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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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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clinical factors affecting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FCT) and choroidal vascularity index (CVI) af-
ter cataract surgery.
Methods: A retrospective medical record review was performed of 62 patients (95 eyes)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The 
SFCT and CVI were calculated based on cross-section measurements obtained from enhanced depth imaging-optical coher-
ence tomography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at 1 week, 1 month, and 2 months. The changes in SFCT and CVI were an-
alyzed with respect to anesthesia, diabetes mellitus (DM), hypertension (HTN), and phaco power/time.
Results: Regardless of anesthesia, DM, or HTN, SFCT had increased at 1 week postoperatively and continued to decrease up 
to 2 months postoperatively. In the case of topical anesthesia and patients without DM or HTN, the CVI was significantly higher 
at 1 month postoperatively, but was followed by a steady reduction up to the 2-month follow-up. In the case of retrobulbar anes-
thesia and patients with DM or HTN, the CVI increased up to 2 months postoperatively. 
Conclusions: In this study, clinical fac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 in CVI after surgery, but not on the SFCT. This 
suggests that the presence of DM affects the change in the choroidal vessels after catarac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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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수정체유화술을 이용한 백내장수술은 안과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다.1 맥락막은 결체조직, 신

경과 멜라닌세포뿐아니라 망막 외층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

하는 풍부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2,3 최근 enhanced 

depth imaging (EDI)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을 이용하여 맥락막의 기질과 혈관층에 대한 관찰이 가능

해지면서 맥락막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특히, 안과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백내장수술 

후에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 및 맥락막혈관 지수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1,6-12 어떤 연구에서는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1,6,8,11,12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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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technique of image binarization for choroid with Niblack auto local threshold tool. (A) The original enhanced depth 
imaging-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can. Choroidal thickness (red arrow). (B) The total choroidal area of scan passing thorough 
the fovea. (C) Image binarization by ImageJ. (D) The image was reconverted to RGB image showing dark areas (luminal area, red 
arrow) and light areas (stromal area, red arrowhead). (E) The binarized image over the original image.

반된 결과가 있어 아직까지 정립된 결과는 없다.7,9,10 또한,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

의 변화에 대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가 없다. 이에 본 저자들은 백내장수술 전 마취 방법, 고혈

압과 당뇨, 그리고 수술 중 사용한 초음파의 세기와 시간 

같은 임상적 요인들이 백내장수술 후에 중심와아래 맥락막

의 두께와 혈관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대상과 방법

본 저자들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가톨릭대

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합병증 없는 단순 백내장에 대해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내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의 연구 동의를 면제받았으며, 가톨릭대학

교 부천성모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i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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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demographics Value
Number of patients (eyes) 62 (95)
Age (years) 68.0 ± 10.0 (46-87)
Sex (eyes)

Male 30 (48)
Female 32 (47)

Eyes without op 28
Eyes with op 67

Laterality (OD:OS) 33:34
Anesthesia

Topical 25
Retrobulbar 42

Systemic disease
DM 31
HTN 4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OD:OS = oculus dexter:oculus sinister; DM = diabetic mellitus; 
HTN = hypertension.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arameter Anesthesia DM HTN
Anesthesia - 0.468 0.163
DM 0.468 - 0.826
HTN 0.163 0.826 -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factors which are 
type of anesthesia and the presence of DM or HTN. Data was ana-
lyzed with chi-square test.
DM = diabetic mellitus; HTN = hypertension.

Table 2.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anesthesia and the 
presence of past history

Parameter Preoperative
Variance in 

postop 1 week
p-value* Variance in 

postop 1 month
p-value* Variance in 

postop 2 months
p-value*

Eyes without op (n = 28) 280.43 ± 42.39 9.25 ± 31.98   0.14 7.429 ± 28.44   0.18 4.89 ± 36.39   0.48
Eyes with op (n = 67) 269.55 ± 42.86 58.93 ± 44.92 <0.001 54.689 ± 6.86 <0.001 43.76 ± 54.0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T = choroidal thinckness.
*Compared with preoperative value using paired t-test.

Table 3. Preoperative CT and postoperative variance of CT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HC20RASI0089). 모든 과정은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

백내장수술은 5년 이상의 수술 경험을 가진 숙련된 술자 

2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백내장수술에 이용된 인공수정체

는 모두 Tecnis 1–Piece aspheric acrylic 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ZCB00®; Johnson & Johnson, Inc. Santa, 

CA, USA)를 사용하였다. 수술 전후와 수술 도중에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시간은 대략 15-20분가량 

소요되었다. 수술 전 마취는 점안마취 혹은 구후마취를 시

행하였다. 점안마취는 Proparacaine hydrochloride 0.5% 

(Alcaine®; Novartis, Basel, Switzerland)를 수술 직전 2-5방

울 수술안에 점안하였다. 구후마취는 Lidocaine hydro-

chloride 2% (Lidocaine®; Huons. Co. Ltd., Seongnam, Korea)

와 Bupivacaine Hydrochloride 0.5% (Pucaine®; REYON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를 7:3 비로 혼합하

여 1.5-2 mL 가량을 구후에 주입한 후, 10-15분가량 눈을 

압박하였다. 각막절개도 2.75 mm (Clear cut®; Alcon, Fort 

Worth, TX, USA)를 사용하여 투명각막절개를 시행하였다. 

점탄물질로 Hyaluronic acid 1.5% (Hyalu®; Hanmi Pharm 

Co. Ltd., Seoul, Korea)를 전방에 주입하고 원형전낭절개를 

시행하였다. 평형염액(BSS®, Alcon, Fort Worth, TX, USA)

을 사용하여 수력분리술과 수력분층술을 하였다. 수정체 

유화술 기계(Infiniti®; Alcon, Fort Worth, TX, USA)를 이

용하여 수정체낭 내의 수정체를 유화하고, 잔류피질은 관

류흡입기로 제거하였다. 인공수정체를 카트리지와 주입기

에 장착하고 수정체낭 내에 삽입하였다. 수술 후 1달간 

0.5% Moxifloxacin hydrochloride (Vigamox®; Novartis, 

Basel, Switzerland)와 Prednisolone acetate 1% (Predforte®; 

Allercan, Inc., Chicago, IL, USA)를 각각 4회/일 수술안에 

점안하였다. 

환자의 맥락막은 수술 전, 수술 1주 후, 1달 후 그리고 

2달 후의 EDI-OCT 촬영법(Cirrus HD‑OCT 4000®; Carl 

Zeiss Meditec AG, Inc., Dublin, CA, USA)4,5,13
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선택된 이미지는 ImageJ 소프트웨어(http://imagej.

nih.gov/ij, version2.0.0-rc-69/1.52,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USA)를 이용하여 이진화(Binarizaion)하였

다(Fig. 1).14-17 맥락막의 범위는 OCT 중 시신경유두와 황

반오목을 가로지르는 단면에서 망막색소상피의 바깥쪽 경

계에서 공막의 안쪽 경계로 하였다.2 OCT 단면의 맥락막 

범위 내에서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맥락막혈관내경 넓이(luminal area), 전체 맥락

막 넓이(total choroidal area) 및 맥락막혈관지수(choro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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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rue 2. Mean choroidal thinckness (CT) in the change over time. Mean CT (μm) depending on receiving operation, type of anes-
thesia, and the presence of diabetic mellitus (DM) or hypertension (HTN) before surgery, 1 week (WK), 1 month (M), and 2 months 
after surgery.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ll p < 0.001). (A) C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1 week, regardless 
of the operation receiv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001). (B) C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1 week, regardless of the type of anesthesi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421). (C) C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1 week,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D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037). (D) C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1 week,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HT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281). Data was compared with preoperative value b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with Bonferroni’s method.

vascularity index)를 측정하였다(Fig. 1A).14-17 선택된 OCT 

단면을 ImageJ의 Polygon tool을 이용하여 전체 맥락막 넓

이를 선택하였다(Fig. 1B). 명암을 조정하여 region of inter-

est (ROI) manager에 입력하였고, 이미지를 8 bit로 변환하

여 Niblack’s auto local threshold로 이진화화였다(Fig. 1C). 

이진화된 이미지는 RGB 이미지로 다시 변환하여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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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reoperative
Variance in 

postop 1 week
p-value* Variance in 

postop 1 month
p-value* Variance in 

postop 2 months
p-value*

Eyes without op (n = 28) 59.41 ± 2.12 -0.02 ± 1.31 0.951 -0.04 ± 1.57 0.890 0.03 ± 1.87 0.940
Eyes with op (n = 67) 59.82 ± 2.11 2.23 ± 2.32 <0.001 2.74 ± 2.47 <0.001 2.81 ± 2.77 <0.001
Depending on anesthesia 

Topical (n = 25) 59.55 ± 2.11 2.49 ± 2.58 <0.001 3.21 ± 2.55 <0.001 2.83 ± 3.05 <0.001
Retrobulbar (n = 42) 59.99 ± 2.12 2.07 ± 2.17 <0.001 2.45 ± 2.42 <0.001 2.79 ± 2.63 <0.001

Depending on DM
None DM (n = 36) 59.83 ± 2.60 2.34 ± 2.22 <0.001 2.97 ± 2.51 <0.001 2.95 ± 2.60 <0.001
DM (n = 31) 59.81 ± 1.39 2.09 ± 2.46 <0.001 2.46 ± 2.44 <0.001 2.63 ± 2.98 <0.001

Depending on HTN
None HTN (n = 25) 60.10 ± 1.97 1.67 ± 1.99 <0.001 2.11 ± 2.15 <0.001 2.06 ± 2.43 <0.001
HTN (n = 42) 59.66 ± 2.20 2.56 ± 2.46 <0.001 3.11 ± 2.60 <0.001 3.25 ± 2.89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VI = choroidal vascularity index; DM = diabetic mellitus; HTN = hypertension.
*Compared with preoperative value using paired t-test.

Table 4. Preoperative CVI and postoperative variance of CVI

color tool로 어두운 픽셀을 ROI manager에 저장하였다

(Fig. 1D). ROI manager에 입력된 총 2가지 이미지를 AND 

operation하여 맥락막혈관내경 넓이를 구하였다(Fig. 1D). 

맥락막혈관 지수는 맥락막혈관내경 넓이와 전체 맥락막 넓

이의 비로 구하였다(Fig. 1E). 같은 방법으로 95안의 모든 

이미지를 계산하였다. 

초음파의 세기와 시간은 수술 후 수정체유화술 기계

(Infiniti®, Alcon)에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였다. 초음파의 

세기는 화면에 제공된 equivalent average ultrasonic power 

값을 이용하였다. 초음파의 시간은 기계의 화면에 total lon-

gitudinal power on time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3.0 (IBM Inc.,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모든 측정치의 평균

값을 각각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술 전후 중심와아래 맥

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의 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마

취 방법, 당뇨의 유무, 그리고 고혈압의 유무에 따라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시간에 흐름에 따른 각 변수(마

취 방법, 당뇨의 유무, 그리고 고혈압의 유무)에 따라 중심

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의 변화에 차이가 있

는지를 그룹별로 비교하기 위해 Boferroni법을 이용한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다.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가 

수술 중 사용한 초음파의 세기와 시간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모

든 경우에서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해석하였다.

결 과

총 62명의 95안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남자 환자 30명의 

48안, 여자 환자 32명의 47안이었다(Table 1). 양안은 33안

을 조사하였다(Table 1). 평균 연령은 68.0 ± 10.0세(46-87세)

였다(Table 1). 이 중 25안(26.3%)은 점안마취, 42안(44.2%)

은 구후마취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28안(29.5%)은 같은 기

간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반대안의 기록을 확인하였다

(Table 1). 수술을 시행한 67안 중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

는 경우는 31안(46.3%)이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42안

(62.7%)이었다(Table 1).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마취 방법, 

당뇨와 고혈압의 유무 간에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서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것은 없었다(Table 2).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수술한 전

체 눈에서 수술 전 269.55 ± 42.86 μm, 수술 1주 후 328.48 ± 

58.24 μm (p<0.001), 1달 후 324.24 ± 69.83 μm (p<0.001), 

2달 후 313.31 ± 69.91 μm (p<0.001)로 수술 1주 후에 증가

한 이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결과를 보였다(Table 3, 

Fig. 2A). 환자군을 마취 방법, 고혈압 유무에 따라 나누었

을 때는 각 군 내에서 요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Fig. 2B, D, 각각 p=0.421, p=0.281), 당뇨 유무에 따라 나

누었을 때에는 그 변화 양상이 당뇨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

였다(Fig. 2C, p=0.037). 당뇨가 없는 군에서는 맥락막두께

의 변화가 당뇨가 있는 군에서 보다 유의하게 적게 관찰되

었다(Fig. 2C).

평균 맥락막혈관 지수는 수술한 전체 눈에서 수술 전 

59.82 ± 2.11%, 수술 1주 후 62.05 ± 1.79% (p<0.001), 1달 

후 62.56 ± 1.95% (p<0.001), 2달 후 62.63 ± 2.28% (p<0.001)

로 수술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4, Fig. 3A).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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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 Mean choroidal vascularity index (CVI) in the change over time. Mean CVI (%) depending on receiving operation, type 
of anesthesia, and the presence of diabetic mellitus (DM) or hypertension (HTN) before surgery, 1 week (WK), 1 month (M) and 
2 months after surgery.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ll p <  0.001). (A) CVI continued to increase up to 2 month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001). (B) Within topical anesthesia, CVI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1 month. W ithin retrobulbar anesthesia, CVI continued to increase up to 2 month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409). (C) W ithout DM , CVI increased and then de-
creased after 1 month. With DM, CVI continued to increase up to 2 month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682). (D) Without HTN, CVI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1 month. With HTN, CVI con-
tinued to increase up to 2 month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p = 0.10). 
Data was compared with preoperative value b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with Bonferroni’s method.

술을 시행하지 않은 반대안의 맥락막혈관 지수의 수술 후 

1주 후, 1달 후 그리고 2달 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각각 p=0.95, p=0.89, p=0.94) 마

취 방법에 따라 수술 1주 후, 1달 후 그리고 2달 후의 수술 

전과 비교하여 점안마취군에서 2.49 ± 2.58%, 3.21 ± 

2.55%, 2.83 ± 3.05%로 수술 1달 후에 비해 2달 후에 감소

하는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Table 4, Fig. 3B, p<0.001), 

점안마취와 구후마취를 시행한 환자 간에 맥락막혈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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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 Scatterplots showing the correlation in the difference at postop 1 week. (A) Correlation between phacoemulsification pow-
er (%) and the difference of choroidal thickness (CT) at postop 1 week (r = 0.208, p = 0.090). (B) Correlation between phacoe-
mulsification time(s) and the difference of CT at postop 1 week (r = 0.049, p = 0.695). (C) Correlation between phacoemulsifica-
tion power (%) and the difference of choroidal vascularity index (CVI) at postop 1 week (r = -0.003, p = 0.982). (D) Correlation 
between phacoemulsification time(s) and the difference of CVI at postop 1 week (r = 0.011, p = 0.930). Data was compared with 
difference of CT or CVI in postop 1 week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hacopower is the equivalent average ultrasonic pow-
er (FP3) which is the ratio of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CDE) to ultrasonic total time. CDE is calculated as: (longitudinal time 
× average longitudinal power) + (torsional time × 0.4 × average torsional amplitude). The factor 0.4 represents approximate re-
duction of heat dissipated at incision as compared to conventional phaco. Phacotime is the total longitudinal power on time.

변화 양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3B, 

p=0.409).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군에서 맥락막혈관 지

수는 수술 1달 후에 비해 2달 후에 감소하는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Table 4, Fig. 3C, D, p<0.001),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군과 비교하여 맥락막혈관 지수 변화 양상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3D, 각각 p=0.682, 

p=0.10).

초음파의 세기와 수술 1주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 변

화의 Pearson 상관계수는 0.208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ig. 4A, 

p=0.090), 초음파의 시간과 수술 1주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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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변화의 Pearson 상관계수는 0.049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 4B, p=0.695). 초음파의 세기와 수술 1주 후 맥락막혈

관 지수 변화의 Pearson 상관계수는 -0.003로 유의하지 않

았으며(Fig. 4C, p=0.982), 초음파의 시간과 수술 1주 후 맥

락막혈관 지수의 Pearson 상관계수는 0.011로 유의하지 않

았다(Fig. 4D, p=0.930).

고 찰

맥락막은 결체조직, 신경, 멜라닌세포과 혈관들로 이루어

진 조직으로 망막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뿐 아니라 안구

의 대사와 온도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3,8,18 맥

락막의 변화는 연령관련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부종 

그리고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등과 같은 여러 망막질환들

과 관련이 있다.1,8 최근 EDI-OCT의 발전 덕분에 백내장수

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 및 맥락막혈관 지수에 대해

서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6-12 하지만 보고되는 결과

들에 차이가 있다. Chen et al1
은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가 수술 후 3달까지 지속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Ohsugi et al3
은 

수술 직후부터 1주까지 증가하다 이후 다시 감소한다고 하

였다. 한편, Falcão et al9
은 수술 후 1달까지 중심와아래 맥

락막두께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이전 연구 결과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저자들은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

혈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을 구분하여 

수술 전, 수술 1주 후, 수술 1달 후 그리고 수술 2달 후의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를 EDI-OCT를 

이용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백내장수술 후 맥락막혈관층

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

고 맥락막혈관의 변화는 여러 망막질환과 관련이 있다.1,8 

따라서 임상적 요인에 따라 백내장수술 후 맥락막혈관층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추후 여러 망막질환의 위험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맥락막두께는 마취 방법과 고혈압 유무에 

관계없이 수술 1주 후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hsugi et al3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1,6,9 환자군을 마취 종류 및 고혈압 유무로 나누었을 때 

그 변화 양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당뇨의 유무로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그룹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당뇨의 유무에 상관없이 맥락막두께가 수술 후 3달까

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는 Yip et al6
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

만 본 저자들은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만을 측정하였지만, 

Yip et al6
은 중심와아래, 비측과 이측으로 중심와아래에서 

500 μm 떨어진 지점까지 총 3지점의 맥락막두께의 평균값

으로 계산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맥락막혈관 지수까지 포함한 본 연구에서 더 포괄적 맥락

막 변화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백내장수술 후 맥락막의 두께 변화에 대해 아직까지 확

인된 기전은 없다. 백내장수술 후 방수에 증가된 프로스타

글란딘, 성장인자 등의 여러 염증인자가 유리체강을 통과

한 후, 망막과 맥락막에 도달하여 혈액망막장벽(blood-reti-

nal barrier)을 파괴하면서 맥락막두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있다.1,3,19 당뇨가 있는 경우 이미 유리체강내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의 증가 등의 변화가 일어나 

있으며, 혈관의 투과성이 더 취약하여 당뇨가 없는 경우보

다 중심와아래 맥락막의 변화가 더 유의하게 발생할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백내

장수술을 하였을 때 신생혈관, 연령관련황반변성, 당뇨망막

병증, 망막부종 등과 같은 망막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것을 

생각할 수 있다.1,8

점안마취를 시행했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군의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는 수술 1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고, 맥락막혈관 지수는 모두 수술 1달 후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구후마취를 시행하

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군에서 중심와아래 맥락막

두께는 수술 1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맥락막혈관 

지수는 모두 수술 2달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맥

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의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는 수술 1주 후부터 정상화되지만, 

맥락막혈관의 증가된 총 면적은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백내장수술 이후 맥락막의 두께와 맥락막혈관 지

수의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들 변화 원인에 대한 

가설로 수술 중 사용한 초음파의 세기와 시간이 연관 있을 

것이라는 의문들을 제시하였다.1,6 본 연구에서 초음파의 세

기나 시간은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나 맥락막혈관 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수술 중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

은 백내장수술 후 맥락막혈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나, 맥락막혈관 지수에도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1,1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의 사용이 극단적으로 많은 성숙 백내장은 배제되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으로 백내장수술 전후 EDI-OCT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가 한정적이었기에, 관찰 대상군이 62명의 95안으로 적다

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경과 관찰 기간이 수술 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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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짧다는 점과 환자가 가진 고혈압이나 당뇨의 여부만

을 확인하고 질환의 중증도나 조절 정도에 대하여 확인하

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세 번째로는 OCT를 촬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 없어서 환자 간의 맥락막의 일중

변동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1-3,18,20 

네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EDI-OCT상에서 맥락막의 

넓이와 혈관층을 소프트웨어상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없

고 수동으로 측정해야 했다.14-17 또한, OCT 중 시신경유두

와 황반오목을 가로지르는 단면만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

기에 맥락막혈관의 꽈리 형태나 혈관의 구부러진 면적 등

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환자군의 6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맥락막의 입체적인 부분의 면

적을 반영한 연구들이 필요하다.6,20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취 

방법, 당뇨와 고혈압의 유무, 초음파의 세기와 시간 등 임

상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백내장수술 후 중심

와아래 맥락막두께는 임상적 요인과 상관없이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1주 후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맥락막혈관 지수는 임상적 요인에 따라 수술 2달 

후까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임상적 요인들 중

에서 당뇨의 유무가 백내장수술 후 맥락막혈관의 변화 양

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수술 중 사용한 초음

파의 세기와 시간은 수술 후 맥락막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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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들

목적: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특별한 합병증 없이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한 총 62명 환자, 95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

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수술 1주 후, 1달 후, 2달 후의 이미지증강-빛간섭단층촬영의 단면을 이용하여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

와 맥락막혈관 지수를 구하였다. 마취 방법, 당뇨/고혈압의 유무, 초음파 세기/시간에 따른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와 맥락막혈관 지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는 마취 방법, 당뇨/고혈압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1주 후까지 증가한 이후로 2달까

지 수술 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맥락막혈관 지수는 점안마취를 했거나 기저질환이 없던 그룹에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1달 후까

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수술 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술 전 구후마취를 시행했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던 그룹의 맥락막혈관 

지수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2달 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백내장수술 후 중심와아래 맥락막두께에는 임상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맥락막혈관 지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백내

장수술 후 맥락막혈관변화에 당뇨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5):6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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