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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성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에서 맥락막 두께의 시간에 따른
변화
Longitudinal Changes of the Choroidal Thickness in Patients with Unilateral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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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choroidal thickness of patients with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CRAO) over time and
compare it with the changes in the fellow eye.
Methods: Medical record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for patients diagnosed with CRAO from November 2014 to May 2020. The central foveal thickness (CFT) and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FCT) were measured at the time of diagnosis and at 1, 3, 6, and 12 months
after diagnosis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compared with the values of the fellow eye.
Results: This study included 32 patients, and the mean age was 76.3 ± 10.0 years.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struction, seven patients presented incomplete occlusion, 21 patients presented partial occlusion, and four patients presented total occlusion.
At diagnosis, the CFT of the eye with CRAO was thicker than that of the fellow eye (p = 0.017). It decreased continuously from 1 month
to 12 months after diagnosis. The SFCT at baseline and 12 months after diagnos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However, from the time of
diagnosis to 12 months after diagnosis, the decrease in the SFCT was greater in the eye with CRAO than in the fellow eye (p = 0.018).
Conclusions: The SFCT of the eye with CRAO significantly decreased 12 months after diagnosis, and this reduction was more than that
in the fellow eye.
Keywords: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Choroi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서론
중심망막동맥폐쇄는 통증없이 갑자기 급격한 시력저하를 유발
하는 질환으로 혈전, 색전, 혈관염, 외상 등으로 중심망막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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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히게 되어 망막 내층의 허혈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병인
이다[1]. 위험인자로는 고령, 남성,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질환, 혈액응고질환 등이 알려져 있다[2-4]. 국내에
서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1.8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연령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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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여 80-8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며 남성이 여성보다 1.47배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
중심망막동맥폐쇄의 시력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6-8]. 혈관이 폐쇄된 지 105분 이상이 경과하면 비가역적인 망
막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동물 연구를 통하여 알려져 있다[9,10].
안구마사지, 고농도 산소치료, 전방천자술, 안압하강제 투여, 경구
항혈소판제 및 혈관내 혈전용해제 주입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시
도되었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이 증명되지 못
하였다[11-16].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초기에는 허혈로 인한 망막경색
으로 망막부종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망막의 위축이 진
행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알려져 있으며[17-20], 중심
망막동맥의 폐쇄로 망막 내측 순환의 장애가 생기더라도 맥락
막 혈류로 인한 망막 외측 순환은 유지되기에 안저 검진상 황반
부에 앵두반점이 관찰된다. 병의 기전상 맥락막 혈류는 정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완전폐쇄형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의 중심
와 아래 맥락막 두께가 반대안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았다는 연
구[17]를 통하여 맥락막 혈류에도 이상이 동반될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의
맥락막 두께를 반대안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변화
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길안과병원에
서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
한 피험자 동의면제 연구로 한길안과병원 임상 연구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았다(IRB No:
21022). 증상이 발생한지 7일을 초과한 경우, 대상안에 황반부
를 침범하는 질환인 망막전막, 황반변성, 증식당뇨망막병증 등
이 있는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는 진단 시 최대교정시력과 안압을 측정하였고 안과
전문의가 세극등검사 및 안저검사를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안
저 사진과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형광안저혈관조영술상
망막동맥 충만 지연 소견을 통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를 확진하
였다. 최대교정시력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logarithm of the mini
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시력으로 변환하였다. 안전수
지는 2.6, 안전수동은 2.7, 광각유는 2.8, 광각무는 2.9로 계산하
였다[21,22].
중심망막동맥폐쇄는 시력 감소 정도, 망막부종의 정도와 형
광안저혈관조영술 결과에 따라 불완전폐쇄(incomplete), 부분폐
쇄(subtotal), 전체폐쇄(total)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23].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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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는 심하지 않은 시력 감소와 함께 약간의 망막부종과 앵두
반점이 보이며 형광안저혈관조영술상 혈류 지연은 있으나 완전
히 막히지는 않은 경우를 말하고, 부분폐쇄는 심한 시력 감소
와 안저검사상 뚜렷한 망막부종과 앵두반점, 가늘어진 망막 동
맥과 일부 혈류 차단 소견이 관찰되고 형광안저혈관조영술상
뚜렷한 혈류 지연이 특히 황반 주위 세동맥에서 관찰되는 경우
를 말한다. 전체폐쇄는 광범위하고 심한 망막부종과 광각무까
지 떨어질 정도의 심한 시력저하를 보이고 형광안저혈관조영술
에서 황반 주위 세동맥의 혈류가 관찰되지 않고 일부 경우에서
는 맥락막 혈류 지연도 관찰되는 경우이다[23].
빛간섭단층촬영은 Spectrali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를 이용하였다. 중
심황반 두께는 기계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측정된 황반부
중심 1 mm의 두께를 이용하였다.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황
반부의 단면 영상에서 중심와 바로 아래 지점에서 망막색소상피
고반사선의 외측 경계에서부터 맥락막-공막의 경계선까지의 수
직 거리를 내장된 프로그램의 캘리퍼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두 명의 저자가 독립적으로 측정한 두께의 평균값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진단 시와 진단 후 1, 3, 6, 12개월 추적 관찰 시
중심황반 두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를 측정하여 시점별로
비교하였다.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의 반대안에 대한 빛
간섭단층촬영 검사는 진단 후 1, 3, 6개월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서 진단 시, 진단 후 12개월 추적 관찰 시 시행한 검
사의 측정값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25.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이용하
여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측정값을 비교하였고, 특정 시점에서
양안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폐쇄 정도에 따른 군 간 비교는
Kruskal Wallis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결과
연구 기간 내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진단받은 환자는 35명이었으
며 증상 발생 이후 7일을 초과한 환자 3명은 연구에서 제외되
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32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평
균 연령은 76.3 ± 10.0세였고, 남자 18명, 여자 14명이 포함되었
다(Table 1). 증상 발생은 내원하기 2.6 ± 2.7일 전에 시작되었
으며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은 15.0개월(0-65.4개월, 중간값: 6.3개
월)이었다. 모든 환자들은 전신 질환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3차
병원으로 의뢰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32명 중 11명(34.4%)의 경
우 특별한 치료없이 경과 관찰하였고 21명에 대하여서는 치료
를 시행하였으며, 치료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안구마사지 시행
(1명), 안압하강제 점안(13명), 안구마사지 시행 및 안압하강제

https://doi.org/10.21561/jor.2021.6.2.115

Kim DI, et al.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의 맥락막 두께 변화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n = 32)

점안(2명), 안구마사지 시행 및 전방천자(2명), 전방천자 및 안
압하강제 점안(3명).
내원 시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은 2.55 ± 0.45, 안압은
14.5 ± 2.9 mmHg였다. 진단 시 시행한 빛간섭단층촬영상 중심
망막동맥폐쇄가 있는 눈의 중심황반 두께는 352.5 ± 72.1 µm,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223.4 ± 90.1 µm로 측정되었다. 같
은 날 반대안의 빛간섭단층촬영 결과가 있는 환자는 29명이었
으며 이 중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1안, 황반부종을 동
반한 망막전막이 있는 1안을 제외하고 27안에 대해서 분석을 시
행하였고 중심황반 두께는 268.3 ± 29.5 µm, 중심와 아래 맥
락막 두께는 218.4 ± 111.7 µm였다. 양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진단 시 중심황반 두께는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에서
유의하게 컸으며(p = 0.017),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161). 폐쇄 정도에 따른 분류상
불완전폐쇄가 7명(21.9%), 부분폐쇄가 21명(65.6%), 전체폐쇄가

Characteristic
Value
Age (years)
76.3 ± 10.0
Sex (male : female)
18 (56.3) : 14 (43.8)
Diabetes mellitus
9 (28.1)
Hypertension
19 (59.4)
Dyslipidemia
7 (21.9)
Duration of symptoms (days)
2.6 ± 2.7
Follow-up period (months)
15.0 ± 19.1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2.55 ± 0.45
Intraocular pressure (mmHg)
14.5 ± 2.9
Central foveal thickness (µm)
352.5 ± 72.1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µm)
223.4 ± 9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logMAR = log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Table 2.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according to degree of occlusion
Incomplete (n = 7)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1.99 ± 0.75
Intraocular pressure (mmHg)
14.7 ± 3.1
Central foveal thickness (µm)
280.3 ± 33.8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µm)
297.3 ± 159.6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logMAR = log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p-value derived from the Kruskal-Wallis test.

A

Subtotal (n = 21)
2.69 ± 0.09
14.6 ± 3.0
315.7 ± 57.2
243.8 ± 78.3

Total (n = 4)
2.78 ± 0.10
14.0 ± 2.2
499.5 ± 173.7
217.3 ± 107.9

p-value*
0.009
0.905
0.019
0.630

B

C
Figure 1. A representative case of a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in
a 59-year-old female presenting with sudden decrease in the visual
acuity in the left eye.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over time are shown. The dashed line corresponds to the
choroid/scleral junction and double arrow indicates the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SFCT). (A) At baseline, the inner retinal thickening was
distinct and SFCT was 287 µm. (B) At 6 months after diagnosis, inner
retinal thinning was seen and SFCT was decreased to 274 µm. (C) At 12
months after diagnosis, SFCT was further reduced to 267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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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central foveal thickness and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of the eyes with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and the fellow
eyes over 1 year
Eyes with CRAO (µm)

Fellow eyes (µm)

Central foveal thickness
Baseline
352.5 ± 72.1
268.3 ± 29.5
1 month
255.0 ± 22.1 (0.028)
3 months
233.6 ± 19.2 (0.018)
6 months
225.0 ± 18.9 (0.008)
12 months
220.5 ± 23.6 (0.002)
262.5 ± 22.5 (0.398)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Baseline
223.4 ± 90.1
218.4 ± 111.7
1 month
220.7 ± 113.6 (0.074)
3 months
212.9 ± 87.1 (0.042)
6 months
210.7 ± 104.5 (0.042)
12 months
210.9 ± 92.5 (0.001)
215.4 ± 111.4 (0.011)
The value in parentheses is the p-value compared with baseline (Wilcoxon signed-rank test).
CRAO =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
Comparison between affected eyes and fellow eyes. p-valu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4명(12.5%)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폐쇄 정도가 심할수록 유
의하게 최대교정시력이 나빴고(p = 0.009) 중심황반 두께가 두
꺼웠다(p = 0.019).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폐쇄 정도가 심
할수록 얇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630) (Table 2).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눈은 진단 이후 1개월부터 진
단 시에 비하여 유의하게 중심황반 두께가 감소하여 진단 이
후 12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Fig 1). 중심와 아래 맥락
막 두께는 진단 이후 1개월에는 진단 시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진단 이후 3개월부터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p = 0.042) (Table 3). 그에 반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
가 발생한 눈의 반대안은 진단 시와 비교하여 진단 이후 12개월
째 중심황반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심와 아래 맥락
막 두께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 = 0.011). 진단 시와 12개월 경
과 관찰 시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의 변화값에 대하여 살펴
보았을 때 양안 간에 그 감소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8) (Table 3).
추적 관찰 기간 중 4안(12.5%)에서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
였으며 평균 발생 시기는 진단 이후 70.8 ± 30.8일 이후였다. 모
든 환자는 안압하강제 점안과 유리체강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입술을 시행하여 치료하였다.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한 4안
중 3안(75%)는 전체 중심망막동맥폐쇄가 있던 눈이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의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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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0.017

0.012
0.161

0.401

망막과 맥락막 두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반대안과 비
교 분석도 시행하였다. 진단 시에는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
한 눈에 망막부종이 발생하여 중심황반 두께가 반대안에 비하
여 두꺼웠으며 이후 부종이 감소하는 동시에 위축이 진행되어
진단 후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진단
후 12개월에는 반대안에 비하여 더 얇은 중심황반 두께를 보였
다.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눈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진단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부터 진단 시보다 유의하
게 얇아졌으며 진단 후 12개월까지 감소량은 반대안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 감소량보다 컸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발표된 연구 중 급성 중심망막동맥폐쇄
133명 134안에 대하여 망막과 맥락막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Ahn et al. [17]의 논문에서 폐쇄 정도에 따른 비율은 불완전폐쇄
(25.4%), 부분폐쇄(58.2%), 전체폐쇄(16.4%)로 보고하고 있고, 중
심망막동맥폐쇄 환자 31명의 장기 임상 결과를 보았던 Hwang et
al. [24]의 논문에서는 10명(32.3%)이 불완전폐쇄, 17명(54.8%)이
부분폐쇄, 4명(12.9%)이 전체폐쇄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폐쇄와 전체폐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부분폐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hn et al. [17]의 연구에서는
진단 시 폐쇄 정도가 심한 눈일수록 중심황반 두께가 두꺼웠고,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전체폐쇄군에서만 반대안에 비하여
유의하게 얇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종 경과 관찰 시 진단
시에 비하여 중심황반 두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중심와 아
래 맥락막 두께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폐쇄가 심한 군일수록 진단 시에 중심황반 두께가 두꺼
웠고 최대교정시력이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폐쇄 정도
가 심할수록 망막의 허혈 손상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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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진단 시 양
안 간 차이가 없었으며 폐쇄 정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하지만
양안 모두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 12개월 후에 중심와 아래 맥
락막 두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맥락막 혈류와 맥락막 두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동물 실험[25]과 sildenafil 전신 투여 전후를 비교한 연구를 통
하여 알려져 있다[26,27]. 실제로도 만성적인 고혈압, 심부전 상
황 등 맥락막 혈류가 감소하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28]와 경
동맥 협착증이나 안허혈 증후군이 있어 안와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질환이 있을 때에[29,30] 맥락막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맥락막 두께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있고[31-38], 1년
에 1.5-4 µm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38]. 본 연구에서
는 양안 모두에서 시간에 따른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의 감
소가 확인되었다.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눈의 반대안
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의 12개월간 감소량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값과 비슷하였으나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
하였던 눈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의 12개월간 감소량은 반
대안의 감소량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
을 때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의 맥락막 혈류량의 감소
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보다 빠르게 발생한다고 생각된
다. 진단 시 관찰되는 황반부 앵두반점은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경우에도 맥락막 혈류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는 소견이다. 하지만 심한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경우 형
광안저혈관조영술상에서 맥락막 순환 저하가 관찰되며, 전체폐
쇄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가 반대
안에 비하여 유의하게 얇았다는 Ahn et al. [17]의 연구를 통해
서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을 때 맥락막 순환의 이상이
동반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 양안 간에 맥
락막 두께의 차이는 없었고, 이는 전체폐쇄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만을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에는 3명의 전체
폐쇄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가 포함되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기는 어려웠으며 추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 시에는 맥락막 두께의 차이
가 없었지만 진단 이후 12개월간의 맥락막 두께 감소 정도는 중
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눈에서 컸다는 점에서 맥락막 순
환도 반대안에 비하여 감소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진
단 시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여 발견을 못하였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또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하여 내측 망막의 위
축이 진행됨에 따라 망막 조직의 대사 요구도가 줄어들기에 이
에 따르는 2차적인 변화로 맥락막의 혈류량이 줄어들어 맥락막
두께가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경우 12.0-17.5% 환자에서 합병증
으로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39-42].
국내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 110명에 대한 연구에서 12명(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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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홍채 신생혈관이 발견되었고 이 중 7명(6.4%)에서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그 발생은 진단 이후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렸다고 보고된 바 있다[43]. Hwang et al.
[24]은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 5개월 이내에 31명 중 4명(12.9%)
에서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포
함된 32안 중 4안(12.5%)에서 진단 이후 평균 70.8일에 홍채신생
혈관 및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였고 이는 기존 연구와 비슷
한 정도의 발생 빈도였다.
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
구로써 여러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증상 시작부터 병원에 내
원하여 진단될 때까지의 시간은 환자에 따라 1시간에서 7일까
지로 다양하였으며, 환자들마다 경과 관찰 기간의 편차가 크고
경과 관찰 기간 중 반대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
이 포함되어 있기에 결과 분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 망막부종이 심한 경우 맥락막-공막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 맥락막 두께의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제한점이 있기에
저자 2명이 측정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방문시마
다 빛간섭단층을 촬영한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기에 맥락막 두
께의 일중 변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하지
만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제껏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에서 시간에 따른
맥락막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러한 변화량을 반대안의 변화량
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경우 진단 시 중심
황반 두께가 망막부종으로 인하여 반대안에 비하여 유의하게
두꺼웠으며 진단 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망막 위축이 진행되
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진단
시 양안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
에서 진단 후 3개월부터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
후 12개월에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과 그 반대안 모두
에서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그 감소
량은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에서 반대안에 비하여 유
의하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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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편측성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에서 맥락막 두께의 시간에 따른 변화
목적: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의 맥락막 두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분석하고 반대안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4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다.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진단 시와 진단 후 1, 3, 6, 12개월 추적 관찰 시의 중심황반 두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를 측정하
였고, 반대안과 그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 총 32명이 포함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76.3 ± 10.0세였고 폐쇄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불완전폐쇄 7명, 부분폐쇄 21명, 전
체폐쇄 4명이었다. 진단 시 중심황반 두께는 반대안에 비하여 두꺼웠으며(p = 0.017) 진단 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속해서 감소하
였다. 진단 시와 진단 후 12개월에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양안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12개월 동안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의 감소
량은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눈에서 반대안에 비하여 컸다(p = 0.018).
결론: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눈의 중심와 아래 맥락막 두께는 12개월 경과 관찰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반대안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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