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Retina 2019;4(2):84-92
https://doi.org/10.21561/jor.2019.4.2.84

ORIGINAL ARTICLE

pISSN 2508-1926
eISSN 2508-3589

당뇨황반부종에서 덱사메타손 삽입물과 베바시주맙 순차 치료와
베바시주맙 단독 치료의 비교
Comparison of Dexamethasone Implant Followed by Bevacizumab versus Bevacizumab
Monotherapy for Diabetic Macular Edema
박동근, 류가형, 사공민
Dong-Geun Park, Gahyung Ryu, Min Sagong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efficacy of initial single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followed by bevacizumab compared with
bevacizumab monotherapy for diabetic macular edema (DME).
Methods: Twenty-eight patients with DME who were followed for at least 6 month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evacizumab
monotherapy (BVZ group, 15 eyes) and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followed by bevacizumab (DEX group, 13 eyes). The BVZ
group underwent pro re nata (PRN) injections of intravitreal bevacizumab, while the DEX group underwent initial single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followed by bevacizumab PRN injection. Outcome measures included visual acuity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and anatomical changes 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Results: Mea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CVA between the two groups during the follow-up period. Mean central macular thickness was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groups, and was thinner in the DEX group (p < 0.001 at 1 month, p = 0.020 at 5 months, p = 0.046 at 6 months). The overall average
number of injections during the follow-up period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EX group (2.60 ± 0.84 vs. 3.87 ± 1.18, p = 0.008). At
1 month, the rate of complete absorption of macular edem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EX group (p = 0.028). The rate of cataract-related adverse events in phakic eyes was 0.0% in both group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rate of increased intraocular pressure (IOP), both of which were controlled by medical treatment.
Conclusions: Initial single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followed by bevacizumab PRN injection in DME showed better anatomical improvement with less recurrence on short-term follow-up than treatment with bevacizumab PRN mon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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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상과 방법

당뇨망막병증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
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 발생하는 황반부종으로 알려져 있다[1]. 당뇨황
반부종은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면서 망막허혈이 심해지고, 혈
관내피성장인자가 증가하게 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혈관내피성
장인자의 증가는 혈액망막장벽을 손상시켜 비정상적으로 혈관
의 투과성을 항진시키고 세포 간질액의 증가를 유발하여 망막
부종을 유발한다[2].
Michaelides et al. [3]이 당뇨황반부종에서 항혈관내피성장
인자인 베바시주맙(bevacizumab; Avastin®, Genentech Inc.,
San Francisco, CA, USA)의 효용성을 보고한 이후 당뇨황반
부종의 치료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Nguyen et al. [4]이 라니비주맙(ranibizumab;
Lucentis®, Genentech Inc.)을 이용하여 베바시주맙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신 위험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당뇨황반
부종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Korobelnik et al. [5]은 애플리
버셉트(aflibercept; Eylea®, Regeneron, Tarrytown, NY, USA)
를 이용하여 기존 다른 항혈관내피성장인자에 비해 주사 횟수
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를 이용한 연구들은 초기 연
속적인 주사를 시행하는 시기에 대부분의 시력 회복이 이루어
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3-6].
당뇨황반부종의 치료에는 이러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
인자 주사 외에도 유리체내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용되고 있다.
당뇨황반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은 혈관내피성장인자의 증가뿐
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관여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에 반응하지 않
는 당뇨황반부종은 혈관내피성장인자를 포함한 다른 사이토
카인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리체내 스테로이드 주사
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9]. Boyer et al. [10]
이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Ozurdex®,
Allergan Inc., Irvine, CA, USA)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해 보
고한 이후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는 눈 속에서 최
대 6개월까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11].
당뇨황반부종의 치료에 있어 초기 적극적 치료는 시력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당뇨황반부종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유
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를 통한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
운 실정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첫
치료로서 비교적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한 후 필요에 따라 베바시주맙 주사를 시행했을 때
와 처음부터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사를 시행하였을 때의 치
료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당뇨황반부종으로 진단받고 첫
치료로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또는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을 주사한 후 필요에 따라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사를 시행한
28안을 대상으로 주사 후 6개월 동안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치료로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한
15안은 베바시주맙군으로 정의하였고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
입물 주사를 시행한 13안은 덱사메타손군으로 정의하였다. 당
뇨황반부종을 제외한 황반부 병변이 있는 환자와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0.8 이상인 경우, 이전에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
자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거나 유리체절제술이나 레이저 광
응고술을 시행한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
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영남대학교병
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을 얻었다(IRB approval number: IRB-2019-09-054).
두 군 모두 첫 치료 후 6개월까지 매달 경과 관찰하였고 각
경과 관찰마다 최대교정시력,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안
압검사,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pectralis OCT;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을 포함한 검사들을 시행하였다. 최대교
정시력은 스넬렌 시력을 로그마시력(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으로 변환하여 통계 분석을 시
행하였고, 중심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는 장비의
자동화 프로그램(Heidelberg Eye, version 1.7.0.0;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을 이용해 중심와 직경 1 mm
의 망막두께를 측정하였다. 광수용체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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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both groups
Charecteristic
Age (years)
Sex (M:F)
Initial CMT
Initial BCVA (logMAR)
Diabetic mellitus
duration (months)
Hypertension
Pseudophakic eye

BVZ group
(n = 15)
59.80 ± 9.09

DEX group
(n = 13)
66.40 ± 7.93

9:6

9:4

p-value
0.106*
0.801†

424.20 ± 103.25 435.60 ± 71.71 0.405*
0.38 ± 0.17

0.41 ± 0.24

132.80 ± 58.51 91.20 ± 48.39

0.572*
0.055*

3 (20.0)

4 (30.7)

0.378†

2 (13.3)

0

0.5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VZ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DEX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M:F = male:female;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
Mann-Whitney U tests;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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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와를 통과하는 수평 단면 이미지에서 중심와 주위 직경
2 mm 영역의 외경계막, 타원체구역, 그리고 원뿔외측분절경계
에 해당하는 고반사영역을 평가하여 손상 및 회복 여부를 판
단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 스캔 영역 내에 망막내액과 망막하
액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당뇨황반부종이 완전히 흡수된 것으
로 정의하였다.
재치료에 대해서는 덱사메타손군의 경우 첫 주사 후 중심황
반두께가 가장 감소했을 때보다 100 μm 이상 증가를 보이면서
1줄 이상 시력 감소를 동반한 경우에 재발로 간주하고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사를 시행하였는데 최소 3개월 간격을 유지하
였다. 두 군 모두에서 경과 관찰 중 베바시주맙 재치료는 이전

주사 후 중심황반두께가 가장 감소했을 때보다 50 μm 이상 증
가를 보이면서 1줄 이상 시력 감소를 동반한 경우 시행하였다.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ver. 21.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두
군 간의 비교에는 Mann Whitney U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고, 각 군내에서 초진시와 각 경과 관찰시점 간의 통계
적 비교를 위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두 군 사이의 광수용체의 회복 정도는 Kaplan-Meier 생존분석
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p값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
으로 판정하였다.

Table 2. The changes of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in the bevacizumab group and dexamethasone group
BVZ
p-value*
DEX
p-value*
p-value†

Baseline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6 months

0.38 ± 0.17
0.41 ± 0.24
0.572

0.26 ± 0.19
0.014
0.29 ± 0.08
0.049
0.608

0.24 ± 0.12
0.019
0.25 ± 0.10
0.011
0.915

0.31 ± 0.19
0.307
0.31 ± 0.18
0.185
1.000

0.29 ± 0.20
0.091
0.35 ± 0.25
0.417
0.157

0.26 ± 0.12
0.027
0.28 ± 0.19
0.032
0.746

0.34 ± 0.19
0.513
0.20 ± 0.17
0.008
0.052

Mean change i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from baseline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each visi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BVZ = bevacizumab group; DEX = dexamethasone implant group.
*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Mann whitney U test.

Bevacizumab Group
Dexamethasone Group
0.7
0.6

Mean visual acuity ( logMAR)

0.5
0.4
0.3
0.2
0.1
0
Baseline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6 months

± 0.17
± 0.12
± 0.20
0.38 in
0.26 ± 0.19
0.31 ± 0.19during the
0.29follow-up
0.26 ± BCVA
0.12
0.34 ± 0.19
FigureBMZ
1. Mean change
best-corrected
visual acuity0.24(BCVA)
from baseline
period.
improved
significantly
p-value* in the bevacizumab
0.019
0.307
0.019
0.27
from baseline
group0.14
at 1, 2, and 5 months,
and at 1, 2,
5, and 6 months
in the dexamethasone
group. 0.513
There were no
± 0.24 groups
DEX differences0.41
0.29
0.08 visit. 0.25 ± 0.10
0.31 ± 0.18
0.35 ± 0.25
0.28 ± 0.19
0.20 ± 0.17
significant
between
a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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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

0.049

0.011

0.185

0.417

0.032

0.008

p-value†

0.572

0.608

0.915

1.000

0.157

0.746

0.052

BMZ = Bevacizumab group, DEX = Dexamethasone implant group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Mann-Whitney U t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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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베바시주맙군의 평균 나이는 59.80 ± 9.09세였고, 9명이 남자,
6명이 여자였다. 덱사메타손군의 경우 평균 나이는 66.40 ±
7.93세였고, 9명이 남자, 4명이 여자였다. 초진 시 중심황반두께
는 베바시주맙군에서 424.20 ± 103.25 μm였고, 덱사메타손군
에서 435.60 ± 71.71 μm였으며,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베바시주
맙군이 0.38 ± 0.17 logMAR였고 덱사메타손군이 0.41 ± 0.24
logMAR였다. 당뇨 유병기간은 베바시주맙군은 132.80 ± 58.51
개월이었고 덱사메타손군은 91.20 ± 48.39개월이었다. 두 군
간 나이, 성별, 중심황반두께, 평균 최대교정시력, 당뇨 유병기
간, 고혈압 유병률, 위수정체안 비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1).

첫 치료 이후 각 군에서 최대교정시력은 1개월 및 2개월까지
모두 유의한 시력 호전을 보였다(p = 0.014, p = 0.019, 베바시주
맙군; p = 0.049, p = 0.011, 덱사메타손군). 이후 두 군 모두 평
균 최대교정시력의 감소를 보였으나 재치료를 시행하면서 첫 주
사 후 6개월째 덱사메타손군에서만 유의한 시력 호전을 유지하
였다(p = 0.008). 하지만 두 군 간 각 경과 관찰시점의 평균 최
대교정시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Fig. 1).
첫 치료를 시행한 후 각 군의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베바시주
맙군에서 첫 주사 후 5개월째를 제외하고 모든 시점에서 유의
한 두께 감소를 보였고, 덱사메타손군은 첫 주사 후 4개월째를
제외하고 유의한 두께 감소를 보였다. 두 군 사이의 평균 중심황
반두께를 비교했을 때 1, 5, 6개월째 경과 관찰에서 덱사메타손
군이 유의하게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Table 3, Fig. 2).

Table 3. The changes of central macular thickness in the bevacizumab group and dexamethasone group
Baseline
BVZ
p-value*
DEX
p-value*
p-value†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6 months

424.20 ± 103.25 356.07 ± 64.82 339.25 ± 76.06 347.67 ± 80.74 353.78 ± 81.51 396.67 ± 156.75 370.38 ± 102.19
0.023
0.015
0.020
0.028
0.753
0.046
435.60 ± 71.71 271.00 ± 33.04 300.75 ± 60.89 354.60 ± 90.38 419.67 ± 173.41 281.33 ± 50.21 301.20 ± 45.76
0.005
0.035
0.042
0.113
0.016
0.038
0.405
<0.001
0.078
0.912
0.110
0.020
0.046

Mean change in CMT from baseline during the follow-up period.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MT = central macular edema; BVZ = bevacizumab group; DEX = dexamethasone implant group.
*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Mann 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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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사 후 3개월째 광수용체의 회복 상태를 빛간섭단층촬영
을 통해 외경계막, 타원체구역, 원뿔외측분절경계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각각의 회복률은 외경계막의 경우 베바시주맙군에서
는 33.3% (5/15), 덱사메타손군에서는 61.5% (8/13)를 보였고, 타
원체구역의 경우는 베바시주맙군에서 20.0% (3/15), 덱사메타손
군에서 53.8% (7/13)를 보였다. 원뿔외측분절경계의 경우 베바시
주맙군에서 13.3% (2/15), 덱사메타손군에서 38.4% (5/13)의 회
복률을 보였다. 주사 후 12개월까지 외경계막, 타원체구역, 그리
고 원뿔외측분절경계의 회복률은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덱사메타손군에서 더 많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 p = 0.318, p = 0.183, p = 0.068) (Fig. 3).
경과 관찰기간 동안 두 군 사이의 평균 주사 횟수는 베바시
주맙군은 3.87 ± 1.18회였고, 덱사메타손군은 2.60 ± 0.84회
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8). 첫 주사 후
1개월째 경과 관찰에서 덱사메타손군이 유의하게 당뇨황반부종
이 완전히 흡수된 비율이 높았고(p = 0.028), 첫 치료 후 재치료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덱사메타손군에서 더 길었다(p = 0.002)
(Table 4). 첫 치료 후 6개월간 첫 주사 후 재치료가 한 번이라
도 필요했던 환자의 비율은 베바시주맙군은 100.0% (15/15)였
고, 덱사메타손군은 76.9% (10/13)였다. 6개월의 추적 관찰기간
중 두 군 모두에서 백내장의 진행은 관찰되지 않았고, 덱사메
타손군에서만 15.3% (2/13)에서 초진 시 안압보다 10 mmHg 이
상 안압 상승이 관찰되었으나 안압하강제 점안으로 모두 조절
이 가능하였다.

Table 4. Treatment frequency and response between groups
BVZ Group
(n = 15)
3.87 ± 1.18

DEX Group
(n = 13)
2.60 ± 0.84

1

2 (13.3)

6 (46.1)

0.028†

3

4 (26.7)

2 (15.3)

0.895†

6

1 (6.7)

4 (30.7)

0.120†

15 (100)

8 (61.5)

0.150‡

2.00 ± 1.41

4.40 ± 1.95

0.002*

Charecteristic
Number of injections
Dry-up rate (month[s])

Retreatment
Retreatment after
1st injection within
6 months (%)
1st retreatment
interval (month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VZ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DEX =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
Mann-Whitney U tests;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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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 후
재발시 베바시주맙을 주사하는 순차적 치료군과 베바시주맙 단
독 치료군을 비교했을 때 초기 시력 호전은 비슷했으나 6개월
째에는 덱사메타손군에서만 초진시에 비해 유의한 시력 호전
을 유지하였다. 덱사메타손군에서 첫 치료 후 2개월째까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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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photoreceptor recovery rate between bevacizumab and dexamethasone (DEX) implant groups. DEX group
showed a trend toward faster recovery of photoreceptor integrities. External limiting membrane (ELM) line recovery rate (p = 0.318, logrank test) (A). Inner and outer segment (IS/OS) line recovery rate (p = 0.183, log-rank test) (B). Cone outer segment tips (COST) line recovery rate (p = 0.068, log-rank test) (C).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otoreceptor recovery rate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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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주맙군에 비해 유의한 황반부종의 감소를 보였고 6개월째
에도 이러한 차이는 유지되었다. 특히 덱사메타손군에서 초기
부터 광수용체 손상의 더 빠른 회복을 보였고, 재발이 더 적었
으며, 긴 약제 작용 기간으로 재주사 횟수도 유의하게 적었다.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치료 후 초기 2개월까지는 초진 시보
다 유의한 시력 호전을 보여주었으나 베바시주맙군에서는 재발
에 대한 재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 상승 폭이 제한적으로 나타
나면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덱사메타손군
에서는 재발에 대한 재주사 후 추가적 시력 상승을 보이면서 첫
주사 후 6개월째까지도 초진시보다 유의한 시력 호전을 유지하
였다. 베바시주맙군의 제한적인 시력 회복은 이전 연구에서 유
리체내 베바시주맙을 이용해 재발시 필요에 따라 재주사하였을
때 초기의 시력 상승 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했다
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13]. 반면 덱사메타손군에
서는 재발에 대한 주사 후 추가적인 시력 회복을 보였는데 이는
초기에 시행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가 베바시주맙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안정적으로 부종을 조절해 줌으로
써 망막내 구조적 손상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러
전향적 다기관 연구들에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를 초기부터 매달 집중적으로 시행한 경우 부종의 안정적 감소
와 함께 시력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Nguyen et al. [4]은 유리체내 라니비주맙 주사를 24개월에 걸쳐
서 매달 시행하였고, 초기 3회 연속하여 주사를 시행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부종이 감소하면서 최종 회복값
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Korobelnik et al. [5]
는 유리체네 애플리버셉트 주사를 5회 연속 시행하였고, 이러
한 연속 주사 이후 시력과 부종의 최종 회복값을 대부분 회복
하였다. 따라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의 비교적 긴
작용시간이 이러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초기 연속
주사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illies
et al. [14]은 BEVORDEX study를 통해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사와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의 치
료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첫 치료로 덱사메타손 삽입물을 이용
했을 때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사를 3회 연속 주사한 것과 유
사한 시력 회복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에서의 주사 후 중심황반두께 감소의 변화
를 살펴보면 베바시주맙군에서는 첫 주사 후 5개월째를 제외하
고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덱사메타손군은 첫 주
사 후 4개월째를 제외하고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덱사
메타손군에서 베바시주맙군보다 첫 주사 후 1개월째 두께 감소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개월째에도 더 많은 부종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스테로이드의 경우 항혈관내피성장인자와 달리 혈
관내피성장인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까지
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백혈구나 염증
세포의 이동을 막아 혈관 투과성을 줄이기 때문에[15-17] 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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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맙군보다 더 많은 부종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덱
사메타손 삽입물의 작용기간이 베바시주맙 일회 주사보다 길기
때문에 초기 연속 주사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부종을 빠르게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BEVORDEX study
[14]에서도 첫 주사로 덱사메타손 삽입물을 주사했을 때 이후
3개월까지 매달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중심황반부종이 더 많은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두 군 간에 첫 주사 후 3, 4개월째 유의한 두
께 감소의 차이가 사라졌으나 재발에 대한 재치료를 시행한 후
인 5, 6개월째에는 다시 덱사메타손군에서 베바시주맙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바시주맙군 단
독 치료군에서 이전 치료 후 부종이 다시 증가를 보일 때만 재
주사를 시행해 치료 후에도 부종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
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사 후 광수용체 상태의 회복 정도는 두 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덱사메타손군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덱사메타손 삽입물이 베바시주맙 주사보다 긴
시간 작용하면서 혈관내피성장인자를 포함한 다양한 염증 인
자들을 동시에 조절하여 혈액 망막 장벽을 안정화시키고[18,19]
체액과 혈장성분의 유출을 줄여 효과적으로 부종을 조절함으
로써 광수용체의 더 빠른 회복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당뇨망막
병증에서 광수용체를 구성하는 외경계막, 타원체구역, 원뿔외
측분절경계의 상태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초진시 손상 정도와 추후 시력 회복과
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20-22].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 경과
관찰 동안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시력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
만, 광수용체의 더 많은 회복을 보인 덱사메타손군에서 베바시
주맙군에 비해 첫 주사 후 6개월째 유의한 시력 회복이 유지되
는 경향을 보였다. 덱사메타손군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광수용
체 관련 예후 인자의 빠른 회복은 장기 경과 관찰에서 더 좋은
시력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덱사메타손군에서는 베바시주맙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적은
재주사 횟수를 보여주었다.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의 경
우 약물 농도는 첫 2개월째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 Pacella et al. [23]에 따르면 덱사메타손 삽입물이 4개월 정
도 유의한 효과가 지속되었고, Zandi et al. [9]은 유리체내 덱사
메타손 삽입물의 주사 간격이 4.6 ± 0.5개월이라고 보고하였다.
덱사메타손 삽입물의 경우 긴 작용시간 외 우리나라 보험 규정
에 따라 주사 시행한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치료를 시행할 수 없
다는 점과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보다 더 엄격한 재치료 기
준을 적용한 점도 두 군 사이의 재주사 횟수 차이에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모든 환자에서 재치료 주사
가 필요했던 베바시주맙군과 달리 덱사메타손군에서는 전체 환
자 중 76.9%에서만 재치료를 필요로 하였다. 이는 초기부터 덱
사메타손 삽입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종과 염증을 조절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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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발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시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 후 10 mmHg
이상 상승을 보인 비율은 15.3%였다. MEAD study에서도 덱사
메타손 삽입물 1회 주사 후에 10 mmHg 이상 안압 상승을 보였
던 환자는 15.6%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주사횟수에 비례하여 안압 상승이 누적되지 않으며,
횟수에 관계없이 안압 상승을 보이는 비율은 일정하다고 하였
다[24], 또한 본 연구에서 백내장 발생은 경과 관찰기간 동안 보
고되지 않았는데, 단기간 또는 적은 횟수의 유리체내 덱사메타
손 삽입물 주입술을 시행한 경우 백내장 진행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ălugăru et al. [25]은 유리체내 덱사메타
손 삽입물 주입술을 시행한 후 첫 6개월 동안 1.6% (2/126)에서
만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Malclès et al. [26]은 유리체
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입술을 한 번 시행한 후에는 7% (4/57)
에서만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상대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환자 수
가 적었고 후향적인 방법으로 경과 관찰을 진행하여 선택 편
향(selection bias)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두 군 사이에 나이, 성별, 초기 시력, 초기 중심황반
두께, 당뇨유병기간, 고혈압, 그리고 위수정체안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경과 관찰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덱사메타손군에서 관찰되었던 초기의 더 빠르고 좋은
해부학적 결과가 장기 시력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뇨황반부종의 치료에서 첫 주사로 유리체내 덱
사메타손 삽입물을 주입술에 사용했을 때 베바시주맙군보다 초
기부터 빠른 해부학적 호전을 보여주었고 재발의 빈도가 감소하
였다. 이후 재발에 대해 베바시주맙 주사를 통해 경과 관찰하였
을 때 단기적으로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항혈관
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와 관련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초기 적극적 반복 주사의 필요성을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임상에서 항혈
관내피성장인자를 이용해 치료하는 경우 재발 여부에 대한 관
찰과 그에 대한 주사 치료를 위한 잦은 방문으로 치료자나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첫 치료로써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사 후 베바시주맙을 이용한 순차적 치료는 초기 치료
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시력 및 해부학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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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당뇨황반부종에서 덱사메타손 삽입물과 베바시주맙 순차 치료와 베바시주
맙 단독 치료의 비교
목적: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과 베바시주맙 순차 치료와 베바시주맙 단독 치료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당뇨황반부종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 28안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치료로 유리체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필요시
시행한 경우(베바시주맙군)와 먼저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입술을 단독 시행한 후 베바시주맙 주입술로 필요시 치료한 경우(덱사
메타손군)로 분류하여 첫 치료 후 6개월 간 최대교정시력, 중심황반두께, 광수용체 상태 그리고 주사 횟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베바시주맙군은 15안이었고 덱사메타손군은 13안이었으며, 주사 후 경과 관찰 동안 두 군 모두에서 시력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
나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 모두에서 황반부종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덱사메타손군에서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1
개월 p ＜ 0.001; 5개월 p = 0.020; 6개월 p = 0.046). 주사 후 6개월간 덱사메타손군에서 주사 횟수가 더 적었고(2.60 ± 0.84
vs. 3.87 ± 1.18, p = 0.008), 첫 1개월째 황반부종의 완전한 흡수가 나타난 비율도 덱사메타손군에서 더 높았다(p = 0.028). 두
군 모두에서 백내장은 발생하지 않았고 안압하강제로 조절되는 안압 상승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첫 치료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삽입물을 주사 후 필요에 따라 베바시주맙을 주사하는 경우 베바시주맙
단독 치료보다 단기 경과 관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발과 함께 더 나은 해부학적 호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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