을 대상으로 한 진행된 녹내장에서의 맥락막두께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부족하며 녹내장의 분류에 따른 비교 및 각 인

자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없어, 본 연구는 진행된 녹

내장 환자의 맥락막두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의 황반하 및 유두주위 

맥락막두께는 212.82 ± 66.70 µm 및 121.85 ± 45.39 µm였

으며,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각각 198.95 ± 74.64 µm 및 

99.20 ± 46.85 µm였다. 녹내장이 없는 정상 한국인의 황반

하 맥락막두께는 Kim et al31
의 연구에서 307.26 ± 95.18 μm, 

Park et al32
의 연구에서 309.57 ± 56.44 μm로 본 연구 결과

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Sacconi et al33
의 연구에서 발표

한 진행된 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의 황반하 맥락막두께가 

얇았다는 결과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연

구와 기존 연구들 사이에 분석 대상자의 평균 연령 및 성

별, 안축장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 무

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맥락막두께는 나이 및 안

축장과 연관성이 높으며, 녹내장의 중증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있어, 추후 교란변수를 통제한 대

조군과의 추가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원발개

방각녹내장군과 정상안압녹내장군 사이에 황반하 맥락막

두께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

들과 같은 결과로서,14,19,34 황반하 맥락막두께를 녹내장 병

인의 요소로 생각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역별 유두주위 맥락막두께 분포를 보면, 두 군 모두 이

측과 상이측에서 가장 두꺼운 경향이 있었고 하이측과 하

비측에서 가장 얇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구역별 두께 

분포는 정상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었다.35 구역별 맥락막두께의 차이의 

원인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신경의 

발생 과정 중 optic fissure가 하측에 위치하여 optic cup의 

하측이 가장 늦게 닫히는 것이 하측의 더 얇은 맥락막두께

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6 이러한 점은 이전

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맥락막두께의 감소가 하측 부위

에서 가장 컸다는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녹내장성 손상이 시신경의 하측에서 가장 취약한 것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37 실제로 

과거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하이측 망막신경섬유층 손

상이 더 심한 경우 하이측의 맥락막두께가 더 얇았다는 결

과도 발표된 바 있다.11 

원발개방각녹내장 안에서의 맥락막두께에 대한 연구 결

과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정상안압녹내장과 얇

은 맥락막두께 사이의 연관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상안압녹내장 및 낮은 기저 안압은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이는 Jin et al16
과 Park et al14

의 연구에서 원발개

방각녹내장에 비해 정상안압녹내장에서 유두주위 맥락막

두께가 유의하게 얇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

나 기존 연구들은 분석에 포함된 환자들의 평균 MD 값이 

각각 -4 dB과 -5 dB 정도로 본 연구의 녹내장 환자들에 비

해 녹내장 진행 정도가 경한 환자들이었다는 차이가 있으

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진행된 녹내장에서도 정상안압녹

내장안과 원발개방각녹내장안 사이에 유의한 유두주위 맥

락막두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뒤섬모

체동맥에서 유래된 유두주위 맥락막은 시신경의 전사상판 

혈액 공급과 연관이 있으므로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이 전

사상판조직의 관류부전을 초래하여 정상안압녹내장의 병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는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이 녹내장성 시신경손

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이 안압이 낮

은 눈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

각해 볼 수 있겠다.4 하지만 빛간섭단층촬영을 통한 유두주

위 맥락막두께의 측정은 맥락막의 정적인 구조만을 반영할 

뿐, 맥락막의 혈류학적 변화 및 관류압의 차이를 반영한다

고 할 수 없으며,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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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막두께와 혈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 

맥락막이 녹내장에서 갖는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38,39

나이는 맥락막두께와 연관이 있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

다.32,35,40,41 그 외 맥락막두께와 연관이 있는 인자로 중심각

막두께, 안압, 혈압 및 이완기 안구관류압 등이 보고된 바 

있다.16,35,40-42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에서 정상안압녹내

장 및 낮은 기저 안압 뿐만 아니라 고령이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와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정상인 및 녹내장 환자에서 나이가 10세 증가함에 

따라 맥락막두께가 약 9-31 μm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되는데,35,40-45 진행된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른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에 감

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맥락막은 조

직학적으로 주로 혈관조직 및 기질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이

러한 경향성은 녹내장이 진행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황반두께가 황반하 맥락막두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황반두께와 

황반하 맥락막두께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46,47 해부학적으로 망막 중심와는 망막모세혈관이 없

어 무혈관성 영역이 되며, 이 영역은 맥락막혈관에 의해서

만 영양을 공급받으므로,48 맥락막 순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황반하 맥락막두께와 황반

두께의 유의한 연관성을 설명해볼 수 있겠다. 고도근시 환

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맥락막이 얇아지면 

맥락막 순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대사적으로 가장 활발

한 중심와 영역에 필요한 산소 및 영양소 전달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49 그러나 맥락막두께 감소가 맥락막 순환 

부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며, 단면적 

디자인의 본 연구를 통해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어려워, 황반두께와 맥락막두께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38

본 연구에서 원발개방각녹내장군과 정상안압녹내장군의 

남녀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원발개방각녹내

장군에서는 남성이, 정상안압녹내장에서는 여성의 각각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50-52 일부 연구에서 황반하 맥락막두께가 남성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이러한 점이 두 군 간 

맥락막두께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53,54 남성의 눈이 더 크고, 호르몬적 상태 및 여성

의 폐경이 맥락막 혈류 순환에 영향을 주어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있다.55-57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성

별이 맥락막두께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으

며,11,31,35,44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 분석에서 성별은 유두주

위 및 황반하 맥락막두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아, 군 간 성별의 차이가 맥락막두께 분석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진행된 녹내장 환자들의 

시야검사 결과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망막신

경섬유층두께는 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다. 첫 번째, 이에 대한 이유로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빛간섭단층촬영 결과치가 바닥효과에 근접하여 약한 구조-

기능 상관관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말기녹내장에서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45-55 μm 미만인 경우는 드물며,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에서 전체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약 50 μm에 달하게 되면 바닥효과로 인해 구조-기

능 상관관계 그래프가 완만해진다고 하였다.58,59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망막신경섬유층두께는 비교적 이에 근접

한 수치로 시야검사상에 차이가 없음에도 약한 구조-기능 

상관관계로 인해 망막신경섬유층두께에서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 둘째, 비록 시야검사상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이 정상안

압녹내장군에 비해 녹내장이 더 진행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다. 추후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진행된 녹내장안에

서 원발개방각녹내장군과 정상안압녹내장군 사이에 유두

주위 맥락막두께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점에 중

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후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 연구

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상적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

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맥락막두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고혈압 및 당뇨 

등의 전신인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신인자의 영향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녹내장안에서의 맥락막의 변화 및 역할을 규명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셋째, 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맥락막두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낮은 기저안압이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빛간섭단층촬영의 시점은 안압이 조

절되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었다. 추후 안압이 높은 환자

들에서 치료 전 고안압 상태에서의 맥락막두께를 측정하여 

비교한다면 녹내장의 병인과 맥락막두께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

서 두 군 사이의 표본 수가 균등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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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유병률은 정상안압녹내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말기녹내장 환자 중 원발개방각녹

내장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3차 기관의 특성상 안압 조

절이 잘 되지 않은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불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진행된 녹내장에서 정상안압녹내장안은 원

발개방각녹내장안에 비해 유두주위 맥락막두께가 유의하

게 얇았다. 진행된 녹내장에서 낮은 기저안압 및 정상안압

녹내장, 고령은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와 연관된 중요

한 인자였다. 녹내장의 분류에 따른 황반하 맥락막두께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나이 및 황반두께와 유의한 연

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과 정

상안압녹내장의 병인의 연관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정상

안압녹내장에서 시신경유두주위의 맥락막이 녹내장의 발

생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규명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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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의 맥락막두께 

목적: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녹내장의 분류에 따른 맥락막두께를 비교하고 관련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Mean deviation 값이 -12 dB 이하의 진행된 녹내장 환자 133명의 133안을 대상으로 원발개방각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

장 두 군으로 분류한 후 황반하 및 유두주위 맥락막두께를 비교하였다. 또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황반하 및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와 

관련된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평균 유두주위 맥락막두께는 정상안압녹내장에서 99.20 ± 46.85 µm로 원발개방각녹내장의 121.85 ± 45.39 µm에 비해 유의하

게 얇았으며(p=0.006), 구역별 비교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정상안압녹내장이 원발개방각녹내장에 비해 얇은 맥락막두께를 보였다(모

두 p<0.05).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에서 녹내장의 분류(p=0.007), 나이(p=0.005), 기저 

안압(p=0.024)이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 황반하 맥락막두께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이(p=0.029)와 황반두께

(p=0.002)가 유의한 연관이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진행된 녹내장에서 낮은 기저안압, 정상안압녹내장 및 고령은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두께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얇은 유두주위 맥락막과 정상안압녹내장의 병인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녹내장의 병인에 있어 맥락막이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12):1626-1636>

 박도희 / Do Hee Park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