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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앞막이 동반된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의 단기 치료 효과
Short-term Effect of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on Diabetic Macular Edema
with Epiretinal Membrane
노동현, 안장환, 이준엽, 사공민
Donghyoun Noh, Jang Hwan Ahn, Junyeop Lee, Min Sagong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Purpose: To assess the short term effect of an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on diabetic macular edema (DME) with epiretinal
membrane (ERM).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study including 39 eyes of 39 patients with DME who underwent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and were able to be observed for more than 6 month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ERM from March 2015 to June 2016.
Results: Thirteen DME eyes with ERM and 26 DME eyes without ERM were enrolled. The classification of ERM was grade 0 in 5 (38.5%)
eyes, grade 1 in 7 eyes (53.8%) and grade 2 in 1 eye (7.7%). There was no difference in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between the DME with ERM group and the DME without ERM group at baseline. After the injec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mean BCVA and mean CMT between the two groups at 1, 3, and 6 months. DME without ERM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MT compared to baseline at 1, 3, and 6 months (p < 0.001, p = 0.003, p = 0.001, respectively). The DME with ERM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MT compared to baseline at 1 and 3 months, but no difference at 6 months (p = 0.048, p = 0.024, p =
0.275, respectively).
Conclusions: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may be a useful treatment modality for patients with DME with ERM, but the
duration of the anatomical improvement may be shorter than that for patients with DME without ERM.
Keywords: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Central macular thickness; Dexamethasone implant; Diabetic macular edema; Epiretinal membrane

서론
당뇨황반부종은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시력

저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당뇨황반부종의 원인은 아직까
지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망막혈관내피세포와 혈관주
위세포의 소실로 인한 혈관내피세포 치밀이음부(tight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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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으로 인한 혈액망막장벽의 손상[2]과, 조직의 저산소증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와 케모카인, 인
터루킨-6, 인터루킨-8,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을 유발하
는 사이토카인의 발현 증가[3,4]가 당뇨황반부종의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
당뇨황반부종의 치료에서 꾸준히 시행되어 온 국소레이저 치
료는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ETDRS) 연
구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의 경과관찰에서 중등도 이상의 시
력 감소를 보인 환자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약 12%의 환
자에서는 여전히 중등도 이상 시력 감소가 지속되는 한계가 있
었다[5,6]. 최근에는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사가
당뇨황반부종의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7-9]. 추가적으로 유리체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막고
[10], 백혈구 울혈을 억제시키며[11], 혈관내피세포 치밀이음부의
방벽 역할을 증가시켜[12], 최대교정시력 향상과 해부학적 호전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3,14]. 특히, 덱사메타손 임플
란트(Ozurdex®, Allergan, Irvine, CA, USA)는 한 번의 삽입술
로 6개월까지 유리체내에 존재하며[15], 21.5-22.2%의 환자에서
3줄 이상의 시력 상승을 보고하고 있다[13,16]. 이러한 덱사메타
손 임플란트는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치료에 비해 긴 작용 시
간과 함께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고[17,18], 항혈관내피세
포성장인자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refractory) 당뇨황반
부종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19,20], 당뇨황
반부종 환자에서 그 적응증을 넓혀 가고 있다.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황반경계면 이상은 흔히 발견되는데
약 27-34% 정도에서 망막전막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1,22]. 유리체황반견인은 염증반응과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의 지속적인 발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유리
체와 망막조직에서 발현되어 당뇨망막병증의 병태 생리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6는[25] 망막 혈관
신생의 가장 중요한 일차 매개체인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의 발
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6,27], 혈관내피세포성
장인자와 그 수용체와 함께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혈관성 망막
앞막과 무혈관성 망막앞막에 위치하여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속
적인 당뇨황반부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8]. 망
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 환자는 더 많은 횟수의 항혈관
내피세포성장인자 주사를 필요로 하지만, 망막앞막이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약물의 투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29].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황반경계면 이상이 동반
되는 경우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에 대한 치료 효과는 감소
될 수 밖에 없다[29-31]. 하지만 아직까지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
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당
뇨황반부종 환자에서 망막앞막 동반 유무에 따른 유리체내 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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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메타손 임플란트의 단기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형광안저혈관조영술(fluorescein
angiography)에서 미만성 누출을 보이는 당뇨황반부종으로 진
단 받고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1회 시행 후 6
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가능하였던 당뇨황반부종 환자를 대상
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백내장 수술을 제외
한 안내 수술력이나 천공 외상의 과거력, 당뇨황반부종을 제외
한 망막질환을 가진 경우, 6개월 미만의 경과관찰 기간을 가진
경우,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 받고 6개월
이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입술, 국소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병원 임상연
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
행하였으며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
당뇨황반부종은 안저검사 및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
(Spectrali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을 통하여 판단했다. 안저검사에서 황반중
심에서 1/2 유두지름 원 안에서 1 유두 크기 이상의 망막이 두
꺼워지며, 낭포성(cystoid) 또는 확산(diffuse) 부종이 관찰되고,
빛간섭단층촬영에서 중심황반두께가 300 μm 이상인 경우로 정
의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에서 얇은 고반사막이 신경망막 앞에
관찰되는 경우 망막앞막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2]. 망
막앞막은 안저검사 소견을 Gass 분류법[33]을 이용하여 셀로판
황반병증을 grade 0, 내측 망막의 주름을 만드는 주름셀로판황
반병증을 grade 1, 혈관 및 망막전층의 왜곡을 동반하는 황반
주름을 grade 2로 분류하였다.
모든 환자는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전 최대
교정시력을 측정하고,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주사 후 1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째 최대
교정시력을 측정하고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최대교정
시력은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했으며, 통계분석을 위하
여 로그마 시력(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으로 전환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ver. 2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두 군 간의 최대
교정시력 및 중심황반두께를 비교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전후의 최대교정시력 및 중심황반두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
여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다. 두 군 사이의 당
뇨망막병증 정도와 황반허혈 유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p-value가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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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당뇨황반부종으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
행 받은 환자는 총 92명이었으며, 6개월 이내의 경과관찰을 보
인 45명, 첫 번째 삽입술 후 6개월 이전 다른 치료를 시행 받
은 8명을 제외하고, 총 39명 39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 환자는 13명 13안이었으
며,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 환자는 26명 26안
이었다.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 환자의 평균 나이는
67.2 ± 7.9세였고, 5명이 남자, 8명이 여자였다. 망막앞막을 동
반하지 않는 당뇨황반부종 환자는 63.2 ± 10.2세였고, 12명이
남자, 14명이 여자였다. 나이와 성별은 두 군 사이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338, p=0.740).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
종군은 중증(Severe)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이 6안, 증식성당뇨망
막병증이 7안이 포함되었으며,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
뇨황반부종군은 중등도(Moderate)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 6안,
중증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 14안, 증식성당뇨망막병증이 6안이
포함되었다. 두 군 사이의 당뇨망막병증의 분포에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64). 당뇨황반부종의 증상기간은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에서 14.7 ± 18.3달, 망막앞막을 동반하
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은 15.5 ± 13.8달이었고, 두 군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p=0.511).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이전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입술을 시행 받은 횟수는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에서 2.38 ± 2.75회, 망막
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에서 3.00 ± 2.33회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63). 형광안저혈관조영술에
서 황반허혈이 관찰되는 경우는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
종군에서 7안,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에서
13안으로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00).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 받기 전의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께는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이 0.63 ±
0.21, 384.62 ± 95.88 μm였으며,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
뇨황반부종군은 0.56 ± 0.36, 409.8 ± 121.03 μm로 두 군 사
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50, p=0.758) (Table 1). 망막앞
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에서 망막앞막의 grade는 grade 0
이 5안(38.5%), grade 1이 7안(53.8%), grade 2는 1안(7.7%)이었다.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후 최대교정시력은 망
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에서 1개월째 0.66 ± 0.25,
3개월째 0.56 ± 0.31 그리고 6개월째 0.57 ± 0.25로 나타났고,
삽입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최대교정시력 향상을 보이지 않
았다(p=0.668, p=0.547, p=0.375).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
뇨황반부종군의 최대교정시력은 1개월째 0.54 ± 0.38, 3개월
째 0.50 ± 0.39, 그리고 6개월째 0.56 ± 0.49로 나타났으며, 망
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과 마찬가지로 삽입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최대교정시력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p=0.473,
p=0.163, p=0.574). 두 군 사이의 최대교정시력을 비교하였을
때 1, 3, 6개월째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08, p=0.501,
p=0.439) (Fig. 1).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후 중심황반두께는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에서 1개월째 309.31 ±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diabetic macular edema with or without epiretinal membrane patients
DME with ERM

Number of patients
Age (years)

DME without ERM

p-value

13

26

67.2 ± 7.9

63.2 ± 10.2

0.338*
0.740†
0.064†

Sex (male/female)
DR grading
Moderate NPDR
Severe NPDR
PDR
Symptom duration (months)

5/8

12/14

0
6
7
14.7 ± 18.3

6
14
6
15.5 ± 13.8

0.511*

Number of previous anti-VEGF injection

2.38 ± 2.75

3.00 ± 2.33

0.263*

7

13

1.000†

0.63 ± 0.21

0.56 ± 0.36

0.150*

384.6 ± 95.9

409.8 ± 121.0

0.758*

Macular ischemia
Baseline BCVA (logMAR)
Baseline CMT (μm)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
DME = diabetic macular edema; ERM = epiretinal membrane; DR = diabetic retinopathy; NPDR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PDR =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VEGF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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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p-value*

CMT (µm)

BCVA (log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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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 with ERM
0
0.63
(0.21)
0.56
(0.36)
0.150

1
0.66
(0.25)
0.54
(0.38)
0.208

3
0.56
(0.31)
0.50
(0.39)
0.501

DME without ERM
6 (month)
0.57
(0.25)
0.56
(0.49)
0.439

Figure 1. The mea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over time
after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The mean BCVA
did not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t all-time points in both
groups (diabetic macular edema [DME] with epiretinal membrane
[ERM] group, p = 0.668, p = 0.547, p = 0.375; DME without ERM group,
p = 0.208, p = 0.501, p = 0.439 by Wilcoxon signed-rank test vs. baseline). There was no difference in BCVA at all-time points between
the two group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
Mann-Whitney U-test, DME with ERM group vs. DME without ERM
group.

79.20 μm, 3개월째 294.73 ± 76.59 μm 그리고 6개월째 335.70
± 103.72 μm로 나타났으며, 삽입술 전과 비교하여 1, 3개월
까지는 유의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보였지만 6개월째에는 그
렇지 못했다(p=0.048, p=0.024, p=0.275). 망막앞막을 동반하
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의 중심황반두께는 1개월째 285.67 ±
74.38 μm, 3개월째 315.42 ± 111.46 μm 그리고 6개월째 339.36
± 131.42 μm로 나타났으며, 삽입술 전과 비교하여 1, 3, 6개
월째 모두 유의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유지하였다(p<0.001,
p=0.003, p=0.001). 하지만 두 군 사이의 1, 3, 6개월째 평균 중
심황반두께 비교에서는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24,
p=0.903, p=0.788) (Fig. 2, 3).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당뇨황반부종으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
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망막앞막이 시력과 해부학적
소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망막앞막을 동
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은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이후에 6개월까지 유의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유지하
였지만,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은 3개월까지 유지
하였던 중심황반두께의 감소를 6개월까지 유지하지 못하였다.

https://doi.org/10.21561/jor.2017.2.2.68

45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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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ME with ERM
0

1

3

DME without ERM
6 (month)

384.62
(95.88)

309.31
(79.20)
0.048

294.73
(76.59)
0.024

335.70
(103.72)
0.275

409.81
(121.03)

285.67
(74.38)
<0.001

315.42
(111.46)
0.003

339.36
(131.42)
0.001

0.224

0.903

0.788

p-value*
(vs. baseline)

p-value*
(vs. baseline)
p-value†
0.758
(between 2 groups)

Figure 2. The mean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over time after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The diabetic macular edema
(DME) with epiretinal membrane (ERM) group showed significant
CMT improvement at 1 and 3 months but not at 6 months (p = 0.048,
p = 0.024, p = 0.275, respectively)*. The DME without ERM group
showed signifcant CMT improvement at all-time points (p < 0.001,
p = 0.003, p = 0.001, respectively)*. There was no diﬀerence in CMT
at all-time points between the two group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rank test vs. baseline;
†
Mann-Whitney U-test, DME with ERM group vs. DME without ERM
group.

하지만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최대교정시력의 향상을 보이지
는 않았다.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과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 모두에서 주사 후 3개월까지 중심황반두
께가 감소하였다. 이후,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
종군에서는 6개월까지 중심황반두께가 감소를 유지하였지만,
3개월에 비해 6개월째 중심황반두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는 덱사메타손 임플란트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리되
는 약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
[34]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3개월까지 감소하였던 중심황반두께
가 6개월째에 다시 증가하는 톱니 모양의 망막두께 변화를 보
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13,34-36]. 망막앞막을 동
반한 당뇨황반부종군은 3개월까지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보였
지만, 6개월째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유
리되는 약물이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변화[34]와 함
께 유리체황반경계면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견인력
이 부종을 유발하여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37,38].
유리체황반경계면 이상에 의하여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인터
루킨-6 등과 같은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인자들의 발현
이 증가하여 주사의 효과가 6개월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부종의
발생하였을 수 있다[22,28]. 그리고 망막앞막이 기계적인 장벽

71

JOURNAL OF RETINA

A

B

C

D

으로 작용하여 약물 전달을 억제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다[29].
두 군 모두 이전의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입술
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었지만(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
부종군 2.38 96 ± 2.75회 vs.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
반부종군 3.00 ± 2.33회, p = 0.263) 두 군 모두에서 추가적인
해부학적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입술에도 불구하고 당뇨황반부종이 지속되는 난치
성 당뇨황반부종에서도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후 의미 있는 해부학적 호전을 보였다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여주었다[16,39-41].
두 군 모두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전에
비해 1, 3, 6개월 모두에서 비록 의미 있는 최대교정시력 호전
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3개월까지 최대교정시력이 증가하다
6개월째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3개월까
지 최대교정시력이 상승하다 6개월째 상승의 정도가 다소 감소
하는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35,36].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최대교정시력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
은 최대교정시력이 20/200–20/50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
행한 MEAD 연구[13]나 20/400–20/40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한 BEVODEX 연구[18]에 비해 더 좋은 주사 전 시력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망막앞막
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과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
황반부종군 모두 평균 증상기간이 약 15개월로 길었으며, 기존
치료에 내성을 보이던 환자가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
군에서 84.6% (11/13안), 망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
종군에서 80.8% (21/26안)로 많이 포함되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난치성 당뇨황반부종 환자가 기존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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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ase of a 73-year-old female
patient who had diabetic macular edema with
epiretinal membrane. Optical coherence scans
of the same case at baseline (A), 1 month (B), 3
months (C), and 6 months (D) after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ation. There was a
marked decrease in central macular thickness
at 1 and 3 months, but edema recurred at 6
months.

를 받지 않은 환자(treatment naïve)에 비해 시력 상승 정도가 더
작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41]. ETDRS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이 Snellen 시력표를 이
용한 시력 측정에 비해 더 좋은 시력과 정확성을 보인다는 이전
의 보고[42,43]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하여
시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ETDRS 시력표를 이용한 이전 연구들
에 비해 시력 상승의 정도가 제한되었거나 측정의 정확성이 떨
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연구였고 대상 환자 수가 적
었다는 점 그리고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 1회 시행 후
6개월 내 재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제외되어 치료 후 시력 예
후가 나쁜 환자들이 더 많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개월 내 재치료를 시행한 경우나 추가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는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군에서 18.8% (3명 3안), 망
막앞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군에서 16.1% (5명 5안)
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망막앞막의 심한 정도
에 대한 객관적 분류법의 부재로 당뇨황반부종에 미치는 영향
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겠다. 향후 더 많은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심하지 않은 망막앞막을 동반한 당뇨황반부종 환
자에서도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했을 때
뚜렷한 해부학적 호전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망막앞막이 동
반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 환자에 비해 해부학적 호전의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첫 삽입술 후 재치료 간격을 좁히거나 항혈
관내피세포성장인자와의 병합치료, 수술적 치료 등 보다 적극
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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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 D, et al. 당뇨황반부종 치료에서의 망막앞막의 의의

국문초록

망막앞막이 동반된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의 단기 치료 효과
목적: 망막앞막에 동반된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일술의 단기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당뇨황반부종으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을 1회 시행 받고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39명(39안)의 환자를 대상으로 망막앞막 동반 여부에 따른 치료 효과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망막앞막이 동반된 당뇨황반부종이 13안이었고 망막앞막이 동반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이 26안이었다. 당뇨황반부종에 동반된
망막앞막은 grade 0이 5안(38.5%), grade 1이 7안(53.8%), grade 2가 1안(7.7%)이었다. 당뇨황반부종에서 망막앞막이 동반된
군과 동반되지 않은 군 사이의 주사 전 최대교정시력과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사 후 1, 3, 6개월째 두 군 간의
최대교정시력, 평균 중심황반두께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심황반두께는 망막앞막이 동반되지 않은 군에서 주사 후 1, 3, 6개월째
모두 주사 전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p<0.001, p=0.003, p=0.001), 망막앞막이 동반된 군은 1, 3개월에는 감소를 보였
지만 6개월째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48, p=0.024, p=0.275).
결론: 경도의 망막앞막이 동반된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은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해부학
적 호전의 지속기간이 망막앞막이 동반되지 않은 당뇨황반부종에 비해 더 짧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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