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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 만곡이 황반원공 수술 후에 발생하는 중심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Macular Curvature on Foveal Migration after Macular Hol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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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whether macular curvature affects the magnitude of foveal migration after macular hole surgery.
Methods: From 2014 to 2018, 25 patients diagnosed with idiopathic full-thickness macular hole who underwent vitrectomy with internal limiting membrane peeling were evaluated for macular curvature and postoperative foveal migration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The mean macular curvature coefficient was 4.82 × 10-4 (8.08 × 10-4 - 1.87 × 10-4), and mean postoperative foveal migration
was 0.191 ± 0.281 disc diameter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oveal migration and macular curvature
(r = 0.504, p = 0.017). Age, axial length, spherical equivalent, macular hole size, and macular hole base diameter were not correlated with
foveal migration.
Conclusions: Foveal migration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macular curvature. Therefore, macular curvature can be used as
a measure to predict the magnitude of foveal migration.
Keywords: Foveal migration; Macular curvature; Macular hole

서론
황반원공은 황반부 중심와 망막조직에 원형의 결손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 발생률 기준 100,000명당 3.14명이 발생하며, 호
발 연령은 65-69세로 알려져 있다[1]. 유리체절제술과 함께 내경
계막제거술, 가스주입술을 통해 황반원공을 폐쇄시키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85% 이상의 높은 해부학적 성공률을
보인다[2-4]. 황반원공 폐쇄를 위한 유리체절제술, 내경계막제거
술 후에 미세소관의 해중합(depolymerization)과 수축으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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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 시신경 유두방향으로 이동하며[5-7], 황반원공의 기저지름
이 클수록 시신경 유두방향으로 중심와 이동이 큰 것으로 보고
되었다[6]. 한편, 중심와 이동은 양안복시를 일으킬 수 있고[8],
환자의 시각 처리나 양안 시기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중심와 이동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최근 황반 만곡(curvature)의 심한 정도가 근시성 견인황반병
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전후견인 및 접선방향 견인
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9].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
서는 황반 만곡의 정도에 따라 견인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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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황반원공 수술 후 발생하는 중심와 이동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세운 후 후향적 분석을 통해 황반 만곡의 정
도와 중심와 이동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로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시행
되었으며 본 의료원의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획득하였다(승인번호: 2021-02-025). 2014년 10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 특발성 전층황반원공으로 진단받고 유리
체절제술 및 내경계막제거술을 시행받은 43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황반변성, 망막혈관폐
쇄, 당뇨망막증, 망막박리, 외상, -6D 이상의 근시, 안과적 수
술력이나 후안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모든 수술은
1명의 숙련된 망막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구후마취하에
25게이지 시스템(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 및 접촉식 렌즈를 이용한 평면부

A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0.25%
indocyanine green (ICG)을 이용하여 황반부를 염색하고 안내
집게를 사용하여 내경계막을 제거하되 황반중심에서 2 유두직
경 이상을 제거하였다. 이후 액체공기교환술을 시행한 후 14%
perfluoropropane (C3F8) 가스를 이용하여 가스교환술을 시행하
였다. 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 (LOCS) III [10] 분류에
서 C2, N3, P2 이상의 백내장을 동반한 경우에는 유리체절제술
과 백내장수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 2주 이내, 유리체절제술 후 6개월 시점
에 황반부 빛간섭단층촬영(Cirrus HD-OCT 4000; Carl Zeiss
Meditec AG, Oberkochen, Germany)을 시행하였다(macular
cube [512 × 128], HD 5 line raster protocol).

중심와-시신경유두길이
중심와-시신경유두길이는 Cirrus OCT projection map 상의 안
저 이미지에서 caliper function으로 측정하였다. 수술 전, 후 빛
간섭단층촬영 스캔 간의 배율 변화(magnification variation)를
보정하기 위해 각각의 중심와-시신경유두거리는 시신경유두의

B

Figure 1. Measurement of fovea-optic disc distances and macular curvature. (A) Fovea-optic disc distances: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macular hole and the optic disc (dotted line with double arrowheads) was divided by the vertical diameter of the optic disc (solid line with double
arrowheads). All measurements were taken manually using the caliper function of Cirrus OCT. (B) Macular curvature: 21 points were plotted along the
retinal pigment epithelium at 300 μm intervals (orange dots). A second-order polynomial equation (ax2 + bx + c) best fit with the plots was determined using ImageJ. Coefficient a (7.16 × 10-4) represents the steepness of the RPE curve. The solid line with arrowheads indicates distances of 3000
μm from the fovea to the nasal and temporal side, respectively.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RPE = retinal pigment epit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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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거리로 나눈 disc diameter (DD) 단위로 표현하였으며[7], 수
술 전과 후의 중심와-시신경유두길이 차이를 중심와 이동으로
정의하였다(Fig. 1A).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included patients (n = 25)
Factor

Value
62.8 ± 6.7

Age (years)
Sex
Male

황반 만곡
중심와를 지나는 HD 5 line raster 수평 스캔 이미지에서 중심
와를 기준으로 이측, 비측 각 3 mm 구간에서 300 μm 간격으
로 망막색소상피세포를 나타내는 고반사성의 선(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 line)을 따라 표식 후 ImageJ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 다항
식(ax2 + bx + c)으로 계산 후 만곡을 나타내는 계수 a를 구하였
다. 계수 a가 클수록 RPE line의 만곡이 심함을 나타낸다(Fig.
1B) [11].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중심와 이동과 황반 만곡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6 (24.0)

Female

19 (76.0)

Hypertension

9 (36.0)

Diabetes mellitus

5 (20.0)

Lens status
Pseudophakia

4 (16.0)

Phakia

21 (84.0)

Combined cataract surgery

13 (52.0)

Axial length (mm)

23.6 ± 1.3

Spherical equivalents (diopters)

-0.69 ± 1.97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Size of macular hole (μm)
Base diameter of macular hole (μm)

788.3 ± 380.3
-4

Macular curvature coefficient a (× 10 )

결과
총 43명(43안) 중 경과 관찰 누락자 18명을 제외하고 25명(25안)
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남자 6명(24.0%), 여자 19명(76.0%), 평
균 연령 62.8 ± 6.7세였다. 25안 중 21안(84.0%)은 유수정체였
으며 4안(16.0%)은 위수정체였다. 유수정체 21안 중 13안(52.0%)
은 백내장수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수술 전 평균 최대교정시력
은 0.71 ± 0.25 logMAR이며, 안축장 길이는 23.6 ± 1.3 mm이
고, 평균 구면렌즈대응치는 -0.69 ± 1.97 diopter였다. 황반원
공의 평균 크기는 438.5 ± 125.1 μm였고 평균 황반 만곡 계수
a는 4.82 × 10-4 (8.08 × 10-4 - 1.87 × 10-4)이었다(Table 1).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수술 전과 후의 중심와-시신
경유두길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술 전 평균 중심
와-시신경유두길이는 2.934 ± 0.551 DD였고 수술 후 평균 중
심와-시신경유두길이는 2.742 ± 0.462 DD였으며(p = 0.002), 수
술 후 중심와 이동은 평균 0.191 ± 0.281 DD만큼 시신경 유두
방향으로 발생하였다(Table 2).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중심와 이동과 수술 전 인자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심와 이동과 황반 만곡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504, p =
0.017), 그 외 연령, 안축장 길이, 구면렌즈대응치, 황반원공 크
기, 황반원공 기저지름(base diameter)들은 중심와 이동과 연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p = 0.359, p = 0.365, p = 0.274, p = 0.120,
p = 0.107) (Table 3) (Fig. 2).

4.82 (8.08 - 1.8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umber (%),
or number (range).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Table 2. Foveal migration after macular hole surgery
Factor

Value

Preoperative FOD (DD)

2.934 ± 0.551

Postoperative FOD (DD)

2.742 ± 0.462

Foveal migration to optic disc (DD)

0.191 ± 0.281

p-value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FOD = fovea-optic disc distance; DD = disc diameter.
*
Paired t test between preoperative FOD and postoperative FOD.

Table 3. Correlation of foveal migration with curvature coefficient a,
age, axial length, spherical equivalent, macular hole size, and macular hole base diameter
Factor
Curvature coefficient a

r*
0.504

p-value
0.017

Age

0.192

0.359

Axial length

0.189

0.365

Spherical equivalents

0.228

0.274

Size of macular hole

-0.319

0.120

Base diameter of macular hole

-0.330

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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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0.25
438.5 ± 125.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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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ular curvature A < B < C
a = 2.361 × 10 -4
FoM = 0.0607 DD

A

a = 4.497 × 10 -4
FoM = 0.1251 DD

a = 7.790 × 10 -4
FoM = 0.2813 DD

B

C

Figure 2. (A-C) Representative images showing foveal migration after macular hole surgery that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macular curvature. The solid line with double arrowheads indicates optic disc diameter. The dotted line with double arrowheads indicates fovea-optic
disc distance (Preop FOD minus Postop FOD). a = macular curvature coefficient; FoM = foveal migration; Preop = preoperative image; FOD =
fovea-optic disc distance; DD = disc diameter; Postop = postoperative image.

A

B

F nasal > F temp

C

F total in C > F total in B > F net in A
F net

F net
F net = F nasal - F temp

Nasal

Fovea

F total
Temp

Nasal

F ap

Fovea

F total
Temp

Nasal

F ap

Fovea

Temp

Figure 3. Schematic drawings representing traction force changes according to macular curvature after macular hole surgery. (A) Flat. (B, C)
Steeper curvature. F total = F net + F ap; F net = F nasal - F temp; F nasal = force to nasal side; F temp = force to temporal side; F ap = anterior-posterior traction force.

고찰
Yanagita et al. [12]이 황반원공 수술 후에 망막혈관들이 중심와
방향으로 전위된다고 보고한 이래로 Kawano et al. [7]은 중심와
의 시신경 유두방향으로의 이동을 발표하였고 이후 여러 연구
그룹에서 중심와 이동을 보여주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중심
와 이동은 내경계막제거 후 발생하는 비측과 이측 간의 견인력
비대칭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13-15].

126

Kim et al. [16]은 황반원공 수술 후에 중심와 조직의 비대칭
적인 신장이 변형시(metamorphopsia)와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
고, 최근 Yilmaz et al. [15]은 황반원공 수술 후 발생하는 변형
시는 중심와 이동과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황반원공
수술 시 내경계막을 360도 제거하는 것보다 temporal inverted
internal limiting membrane (ILM) flap 술기나 hemi-temporal
ILM peeling (이측 절반의 내경계막만 제거하며 inversion하지
않음) 술기를 시행하는 것이 수술 후 중심와 이동이 적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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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다[15,17]. 따라서 수술 전에 중심와 이동이 큰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적절한 술기를 선택하여 중심와 이동을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이다.
Park et al. [9]은 황반 만곡이 심할수록 전후 및 접선방향 견
인력이 증가하며 이는 근시성 견인황반병증 발생에 기여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반 만곡에 따라 견인력이 다
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 후 발생하는 중심와 이동의 크기
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황반 만곡과 중심와 이동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황반 만곡에 비례하여 중심와 이
동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황반원
공 수술 후 발생하는 중심와의 비측 견인을 간략하게 도식화하
면 Fig. 3A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6,7,9,13-15]. 중심와에 미치는
견인력(F net)은 비측방향으로의 견인력(F nasal)과 이측방향으
로의 견인력(F temp)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황반 만곡이 심해
질수록 전후방향으로의 견인력(F ap)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중심와에 미치는 총 견인력(F total)은 증가하게 되고(Fig. 3), 이
로 인해 중심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반원공 수술 후 발생하는 중심와 이동과 연관된 수술 전
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황반원공의 기
저지름이 클수록 중심와 이동이 크다는 연구가 있으나[6], 기저
지름과 중심와 이동은 무관하다는 보고도[18] 있어 아직 합의
된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황반 만곡의 정도가 중심
와 이동의 크기를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중심와 이동과 변형시가 관련이 있다는 앞선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15,16], 수술 전 검사에서 황반 만곡이 심한 경우
temporal inverted ILM flap 술기나 hemi-temporal ILM peeling
술기를 시행하여 중심와 이동을 줄이는 것이 중심와 이동과 연
관된 변형시를 줄여 환자의 시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다만,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라는 태생적 한계와 작은 모집
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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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 et al. 황반 만곡이 중심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황반 만곡이 황반원공 수술 후에 발생하는 중심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목적: 황반 만곡의 정도에 따라 황반원공 수술 후에 발생하는 중심와 이동의 크기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발성 전층황반원공으로 진단받고 유리체절제술 및 내경계막 제거술을 시행받은 25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여 빛간섭단층촬영 이미지를 이용하여 황반 만곡, 수술 후 중심와 이동을 측정한 후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평균 황반 만곡 계수는 4.82 × 10-4 (8.08 × 10-4-1.87 × 10-4), 수술 후 중심와 이동은 평균 0.191 ± 0.281 disc
diameter였다. 중심와 이동과 황반 만곡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504, p = 0.017), 그 외 연령,
안축장 길이, 구면렌즈 대응치, 황반원공 크기, 황반원공 기저지름(base diameter)들은 중심와 이동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황반 만곡 정도에 비례하여 중심와 이동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황반 만곡의 정도가 중심와 이동의 크기를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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