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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정맥폐쇄 황반부종에서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사와 

덱사메타손삽입물과의 치료 결과 비교

A Comparison between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and Placement of a 

Dexamethasone Implant to Treat Retinal Vein Occlusion Macular Edema

김형주ㆍ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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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Korea

Purpose: We evaluated the macular, functional and structural features of patients with retinal vein occlusion and macular edema. 

We measured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central foveal thickness, and the area of the foveal avascular zone area 

after intravitreal bevacizumab (IVB) treatment and placement of a dexamethasone implant (IV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36 eyes of 36 patients with retinal vein occlusion and macular edema who underwent IVB 

treatment (20 eyes) and IVD placement (16 eyes). The parameters mentioned above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treatment 

groups and the normal contralateral eyes after initial stabilization and 1 year later.

Results: The BCV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VB than the IVD group after initial stabilization and 1 year later. The intra-

ocular pressure was lower at initial stabilization in the IVB than the IVD group, but no difference was apparent after 1 year. There 

was no sig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 in the central foveal thickness at any time, but the IVD group required fewer in-

jections during initial stabilization than the IVB group. In terms of the foveal avascular zone area, both the superficial and deep 

layers of the IVB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initial stabilization period and then decreased to 1 year; no changes 

were seen in the IVD group. 

Conclusions: IVD treatment is associated with fewer injections than IVB treatment and a more stable retinal vasculature, but vis-

ual acuity may possibly decrease (because of cataract formation). Although IVB treatment improves visual acuity and reduces 

macular edema, this may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macular ischemia given the need for repeated in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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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정맥폐쇄는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망막혈관질환이다.
1
 폐쇄 부위에 따라 망막중심정맥폐쇄 

및 망막분지정맥폐쇄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하여 

약 5배가량 호발하며 두 질환 모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전신적 요소를 동반하고 전체 인구의 약 1%로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2
 망막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

의 경우 시력감소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혈관

의 폐쇄로 인한 정맥압의 증가에 따른 혈류학적인 요인과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및 인터루킨 6 (interleukin [IL]-6), 인터루킨 8 (IL-8)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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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염증성 전구물질의 증가로 인한 대사적인 요인에 의

해 혈액망막장벽이 파괴되며 발생한다.
3
 황반부종의 치료

에 있어 망막정맥폐쇄의 경우 황반부 격자 레이저 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4
 여러 대규모 연구를 통해 유리체 내 트

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triamcinolone acetonide),
5
 항혈

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6-8

 덱사메타손삽입물(Ozurdex
®
, 

Allergan, Irvine, CA, USA)
9,10

의 효과와 안정성이 보고되

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실제 임상 환경

에서 1년여에 걸친 망막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 치료

에 anti-VEGF 항체치료제인 베바시주맙(Avastin
®
 25 mg/mL, 

Genentech, San Francisco, CA, USA) 안내 주사와 스테로

이드 약물인 덱사메타손삽입물(Ozurdex
®
) 사용 후 이에 대

한 기능적 및 해부학적 호전 정도를 다양한 임상인자 및 검

사 결과의 비교를 통해 약제 간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았

으며 (승인 번호: UUH 2022-04-036),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의 윤리 치침을 준수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

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본원에서 망막정맥폐쇄에 동반

된 황반부종으로 진단 후 유리체 내 주사술을 시행받고, 황

반부종이 안정된 이후 1년간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총 

36명 36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 연구

를 시행하였다.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한 20

안, 유리체 내 덱사메타손삽입물 주입술을 시행한 16안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고 두 군 간의 특별한 분류 기준은 없었

다.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기타 망막혈관 질환, 나이관련 황

반변성, 망막정맥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막혈관염이

나 혈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각막

혼탁을 포함한 각막 질환, 녹내장, 시축을 침범하는 백내장, 

포도막염, 백내장수술을 제외한 안구 내 수술을 시행한 병

력 및 이전에 유리체 내 약물 주입술을 받은 환자는 제외하

였다. 

유리체 내 주사술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시술 전 0.5% 

proparacaine (Paracaine
®
, Hanmi Pharm., Seoul, Korea)으

로 점안마취한 후 5% povidone iodine으로 속눈썹을 포함

한 눈 주위를 닦았다. 이후 개검기를 끼우고 5% povidone 

iodine과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한 뒤 주사기의 바늘 끝

이 눈꺼풀 가장자리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30

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각막윤부에서 3.5 mm 떨어진 섬

모체평면부를 통해 유리체 내로 베바시주맙을 주사하였으

며 자체 주입 장치를 통해 덱사메타손임플란트를 삽입하였

다. 주입 후에는 멸균 면봉을 사용해 주사 부위를 압박하여 

약물의 역류를 예방하였고, 역류가 없음을 확인 후 moxi-

floxacin hydrochloride 0.5% (Vigamox
®
,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를 점안하고 시술을 마쳤다. 모

든 시술은 한 명의 망막 전문의가 집도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해 모든 환자들의 시술 전의 최대교정시

력, 안압, 중심와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시술 후 망막내낭포 

및 망막하액이 관찰되지 않으며 중심와두께가 300 μm 이

하로 가라앉은 시기를 1차 안정기로 정의하여 도달하기까

지의 주사 횟수 및 기간, 1차 안정기의 최대교정시력, 안압, 

중심와두께를 측정하였고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을 표층

(superficial capillary plexus)과 심부층(deep capillary plexus)

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중심와두께는 swept-source opti-

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DRI OCT-1 Atlantis, 

Topcon Corp., Tokyo, Japan)의 삼차원 광각 촬영 영상을 이

용하여 9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ETDRS) 

subfield 1 mm 중심원의 두께를 측정하였으며(Fig. 1), 오목

무혈관부위 면적의 측정은 파장가변 빛간섭단층혈관조영

술(OCT angiography; DRI OCT-1, TOPCON, Tokyo, 

Japan)을 통해 영상을 획득한 후 장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IMAGEnet6 software (version 1.24, TOPC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망막을 세분화하여 표

층은 내경계막(inner limiting membrane)의 2.6 μm 아래에

서 내망상층(inner plexiform layer)의 15.6 μm 아래까지 포

함하도록 하였고, 심부층은 내망상층의 15.6 μm 아래에서 

70.2 μm 아래까지를 포함하였다.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은 

두 명의 측정자(K.H.J., M.J.K.)가 각각 수동으로 모세혈관

총의 안쪽 경계를 따라 그리면 자동으로 면적이 측정되었

고 두 값을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Fig. 2).
11,12

 첫 번째 주

사 후 1차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1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였으며 1차 안정기 이후 황반부종이 

중심와두께 350 μm를 초과하여 다시 나타난 시기를 재발

로 정의하였다.
13

 재발 소견을 보인 경우에는 추가 주사 치

료를 시행하였으며, 재발 시에는 재안정되기까지 베바시주

맙군의 경우 1개월의 간격으로, 덱사메타손삽입물군의 경

우 3개월의 간격으로 주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1차 안정기 

이후 1년 뒤의 최대교정시력, 안압, 중심와두께, 오목무혈

관부위 면적을 측정하여 대조군인 정상 반대안과 비교 분

석하였다. 모든 빛간섭단층촬영 영상은 한 명의 망막 전문

의(M.J.K.)가 분석하였으며, 망막층의 구분이 적절하게 나

누어지고 영상이 적합한 해상도와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통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Version 

24.0, IBM Corp, Armonk, NY, USA)으로 시행하였다. Wilco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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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F

B                       D                      F                       H

Figure 1. A 12 × 9 mm wide three-dimension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scan was obtained from a 64-year-old female 

patient with macular edema related to a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Total retinal thickness was measured in the nine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ETDRS) subfields. OCT scan shows increased central foveal thickness (A) with multiple 

exudates and intraretinal cystic edema (B) at a baseline. After injection of the first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macular ede-

ma got resolved, and central foveal thickness returned to normal range (C), (D) and reached the first stabilization period. After 1 

year, the macula was stable showing no interval change, and central foveal thickness also remained calm (E), (F), while during that 

period, there were no other recurrences. (G) and (H) show retinal thickness map of normal fellow eye.

A              C             E            G             I              K

B              D             F            H            J            L

Figure 2.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and OCT angiography (OCTA) images of a 57-year-old male patient with macular 

edema related to a 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Measurements of the foveal avascular zone (FAZ) area was conducted using 

OCTA. En face images were generated for retinal vascular networks: superficial capillary plexus (SCP) and deep capillary plexus 

(DCP) at the first stable stage after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A-D), and at the 1 year after the first stable stage (E-H), and 

in normal fellow eye (I-L). The FAZ area was defined as the area inside the central border of the capillary network and determined 

by manually outlining the inner border of foveal capillaries using the OCTA system software.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여 시술 전후 차이를 비교 분석하

였으며, 두 군 간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

였다. 연속적인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p값

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총 36명 36안의 환자 중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입군

(intravitreal bevacizumab, IVB)은 총 20명 20안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64.9 ± 10.5세였으며, 유리체 내 덱사메타손삽

입물 주입군(intravitreal dexamethasone, IVD)은 총 16명 16안, 

평균 나이는 66.38 ± 8.14세였다.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65). 위수정체안의 경우 IVB군은 총 20안 중 

6안, IVD군의 경우 16안 중 1안에 해당하였으며 두 군 간

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236). 초기 

최대교정시력은 IVB군이 0.73 ± 0.49 logarithm of th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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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VB IVD p-value

Total number of patients (eyes) 20 16 -

Age (years) 64.90 ± 10.50 66.38 ± 8.14 0.765

Sex (male:female) 9:11 6:10 >0.999

Lens status (phakic:pseudophakic) 14:6 15:1 0.236

Diabetes mellitus 5 5 0.765

Hypertension 10 10 0.765

Hyperlipidemia 5 3 0.765

Mean baseline CFT (μm) 493.75 ± 150.20 479.88 ± 138.46 0.912

Mean baseline BCVA (logMAR) 0.73 ± 0.49 0.82 ± 0.45 0.386

RVO type (BRVO:CRVO) 11:9 8:8 0.814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p-values are derived using the Mann-Whiney U 

test. 

IVB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VD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CFT = central foveal thickness; BCVA = best cor-

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RVO = retinal vein occlusion; BRVO =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CRVO = 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Table 1. Baselin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IVD군이 0.82 ± 0.45 

logMAR였으며(p=0.386), 중심와두께는 각각 493.75 ± 

150.20 μm, 479.88 ± 138.46 μm 측정되었다(p=0.912). 전

체 환자 중 고혈압을 지닌 환자는 전체의 55.6%, 당뇨는 

27.8%를 차지하였으며, 수정체안은 80.6%에 해당하였다. 

초진 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성비, 망막정맥폐쇄 유형, 

중심와두께, 최대교정시력 등은 통계학적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측정한 중심와두께는 주입

술 전에 비하여 주입술 후 1차 안정기, 1차 안정기 이후 1

년 뒤까지 두 군에서 모두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01). 

1차 안정기의 평균 중심와두께는 IVB군 241.95 ± 26.22 μ

m, IVD군 245 ± 43.10 μm으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63). 1차 안정기 1년 경과 후의 평균 중심와두

께는 IVB군 255.8 ± 55.42 μm, IVD군 269.42 ± 55.27 μm

으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p=0.569) 1차 안정기에 비하여 경미하게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발 시의 중심와두께를 비교하였을 때 

IVB군의 경우 평균 367.07 ± 115.44 μm, IVD군은 평균 

358.03 ± 115.58 μm로 측정되었으며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720). 또한 IVB

군의 경우 1차 안정기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95 ± 1.05회

의 주입술이 필요하였으나 IVD군의 경우 IVB군과 비교하

여 평균 1.00 ± 0.00회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횟수

만으로도(p=0.004) 1차 안정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1차 안

정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IVB군의 경우 평균 

2.13 ± 1.78개월, IVD군은 1.19 ± 0.64개월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290). 1차 안정기에 도

달한 이후 재발하기 전까지의 안정 기간을 비교하였을 경

우에도 IVB군은 평균 8.37 ± 5.86개월, IVD군은 5.0 ± 2.80

개월로 두 군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p=0.102) 1차 안

정기 이후 1년 뒤까지 장기적으로의 주사 횟수를 비교하였

을 경우에도 IVB군은 평균 2.80 ± 1.23회, IVD군은 평균 

2.44 ± 1.03회로 주사 횟수에 있어서 두 군 간의 통계적 유

의미함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였다(p=0.386). 안정기에 접어

든 이후 1년 동안 측정한 재발 횟수 또한 IVB군은 평균 

1.10 ± 1.16회, IVD군은 평균 1.44 ± 1.03회로 IVD군과 

IVB군이 비슷한 재발 횟수를 보여주었다(p=0.352) (Table 2).

각 치료군에서 최대교정시력을 비교한 결과, 1차 안정기 

이후 최대교정시력은 logMAR 시력으로 IVB군에서 평균 

0.22 ± 0.22, IVD군에서 평균 0.39 ± 0.27으로, 두 군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력 호전을 보였으며(p<0.001, 

p=0.001) 두 군 사이에서도 IVB군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

한 시력 호전을 보였다(p=0.042). 1차 안정기 1년 이후 최

대교정시력은 logMAR 시력으로 IVB군에서 0.22 ± 0.23, 

IVD군에서 0.50 ± 0.35으로, 1차 안정기와 동일하게 두 군 

모두에서 시술 전 평균 최대교정시력과 비교하여 유의한 

시력 호전을 보였으며(p<0.001, p=0.037), 두 군 간에도 

IVB군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시력 호전 결과를 보였다

(p=0.007). 하지만, 치료 전후 시력 호전 정도를 1차 안정기 

및 1차 안정기 1년 이후의 시력과 치료 전 시력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p=0.789, p=0.521) (Table 3). 

각 군에서 안압을 비교한 결과 주입술 전 안압은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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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VA (logMAR) IVB IVD p-value
*

Baseline 0.73 ± 0.49 0.82 ± 0.45 0.386

1st stable stage 0.22 ± 0.22 0.39 ± 0.27 0.042

p-value
†

<0.001 0.001

Visual gain 0.51 ± 0.45 0.43 ± 0.35 0.789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0.22 ± 0.23 0.50 ± 0.35 0.007

p-value
‡

<0.001 0.037

Visual gain 0.50 ± 0.43 0.31 ± 0.48 0.521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IVB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VD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

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Visual gain = baseline BCVA-follow up stable stage BCVA.
*
p-values are derived using the Mann-Whiney U test (indicates eyes with IVB vs. IVD);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BCVA with baseline vs. 1st stable stage;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BCVA with base-

line vs.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Table 3. Comparison of visual acuity and visual gain between the eyes with IVB and IVD, between baseline and 1st stable stage, and

between baseline and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IVB IVD p-value
*

Baseline CFT (μm) 493.75 ± 150.20 479.88 ± 138.46 0.912

1st stable stage CFT (μm) 241.95 ± 26.22 245.00 ± 43.10 0.863

p-value
†

<0.001 <0.001

Duration period (month) 2.13 ± 1.78 1.19 ± 0.64 0.290

Injection time 1.95 ± 1.05 1.0 ± 0.0 0.004

Relapsed CFT (μm) 367.07 ± 115.44 358.03 ± 115.58 0.720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CFT (μm) 255.80 ± 55.42 269.42 ± 55.27 0.569

p-value
‡

<0.001 0.001

Stable period after 1st stable stage (month) 8.37 ± 5.86 5.0 ± 2.80 0.102

Relapse time during 1 year 1.10 ± 1.16 1.44 ± 1.03 0.352

Total injection time 2.80 ± 1.23 2.44 ± 1.03 0.386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IVB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VD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CFT = central foveal thickness.
*
p-values are derived using the Mann-Whiney U test (indicates eyes with IVB vs. IVD);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CFT with baseline vs. 1st stable stage);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CFT with baseline 

vs.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Table 2. Comparison of central foveal thickness between the eyes with IVB and IVD, between baseline and 1st stable stage, and be-

tween baseline and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814), 1차 안정기

에 IVD군이 IVB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었으나(p=0.008), 이후 1년 뒤에는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69). 두 군 모두 주입술 전

과 비교하여 1차 안정기 및 이후 1년 뒤의 두 시기 모두에

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오목무혈관부

위 면적의 경우 표층과 심부층으로 각각 나누어 반대안을 

측정하였다. 유리체 내 주사술 이후 1차 안정기에 측정한 

표층 면적은 IVB군에서 0.548 ± 0.237 mm
2
, IVD군에서 

0.529 ± 0.381 mm
2
 측정되었으며 이후 1년 뒤 재측정한 결

과 IVB군은 0.473 ± 0.217 mm
2
, IVD군은 0.503 ± 0.209 

mm
2
로 측정되었다. 또한 질환 발병 전 상태를 추정하기 위

해 정상 반대안의 면적을 측정하였으며 IVB군에서는 0.357 

± 0.136 mm
2
, IVD군에서는 0.391 ± 0.118 mm

2
로 측정되

었다. IVD군의 경우 두 시기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

내지 않고 안정적이었으나 IVB군의 경우 정상 반대안과 비

교하여 1차 안정기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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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 area (mm
2
) IVB IVD p-value

*

SCP

Normal fellow eyes 0.357 ± 0.136 0.391 ± 0.118 0.527

1st stable stage 0.548 ± 0.237 0.529 ± 0.381 0.432

p-value† 0.013 0.216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0.473 ± 0.217 0.503 ± 0.209 0.705

p-value
‡

0.071 0.254

p-value
§

0.052 0.221

DCP

Normal fellow eyes 0.667 ± 0.245 0.608 ± 0.285 0.595

1st stable stage 1.213 ± 0.559 0.857 ± 0.609 0.053

p-value
†

0.005 0.093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0.757 ± 0.465 0.775 ± 0.371 0.781

p-value
‡

0.984 0.156

p-value
§

0.028 0.43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IVB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VD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FAZ = foveal avascular zone; SCP = superficial ca-

pillary plexus; DCP = deep capillary plexus.
*
p-values are derived using the Mann-Whiney U test (indicates eyes with IVB vs. IVD);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Mann-Whiney U test 

(indicates FAZ area with normal fellow eyes vs. 1st stable stage;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Mann-Whiney U test (indicates FAZ area with 

normal fellow eyes vs.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FAZ area with 1st sta-

ble stage vs.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Table 5. Comparisons of foveal avascular zone areas (superficial capillary plexus and deep capillary plexus) between the eyes with 

IVB and IVD, between the normal fellow eye and 1st stable stage, and between the normal fellow eye and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and between the eyes with 1st stable stage and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IOP (mmHg) IVB IVD p-value
*

Baseline 16.13 ± 2.16 16.56 ± 2.34 0.814

1st stable stage 15.55 ± 2.63 18.44 ± 3.64 0.008

p-value
†

0.118 0.082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15.25 ± 2.67 16.69 ± 3.70 0.369

p-value
‡

0.081 0.81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IVB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VD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OP = intraocular pressure.
*
p-values are derived using the Mann-Whiney U test (indicates eyes with IVB vs. IVD);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BCVA with baseline vs. 1st stable stage; 
‡
p-values are derived from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dicates BCVA with base-

line vs.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Table 4. Comparison of intraocular pressure between the eyes with IVB and IVD, between baseline and 1st stable stage, and between

baseline and 1 year after 1st stable stage

양상을 보였으며(p=0.013), 이후 1년 뒤에는 1차 안정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감소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을 정도의 소견을 보였다(p=0.052). 세 시기 모두

에서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527, p=0.432, p=0.705) (Table 5). 심부층 오목무혈관

부위 면적의 경우 유리체 내 주사술 이후 1차 안정기에 측

정한 면적은 IVB군에서 1.213 ± 0.559 mm
2
, IVD군에서 

0.857 ± 0.609 mm
2
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1년 뒤 재측정한 

결과값은 IVB군이 0.757 ± 0.465 mm
2
, IVD군이 0.775 ± 

0.371 mm
2
로 측정되었다. 정상 반대안의 경우는 IVB군에

서 0.667 ± 0.245 mm
2
, IVD군에서 0.608 ± 0.285 mm

2
로 

측정되었다. IVB군의 경우 표층 면적 측정에서와 동일하게 

1차 안정기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p=0.005) 소견

과 함께 이후 1년 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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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p=0.028). IVD군의 경우 1차 안정기에서 정상 

반대안과 비교하여 비슷한 소견을 보였으며(p=0.093) 이후 

1년 뒤에도 1차 안정기와 비슷한 소견을 나타내었다(p=0.433). 

세 시기 모두에서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p=0.595, p=0.053, p=0.781). 특이점으로는 

IVD군의 경우 표층 및 심부층 면적이 1차 안정기 및 1년 

뒤에도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IVB군의 경우 

표층 및 심부층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Table 5). 연구 기간 중 

두 군 모두에서 유리체 내 주사와 연관된 안내염, 녹내장, 

망막박리 등의 심각한 합병증, 부작용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망막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은 발병 기전이 복잡하

며, 환자의 방수 및 유리체 내에는 혈관내피성장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inflammatory cytokine, angiopoietin-2, pla-

telet-derived growth factor-AA,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1, matrix metalloproteinase, soluble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등이 증가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14-18

 이러한 

황반부종을 치료하는 데 있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유리체 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와 스테로이드가 주된 치료 방법에 속하나 선택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망막정맥폐쇄에서 황반부종이 동반된 환

자군에서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및 덱사메타손삽입

물 주입술을 시행한 뒤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인 최대교정시력과 함께 안압, 중심와두께, 오목무혈관부위 

면적 측정 후 두 군의 비교를 통하여 기능적 및 해부학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

대교정시력의 호전 및 중심와두께의 감소를 보였다. 중심

와두께의 경우 1차 안정기 및 1차 안정기 후 1년 뒤, 두 시

기 모두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

상 반대안과 비교하여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1차 안정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IVB군의 

경우 IVD군에 비하여 더 잦은 주사 횟수가 필요하였으나 

1차 안정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두 군에서 비

슷한 경향을 보였다. 1차 안정기에 도달한 뒤 재발하기까지 

안정된 기간은 IVB군과 IVD군에서 비슷하였으며, 재발하

였을 시 두 군 간의 중심와두께를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720). 또한 1차 안정기 

이후 1년 뒤까지의 재발 횟수 및 장기적으로의 필요한 주

사 횟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재발 횟수에 있어서 IVB군

과 IVD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년 

뒤까지의 장기적으로 필요한 주사 횟수에 있어서도 IVB, 

IVD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386) (Table 2).

스테로이드는 항혈관내피세포생성인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와 항염증 작용이 추가로 

있어 염증세포의 이동을 막아 혈관 투과성을 줄이며, 부종

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조절하여 부종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안구 내 스테로이드 주사로

는 트리암시놀론과 덱사메타손이 사용되고 있으며
19,20

 덱사

메타손은 짧은 반감기를 지닌 트리암시놀론에 비하여 약 6개

월의 긴 반감기를 가지며, 부작용이 적어 망막정맥폐쇄와 

당뇨에 의한 황반부종, 비감염성 후부포도막염의 치료 등

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21,22

 이러한 덱사메타손삽입물의 

효과는 최대 주사 후 1달에서 3달까지 지속되며 Pacella et 

al
23
은 4개월 정도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Chiquet 

et al
24
은 황반부종이 동반된 망막정맥폐쇄 환자에서 장기

적인 시력적, 해부학적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는 항혈관내

피성장인자 치료군과 덱사메타손삽입물군과의 차이가 없

었으나 단기적인 기간에 시력 회복을 고려하였을 경우 덱

사메타손삽입물군이 더 우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Guignier 

et al
25

 또한 망막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환자에서 4개월 

간격으로 필요시 덱사메타손삽입물 재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6개월의 장기간의 경과 관찰 시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단기적으로는 베바시주맙군에 비하여 더 빠른 시력 회복 

및 해부학적 구조 회복을 보였다고 알린 바 있다.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IVB군과 비교하여 IVD군에서 평균 1.00 ± 

0.00회의 주사 횟수만으로 1차 안정기에 도달할 수 있었으

며 1차 안정기에 도달하기까지 IVB군과 비교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IVD군에서 1.19 

± 0.64개월의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1차 안정기에 도달

한 뒤 두 군 간의 중심와두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스테로이드의 경우 이전 연구들에

서 다양한 빈도로 안압상승의 부작용을 보고한 바 있으

며,
5,9,10

 본 연구에서 IVB, IVD군의 경우 주입술 전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주입술 후 1차 

안정기에서 IVD군이 IVB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안압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차 안정기의 

IVD군에서 추가적인 약물 및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

았으며 이후 1년 뒤 두 군 간의 안압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im et al
26
은 망막분지정맥폐쇄에서 발생한 황반부종 환

자군에서 IVB군과 IVD군을 비교하였으며 장기적으로 12개

월간 관찰하였을 경우 logMAR 최대교정시력 및 중심와두

께에서 두 군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6개월간의 관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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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VD군에 비하여 IVB군에서 최대교정시력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호전과 함께 중심와두께의 감소가 관찰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Hoerauf et al
27
은 망막중심정맥폐쇄에서 

발생한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라니비주맙(Ranibizumab; 

Lucentis
®
, Novartis AG, Basel, Switzerland)과 덱사메타손

삽입물 비교 연구에서 덱사메타손삽입물군에서는 3개월 이

후로 효과가 감소한 데에 비하여 라니비주맙군에서 약물의 

효과가 오래 유지되었으며 3개월 이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개월 이후 및 6개월 시점 모두에서 덱사메타손

삽입물군보다 유의한 최대교정시력의 호전을 보였음을 밝

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 모두 1차 안정기 및 이후 

1년 뒤 측정한 최대교정시력 및 중심와두께에서 유의한 호

전을 보였으며 최대교정시력의 경우 두 시기 모두 IVB군에

서 IVD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세한 차이를 보

였다. Gillies et al
28
은 BEVORDEX 연구에서 당뇨황반부종

을 동반한 환자에서 덱사메타손삽입물 주입 후 추가적인 

중심와두께의 감소가 반드시 최대교정시력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본 연

구의 특이한 점으로는 두 군 간의 중심와두께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대교정시력 호전 정도에서 

IVB군이 IVD군보다 두 시기 모두에서 유의한 호전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

으나 반드시 중심와두께의 호전이 반드시 최대교정시력의 

호전 정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은 IVD군의 경우 표층 

및 심부층에서 각 시기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증감 소견 없이 두 시기 모두에서 정상 반대안과 

비슷하게 안정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IVB군에서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은 1차 안정기에 표층 및 심부층 모

두에서 정상 반대안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넓어진 소견을 

보였으나, 1년 뒤에는 1차 안정기 대비 오목무혈관부위의 

면적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Manousaridis
29
는 항혈관

내피성장인자가 망막의 혈류 순환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

로, 잠재적으로 황반부 허혈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나 여

러 번의 반복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가 있을 경우 이

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IVD군과 비교하여 IVB군에서 지

속적으로 1차 안정기 및 이후 1년 뒤에서 급격한 증감 소견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반복적인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 자체가 혈류 공급 및 혈관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

지는 전향적 연구 방법과 달리 적은 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 후향적 연구로서 선택 비뚤림(selection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술 후 및 연구 도중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실시한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최대교정시력 등의 결과

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었을 만한 백내장의 진행 정도가 관

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정량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백내장 발생으로 인해 덱사메타손삽입물군에

서 시력 예후 결과 분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제한점

이 있다. IVB군의 경우 위수정체안의 비율이 20안 중 6안, 

IVD군의 경우 16안 중 1안을 차지하는데, 이로 인하여 위

수정체안의 비율이 낮은 IVD군에서 황반부종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백내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시력 회복에 제한

이 생겨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

다. 오목무혈관부위 면적 측정의 경우 빛간섭단층혈관조영

술을 1회만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비록 2명의 저자가 측

정한 면적을 평균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

으나, 수동으로 그려서 정하여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

다는 제한점 또한 있다.

결론적으로 망막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을 치료하

는 데 있어 베바시주맙 및 덱사메타손삽입물 치료군 모두

에서 1차 안정기 및 이후 1년까지 장기적으로 해부학적 및 

기능적인 개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차 안정기 도달까지

의 적은 주사 횟수, 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의 적은 변동성 등

을 고려하였을 때 안정기까지의 주사 횟수의 최소화 및 해

부학적 구조의 회복이 목표일 경우 덱사메타손삽입물을 고

려하여 볼 수 있겠다. IVB군의 경우 IVD군보다 1차 안정

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많은 주사 횟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1차 

안정기에서의 표층 및 심부층 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의 증가

와 이후 1년 뒤에서의 감소 소견으로 황반부의 허혈을 악

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삶

의 질과 연결되는 최대교정시력의 회복 정도가 두 시기 모

두에서 IVD군에 비하여 우수하였다. 또한 지속성 측면에서

도 IVD군과 비교하여 재발 전까지 안정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 재발 횟수 및 장기적으로 필요한 주사 횟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비용

적인 측면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

는 치료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IVB군에서 IVD군에 비

하여 오목무혈관부위의 심부층의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최대교정시력의 호전을 보이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하

여 전향적인 대규모의 장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바시주맙과 덱사메타손삽입물이라는 

서로 다른 약동학적 기전을 갖고 있는 약제를 비교한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상

황을 고려하여 어떤 치료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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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망막정맥폐쇄 황반부종에서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사와 

덱사메타손삽입물과의 치료 결과 비교

목적: 황반부종이 동반된 망막정맥폐쇄 환자에서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과 덱사메타손삽입물 치료 후 최대교정시력, 중심와두께, 오목

무혈관부위 면적 측정을 통하여 황반부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망막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으로 안내 주사 치료를 시행한 환자 36명 36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안내 주사 치료군(intravitreal bevacizumab [IVB], 20안)과 덱사메타손삽입물 치료군(intravitreal dexamethasone

[IVD], 16안)으로 구분하여 최대교정시력, 안압, 중심와두께, 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을 1차 안정기와 이후 1년 뒤의 시기에서 두 군 사이 

및 정상 반대안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최대교정시력의 경우 IVB군에서 IVD군에 비하여 1차 안정기 및 1년 뒤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안압은 1차 안정기에

서 IVB군이 IVD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이후 1년 뒤는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심와두께는 모든 시기에서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IVD군에서 IVB군보다 적은 주사 횟수로 1차 안정기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목무혈관부위 면적의 경우 IVD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IVB군에서 표층과 심부층 모두에서 정상 반대안과 비교 시 1차 안정

기에 크게 증가한 후 1년 뒤 다시 감소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결론: IVD 치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사 횟수 및 안정적인 망막혈관 구조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백내장 유발로 인한 시력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IVB 치료에서는 시력 호전 및 황반부종 감소에는 효과적이나 반복 주사 시 황반부 허혈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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