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0

대한안과학회지 2022년 제 63 권 제 4 호
J Korean Ophthalmol Soc 2022;63(4):380-388
ISSN 0378-6471 (Print)⋅ISSN 2092-9374 (Online)
https://doi.org/10.3341/jkos.2022.63.4.380 Original Article

정상안과 녹내장안의 맥락막혈관지수 비교

Association between Choroidal Vascularity and Prelaminar Tissue Thickness 
in Healthy and Glaucomatou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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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oroidal vascularity index (CVI) and prelaminar tissue thickness (PTT) in 
healthy and glaucomatous eyes.
Methods: The study included 86 eyes with perimetric glaucoma (PG), 86 with pre‐perimetric glaucoma (PPG), and 43 age‐
matched healthy eyes. Total choroidal area (TCA) and CVI were measured by image binarization of spectral‐domain optical co-
herence tomography (SD‐OCT) 3.5 mm from the center of Bruch’s membrane opening. The CVI was the percentage of choroidal 
vasculature to choroidal tissue. The association between CVI and PTT measured on a center‐horizontal scan of enhanced depth 
imaging SD‐OCT was assessed.
Results: The CVI was lowest in PG (61.67% ± 4.11%), followed by PPG (63.36% ± 3.54%), and healthy (64.84% ± 3.13%) eyes 
(p < 0.001). PG (102.05 ± 44.01 μm) had a significantly thinner PTT than PPG (106.16 ± 38.03 μm) and the healthy (154.98 ±
79.46 μm) eyes (p < 0.001). In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CVI was associated with PTT and TCA in all subjects, including 
healthy and glaucomatous eyes (p < 0.05).
Conclusions: The CVI and PTT had significantly lower values in glaucomatous eyes than in healthy eyes, and the two parame-
te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in all subjects, including healthy and glaucomatou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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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다인자성 질환이지만
1,2 안압으로 인한 시신경 유두의 기계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시신경유두의 허혈

도 녹내장의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특히, 

유두주위 맥락막혈관계는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의 추정 부

위로 알려진 전사상판조직(prelamina), 사상판(lamina) 및 

후사상판(retrolamina) 조직을 포함하는 시신경유두의 혈액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녹내장성 손상과의 관련성이 대두되고 

있다.5‐11 한편 시신경유두의 앞쪽에 위치한 전사상판조직의 

두께와 위치는 빛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

raphy, OCT) 영상에 의해 평가가 용이한 지표이다.7,12‐14 이

는 전사상판조직이 시신경의 표면에 위치하므로 음영 또는 

빛의 투과 감소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15 한편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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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맥락막혈관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맥락막의 두께

를 맥락막 순환을 시사하는 지표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5,7,16

최근 빛간섭단층촬영영상의 이진화 기법을 통하여 도출

된 맥락막혈관지수(choroidal vascularity index, CVI)가 녹

내장 및 다양한 망막질환에서 맥락막의 혈관 상태를 정량

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8,17‐20 특히, 맥락막혈관지

수는 빛간섭단층촬영혈관조영술로 측정한 시신경유두주위

위축 내부의 심부혈관 소실 여부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본 연구는 정상인과 시야결손 전 녹내장(pre‐perimetric 

glaucoma, PPG) 및 녹내장(perimetric glaucoma, PG) 환자에

서 맥락막혈관지수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prelaminar tissue 

thickness, PTT)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대상과 방법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해운대백병원 녹내

장 클리닉을 방문한 건강한 대상자, 시야결손 전 녹내장 및 

녹내장 환자들을 모집하였다. 모든 참가자로부터 사전 동

의를 얻었고 연구 프로토콜은 해운대백병원 의학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임상시험윤리위원회 승인 번

호: 2020‐06‐013). 모든 참가자들은 최대교정시력 측정과 

세극등현미경검사, 골드만압평안압계, 전방각경검사, 안축

장측정검사(IOL Master;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 각막중심두께(Pentacam Scheimpflug Imaging System; 

Oculus Optikgeräte GmbH, Wetzlar, Germany), 망막신경섬

유층 및 시신경유두촬영(TRC‐NW8; Topcon, Tokyo, Japan), 

시야검사(Humphrey Field Analyzer; 24‐2 Swedish interactive 

threshold algorithm; Carl Zeiss Meditec) 및 spectral‐domain

‐OCT (Spectralis; Heidelberg Engineering GmbH, Heidelberg, 

Germany)검사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21세 이상이며, 전방각경검사에서 개방각 

소견을 보이고, 최대교정시력이 20/40 이상이었다. 정상안

은 정기적인 안과검진(백내장, 안구건조증)을 위해 해운대

백병원 외래를 방문하였고, 안압이 21 mmHg 미만이면서 

안압 상승의 과거력이 없고, 시신경유두와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에서 녹내장성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시야검사에서 정상

으로 판정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시야전단계 녹내장군(PPG)과 

녹내장군(PG) 모두 안저촬영 평가에 기초하여 녹내장성 시

신경손상(시신경태 얇음, 패임, 혹은 전반적인 시신경테의 

소실)이 있었다. 시야전단계 녹내장군(PPG)은 정상적인 시

야검사 결과를 보였고 녹내장군(PG)은 pattern standard de-

viation이 정상의 95% 범위를 벗어나거나, glaucoma hemi-

field test가 outside normal limit이거나, pattern deviation 

plot에서 가장자리를 제외한 부위에서의 역치가 정상의 5% 

미만으로 나타난 인접한 3개 이상 점과 그중 한 개 이상은 

1% 미만이었다. 세 그룹은 개별 짝짓기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에 대해서 짝짓기를 시행하였으며, 두 눈 모두 임상시

험 대상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한 눈만 무작위로 선택

하였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질환 안구 내 질환 

또는 안과수술의 병력이 있는 피험자는 제외하였다. 전신

성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또는 고혈

압성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Spectralis OCT2 Glaucoma Module Premium Edition 

(GMPE) software (version 1.9.17.0; Heidelberg Engineering 

GmbH)는 중심와에서 브루크막 개방(Bruch’s membrane 

opening, BMO) 중심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정렬

된 24개의 B scan 및 시신경 방사형 원 스캔 패턴(optic 

nerve head [ONH] radial circle)을 제공한다. 이들을 이용하여 

3.5 mm 너비의 circle scan에서 측정한 망막신경섬유층두

께(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브루크막개방의 면적

(BMO area), 중심와‐브루크막개방각 각도(fovea‐BMO angle), 

총 맥락막 면적(total choroidal area, TCA) 및 맥락막혈관지

수(CVI)를 측정하였다.17,21

총 맥락막 면적(TCA) 및 맥락막혈관지수(CVI)는 Image 

J version 1.47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USA)를 이용하여 시행한 OCT 영상의 이진화로 도출하였

다.17,20,22‐25 이진화된 이미지를 다시 RGB (red, green, blue) 

이미지로 변환하여 색상 임계값 도구가 어두운 픽셀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17,22 망막색소상피와 맥락막공막 

접합부 사이의 맥락막 영역의 넓이를 맥락막 면적으로 정

하였고 어두운 픽셀을 보이는 맥락막혈관 영역 넓이의 총 

맥락막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맥락막혈관지수로 정하였다

(Fig. 1E, J, O).17

전사상판조직의 두께(PTT), 사상판 깊이(lamina cribrosa 

depth, LCD) 및 전사상판 앞 깊이(anterior prelaminar depth, 

APLD)는 두 명의 관찰자에 의해 측정한 결과값의 평균치

로 도출하였다. 중심와‐브루크막개방각 축에 가장 가까운 

B 스캔에서 브루크막개방을 연결하는 기준선에서 측정하

였다. 기준선의 중심부, 비측 및 이측 100 µm 지점의 총 세 

지점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도출하였다(Fig. 1C, D, H, 

I, M, N). 사상판 깊이는 기준선에서 사상판 앞쪽경계면까

지의 수직 거리로, 전사상판 앞 깊이는 기준선에서 전사상

판조직의 앞쪽면까지의 수직거리로 측정하였다. 전사상판

조직의 두께는 전사상판 앞 깊이와 사상판 깊이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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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resentative cases showing differing choroidal vascularity index (CVI), prelaminar tissue thickness (PTT) among peri-
metric glaucoma (PG), pre-perimetric glaucoma (PPG), and healthy subjects. In the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D ‐OCT) B scans, reference lines (white horizontal lines) connecting the Bruch’s membrane termination and three vertical lines 
from the reference line are marked. The anterior prelaminar depth (APLD), lamina cribrosa depth (LCD), and PTT are marked as 
green, yellow, and red lines, respectively (C, D, H, I, M, N). CVI was derived as a proportion of the choroidal vasculature (yellow  
outlines) against the total choroidal area (TCA) by image binarization of the 3.5 mm ‐sized radial circle on the SD ‐OCT scan (E, J, 
O). (A ‐E) Left eye of 66‐year‐old healthy subject with normal‐looking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A) and visual field (VF) result 
(mean deviation [MD] = +0.36 dB) (B) had PTT (323.5 μm), LCD (494.5 μm), APLD (204.7 μm) (C, D), TCA (4.82 mm2), and CVI 
(69.06%) (E). (F‐J) Right eye of 64‐year‐old PPG patient with RNFL defect in inferotemporal area (F) and normal VF result (MD 
= +0.38 dB) (G) had thinner PTT (157.5 μm), larger APLD (290.0 μm) (H, I), lower TCA (3.34 mm), and lower CVI (59.3%) 
(J) than a control eye (C ‐E). (K ‐O) Left eye of 65‐year‐old PG patient with RNFL defect in TI area (K) and VF damage in super-
otemporal area (MD = ‐4.49 dB) (L) had thinner PTT (50.83 μm), larger APLD (299.83 μm) (M, N), lower TCA (2.21 mm), and 
lower CVI (54.2%) (O) than a PPG subject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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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ealthy group (n = 43) PPG group (n = 86) PG group (n = 86) p‐value Post hoc test
Age (years) 52.2 ± 13.6 52.8 ± 14.4 52.8 ± 13.3 0.974*

Gender, male/female 17/26 40/46 30/56 0.296†

Axial length (mm) 24.3 ± 1.7 24.3 ± 1.3 24.4 ± 1.4 0.931*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41.3 ± 34.4 545.3 ± 32.1 534.6 ± 34.6 0.113*

Untreated IOP (mmHg) 14.2 ± 2.3 15.8 ± 4.3 16.4 ± 4.2 0.014* A < B = C 
IOP at the time of the testing (mmHg) 13.4 ± 2.4 13.2 ± 2.8 12.6 ± 2.5 0.111*

Visual field MD (dB) ‐0.6 ± 1.6 ‐1.1 ± 1.8 ‐4.7 ± 3.6 <0.001* C < B = A
Visual field PSD (dB) 1.8 ± 0.6 1.9 ± 1.1 5.7 ± 3.6 <0.001* C < B = A
Average RNFL thickness (μm) 101.4 ± 9.9 89.0 ± 10.3 77.6 ± 13.4 <0.001* C < B < A
BMO area (mm2) 2.2 ± 0.4 2.4 ± 0.6 2.4 ± 0.5 0.032* A < B = C
Fovea‐BMO angle (°) ‐6.0 ± 3.9 ‐6.8 ± 3.3 ‐7.6 ± 3.7 0.05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PPG = pre‐perimetric glaucoma; PG = perimetric glaucoma; IOP = intraocular pressure;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
via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BMO = Bruch’s membrane opening.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by using 1‐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Tukey’s correction;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by using chi‐
squared test.

Table 1. Comparison of the baseline parameters of healthy subjects, PPG, and PG patients

A B C

Figure 2. Bland‐Altman plot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 and difference of the optic disc parameters of the two 
observers. There was good inter-observer agreement for the prelaminar tissue thickness (PTT) (A), anterior prelaminar depth 
(APLD) (B), and lamina cribrosa depth (LCD) (C). The solid lines show the mean difference, and the dashed lines represent the 95% 
limit of agreement (LOA).

도출하였다(Fig. 1C, D, H, I, M, N).

세 그룹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일원분

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비연

속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일원분산

분석의 사후검정은 Tukey’s correction으로 시행하였다. 맥

락막혈관지수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간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단변수 및 다변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Bland‐
Altman plot을 이용하여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전사상판 앞 

깊이 및 사상판 깊이 측정에 대한 연구자 간의 일관성(inter

‐observer agreement)을 평가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43안의 정상안(healthy), 86안의 시야전단계 

녹내장안(PPG), 86안의 녹내장안(PG)을 포함하였다. 녹내

장안은 초기(mean deviation [MD] >‐6.0 dB) 67안, 중기

(‐12.0 dB≤ MD ≤‐6.0 dB) 14안, 후기(MD <‐12.0 dB) 5안

의 분포를 보였다. 전사상판조직의 두께(Bland‐Altman 95% 

limits of agreement [LoA], ‐6.0 to 4.9 µm), 전사상판 앞 깊

이(Bland‐Altman 95% LoA, ‐6.2 to 8.0 µm), 사상판 깊이

(Bland‐Altman 95% LoA, ‐5.0 to 5.7 µm) 모두 좋은 관찰

자 간 일치도를 보였다(Fig. 2). 

Table 1은 세 그룹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기

저안압, 시야검사상 MD와 pattern deviation (PSD), 평균 

망막신경섬유층두께 및 부르크막개방 면적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5). 사후검정(post‐hoc testing)에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두께는 녹내장군(PG; 77.6 ± 13.4 µm)에서 

가장 얇았으며 시야전단계 녹내장군(PPG; 89.0 ± 10.3 µm) 

및 정상안군(healthy; 101.4 ± 9.9 µm) 순으로 두꺼워졌다

(p<0.001) (Table 1, Fig. 1A, F, K). 녹내장군의 시야검사상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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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ealthy group (n = 43) PPG group (n = 86) PG group (n = 86) p‐value Post hoc test
PTT (μm) 154.98 ± 79.46 106.16 ± 38.03 102.05 ± 44.01 <0.001* C = B < A
APLD (μm) 279.05 ± 118.24 358.39 ± 142.45 379.16 ± 162.78 0.001* A < B = C
LCD (μm) 395.65 ± 91.17 464.55 ± 136.54 482.95 ± 147.27 0.002* A < B = C
CVI (%) 64.84 ± 3.13 63.36 ± 3.54 61.67 ± 4.11 <0.001* C < B < A
TCA (mm2) 4.66 ± 1.26 4.76 ± 2.01 3.82 ± 1.18 <0.001* C < A = 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PG = pre‐perimetric glaucoma; PG = perimetric glaucoma; PTT = prelaminar tissue thickness; APLD = anterior prelaminar depth; LCD 
= lamina cribrosa depth; CVI = choroidal vascularity index; TCA = total choroidal area.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by using 1‐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Tukey’s correction.

Table 2. Comparison of the choroidal vascularity and lamina cribrosa parameters of healthy subjects, PPG, and PG patients

Variable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VF MD included Average RNFL thickness included

ß p‐value ß p‐value ß p‐value
Age, per 1 year older ‐0.114 0.094 0.029 0.646 0.025 0.690
Gender, male ‐1.129 0.058 ‐0.042 0.490 ‐0.039 0.519
Central corneal thickness, per 1 μm thicker 0.018 0.797
Axial length, per 1 mm longer ‐0.082 0.232
Untreated IOP, per 1 mmHg higher 0.050 0.477
IOP at scan time, per 1 mmHg higher 0.058 0.395
Visual field MD, per 1 dB better 0.141 0.038 0.907 0.365
Average RNFL thickness, per 1 μm thicker 0.213 0.001 0.123 0.060
BMO area, per 1 mm2 larger ‐0.180 0.008 ‐0.086 0.158 ‐0.107 0.083
TCA, per 1 mm2 larger 0.499 <0.001 0.448 <0.001 0.435 <0.001
PTT, per 1 μm thicker 0.222 0.001 0.170 0.006 0.131 0.041
APLD, per 1 μm thicker 0.110 0.106 
LCD, per 1 μm thicker 0.183 0.007 0.035 0.606 0.049 0.470

VF = visual field; MD = mean devia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IOP = intraocular pressure; BMO = Bruch’s membrane opening; 
TCA = total choroidal area; PTT = prelaminar tissue thickness; APLD = anterior prelaminar depth; LCD = lamina cribrosa depth.

Table 3. Regression analysis tes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oroidal vascularity index in healthy subjects, pre‐perimetric glauco-
ma and perimetric glaucoma patients (n = 215)

(‐4.7 ± 3.6 dB) 및 PSD (5.7 ± 3.6 dB)는 시야전단계 녹내장

군(시야의 MD: ‐1.1 ± 1.8 dB, 시야의 PSD: 1.9 ± 1.1 dB) 및 

정상군(시야의 MD: ‐0.6 ± 1.6 dB, 시야의 PSD: 1.8 ± 0.6 dB)

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 1, Fig. 1B, G, L). 녹내

장군의 기저안압(16.4 ± 4.2 mmHg)은 시야전단계 녹내장

군(15.8 ± 4.3 mmHg) 및 정상군(14.2 ± 2.3 mmHg)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브루크막개방의 면적은 시야전단계 녹내장

군(2.4 ± 0.6 mm2) 또는 녹내장군(2.4 ± 0.5 mm2)보다 정상

군(2.2 ± 0.4 mm2)에서 유의하게 작았다. 나이, 안축장, 각

막두께 또는 중심와‐브루크막개방각 각도는 세 군 간에 차

이가 없었다(p>0.05).

세 그룹은 총 맥락막 면적(TCA), 맥락막혈관지수(CVI), 

전사상판조직의 두께(PTT), 전사상판 앞 깊이(APLD) 및 

사상판 깊이(LCD) (p<0.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Fig. 1C‐E, H‐J, M‐O). 사후검정(post‐hoc testing)

에서 정상안은 시야전단계 녹내장군(전사상판조직의 두께: 

106.16 ± 38.03 µm, 전사상판 앞 깊이: 358.39 ± 142.45 µm, 

사상판 깊이: 464.55 ± 136.54 µm)과 녹내장군(전사상판조

직의 두께: 102.05 ± 44.01 µm, 전사상판 앞 깊이: 379.16 

± 162.78 µm, 사상판 깊이: 482.95 ± 147.27 µm)에 비해 

전사상판조직의 두께(154.98 ± 79.46 µm)가 유의하게 두꺼

웠고 전사상판 앞 깊이(279.05 ± 118.24 µm) 및 사상판 깊

이(395.65 ± 91.17 µm)가 유의하게 얕았다(Table 2, Fig. 

1C, D, H, I, M, N). 맥락막혈관지수는 정상안(64.84% ± 

3.13%)에서 가장 높았고 시야전단계 녹내장군(63.36% ± 

3.54%) 및 녹내장군(61.67% ± 4.11%) 순으로 낮아졌다

(Table 2, Fig. 1E, J, O). 총 맥락막 면적은 시야전단계 녹

내장군(4.76 ± 2.01 mm2) 또는 정상안(4.66 ± 1.26 mm2)보다 

녹내장군(3.82 ± 1.18 mm2)에서 유의하게 작았다(Fig. 1E, 

J, O).

정상안, 시야전단계 녹내장안 및 녹내장안을 포함한 모

든 참가군에서의 임상적 및 해부학적 변수와 맥락막혈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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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APLD included LCD included

ß p‐value ß p‐value ß p‐value
Age, per 1 year older ‐0.144 0.059 0.0002 0.998 0.002 0.975
Gender, male ‐0.154 0.044 ‐0.042 0.556 ‐0.043 0.548
Central corneal thickness, per 1 μm thicker 0.025 0.748
Axial length, per 1 mm longer ‐0.051 0.508
Untreated IOP, per 1 mmHg higher 0.095 0.228
IOP at scan time, per 1 mmHg higher 0.039 0.615
Visual field MD, per 1 dB better 0.106 0.167
Average RNFL thickness, per 1 μm thicker 0.120 0.117 
BMO area, per 1 mm2 larger ‐0.157 0.040 ‐0.092 0.186 ‐0.091 0.193
TCA, per 1 mm2 larger 0.481 <0.001 0.442 <0.001 0.443 <0.001
PTT, per 1 μm thicker ‐0.009 0.908
APLD, per 1 μm larger 0.220 0.003 0.040 0.601
LCD, per 1 μm larger 0.232 0.002 0.037 0.634

APLD = anterior prelaminar depth; LCD = lamina cribrosa depth; IOP = intraocular pressure; MD = mean devia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BMO = Bruch’s membrane opening; TCA = total choroidal area; PTT = prelaminar tissue thickness.

Table 4. Regression analysis tes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oroidal vascularity index in pre‐perimetric glaucoma and perimetric 
glaucoma patients (n = 172)

Variable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ß (95% CI) p‐value ß (95% CI) p‐value
Age, per 1 year older ‐0.421 0.122
Gender, male 0.004 0.958
Central corneal thickness, per 1 μm thicker ‐0.021 0.846
Axial length, per 1 mm longer 2.100 0.426  
Untreated IOP, per 1 mmHg higher ‐2.112* 0.025* ‐0.529 0.517
IOP at scan time, per 1 mmHg higher 0.139 0.922
Visual field MD, per 1 dB better 1.525 0.181  
Average RNFL thickness, per 1 μm thicker 1.302* <0.001* 0.816* <0.001*

BMO area, per 1 mm2 larger ‐19.26* 0.006* ‐11.71 0.057
CVI, per 1% larger 3.162* 0.001* 2.876* 0.001*

TCA, per 1 mm2 larger 2.802 0.222
APLD, per 1 μm larger ‐0.164* <0.001* ‐0.145* <0.001*

LCD, per 1 μm larger ‐0.107 0.117  

CI = confidence interval; IOP = intraocular pressure; MD = mean devia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BMO = Bruch’s membrane 
opening; CVI = choroidal vascularity index; TCA = total choroidal area; APLD = anterior prelaminar depth; LCD = lamina cribrosa depth.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Table 5. Regression analysis tes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elaminar tissue thickness in healthy subjects, pre‐perimetric glauco-
ma, and perimetric glaucoma patients (n = 215)

수에 대한 다른 측정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단

변량 및 다변량 회귀 결과를 정리하였다(Table 3). 단변량 

회귀분석에서 맥락막혈관지수는 시야검사상 MD (ß=0.141; 

p=0.038), 망막신경섬유층두께(ß=0.213; p=0.001), 총 맥락

막 면적(ß=0.499, p<0.001), 전사상판조직의 두께(ß=0.222, 

p=0.001) 및 사상판 깊이(ß=0.183, p=0.007)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가졌으며 브루크막개방의 면적(ß=‐0.180, p=0.008)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연령(p=0.094)과 성

별(p=0.058)은 맥락막혈관지수와 경계적 유의성을 가졌다

(Table 3). 다변량 회귀분석 시 시야의 MD와 평균 망막신

경섬유층두께는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높기 때문에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해 분리되어 포함되

었다.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맥락막혈관지수는 총 맥락막 

면적(시야의 MD: ß=0.448, p<0.001;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ß=0.435, p<0.001) 및 전사상판조직의 두께(시야의 

MD: ß=0.170, p=0.006; 평균 망막신경섬유층두께: ß=0.131, 

p=0.04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한편, 정상안을 제외한 시야전단계 녹내장군 및 녹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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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단변량 및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맥락막혈관

지수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전사상판 앞 깊이 및 사상판 

깊이를 포함한 모든 시신경유두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4).

정상안, 시야전단계 녹내장안 및 녹내장안을 포함한 모든 

참가군에서의 전사상판조직의 두께와 다른 측정인자들 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단변량 및 다변량 회귀 결과를 정

리하였다(Table 5). 단변량 회귀분석에서 전사상판조직의 

두께는 망막신경섬유층두께(ß=1.302, p<0.001), 맥락막혈관

지수(ß=3.162, p=0.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

며 기저안압(ß=‐2.112, p=0.025), 브루크막개방의 면적(ß=‐19.26, 

p=0.006) 및 전사상판조직 앞 깊이(ß=‐0.164, p<0.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전사상판조

직의 두께는 망막신경섬유층 두께(ß=0.816, p<0.001), 맥락

막혈관지수(ß=2.876, p=0.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전사상판조직 앞 깊이(ß=‐0.145, p<0.001)와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찰

유두주위 맥락막혈관계는 시신경유두를 공급하는 맥락

막 세동맥의 구심 분지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두 혈관은 공

통 관류원(짧은뒤섬모체동맥)을 공유한다.5‐10 이러한 해부

학적 특징은 유두주위 맥락막혈류와 전사상판조직 및 사상

판을 포함하는 심부 시신경으로의 혈액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의 발병 기전에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6이 최근 인도시아닌 녹색 혈

관조영술을 이용한 연구에서 유두주위 맥락막혈류가 전사

상판조직 관류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맥락막혈

류를 정량화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이 여의치 않았으

므로 맥락막혈류와 시신경구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안과 녹내장안

을 포함한 모든 참가군에서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영상 

양극화로 도출한 맥락막혈류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맥락막과 전사상판조직 혈류 순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6 또한 정상안보다 

녹내장안에서 더 낮은 맥락막혈관인자와 더 얇은 전사상판

조직의 두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녹내장안에서 감소된 맥

락막의 혈관성 및 두께를 보여주는 이전 연구의 결과와 부

합한다.5,12,18,26,27 한편, 유두주위 맥락막 순환장애가 전사상

판조직의 관류장애 및 녹내장 병인의 원인인자로 작용할지

는 명확하지 않다. 녹내장 및 시야전단계 녹내장군에서는 

맥락막혈관지수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전사상판조직 앞 

깊이 및 사상판 깊이를 포함한 모든 시신경유두 변수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맥락막두께가 녹

내장의 중증도와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부합한

다.5,26,28‐30 또한, 맥락막은 안구내 요소일 뿐 아니라 전신적

인 요소를 반영하는 동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

로 녹내장과의 병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20 그러

나 전체 개체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망막신경

섬유층 두께는 맥락막혈관지수와 경계성의 상관관계를 보

였지만(p=0.060) (Table 3), 전사상판조직의 두께를 제외한 

모델에서는 망막신경섬유층두께와 맥락막혈관지수는 유의

한 관련성을 가졌다(ß=0.186, p=0.007). 이러한 결과는 망

막신경섬유층두께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사이의 다중공

선성으로 인해 망막신경섬유층두께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

쇄되었을 수 있다. 향후 맥락막 순환장애와 전사상판조직 

순환 및 녹내장 병인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전향적 종

단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맥락막혈관계가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맥락막두께와 녹내장 중증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

을 보였다.5,26,28‐30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맥락막혈

관지수는 녹내장안에서 전사상판조직의 두께를 포함하는 

시신경의 해부학적 구조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맥락막혈관지수는 맥락막의 넓이와 강한 연

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8,17 

이는 맥락막두께가 맥락막혈관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정상

안에 비하여 녹내장안에서 맥락막혈관지수가 유의하게 낮

음에도 불구하고 맥락막 넓이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맥락막혈관지수와 달리 

맥락막의 넓이는 전사상판조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5). 이는 녹내장안의 맥락막혈관성의 소실이 

맥락막 얇아짐의 부수 현상이라기보다 일차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단면 연구

의 특성상 맥락막혈관성이 녹내장의 진행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등 시신경 관련변수들은 

중심와‐브루크막개방각 축을 포함하는 시신경의 중심부에

서만 측정되었다. 그러나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사상판 깊

이 및 전사상판조직 앞 깊이 수치 모두 관찰자 간 일치도가 

양호하였으며 사상판의 후방 휘어짐이 중앙 영역에서 두드

러지므로 이 영역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12 더욱이 시신경의 주변 영역에서의 측정은 신경망

막 테두리와 큰 혈관에 음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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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31 마지막으로, 맥락막혈관성을 얻기 위한 

현재의 영상의 이진화 기법은 안축장 등에 의한 안구 확대

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큰 표층 망막혈관에 의한 음영을 제

거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세 그룹은 연령, 

각막 두께, 안축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8,32 

맥락막혈관성은 안축장과 관련이 없었다. 향후 이러한 제

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맥락막혈관성 측정 기법의 기술적 

개선이 요망된다.

결론적으로 녹내장안은 정상안에 비해 맥락막혈관지수 

및 전사상판조직의 두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두 변수는 

정상안과 녹내장안을 포함한 모든 참가군에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유두주위 맥락막 순환이 전사상판

조직의 혈류 순환과 관련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향후 맥락

막의 혈관성과 녹내장 발병 및 진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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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정상안과 녹내장안의 맥락막혈관지수 비교

목적: 본 연구는 정상안과 녹내장안에서 맥락막혈관지수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사이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녹내장 86안, 시야결손 전 녹내장 86안, 정상안 43안이 포함되었다. 총 맥락막 면적과 맥락막혈관지수를 브루크막 개방 

중심에서 3.5 mm 거리에서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영상의 이진화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맥락막혈관지수는 맥락막조직에서 맥락막혈관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도출하였다. 맥락막혈관지수와 전사

상판조직의 두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맥락막혈관지수는 녹내장군(61.67% ± 4.11%)에서 가장 낮았고 시야결손 전 녹내장군(63.36% ± 3.54%), 정상안군(64.84% ±
3.13%) (p＜0.001) 순으로 높았다. 녹내장(102.05 ± 44.01 μm)은 시야결손 전 녹내장군(106.16 ± 38.03 μm) 및 정상안(154.98 ±
79.46 μm)에 비해 전사상판조직의 두께가 유의하게 얇았다(p＜0.001). 다변수 회귀분석에서 맥락막혈관지수는 정상안과 녹내장안을 

포함한 모든 군에서 전사상판조직의 두께 및 총 맥락막 면적과 연관성을 보였다(p＜0.05).

결론: 맥락막혈관지수와 전사상판조직의 두께는 정상안보다 녹내장안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두 변수는 정상안과 녹내장안을 포함한 

모든 군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두주위 맥락막 순환이 전사상판의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녹내장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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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correlated with central corneal thickness or axial length in 
healthy eyes: central corneal thickness, axial length, and lamina 
cribrosa thickness. Graefes Arch Clin Exp Ophthalmol 2013;251:

847‐54. 
32) Chung HJ, Park CK. Factors determining the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distribution. J Glaucoma 2014;23:4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