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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한 단안 원발급성폐쇄각발작 후 

망막모세혈관분포 분석

The Analysis of Retinal Capillary Network Using Optic Coherence Tomographic 
Angiogrphy after Acute Angle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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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evaluated changes in the retinal capillary networks of patient’s acute primary angle closure (APAC) who were suc-
cessfully treated and who lacked glaucomatous alterations.
Methods: Twenty patients for whom unilateral episodes of APAC were successfully treated were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At an average of 8 weeks after APAC, the thicknesses of the circum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and the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GCIPL) were measured via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Circumpapillary and macular vessel densities, perfusion density (PD), and the area and perimeter of the foveal avascular zone 
(FAZ) were measured with the aid of OCT angiography (OCTA). We compared the values between APAC eyes and the fellow 
eyes.   
Results: W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thickness of any RNFL or GCIPL sector, or in the circum-
papillary vessel or perfusion density. However, within a radius of 0.5 mm from the fovea (the center), the vessel and perfusion 
densiti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affected than in fellow eyes (p = 0.003, p = 0.046 respectively). The vascular factors of other 
macular sectors, and the FAZ area and perimeter did not differ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s: Early reductions in macular vessel and perfusion densities were evident after effective APAC treatment. Therefore, 
follow-up must evaluate whether the blood flow reduction causes structur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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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급성폐쇄각발작(acute primary angle closure)은 갑작

스러운 홍채에 의한 섬유주의 해부학적 폐쇄로 방수의 흐

름이 차단되면서 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동아시아에서 

흔하다.1-5 이환된 눈의 시야흐림, 통증, 충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오심, 구토 증상이 동반되며, 안과적 응급

질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2,5 일반적으로 원발급성폐쇄각

발작의 치료는 안압을 하강시키는 약물치료와 함께 레이저

홍채절개술(laser iridotomy)을 시행하는데, 신속한 치료로 

급성 증상 및 징후가 해소된 경우라도 이후 비가역적인 시

신경, 망막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6-9 이런 비가역적인 시신

경 손상을 시신경의 관류와 망막신경절세포 축삭의 손상과

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기전과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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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소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10-12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

giography, OCTA)은 시신경과 망막모세혈관 구조에 대한 

빠르고 비침습적인 고해상도의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내

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 영역의 단위면적당 혈관

의 총 길이를 의미하는 혈관밀도(vessel density)와 단위면

적당 혈관의 총 넓이를 뜻하는 관류밀도(perfusion density)

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시신경과 망막의 모세혈관분포와 

관류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형광혈관조영

술과 잘 일치하며 상세한 해부학적 및 관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13,14

원발개방각녹내장(primary open angle glaucoma)에서 망

막신경섬유층(retinal nerve fiber layer), 신경절-내망상층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의 두께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통해 시신

경과 황반부 주위의 모세혈관분포의 변화가 확인되었고, 시

신경유두주위 혈액 관류의 장애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었다.15-19 또한 Moghimi 

et al12
는 단안의 급성폐쇄각발작 해소 후 8주째 병변안의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대조군인 반대안

에 비해 감소함과 함께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 또한 유

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Wang et al20
은 원발급성폐쇄

각발작안과 원발폐쇄각녹내장의증(primary angle closure 

suspect)인 반대안에서 급성 발작 이후 망막신경섬유층, 신

경절-내망상층 두께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경우 병변안에서 유의하게 낮

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에서 망막모세혈관분포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명확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급격한 안압상승이 망막에 허혈성 손상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발급성폐쇄각발작 

후 시신경유두주위와 황반부의 모세혈관분포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21,22 급성폐쇄각발작 해소 이후에 시신경유두주

위, 황반부의 녹내장성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경

우를 대상으로 안압상승의 과거력이 없었고, 시신경과 망

막의 녹내장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던 반대안을 대조군으

로 하여 시신경유두주위와 황반부의 모세혈관분포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입각한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고(승인 번호: 20-0071) 연구관련 심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까지 단일 기관에 내원하여 단안 원발급성폐쇄각발작을 진

단받고 안압하강제 점안 및 레이저홍채절개술을 통해 증상

과 징후가 호전되었던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병안과 

원발급성폐쇄각발작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안을 대조군으

로 하여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원발급성폐쇄

각발작은 초진 당시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이 

30 mmHg 이상이며, 전형적인 증상(안구통증, 두통, 시력,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는 환자 중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각막부종, 결막충혈, 얕은 전방(중심 전방깊이가 각막두께

의 3배 이하, 이측 주변부 전방깊이가 각막두께의 1/4배 이

하)과 중등도로 산동된 동공이 관찰되고, 전방각경검사에

서 전방각이 270° 이상 좁아진 경우에서 진단하였다.23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1) 양안 전방이 얕은 경우, 

2) 단안에만 원발급성폐쇄각발작이 발생한 경우, 3) 안압하

강제 점안 및 레이저홍채절개술을 시행한 직후 성공적으로 

안압하강(21 mmHg 이하) 및 증상 호전이 이루어진 경우, 

4) 안압하강 후 8주경 시행한 빛간섭단층촬영에서 시신경

과 황반부의 녹내장성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

우로 정하였고,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전에 양안에 녹내장을 진단받은 적이 있거

나 시행한 검사(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 시야검사)에서 

녹내장성 병변이 저명한 경우, 급성폐쇄각발작 과거력이 

있는 경우, 포도막염, 술 후 합병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

생한 급성폐쇄각발작인 경우, 안구내 수술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초진 시 병력 조사, 골드만안압검

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전방각경검사를 시행하였고, 급성폐

쇄각발작 후 안압하강제 점안 및 레이저홍채절개술을 시행

하였다. 이후 모든 환자들은 급성폐쇄각발작 치료 후 6-12주 

내에 재내원하였고, 골드만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더불어 양안 최대교정시력, 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추가적

으로 양안 산동 후 안저검사, 스펙트럼 영역 빛간섭단층촬

영검사(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및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기

(Cirrus™ HD-OCT;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

의 내장된 소프트웨어 중 optic disc cube 200 × 200 스캔과 

macular cube 512 × 128 스캔, ganglion cell analysis (GC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과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Optic disc 

cube scan을 이용하여 유두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3.46 mm

의 직경을 가지는 원에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구

역별(상측, 상이측, 하이측, 하측, 하비측, 상비측) 두께를 

분석하였고, macular cube 스캔과 GCA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황반부를 중심으로 하는 14.13 mm2
의 타원형 도넛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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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grid subfield was applied to circumpapillary (A) and macular area (D) of the 
left eye by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A, D) Each area is divided by 3 concentric circles and each circle in-
dicates the boundary of 0.5, 1.5, 3 mm radius from the center. Also, the area is segmented into 4 quadrants. Vessel densities in cir-
cumpapillary area (B) and macular area (E) were calculated by section. Also, perfusion densities in circumpapillary area (C) and 
macular area (F) were calculated in the same way. (G) The margin of foveal avascular zone (FAZ) was automatically demarcated by 
built-in software and both area and perimeter of FAZ were also calculated. S = superior; N = nasal; I = inferior; T = temporal. 

Parameters
Participants
(n = 20)

APAC eye
(n = 20)

Fellow eye
(n = 20)

p-value*

Age (years) 62.50 ± 5.85 - - -
Sex (male/female) 5/15 - - -
Laterality (right/left) 6/14 - - -
Pseudophakia (Y/N) 0/20 - - -
Duration of attack (hours) 31.70 ± 23.45 - - -
IOP at attack (mmHg) - 45.75 ± 12.12 14.95 ± 2.87 <0.001†

IOP at imaging (mmHg)  - 14.70 ± 3.51 13.35 ± 2.62 0.091
BCVA (logMAR) - 0.17 ± 0.37 0.09 ± 0.09 0.575
S.E. (diopters) - 0.21 ± 1.26 0.81 ± 1.06 0.08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PAC = acute primary angle closure; IOP = intraocular pressur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
mum angle of resolution; S.E. = spherical equivalent.
*p-values derived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for IOP, BCVA, and S.E); †p-value < 0.05.

Table 1. Demographics and ocular characteristics 

영역의 평균 신경절-내망상층 두께와 구역별(상측, 상이측, 

하이측, 하측, 하비측, 상비측) 두께를 측정하여 양안을 비

교하였다.14,24-26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신호 강도가 6점 이

상인 결과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의 경우 Cirrus OCTA 소프트웨어

(AngioPlex version 10.0;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B-scan을 시행하며 적혈구의 

움직임을 감지함으로써 시신경유두 및 황반부의 혈관분포

를 분석하였다.27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ETDRS) 영역을 적용하여 6 × 6 mm 스캔 영역을 시신경

유두(optic nerve head)와 황반오목의 중심으로부터 1) 반경 

0.5 mm 이내의 중심 영역(center), 2) 반경 0.5-1.5 mm 범

위의 고리 모양 안쪽 영역(inner), 3) 반경 1.5-3.0 mm 범위

의 고리 모양 바깥쪽 영역(outer), 4) 반경 3 mm 이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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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APAC eye Fellow eye p-value*

C/D ratio 
(average)

0.61 ± 0.14 0.60 ± 0.12 0.219

RNFL thickness 
(μm)
Average 95.60 ± 10.16 98.25 ± 12.54 0.222
Superior 119.40 ± 14.73 123.50 ± 17.31 0.232
Superotemporal 89.95 ± 11.71 93.15 ± 16.66 0.247
Inferotemporal 118.05 ± 28.65 124.00 ± 35.28 0.144
Inferior 123.35 ± 19.58 128.55 ± 20.49 0.268
Inferonasal 87.30 ± 17.13 83.40 ± 22.91 0.411
Superonasal 108.85 ± 26.41 117.30 ± 31.22 0.17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D ratio = cup disc ratio;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APAC = acute primary angle closure;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p-values derived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2. Comparison of C/D ratio and RNFL parameters be-
tween APAC eyes and the fellow eyes measured by SD-OCT

GCIPL thickness 
(μm)

APAC eye Fellow eye p-value*

Average 82.35 ± 6.97 81.40 ± 9.39 0.261
Superior 82.05 ± 5.33 81.25 ± 8.98 0.793
Superotemporal 82.45 ± 7.86 80.25 ± 8.38 0.141
Inferotemporal 81.60 ± 8.76 82.35 ± 9.35 0.394
Inferior 80.45 ± 8.44 79.75 ± 9.58 0.642
Inferonasal 82.15 ± 8.59 81.75 ± 10.36 0.754
Superonasal 84.65 ± 7.46 83.95 ± 10.30 0.9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GCIPL =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APAC = acute pri-
mary angle closure;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p-values derived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3. Comparison of GCIPL parameters between APAC 
eyes and the fellow eyes measured by SD-OCT 

OCTA parameter APAC eye Fellow eye p-value*

VD center (mm-1) 4.34 ± 3.05 4.96 ± 3.44 0.225
VD inner (mm-1)

Average 16.69 ± 1.44 16.81 ± 1.95 0.204
Superior 17.38 ± 1.83 16.92 ± 2.25 0.422
Temporal 13.82 ± 4.40 14.02 ± 5.17 0.260
Inferior 17.30 ± 1.72 17.79 ± 1.85 0.251
Nasal 18.25 ± 0.88 18.54 ± 1.53 0.556

VD outer (mm-1)
Average 18.83 ± 0.65 18.97 ± 1.06 0.204
Superior 18.79 ± 0.64 18.77 ± 1.27 0.587
Temporal 19.74 ± 0.66 20.00 ± 0.98 0.270
Inferior 19.06 ± 0.75 19.25 ± 0.87 0.251
Nasal 17.74 ± 1.48 17.72 ± 2.41 0.185

VD total (mm-1) 17.93 ± 0.68 17.56 ± 2.48 0.235
PD center (%) 11.94 ± 9.07 13.29 ± 9.71 0.309
PD inner (%)

Average 44.51 ± 3.66 44.67 ± 5.09 0.255
Superior 47.93 ± 4.86 46.38 ± 5.64 0.218
Temporal 34.22 ± 11.37 34.98 ± 13.19 0.391
Inferior 46.96 ± 3.46 47.70 ± 6.05 0.204
Nasal 48.92 ± 3.03 49.56 ± 3.94 0.145

PD outer (%)
Average 48.56 ± 1.62 48.51 ± 2.47 0.231
Superior 50.2 ± 1.89 48.92 ± 3.40 0.140
Temporal 49.00 ± 1.82 49.37 ± 2.45 0.260
Inferior 49.46 ± 1.92 50.25 ± 2.16 0.185
Nasal 45.49 ± 4.46 45.45 ± 5.79 0.212

PD total (%) 46.59 ± 1.69 46.65 ± 2.85 0.12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enter = cir-
cular area with 0.5 mm for its radius centered at the fovea, inner = 
ring-shaped area about 0.5-1.5 mm centered at the fovea, outer = 
ring-shaped area about 1.5-3.0 mm centered at the fovea, total = 
circular area with 3 mm for its radius centered at the fovea.
OCTA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APAC = 
acute primary angle closure; VD = vessel density; PD = perfusion 
density. 
*p-values derived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4. Comparison of OCTA parameters in circumpapillary 
area between APAC eyes and the fellow eyes

체 영역(total)으로 나누고, 안쪽과 바깥쪽 영역을 상측, 이

측, 비측, 하측으로 한 번 더 나누어 각각의 혈관밀도와 관

류밀도를 측정하였으며, 황반부 오목무혈관부위(foveal 

avascular zone)의 면적과 둘레를 확인하였다(Fig. 1).28,29 통

계 분석은 SPSS version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해 

양군의 연속형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2.50 ± 5.85세(51-74세)였

고, 남자가 5명, 여자가 15명이었다. 초진 시 골드만압평안압

계로 측정한 평균 안압은 병변안에서 45.75 ± 12.12 mmHg, 

반대안에서 14.95 ± 2.87 mmHg로 병변안에서 유의한 안압

상승을 보였다(p<0.001). 급성폐쇄각발작 후 치료를 시행하

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70 ± 23.45시간이었고, 급성폐

쇄각발작 해소 후 빛간섭단층촬영과 빛간섭단층혈관조영

술을 시행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30 ± 2.36주였다. 

초진시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의 안압과 급성폐쇄각발작 

해소 후 평균 8주째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의 안압을 비교

하였을 때 안압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 급성폐

쇄각발작 후 8주째 양안의 안압을 비교하였을 때는 병변안

에서 14.70 ± 3.51, 반대안에서 13.35 ± 2.62 mmHg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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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ure 2. Pictures of optic coherence tomography (OCT) angiography in acute primary angle closure (APAC) eye (A-D) and the fel-
low eye (E-H) after 8 weeks from APAC resolution. (A, E) Infrared fundus photography obtained by spectral domain-OCT in both 
APAC eye and the fellow eye. (B, F) 6 × 6 mm area around the macula was magnified and divided by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grid. (C, G) Vessel densities in the macular area of APAC eye and the fellow eye calculated by OCT 
angiography. (D, H) Perfusion densities in the macular area of APAC eye and the fellow eye calculated by OCT angiography. (C, 
D) Vessel density (3.8) and perfusion density (8.3%) in the center area (0.5 mm from foveal center) of APAC eye are decreased 
compared with vessel density (5.6) and perfusion density (12.3%) of the fellow eye. 

한 차이가 없었다. 최대교정시력과 굴절률 또한 양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급성폐쇄각발작이 해소된 후 평균 8주째 시행한 스펙트

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에서 시신경유두함몰비, 평균 시신

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구역별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각각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2). 마찬가지로 평균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께와 구역별 신경절-내망상층 두께 또한 양 군에서 차이

가 없었다(Table 3).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와 관류밀도의 경우 모든 영역

에서 양안의 차이가 없었고(Table 4), 황반부의 안쪽, 바깥

쪽, 전체 영역의 혈관밀도와 관류밀도의 경우 양 군에서 비

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반경 0.5 mm 이내 중심 영역 혈관

밀도와 관류밀도의 경우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에서 유의

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09, p=0.046) (Fig. 2). 황반

부 오목무혈관부위의 넓이 및 둘레면에서는 양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고 찰

원발급성폐쇄각발작에서 발생하는 녹내장성 시신경 손

상은 높은 안압으로 인한 시신경의 물리적인 압박이 주된 

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0,31 
하지만 혈관인자 역시 녹

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여러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12,32-35 
본 연구에서 원발급성폐쇄각발작

안과 반대안을 비교하였을 때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

유층,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의 두께는 차이가 없었으나, 

황반오목으로부터 0.5 mm 내의 중심영역에서 혈관밀도와 

관류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갑작스러운 안압상

승이 시신경과 황반 모두에게 기계적인 압박을 하였으나 

녹내장성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지는 못하였고, 허혈에 취

약한 황반 중심부의 혈관인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황반부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과 둘레의 경우

는 양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황반부 오목무혈관부

위는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지 않은 원형의 부위로 크기와 

모양은 황반부 모세혈관의 변성이나 위축에 영향을 받으며 

당뇨망막병증이나 망막정맥폐쇄 같은 망막질환의 진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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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 parameter APAC eye Fellow eye p-value*

VD center (mm-1) 7.74 ± 2.50 9.55 ± 2.16 0.003†

VD inner (mm-1)
Average 17.63 ± 1.74 18.46 ± 7.44 0.079
Superior 17.64 ± 2.07 18.61 ± 1.07 0.165
Temporal 17.33 ± 1.95 18.30 ± 1.02 0.073
Inferior 17.70 ± 1.88 18.47 ± 1.05 0.232
Nasal 17.87 ± 1.74 18.54 ± 0.96 0.161

VD outer (mm-1)
Average 17.97 ± 1.22 18.51 ± 0.87 0.112
Superior 18.13 ± 1.51 18.47 ± 1.31 0.150
Temporal 16.66 ± 2.17 17.42 ± 1.67 0.296
Inferior 17.88 ± 1.57 18.47 ± 1.33 0.136
Nasal 19.23 ± 1.20 19.65 ± 0.86 0.108

VD total (mm-1) 17.65 ± 1.29 18.25 ± 0.77 0.098
PD center (%) 18.14 ± 6.55 21.75 ± 5.08 0.046†

PD inner (%)
Average 42.83 ± 4.40 45.02 ± 1.66 0.073
Superior 42.95 ± 5.20 45.10 ± 2.67 0.159
Temporal 42.09 ± 5.53 44.67 ± 3.18 0.104
Inferior 43.32 ± 4.73 45.35 ± 2.18 0.179
Nasal 42.95 ± 4.42 44.97 ± 1.65 0.117

PD outer (%)
Average 45.56 ± 3.28 46.51 ± 2.41 0.227
Superior 46.18 ± 4.28 47.22 ± 2.92 0.151
Temporal 41.60 ± 5.95 43.06 ± 4.83 0.411
Inferior 46.29 ± 4.20 46.85 ± 3.80 0.601
Nasal 48.11 ± 3.23 48.85 ± 1.87 0.191

PD total (%) 44.22 ± 3.40 45.48 ± 2.00 0.079
FAZ area (mm2) 0.32 ± 0.13 0.30 ± 0.10 0.501
FAZ perimeter (mm) 2.35 ± 0.63 2.34 ± 0.44 0.86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enter = cir-
cular area with 0.5 mm for its radius centered at the fovea, inner = 
ring-shaped area about 0.5-1.5 mm centered at the fovea, outer = 
ring-shaped area about 1.5-3.0 mm centered at the fovea, total = 
circular area with 3 mm for its radius centered at the fovea.
OCTA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APAC = 
acute primary angle closure; VD = vessel density; PD = perfusion 
density; FAZ = foveal avascular zone.
*p-values derived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p-value < 0.05.

Table 5. Comparison of OCTA parameters in macular area be-
tween APAC eyes and the fellow eyes

가치를 지니고 허혈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36-38 갑작스러

운 안압상승이 황반부 오목무혈관부위의 경계에 위치한 모

세혈관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황반부 오목무

혈관부위의 둘레와 넓이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안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향후 갑작스러운 안압상승이 황반부 오목무혈관부위와의 

둘레와 넓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

요할 것이다.

단안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변안의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이는 망막신경섬유층과 신경절-내망상층 두께와 유의

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32 
또한 Zhu et el33

은 원

발폐쇄각녹내장 환자군에서 시신경유두주위와 황반부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혈관밀도의 감소를 보였고, 시신경

유두주위 영역에서의 혈관밀도의 감소량이 황반부의 혈관

밀도의 감소량보다 많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발급성폐쇄각발작 후에도 구조적으로 녹내장성 변화가 보

이지 않았던 눈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

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Moghimi et al12
의 연구에서는 원발급성폐쇄각발작 후 

8주째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시신경유두

주위 혈관밀도 모두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변화가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의 두

께 감소 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일한 변수임

을 보고하였다.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과 반대안, 정상안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급성폐쇄각발작 후 1주와 6주째 시신경

유두주위 혈관밀도를 분석하였고, 모두 병변안에서 유의하

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34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경우 1주째에는 병변안에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6주째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시신경유두

주위 혈관밀도가 망막신경섬유층의 구조적 변화보다 선행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두 연구 모두 원발급성폐쇄각발

작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나, 병변안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의 혈관밀도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ang et al20
은 급성폐쇄각발작 해소 후 망막신경섬유층, 

신경절-내망상층 두께는 병변안과 반대안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경우 원발급성폐쇄

각발작안에서 유의하게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야검

사를 시행하여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에서 유의한 mean 

deviation의 감소와 pattern standard deviation의 증가를 확

인하였고, 이는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밝혔다. 구조적인 변화에 선행하여 시신경의 

모세혈관분포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시신경유두주위 혈관 인자와 관련

된 분석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Wang et al20
의 

연구에서는 급성폐쇄각발작 해소 후 평균 16.5일에 빛간섭

단층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검사 시점에서 안압상승으

로 인한 망막부종으로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과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께가 증가되어 녹내장성 구조적

인 변화가 가려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12,34

Rao et al35
는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의 경우 정상안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망막신경섬유층, 신경절-내망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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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와 시신경유두주위, 황반부 혈관밀도가 모두 유의

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압이 21 mmHg

를 초과한 적이 있지만 녹내장으로 진행되지 않은 원발폐

쇄각(primary angle closure) 환자에서는 상이측 망막신경섬

유층 두께의 유의한 감소만 있었고, 혈관밀도는 시신경유

두주위와 황반부의 모든 영역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급성폐쇄각발작의 과거력이 없는 원발폐쇄각녹

내장안과 원발폐쇄각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신경의 상이측, 하이측 망막신경섬유층에서 녹내장성 

구조적인 손상이 흔히 발생하며,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의 이측 부위 또한 녹내장성 변화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

다.39,40 
그러나 높은 안압상승을 보이는 폐쇄각녹내장의 경

우 녹내장성 손상의 양상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21,34,41 급

성폐쇄각발작에서 발생하는 높은 안압상승은 수정체, 각막

내피세포, 홍채 등 여러 안내 구조에 허혈성 손상을 유발하

고 시신경 주변, 황반 주변 미세혈관 관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황반부 중심 영역 내의 혈관밀도와 

관류밀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황반부는 오직 망막동맥에 

의해서만 혈액 공급을 받고, 다른 조직에 비해 산소 소비량

이 높아 허혈성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42,43 

원발급성폐쇄각발작안에서 혈관 인자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급성폐쇄각발

작안에서 혈관 인자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급

성폐쇄각발작 해소 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에도 황반부 혈관밀도와 관류밀도의 감소가 있었던 본 연

구 결과는 안압의 일시적인 상승이 구조적인 변화보다 먼

저 모세혈관분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 따라서 급성폐쇄각발작안에서 증상이 호전된 후 녹

내장성 구조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황반부 모세혈

관분포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연구에서 황반부의 ETDRS 영역에 따른 망막의 구

조적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

대로 구역별 모세혈관분포의 차이를 가정하여, 황반부를 

오목무혈관부위와 중심와를 고려한 직경이 다른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분지었다.44 
시신경유두주위 영역에서도 시

신경유두로부터 분지하는 망막혈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시

신경유두와 유두주위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지었고, 이를 

통해 병변안의 황반부 중심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은 혈관밀

도와 관류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

유두주위 또는 황반부의 혈관 인자를 영역에 따라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국소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병의 진행에 따른 영역별 혈관인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3차 상급종합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고 대상 환자의 수

가 상대적으로 적어 선택 비뚤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전 병력에 대한 확인이 문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발급성폐쇄각발작 과거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하지만 녹내장성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전의 원발급성폐쇄각발작 가능성은 낮을 것

으로 생각된다. 급격한 안압상승에 대한 망막모세혈관분포

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발병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하지만, 

안압상승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성폐쇄각발작 

이후 병변안과 안압상승의 과거력이 없는 반대안을 비교 

분석하였다.45 따라서 모세혈관분포의 차이와 급성폐쇄각

발작 사이의 선후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가능하다면 급

성폐쇄각발작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원발급성폐쇄각발작 후 망막신경섬유층, 신

경절-내망상층의 두께 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던 눈에서 황반부 혈관밀도와 관류밀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는 단기간의 높은 안압이 녹내장성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황반부의 모세혈관분포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막모세혈관밀도 및 

관류밀도의 감소가 구조적 손상에 선행할 가능성을 고려하

여 급성폐쇄각발작 후 녹내장성 구조적 손상이 보이지 않

는 경우라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주의 깊

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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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한 단안 원발급성폐쇄각발작 후 

망막모세혈관분포 분석

목적: 원발급성폐쇄각발작 후 시신경의 녹내장성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시신경 및 망막모

세혈관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단안 원발급성폐쇄각발작 이후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시신경의 녹내장성 변화를 보이지 않은 환자(20명)를 대상으

로 병변안(20안)과 원발급성폐쇄각발작이 오지 않은 반대안(20안)을 대조군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급성폐쇄각발작 후 평

균 8주에 빛간섭단층촬영을 통해 망막신경섬유층의 두께와 신경절세포-내망상층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통

해 시신경유두주위와 황반부의 혈관밀도 및 관류밀도,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 및 둘레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과 황반부 신경절세포-내망상층의 두께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신경유두

주위 혈관밀도, 관류밀도 또한 차이가 없었으나, 황반부 중심영역의 혈관밀도와 관류밀도의 경우 병변안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0.003, p=0.046). 그 외 황반부 영역의 혈관밀도, 관류밀도와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 및 둘레는 양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급성폐쇄각발작 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시신경과 신경절세포-내망상층에서 녹내장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황반부 

혈관밀도와 관류밀도는 감소하였다. 이런 경우 향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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