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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개된 bimatoprost (Lumigan
TM
, Aller-

gan)는 prostamide 합성 analog로서 구조적으로

PGF 2α와 유사하다. 특히 활성화 형태인 유리산은

현재 Prostaglandin 계열의 안압하강 제제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latanaprost와는 C-13,14 위치에 이

중결합을 가진 점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latanaprost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FP prostanoid

수용체 길항제임이 알려졌다.
1-3
본 약제의 안압하강의

기전은 방수유출의 증가이며 압력차 비의존 유출경로와

압력차 의존 유출경로에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
1-3
Bimatoprost의 안압하강 효과에 대해서

앞서 보고된 기존의 약물과의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하

루 한번 점안으로 timolol보다는 우수하며,

latanaprost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4-5
Gandolfi와 Cimino

5
는 latanaprost에

잘 반응하지 않는 원발개방각녹내장 및 고안압증 환자

들 15명에게 bimatoprost를 점안하 더니 충혈등의

부작용은 더 많았으나 20%이상의 안압하강 효과를 보

음을 보고하 다. 이는 latanaprost에 반응하지 않

는 군에 있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로서

bimatoprost가 선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녹내장의 시신경 손상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

지 않으나 높은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이 압박되어 손상

을 받는다는 기계적 이론과 시신경의 혈액 관류압이 감

소하여 시신경유두에 허혈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축삭

이 손상을 받는다는 허혈성 이론으로 대표된다.
6
특히

정상 안압녹내장이나 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 망막미세

혈류가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신경 혈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7
기존의 안압하강 제

제들은 안압 뿐 아니라 혈관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이기에 이들이 시신경이나 망막

의 혈류역학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Prostaglandin 제제 역시 안혈류에 미치는 향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unoprostone의 경

우 안구후방 혈류를 증가 시키며 latanaprost의 경우

연구 방법에 따라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 다.
9-11
본 연

구는 기존의 약물에 비해 강력한 안압하강 효과가 알려

진 새로운 녹내장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혈류역학에

미치는 향을 통해 평가 하고자 수행되었다.

Bimatoprost가 시신경유두 및 망막혈류에 미치는 단기효과

김선웅·김찬윤·성공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 연구소

목적 : Bimatoprost가 시신경유두 및 망막혈류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건강한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한 눈에 bimatoprost를 점안하고 점안 전, 점안 후 1시간, 6시

간, 24시간에 Heidelberg Retina Flowmeter로 시신경유두와 유두주변 망막에서 미세혈류 측정치(혈류, 혈류량, 속도)

를 측정하고 혈압, 맥박수, 안압을 함께 측정하 다.

결과 : 16명의 대상자들은 남자 13명, 여자 3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7.3±2.4세 다. 안압은 bimatoprost를 점안한

눈에서 점안전과 대조안에 비해 24시간까지 감소하 다(p<0.05). 혈압, 맥박수는 점안 전, 후의 변화가 없었다. 혈류

는 이측 시신경 주변망막에서 bimatoprost 점안 1시간 후 점안 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같은 역에서 점

안 6시간 후 혈류속도 증가도 나타났다. 시신경유두 부위에서는 bimatoprost 점안 1시간 후 유의한 혈류량 증가가 있

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bimatoprost 점안 후 혈류 측정치에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결론 : Bimatoprost 점안은 시신경 주변망막 미세혈류에 나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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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총 16명의 안과적, 혹은 전신적인 질병이 없는 건강

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사전에 실험에 대한 설

명을 한 후 모두에게 동의를 받았다. 모든 대상자에 대

해서 혈압, 맥박, 안압을 측정하 고 Heidelberg

Retina Flowmeter (HRF, Heidelberg Engineer-

ing GmbH, Heidelberg, Germany)를 이용하여

시신경유두 및 유두주변 망막미세혈류를 측정하여 안약

점안전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혈압은 혈압계로 2회 측

정한 후 평균값을 기록하 고 맥박은 요골동맥 박동을

수기로 측정하 으며, 안압은 골드만 압평안압계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이중 맹검법으로 한 쪽

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bimatoprost를 점안하고 반

대쪽 눈에는 0.9% normal saline을 placebo로 점

안하 다. 안약을 점안 후 1시간, 6시간, 24시간 후에

혈압, 맥박, 안압 그리고 HRF 항목을 측정하 다.

HRF 촬 시 동공을 산동시키지 않고 시신경을 중심으

로 10*2.5 degree로 촬 하여 perfusion map을 얻

었고 10*10 pixcels 크기의 창으로 비측과 이측의 시

신경 주변 망막, 유두 함몰부위, 비측과 이측의 신경테

부위에서 각각 2곳씩 취하여 혈류 측정치(flow,

volume, velocity)를 구하 고, 이때 측정위치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은 피하 다(Fig. 1). Follow-up

시 가능한 같은 자리를 측정하고자 하 고, 모든 촬

은 저자 1인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한 역당 두 곳에

서 측정된 값의 평균을 취하여 각 역의 대표값으로

정해 안약의 점안 전과 점안 후의 미세혈류를 비교하

고, 관류압의 변화를 보기 위해 안압과 혈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 다 (Ocular perfusion

pressure = (1/3 sysBP+2/3diaBP)x2/3 IOP).

본 연구에 앞서 HRF를 이용한 미세 혈류역학 측정의

재현성을 미리 조사하기 위해 건강한 성인 5명 10안을

대상으로 각각 3회씩 반복적으로 HRF 촬 을 한 후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시신경 주위 5개 역에서 혈류를

측정 후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구하 다. 통계적 분석은 각 시간대별 대조군과

bimatoprost 치료군과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각 군별로 안약 점안 전후의 시신경 및 망

막의 미세혈류, 안압, 혈압, 맥박수, 관류압의 차이를

repeated measure ANOVA 방법으로 분석하 으

며, P< 0.05 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 수준으로 정하

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군의 평균연령은 27.3±2.4세

고, 13명이 남자 고 3명이 여자 다. 본 연구에 이

용된 HRF의 재현성은 각각의 시신경주변 역에서 다

음과 같이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비측 시신경 주변

망막 19.6%, 비측 시신경 주변테 21.4%, 시신경유두

18.2%, 이측 시신경 주변테 20.2%, 이측 시신경 주변

망막 20.5%). 안압은 안약 점안 전 bimatoprost 그

룹은 15.5±3.0 mmHg, control 그룹은 15.2±2.5

mmHg으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bimatoprost 점안 후 1시간, 6시간, 24시간 후에 점

안전과 비교할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압하강이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ed position in

peripapillary retina.

Right eye.

1,2: nasal peripapillary retina.

3,4: nasal neural rim.

5,6: cup.

7,8: temporal neural rim.

9,10: temporal periparillary retina.

Table 1. IOP change after bimatoprost administration (mmHg)

Baseline 1hr 6hr 24hr

Control

Bimatoprost

15.2±2.5

15.5±3.0

14.8±3.4

13.1±3.0
*

14.6±2.7

12.9±2.2
*

14.6±2.4

13.6±2.5
*

IOP: Intraocular pressure,
*
P<0.05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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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P<0.05). 반면 control 군에서는 안약 점안

전후에 유의한 안압 변화는 없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

는 각 시간대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1). 혈압, 심박동수는 두 군에서 모두 안약

점안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구 관류

압의 경우 안약 점안 전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Table 2. OPP change after bimatoprost administration (mmHg)

Baseline 1hr 6hr 24hr

Control

Bimatoprost

42.5±5.2

42.2±5.7

42.2±6.6

44.0±6.1
*

42.4±5.0

45.6±4.8
*

42.1±5.3

43.2±5.5
†

OPP: Ocular perfusion pressure,
*
P<0.05 vs. baseline,

†
: P=0.09, could not reach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PP = (1/3 sysBP+2/3 diaBP)x2/3-IOP.

Table 3. Flow values measured by HRF after instillation of bimatoprost

Control Bimatoprost

Nasal neural rim

Base line

1h

6h

24h

Temporal neural rim

Base line

1h

6h

24h

Cup

Base line

1h

6h

24h

Nasal peripapillary retina

Base line

1h

6h

24h

Temporal peripapillary

retina

Base line

1h

6h

24h

497.50±119.46

486.42±92.91

520.03±102.17

467.25±80.31

492.46±134.99

498.72±121.61

527.15±131.48

522.95±122.02

468.22±170.02

469.07±173.37

504.78±177.38

481.00±179.82

329.95±92.61

338.77±72.56

344.14±78.69

341.93±70.14

389.39±81.83

403.72±92.75

428.08±114.52

426.77±120.17

486.41±139.19

525.72±125.87

546.22±123.29

526.42±150.92

442.72±74.25

461.21±87.57

467.50±107.86

469.64±103.75

447.75±145.44

458.41±141.36

483.96±145.27

477.04±155.71

342.67±108.87

365.69±113.86

383.10±123.25

370.63±115.62

373.46±110.38

414.32±118.06
*

440.73±111.59

414.77±124.91

P>0.05 for all positions by repeated measured ANOVA.
*
: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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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군에서는 안약 점안 전후의 변화가 없었고

bimatoprost 점안 군의 경우 안약 점안 전후의 변화

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P=0.09), 점안 후 1시간, 6시간까지 유의한 관류압

상승이 있었다. HRF를 이용하여 시신경유두 및 유두

주위 망막 5개 역에서 혈류 측정치를 측정한 결과 안

약 점안 전후에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4). 하지만 일부

역에서 같은 시간 변화 내에서 양 군을 비교할 때

bimatoprost 군에서 control군에 비해 의미 있는 혈

류증가가 있었다. 혈류(flow)는 이측 주변 망막에서

bimatoprost 점안 1시간 후에 control 군에 비해 점

안전보다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같은 역에서 점안

6시간 후에 혈류속도(velocity)의 증가도 나타났다.

시신경유두 부위에서는 bimatoprost 점안 1시간 후

에 control 군에 비해 유의한 혈류량(volume) 증가

가 있었다. 또한 양 그룹 모두에서 부위별로 미세혈류

의 차이가 있었는데 비측 시신경 주변 망막이 가장 적

았고, 신경테 주변의 혈류량이 많았다.

고 찰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손상의 기전은 크게 안압상승

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과 시신경 혈류장애 및 허혈성

손상으로 시신경 손상이 진행한다는 혈관성 요인의 두

가지가 있다.
6
허혈성 손상 이론은 안압이 정상범위 임

Table 4. Volumes values measured by HRF after instillation of bimatoprost

Control Bimatoprost

Nasal neural rim

Base line

1h

6h

24h

Temporal neural rim

Base line

1h

6h

24h

Cup

Base line

1h

6h

24h

Nasal peripapillary retina

Base line

1h

6h

24h

Temporal peripapillary retina

Base line

1h

6h

24h

19.87±4.60

19.91±4.18

19.30±3.41

19.38±3.67

22.87±5.61

23.05±4.88

23.08±4.95

24.03±4.62

20.93±6.45

20.93±5.66

21.00±5.93

21.01±5.61

17.02±3.33

17.18±3.72

16.88±3.50

17.66±3.68

23.26±4.79

24.12±5.04

23.95±4.67

24.81±4.79

19.38±4.48

19.78±3.97

19.96±4.35

20.30±4.24

22.94±4.53

22.87±3.83

22.63±3.77

23.15±3.72

20.16±5.38

22.29±4.91
*

21.34±4.92

21.19±4.61

17.06±3.23

18.04±3.70

18.17±3.34

18.13±3.25

23.67±5.92

23.79±5.41

24.07±4.73

23.61±4.48

P>0.05 for all positions by repeated measured ANOVA.
*
: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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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큰 안구동맥과 시신경유두의 미세혈류장애가 있다는 것

이 알려지면서 그 관심이 높아져 왔다.
7
한편 기존의 널

리 사용중인 안압하강 제제들이 아드레날린 수용체 혹

은 FP 수용체에 활성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

이 안혈류에 직, 간접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기존의 안압하

강 제제들이 안혈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안혈류를 감소시키는 안압조절 약제는 가능한 한 피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안압하강의

약제의 선택에 직접접인 향을 줄 수 있다.
7-11
그간 진

행되어 온 안혈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같은 약제에 대

해서도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혈

류 측정의 어려움, 측정방법의 정확성과 재현성의 문제

등 많은 요소들에 기인한다. 특히 혼돈을 피하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으로 혈류를 측정했는가를 살펴야 하는

데 이는 기존의 여러 방법들이 안혈류를 측정하는 위치

와 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안혈류 측정에 가장 적합하며 녹내장의 진행과 관련이

깊은지 확립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안혈류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고는 측정 방법별 즉 작용 부위별로 나누

어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7
본 연구에 사

용된 HRF는 시신경유두 및 망막의 모세혈관에서 혈류

량(flow), 혈류부피(volume), 혈류속도(velocity)를

측정한다. 그 원리는 confocal laser scanning과

Table 5. Velocity values measured by HRF after instillation of bimatoprost

Control Bimatoprost

Nasal neural rim

Base line

1h

6h

24h

Temporal neural rim

Base line

1h

6h

24h

Cup

Base line

1h

6h

24h

Nasal peripapillary retina

Base line

1h

6h

24h

Temporal peripapillary retina

Base line

1h

6h

24h

1.67±0.46

1.61±0.33

1.57±0.40

1.48±0.30

1.61±0.42

1.62±0.36

1.75±0.46

1.76±0.49

1.52±0.56

1.57±0.59

1.67±0.59

1.59±0.61

1.18±0.41

1.17±0.30

1.26±0.35

1.11±0.31

1.35±0.23

1.37±0.25

1.42±0.28

1.43±0.43

1.56±0.49

1.63±0.45

1.71±0.53

1.73±0.68

1.43±0.34

1.55±0.39

1.58±0.46

1.64±0.42

1.51±0.48

1.52±0.37

1.65±0.48

1.65±0.53

1.13±0.36

1.29±0.38

1.29±0.47

1.23±0.41

1.27±0.35

1.39±0.37

1.51±0.38
*

1.43±0.44

P>0.05 for all positions by repeated measured ANOVA.
*
: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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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doppler flowmetry의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하

여 만든 방법으로 망막과 시신경유두에서의 관류상태를

2차원적 상으로 보여주며 정량적인 분석도 가능한 유

용한 방법이다. Michelson 등
13
은 이를 이용하여 원발

개방각녹내장환자의 시신경유두의 신경테 및 유두주위

망막혈류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 으

며, Park
14
은 정상안압녹내장환자의 시신경유두주위

혈류연구에서 시신경손상이 심할수록 혈류는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HRF를 통한 녹

내장환자의 혈류측정이 진단과 치료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HRF의 측정 위

치는 한번 얻은 2차원 상에서 임의의 지점을 지정하

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검사간, 그리고 검사자간의

변이가 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

다. 이로 인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HRF의 재현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현성을 보고하 고, 재현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나

재현성이 높은 기계설정에 관한 정보도 얻게 되었

다.
13-18

한편 Oh 등
18
은 정상인 5명, 5안을 대상으로

반복 측정한 HRF 측정치의 변동계수를 구한 결과 3회

반복 측정 시 변동계수가 4회, 5회 측정 시 변동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HRF의 측정치는 3회 반복

측정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HRF의 측정치는 3회 평균치로

하 으며 시신경의 유두부위에 초점을 맞춘 상을 얻었

다. 검사자간 변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저자 중 한 명이

검사를 진행하 고 각 상에서 임의로 선택되는 지점에

서 오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5개

역에 내 2개 지점씩을 선정하여 미리 준비된 프로토콜

그림을 비추어가며 측정지점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 고,

2 지점의 평균값을 각 역의 측정수치로 정하 다.

그동안 비 선택적 베타 수용체 차단제인 timolol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차 선택 약제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 약물이 망막혈류에 미치는 향을 알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Timolol은 안동맥, 중심 망

막동맥, 후모양동맥의 혈류에는 큰 향이 없으나 맥락

막과 시신경유두에서는 오히려 혈류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 되고 있다.
19,20

이러한 점은 특히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감소가 중요한 발병기전일 것으로 생각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군에서 timolol을 일차 선택약

제로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선택적

베타1 수용체 차단제인 betaxolol의 경우 망막 미세

혈류에 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실험적으로

retinal ganglion cell 보호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선

호되고 있지만 안압하강 효과가 다른 약제에 비해 약하

다는 단점이 있다.
7,19,20

한편, prostaglandin 제제인

latanaprost 가 나오면서, 1일 1회 점안의 간편성과

뛰어난 안압하강 효과로 인해 녹내장 치료의 1차약제로

서의 선택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Latanaprost

는 PG F2α analogue로서 혈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가 안혈류에 미치는 효과 역

시 관심있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eong 등
9
은

latanaprost가 정상인에서 시신경유두 및 시신경 주

변 망막의 미세혈류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하 고, Geyer 등
11
은 박동성 안구혈류를 증가시킨다

고 보고하 으며, Tamaki 등
10
은 안구후방 혈관인 안

동맥, 중심망막동맥, 후모양동맥에서 최대 혈류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로 인

해 latanaprost가 적어도 안혈류를 유지시킨다고 알

려져, 시신경유두 관류압을 유지하면서도 안압을 상공

막정맥압 이하로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제로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9-11
최근에는 latanaprost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prostaglandin 제제들이 출시

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bimatoprost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약물도 역시 latanaprost와 마찬가지로

하루 한번 점안하며 안압하강 효과에서 timolol보다

우수하고 latanaprost에도 전혀 뒤지지 않으며, 안압

이 그리 높지 않은 그룹(low teen)에서도 적정안압으

로 하강시키는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다.
3,4

한편 Gandolfi 등
5
은 latanaprost에 반응하지 않는

원발개방각 녹내장 혹은 고안압증 환자군 15명을 대상

으로 bimatoprost를 점안한 결과 13명에서 20%이상

의 안압하강 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아직까지는

bimatoprost에 관한 연구는 그 작용기전에도 논란이

있으며, 안혈류에 미치는 향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Bimatoprost는 prostaglandin 동조체인

latanaprost와는 달리 prostamide 합성 유도체로

서 latanaprost와는 서로 다른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 약물이 안혈류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latanaprost와는 별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

다. 이러한 동기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서 bim-

atoprost가 시신경유두 및 유두주변 망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결론을 요약하면 bimato-

prost는 망막 미세혈류 역학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혈압, 맥박등의 전신적인 효과도 없었으

며 안압 하강 효과는 점안후 1시간, 6시간, 24시간 모

두 의미 있는 감소가 유지되었고, 어느 역에서도 점

안 후 유의한 혈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

역에서 점안 후 1시간, 혹은 6시간 때 점안전보다 혈류

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변화양상은 시

간변화에 따른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RF를 이용한 미세혈류 측정은 여전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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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망막혈류 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안구관류압을 계산하 고,

bimatoprost 점안후에도 관류압은 잘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록 점안 후 24시간까지 통계적으로 의

미 있게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점안 후 6시간까지는 유

의하게 관류압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bimatoprost가

망막 혈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단기간에 시행된 연구로 이를 통해서 bimatoprost

가 시신경 주변망막 미세혈류에 미치는 향을 결론지

을 수는 없으나 향후 뒤따를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우선 bimatoprost가 적어

도 단기적으로 망막 미세혈류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점안후의

향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bimatoprost

의 대사 및 흡수 경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장

기적으로 점안 시 망막 후극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나, 장기 점안 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단기효과 이상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

며, 이를 추측을 통해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은 본 연구의 대상이 정상

인들 이라는 점이다. 정상인들은 시신경과 망막혈관의

자동조절 기능이 있으므로 약제에 의해 안압은 변화더

라도 망막혈류나 관류압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

다.
21
특히 젊고 건강한 정상인에서 단 한차례 안약을

점안한 것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지라도 시신경

유두 혈액 순환의 자동조절 능력이 감소된 정상안압녹

내장 환자군에서는 약제에 의해 망막 혈류가 변화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녹내장 환자군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점안 후에 시신경유두와 망막혈류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latanaprost는 높은 안압하강 효과와 안혈

류에 향이 없다는 장점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반응하지 않는 군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치 않

다. 그러나 latanaprost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임

상현장에서 흔히 보고가 되었으며, bimatoprost가

latanaprost이상의 안압하강 효과를 가지면서 일부

무반응 환자군에서는 latanaprost를 대체할 수 있다

는 점은 비록 일부에서 지적된 충혈, 홍채 색소침착등

의 국소부작용의 우려가 있더라도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bimatoprost

가 안혈류에 미치는 연구 진행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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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ort Term Effects of Bimatoprost on Optic Nerve Head

and Peripapillary Retinal Blood Flow

Sun Woong Kim, M.D., Chan Yun Kim, M.D., Gong Je Seong,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bimatoprost on the optic nerve head (ONH) and peripapillary retinal

blood flow.

Methods: Sixteen healthy volunteers were recruited. In a randomized, double-blind design, one eye received

a drop of bimatoprost and the other eye a drop of placebo. ONH and peripapillary retinal blood flow

parameters (flow, volume, velocity) were measured with HRF before, and at 1, 6 and 24 hours after eyedrops

and blood pressure (BP), heart rate (HR), and intraocular pressure (IOP) were recorded.

Results: The 16 subjects comprised 13 males and 3 females with a mean age of 27.3±2.4 years. IOP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bimatoprost-treated eyes at 1, 6 and 24 hours after eyedrops (p<0.05). BP and

HR were unchanged after bimatoprost eyedrops. The flow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emporal

peripapillary retina in the bimatoprost-treated eyes 1 hour after eyedrops and the velocity was also higher 6

hours after eyedrops at the same location. At the optic disc,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volume

in the bimatoprost group 1 hour after eyedrops. There was no significant decrease of HRF parameters in the

bimatoprost-treated eye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bimatoprost does not have any adverse effect on ONH or

peripapillary retinal bloo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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