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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전막 환자의 유리체절제술 후 낭포황반부종의 발생에 따른
맥락막두께 비교
Comparison of Choroidal Thickness in Epiretinal Membrane According to Cystoid
Macular Edema after Vitrectomy
방종욱, 채수혜, 이민수, 전혜민, 윤희성
Jong Wook Bang, Sue Hey Chae, Min Soo Lee, Hey Min Jeon, Hee Seong Yoon
성모안과병원
Sungmo Eye Hostipal

Purpose: To compare choroidal thickness in patients with epiretinal membrane according to existence of cystoid macular edema after
vitrectomy.
Methods: This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cluded patients diagnosed with epiretinal membrane treated with vitrectomy and
membrane peeling. Twenty eyes with cystoid macular edema after vitrectomy (group 1) and 112 eyes without cystoid macular edema
after vitrectomy (group 2) were compared. At the 6 months follow-up,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FCT), central foveal thickness (CFT),
and changes in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occurrence period for cystoid macular edema was 2.89 months in group 1 pat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FCT preoperatively, and at postoperative 1 week, 1 month, and 6 months, but SFCT significantly differed at postoperative
3 month (group 1, 253.0 μm; group 2, 179.3 μm; p = 0.036). There were no significance differences i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FT
and BCVA.
Conclusions: At the time that cystoid macular edema occurs after vitrectomy and membrane peeling, SFCT increased and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CFT and BCVA.
Keywords: Choroidal thickness; Epiretinal membrane; Macular edema; Macular thickness; Vitrectomy

서론
낭포황반부종은 잘 알려진 초음파유화술 및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이를 설명하는 가설은 다양한데,
염증 반응과 사이토카인의 분비로 인한 혈액 방수 장벽의 파괴
[1-6] 또는 맥락막혈류 감소로 인해 발생한 망막 저산소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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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혈관내피성장인자가 혈액 방수 장벽을 파괴함으로써 낭
포황반부종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7,8].
빛간섭단층활영으로 고급깊이 모드(enhanced depth imaging,
EDI) 촬영법을 통해 맥락막두께 측정이 가능해졌고, 안내 수술
전후 맥락막두께의 변화를 비교하기 용이해졌다[9,10]. 이를 통
해 초음파유화술 및 유리체절제술 후 맥락막두께의 변화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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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게 되었고, 초음파유화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
였을 때의 맥락막두께의 변화를 비교해 본 연구도 보고되고 있
다[11,12].
망막전막 환자에서 유리체절제술 및 초음파유화술을 함께 또
는 단독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낭포황반부종의 발생과 시력의
예후는 수술 전 중심황반두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13]가 있었
으나, 이때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의 변화를 비교해 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과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본원 안과 외래에서 망막전막
으로 진단받고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망막전막 환자 830안을 대상
으로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분석하였다. 망막 및 맥락막염,
망막혈관폐쇄, 안구외상, 망막박리, 포도막염, 녹내장, 당뇨병
성망막병증, 고도근시(spherical equivalent＞-6D or axial length
＞26.0 mm)안은 연구에서 제외하여 특발성 망막전막 환자 132안
중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후 낭포성황반부종이 발생한 20안
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발성 망막전막 환자 중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112안을 대조군으로 설정하
여 두 군을 비교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에서 형태적으로 망막
내 낭포 변화가 있는 경우를 낭포황반부종으로 정의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며, 본원 임
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
아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2019-04-BM-03).
모든 환자는 수술 전 병력 청취를 통해 안내 수술 병력, 안
내 질환 및 전신 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최대교정시력, 세극등
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활영을 시행하였다. 최대교정시력은
스넬렌시력표로 측정 후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로 변환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은 Cirrus
HD-OCT 5000 with AngioPlex OCT Angiography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를 이용하였다. 최대교정시력(best
corrected visual acuity) 측정은 수술 전, 수술 후 1, 3, 6개월에 시
행하였으며 빛간섭단층촬영을 수술 전, 수술 후 1주, 1, 3, 6개
월에 시행하였다.
중심황반두께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서 fast macular
scan mode로 황반부 단면상을 얻은 후 retinal thickness analysis
로 자동으로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1,500 μm를 최대 측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는 빛간섭단층
촬영의 고급깊이 모드(EDI)를 이용하여 황반부에서 단면 영상
을 얻은 후 망막색소상피인 고반사선의 외측에서 맥락막-공막
의 경계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내장된 캘리퍼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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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한 명의 술자(Y.H.S)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백내장이
존재하는 눈의 경우 유리체절제술로 인해 백내장의 진행 속도
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 III상 2단계 이상의 노년 백내장에서 수정체 초음파유화
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수술은 섬모체평
면부 공막창을 통한 3-port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망
막으로부터 뒤유리체피질을 제거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도포하
여 눈속집게를 이용하여 망막전막 및 내경계막을 제거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IBM SPSS ver. 20.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두 군의 중심황반
두께와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 최대교정시력의 비교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0.05 미만의 p값을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총 132명 132안 중 성별은 남자 56명(56안),
여자 76명(76안)이었고, 초진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69.3 ± 8.7
세였다. 특발성 망막전막 환자에서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을 시행한 후 경과 관찰과정에서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20안
(I군)과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112안(II군)을 비교하였
다(Table 1).
I군에서는 14안(70%), II군에서는 74안(66%)에서 백내장 수술
과 유리체절제술을 병합하여 시행되었으며, I군에서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평균 시점은 2.89 ± 0.34개월이었다.
I군 낭포황반부종의 치료를 위해 국소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Bromfenac eye drop)를 하루 두 번 점안하였다.
중심황반두께는 I군에서 수술 전, 수술 후 1주, 수술 후 1개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Group 1
(n = 20)
69.6

Group 2
(n = 112)
68.6

6:14

50:62

-

BCVA (logMAR)

0.35 ± 0.21

0.23 ± 0.18

0.25

CFT (μm)

410 ± 98.5

341 ± 84.3

1.00

SFCT (μm)

202 ± 43.1

189 ± 32.5

0.36

Characteristic
Age (years)
Sex (male:female)

p-value*
-

Preoperativ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CFT = central foveal thickness; SFCT =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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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an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groups

Group 2

Group Preoperative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

410.5

395.0

395.0

533.5

498.5

2

341.0

389.7

383.3

369.2

350.1

CFT (µm)

Table 2. Pattern of central foveal thickness (μm) at preoperative

Table 3. Pattern of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μm) at preoperative an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groups
Group Preoperative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

202.0

198.5

194.5

253.0

226.5

2

189.0

176.7

181.9

179.3

176.8

*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Preoperative
1 week
1 month
3 month
410.5
395
395
533.5
Pattern
(μm)
341 of central
389.7foveal thickness
383.3
369.2 at

6 month
498.5
preoperative
350.1

Figure 1.
an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groups. CFT = central foveal
thickness. *p = 0.036 at postoperative 3 month by student t -test.

Group 1
Group 2

Table 4. Pattern of mean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300

groups

250

Group Preoperative

1 month

3 months

6 months

1

0.354

0.328

0.283

0.242

2

0.277

0.220

0.157

0.087

SFCT (µm)

logMAR) at preoperative an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https://doi.org/10.21561/jor.2019.4.2.63

200
150
100
50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0
Preoperative
1 week
202
198.5
Pattern
of subfoveal
189
176.7

1 month
3 month
194.5
253
choroidal
thickness
(μm)
181.9
179.3

6 month
226.5
at 176.8
preoper-

Figure 2.
ative an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groups. SFCT =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p = 0.036 at postoperative 3 month by
student t-test.

Group 1
Group 2

0.7
0.6

BCVA (logMAR)

월, 수술 후 3개월, 수술 후 6개월에 410.5 ± 131.5 μm, 395.0 ±
107.7 μm, 395.0 ± 102.5 μm, 533.5 ± 181.5 μm, 498.5 ± 100.2
μm로 수술 후 3개월째 낭포황반부종으로 가장 두껍게 측정되
었다.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II군과 비교하였을 때 낭
포황반부종이 발생한 수술 후 3개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036) (Table 2, Fig. 1).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는 I군에서 수술 전, 수술 후 1주, 수
술 후 1개월, 수술 후 3개월, 수술 후 6개월에 202.0 ± 92.5 μm,
198.5 ± 82.7 μm, 194.5 ± 87.5 μm, 253.0 ± 91.5 μm, 226.5 ±
88.2 μm로 수술 후 3개월째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시점에 가장
두껍게 측정되었다.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수술 후 3개월째에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가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II군
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36)
(Table 3, Fig. 2).
최대교정시력(logMAR)은 I군에서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수
술 후 3개월, 수술 후 6개월에 0.354 ± 0.5, 0.328 ± 0.3, 0.283
± 0.5, 0.242 ± 0.3으로 수술 후 6개월까지 점차로 개선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II군에서도 최대교정시력은 수술 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되었다(Table 4, Fig. 3). 낭포황반부
종이 발생한 3개월째에 최대교정시력은 지속 호전을 보여, 최대

*

0.5
0.4
0.3
0.2
0.1
0
Preoperative
1 month
0.354
0.328
Pattern
of mean best
0.277
0.22

3 month
0.283
corrected
visual
0.157

6 month
0.242
acuity
(BCVA
0.087

Figure 3.
logMAR) at preoperative an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groups.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교정시력의 변화와 중심황반두께의 변화 및 중심와 아래 맥락
막두께의 변화 양상은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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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특발성 망막전막은 후유리체박리가 섬유세포 증식을 유도하여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막전막의 형성에의 맥
락막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망막전막에
서 유리체절제술이 맥락막두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망막전막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난다[14-18]. 백내장 수술 이후 위수정체 낭포황반부종
이 발생하였을 때 맥락막의 두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
며 Odrobina et al. [12]은 위수정체 낭포황반부종 환자에서 맥락
막두께가 대조군에 비해 얇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얇은
맥락막에서는 혈류 흐름이 감소하여 망막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의 농도를 올려 혈관망막 장벽을 파괴하여 낭포황반부종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Fleissig et al. [11]은 대조군에 비해 맥락막두께가 두껍게 측정
되었으며, 이는 안내 수술 후 발생하는 염증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으로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맥락막혈관의 확
장으로 맥락막두께 증가를 유발한다고 설명하였고, 낭포황반부
종이 감소함에 따라 맥락막두께도 함께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단독 또는 백내장 수술
과 병합 시행한 수술 이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의 맥락막
두께의 변화를 알고자 하는 연구이며, Frisina et al. [13]은 유
리체절제술 단독과 백내장 수술 병합의 비교에서 수술 후 낭포
황반부종의 발생은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I군의 경우 유리체절제
술 및 막제거술을 단독 시행한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경우
는 6안으로, 대상안의 숫자가 적어 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이루
어지지 못했다.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이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는 원
인으로 망막전막과 내경계막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힘으로 뮬
러세포의 기계적인 손상을 유도하고, 망막내 낭종이 존재하는
경우 광수용체층 및 광수용체 내외층경계부(ellipsoid zone)가
더 쉽게 손상되어 혈관-망막 장벽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위수
정체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기전으로
Irvine-Gass syndrome으로 알려진 안내 수술 후 발생하는 염
증유도인자로 인해 혈관-망막 장벽이 파괴되어 낭포황반부종을
일으킨다는 가설도 있다[13].
망막전막에 작용하는 힘은 접선 방향과 전후 방향의 견인력
이며 망막내층을 전방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후
방으로 작용하여 맥락막두께의 증가가 발생하며, 견인력으로 인
하여 망막혈관 흐름이 변화가 생긴다면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맥락막혈관이 확장되고 맥락막이 두꺼워질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19]. 망막전막의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
거술 이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의 맥락막두께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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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시
에 발생하는 견인력과 함께 추후 동반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
혈관-망막 장벽이 파괴되어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면 기계적,
염증 과정으로 인한 반응으로 맥락막두께 또한 증가할 수 있음
을 설명할 수 있겠다.
타 연구에서 망막전막에서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후 낭포
황반부종이 발생하는 시점은 수술 후 3개월로 보고하고 있으며
[13], 본 연구에서는 평균 수술 후 2.89개월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망막전막의 수술 과정에서의 조작으로 인한 망막과 맥
락막의 혈관의 기계적 견인, 염증 반응이 동반되어 혈관-망막
장벽이 파괴됨으로 인해 맥락막의 두께가 증가하고 낭포황반부
종이 발생함을 설명할 수 있겠다.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군(I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술 전 중심망막두께가 더 두껍고 최대교정시력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수술 전 망막전막 환자에서 낭포황반
부종 형태와 유리체황반견인 형태를 보이는 황반전막 환자에서
중심망막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최대교정시력이 낮음을 보
여주는 연구가 있었다[14]. 본 연구에서는 I군에서 수술 전 낭포
황반부종이 5안(25%), II군에서는 10안(8.9%)이 관찰되었으며,
유리체황반견인 형태를 보인 경우는 I군에서 8안(40%), II군 12안
(10.7%)이 관찰되어 술 후 낭포황반부종을 보이는 망막전막 환
자의 경우 술 전 낭포황반부종 및 유리체황반견인 형태를 보이
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이로 인해 술 전 망막중심두께와 최
대교정시력이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대상안 수
가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낭포황반부종으로 인한 중심황반두께의 증가와
최대교정시력의 경우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대교정시력
은 중심황반두께보다 낭포황반부종에서의 망막내낭종의 유무,
크기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었다[20-22]. 망막
전막 환자에서 유리체황반견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 수술 후 이
것이 해소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호전되고, 맥락막의 두께가 감
소함을 설명하고 있는데[14],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고
맥락막이 두꺼워지는 기전과 수술 전 망막전막 환자의 황반부
의 형태가 실질적인 중심망막두께의 수치와 맥락막의 두께보다
더 최대교정시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써 환자군 선택에 있어서 편
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막전막에서 유리체황반견
인형의 경우 맥락막두께가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는데[14], 본 연
구에서는 낭포황반부종 환자 20안 중 5안이 유리체황반견인형
의 형태를 보였다. 전체 대상안의 숫자가 적어 망막전막의 형태
에 따른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후 낭포황반부종의 비교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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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망막전막 환자의 유리체절제술 후 낭포황반부종의 발생에 따른 맥락막두께
비교
목적: 망막전막 환자의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후 발생하는 낭포황반부종의 발생 유무에 따른 맥락막두께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망막전막 환자 중 유리체절제술을 및 막제거술을 받은 환자 132안 중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1군 20안과 낭포
황반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2군 112안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후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 중심황반두
께, 최대교정시력을 각각 비교하였다.
결과: 1군 환자에서 낭포황반부종의 평균 발생 시기는 2.89개월이었으며,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는 1군과 2군에서 수술 전, 수술 후
1주, 1개월, 6개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3개월에서 1군 253.0 μm, 2군에서 179.3 μm로 통계적 유의성
(p = 0.036)이 있었다. 수술 전후에서 중심황반두께와 최대교정시력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시점에 중심와 아래 맥락막두께가 증가하였으며, 중심황반두께의 증가와 최
대교정시력과의 연관관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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