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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진단된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 치료의
임상적 결과
Clinical Outcomes of Aflibercept Treatment for Treatment-naive Exudati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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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1-year outcomes of the treat-and-extend regimen using intravitreal injection of aflibercept for treatment-naive
exudati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and the clinical results of switching to ranibizumab within the same period.
Methods: The change i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and number of injections was evaluated
in 36 eyes first diagnosed with exudative AMD and treated with the treat-and-extend regimen using intravitreal injection of aflibercept,
as well as 16 eyes switched from aflibercept to ranibizumab for improved efficacy within the same period.
Results: Mean BCVA improved significantly from 0.57 ± 0.28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to 0.39 ± 0.29
logMAR at 12 months (p = 0.015) and mean CMT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406.34 ± 69.18 μm to 269.58 ± 83.15 μm at 12 months in
the 36 eyes on the treat-and-extend regimen of aflibercept (p = 0.004). The average number of injections per year was 6.8 ± 0.5. Of the
16 eyes that underwent a change in medication, seven eyes (63.6%) exhibited improvement or maintenance of initial visual acuity; mean
CMT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415.27 ± 73.63 μm prior to drug switch to 289.63 ± 62.78 μm after drug switch in the 11 eyes that received three injections of ranibizumab (p = 0.009).
Conclusions: A treat-and-extend regimen of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was effective for exudative AMD in a clinical setting.
Switching to ranibizumab for improved efficacy led to anatomical improvement and could help stabilize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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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은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국내
에서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 발생에 의한 부종, 출혈 등 삼출성 변화로 인
하여 시력저하가 나타나게 된다[2]. 그러나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치료가 도입됨에 따라 치료 결과가 향상되어 상당수의 환자에
서 해부학적 및 기능적인 결과를 호전 및 유지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3].
현재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일반적인 치료로는 유리체
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입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베바시주맙
(AvastinⓇ, Genentech Inc., Oceanside, CA, USA and The Roche
Group, Basel, Switzerland), 라니비주맙(LucentisⓇ, Genentech
Inc., South San Fransisco, CA, USA and Novartis Pharma
AG, Basel, Switzerland), 애플리버셉트(EyleaⓇ, Regeneron,
Tarrytown, NY, USA and Bayer HealthCare, Berlin, Germany)
가 효과적인 약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
제들 중 특히 애플리버셉트는 약제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며, VIEW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Trap-eye:
investigation of efficacy and safety in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1과 VIEW 2 연구에서는 3회의 로딩 주입
술 후 8주 간격으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를 주입하는 것이 매
달 라니비주맙을 주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시력 변화
와 해부학적 호전을 보여주었다[4].
하지만 주기적인 주사와 방문에 대한 경제적, 치료적 부담감
에 대한 불편감으로 인하여 주사와 방문 횟수를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
표적으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시행하면서 재발하는 경우에
주사를 시행하는 pro ne nata (PRN)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사 횟수를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
지만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력을 유지하기
가 어렵다는 부분도 알려진 바 있다[5,6]. 매번 병원 방문에 대한
환자들의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반복적인 유리체내 항혈관내피
성장인자주입술 치료에 따르는 합병증을 감소시키면서 시력 개
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치료 및 연장(treat-and-extend)
방법의 치료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여러 연구들은 치료 및 연
장 방법이 fixed dosing 방법으로 주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기능적 해부학적 호전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현재 삼
출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치료 스케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이미 치료 및 연장 방법
의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애플리버셉
트주입술의 치료 및 연장 방법에 따른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처음 진단받고 유리체
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치료 및 연장 방법의 원칙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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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
료 효과를 분석하였고, 같은 기간 내 약제를 라니비주맙으로 변
경하여 치료한 경우의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으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한 생명의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승
인번호: 2020-11-005). 2017년 0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출 나
이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되어 최초 치료로 유리체내 애플리버
셉트주입술로 치료를 시작한 143안을 분석하여 12개월 이상 경
과 관찰이 불가능하였던 34안, 유리체절제술 과거력이 있거나 치
료 도중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8안,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백내
장수술을 시행한 5안, 시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안과적 질환이
동반된 13안,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치료하지 못한 31안을 제외
하고 연구기준에 적합한 환자들 중 애플리버셉트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치료한 34명 36안과 치료시작 1년 내에 임상의사의 판
단에 따라 애플리버셉트가 시력이나 해부학적 반응에 효과가 부
족하다고 생각되어 라니비주맙으로 약제를 변경하였던 16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Fig. 1).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50세 이상의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으로 진단되고 진단 당시 최대교정시력 0.1-0.8 (decimal), 형광
안저혈관조영 및 인도시아닌그린혈관조영에서 황반하 신생혈관
과 누출이 관찰되는 경우,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망막하액과 망

Exudative AMD 143 eyes started treatment with aflibercept
September 1, 2017 - December 31, 2019
Excluded eyes:
- Follow-up less than 12 months (34 eyes)
- Vitrectomy history or vitretomy for follow-up
periods (8 eyes)
- Cataract operation for follow-up periods (5 eyes)
- Other ocular diseases of affecting visual acuity
(13 eyes)
•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 Retinal vein occlusion
• Severe media opacity
• Epiretinal membrane
• Inflammatory ocular disease
• Laser history
83 eyes treated with aflibercept
31 non-TAE treated eyes excluded
16 ranibizumab exchange eyes in 1 year included
36 TAE treated eyes included

Figure 1. Flow chart for patients included in the study.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AE = treat-and-ex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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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액이 관찰되고 1년 이상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9,10].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증식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폐쇄증이 동반된 경우, 2) 심한
매체혼탁이 있는 경우, 3) 망막전막이나 염증성 질환 등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유리체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
4) 유리체절제술 과거력이 있거나 치료 도중 유리체절제술을 시
행한 경우, 5) 치료 기간 동안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경우, 6) 레
이저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
모든 환자에서 진단시 최대교정시력,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빛
간섭단층촬영(HRA spectralis + OCT,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 형광안저혈관조영(HRA2 FAG, Heidelberg
Engineering Gmbh, Heidelberg, Germany) 및 인도시아닌그린혈
관조영(HRA2 ICG, Heidelberg Engineering Gmbh)을 시행하였

A

다. 형광안저혈관조영과 인도시아닌그린혈관조영 결과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분지혈관망과 말단부의 결절 병변을 보이는 특징
적 소견이 있는 경우 결절맥락막혈관병증(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PCV)으로 진단하였고, 망막내 혈관신생, 망막-망
막 혈관문합, 혹은 망막-맥락막 혈관문합이 관찰되는 경우 망
막혈관종성증식(retinal angiomatous proliferation, RAP)으로 진
단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경우를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
성(typical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ypical
AMD)으로 분류하였다.
유리체내 주사는 수술실에서 시행되었으며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Alcon, Inc., Fort Worth, TX, USA)으
로 시술전 점안마취한 뒤 povidone iodine으로 속눈썹과 눈주위
를 소독하고, 개검기를 끼우고 1.25% povidone iodine으로 세척

B

C

D

E

F

Figure 2. Fundus photographs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images of a case of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reated with
intravitreal aflibercept treat-and-extend regimen. (A, B) At diagnosis,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0.15. (C) Subretinal fluid (SRF) was
decreased after three monthly aflibercept injections. BCVA was 0.2. (D) Eight weeks after the fourth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OCT showed
persistent SRF with unchanged fluid. BCVA was 0.2. There was no visual loss. So,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a fifth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at an interval of 8 weeks to maintain the injection interval. (E) Eight weeks after the fifth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OCT showed complete absorption of SRF. BCVA was 0.3.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a sixth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at an interval of 10 weeks to extend
the injection interval. (F) Ten weeks after the sixth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there was no fluid on OCT. BCVA was 0.3.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a seventh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at an interval of 12 weeks to further extend the injecti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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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각막 윤부에서 하외측 3.0 mm 혹은 3.5 mm 부위의 섬모
체 평면부를 통해 30게이지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여 애플리버
셉트(2.0 mg/0.05 mL) 또는 라니비주맙(0.5 mg/0.05 mL)을 주
입하였다.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 스케줄 방법에 따라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초기 4주 간격으로 3회의 주
사가 시행되었으며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마른 황반부 상태가 될
때까지 8주 간격으로 주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 상태와 환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였을때 재발 유무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주사하는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병
변의 활동성에 따라 치료 및 연장(treat-and-extend, TAE) 방법
으로 치료한 환자들은 TAE군으로 정의하였다. TAE군은 빛간
섭단층촬영에서 마른 황반부 소견을 보이면 주사 간격을 2주씩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사정에 따라 1-3주 간격을 연
장하였으며 주사 최대 간격은 16주로 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
에서 망막하액과 망막내액이 증가한 경우, 망막하출혈 및 망막

Table 1. Criteria for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interval in the
treat-and-extend regimen
Criteria for the injection interval
Criteria for shortening the injection interval
Any of following
• The presence of new IRF or SRF on OCT
• The presence of persistent IRF or SRF with increased fluid on
OCT
• The presence of persistent IRF with unchanged fluid on
OCT
• Loss of BCVA from the previous visit in conjunction with
recurrent fluid on OCT
• Increased on CMT measured by OCT
• New neovascularization
• New macular hemorrhage
Criteria for maintaining the injection interval
Any of following
• The presence of persistent IRF or SRF with decreased fluid
on OCT
• The presence of persistent SRF with unchanged fluid on
OCT
And
• No loss of BCVA from the previous visit
• No new neovascularization
• No new macular hemorrhage
Criteria for extending the injection interval
• If none of the criteria for shortening were met and there
was no fluid on OCT, the injection interval was extended
IRF = intraretinal fluid; SRF = subretinal fluid;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102

내출혈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새로운 신생혈관이 발생한 경우,
최대교정시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질환의 활동성이 재발한 것으
로 판단하여 주사 간격을 2주씩 감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환자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 1-3주씩 간격을 단축하였으며 주
사 최소 간격은 8주로 하였다(Fig. 2). 치료 및 연장 방법의 주
사 간격에 대한 단축, 유지, 연장 기준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최대교정시력,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이 경과
관찰 때마다 시행되었으며 decimal 방식으로 측정된 최대교정
시력은 통계분석을 위해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값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중심황반두
께는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하여 내경계막에서 브루크막까지
의 거리를 수직으로 측정하였다. TAE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들
의 12개월 동안 최대교정시력 변화 정도와 중심황반두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고, 12개월에 3줄 이상 시력 호전을 보인 비율
과 주사 횟수, 주사 간격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리체내 애플리
버셉트 주입술 치료 1년 이내 애플리버셉트에 효과가 부족하여
라니비주맙으로 치료 약제를 변경한 경우 초기 진단시, 마지막
애플리버셉트 주사 후, 변경된 라니비주맙으로 3회 치료 후 4주
뒤의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께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SPSS version 21.0, software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Kolmogorov-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을 통하여 정규
성 검정을 하고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방법
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 측정된 값을 비교하였으며, 서
로 다른 두 시점 사이의 비교는 bonferroni method를 이용하였
다. 두 군 간의 비교는 bonferroni method 후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1년 이
상 치료하였던 34명 36안의 평균 연령은 70.51 ± 9.12세였고 남
성이 22안(66.1%), 여성이 14안(38.9%)이었다. TAE군에서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은 23안(63.9%),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이
13안(36.1%), 망막혈관종성증식이 0안(0.0%)이었고 1년간 유리
체내 애플리버셉트 평균 주사 횟수는 6.8 ± 0.5회였다(Table 2).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 주입은 치료 후 유의한 시력 호전
을 보였다.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TAE군에서 초기 0.57 ± 0.28
logMAR에서 3개월째 0.41 ± 0.30 logMAR, 12개월째 0.39 ±
0.29 logMAR로 주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
= 0.021, p = 0.015) (Fig. 3). 12개월째 초기 최대교정시력보다
TAE군에서 평균 0.18 logMAR 시력 상승이 관찰되었다. 최대교
정시력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TAE군에서 유리체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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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AE (n = 36)
Age (years)
70.51 ± 9.12
Sex
Male
22 (61.1)
Female
14 (38.9)
Laterality
Right eye
19 (52.8)
Left eye
17 (47.2)
Lens status
Pseudophakic
11 (30.6)
Phakic
25 (69.4)
Number of injections
6.8 ± 0.5
BCVA (logMAR)
0.57 ± 0.28
Central macular thickness (μm)
406.34 ± 69.18
Type of exudative AMD
Typical AMD
23 (63.9)
PCV
13 (36.1)
RAP
0 (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E = treat-and-extend;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CV =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RAP = retinal angiomatous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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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s

89.46 μm 감소로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군에서 더 큰 유의한
중심황반두께 감소 소견을 보였다(p = 0.006). 12개월째 중심황
반두께 변화는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군의 TAE
군에서 132.42 ± 89.67 μm 감소,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군의
TAE군에서 144.21 ± 79.24 μm 감소로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
자군에서 더 큰 감소 소견을 보였으나 5개월째를 제외한 각 시
기의 두 군 사이의 중심황반두께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 1년간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
평균 주사 횟수는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군에서
6.7 ± 0.6회,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군에서 7.0 ± 0.8회였다.
12개월 시점에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치료 및 연
장 방법으로 1년 이상 치료하였던 전체 36안에서 유리체내 애
플리버셉트 주사 간격이 8주인 경우가 8안(22.2%), 12주 간격으
로 늘릴수 있던 경우가 19안(52.8%)이었다. 유형별 TAE군의 전
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군에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
트 주사 간격은 8주 간격 5안(20.0%), 12주 간격 14안(56.0%)이
었으며,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군에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
트 주사 간격이 8주 간격 3안(27.3%), 12주 간격 5안(45.5%)이었

0.7
0.6
0.5
0.4
0.3
0.2
0.1
0
Baseline

B

3
6
Follow-up period (months)

600
550

*

500
Mean CMT,µm

리버셉트 주사 12개월째 최대교정시력이 3줄 이상 호전된 눈은
13안(36.1%)이었으며 시력이 떨어진 눈은 4안(11.1%)이었고 나머
지 19안(52.8%)에서는 2줄 이하의 시력 상승을 보이거나 시력이
유지되었다(Table 3).
중심황반두께는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 후 유의한 호
전을 보였다. TAE군에서 초기 406.34 ± 69.18 μm에서 3개월
째 279.61 ± 78.12 μm, 12개월째 269.58 ± 83.15 μm로 주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보였다(p = 0.011,
p = 0.004) (Fig. 3). 마른 황반부 정도는 TAE군에서 3개월째
21안(58.3%), 6개월째 23안(63.9%), 12개월째 25안(69.4%)이었다
(Table 3).
환자군을 유형에 따라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과 결
절맥락막혈관병증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 결과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군의 TAE군에서 최대교정시력은 12개
월째 초기 최대교정시력보다 0.15 logMAR 시력 상승 소견을 보
였고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군의 TAE군에서 최대교정시력
은 초기 최대교정시력보다 12개월째 0.19 logMAR 시력 상승 소
견을 보였으며 두 군 사이의 최대교정시력 변화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4). 중심황반두께는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
황반변성 환자군의 TAE군에서 초기 중심황반두께보다 5개월
째 115.43 ± 94.26 μm 감소를 보였으며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
자군의 TAE군에서 초기 중심황반두께보다 5개월째 1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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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ean change in (A) BCVA and (B)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from baseline to 12 months for all patients with treatand-extend regimen using aflibercept for exudati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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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the visual acuity and retinal fluid component of patients with exudati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reated with a
treat-and-extend regimen using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s
Characteristic

3 month

6 month

12 month

Change from baseline BCVA
Increase of ≥ 3 lines

10 (27.8)

10 (27.8)

13 (36.1)

Increase of 1-2 lines

8 (22.2)

10 (27.8)

11 (30.6)

Change of < 1 line

14 (38.9)

11 (30.6)

8 (22.2)

Decrease of 1-2 lines
Dry macular

4 (11.1)

5 (13.8)

4 (11.1)

21 (58.3)

23 (63.9)

25 (69.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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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mean change in (A) BCVA and (B) CMT from baseline
to 12 months for patients with typical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and with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PCV). (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CVA changes between the typical AMD group and PCV group. (B) At month 5, CMT
change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decrease in the PCV group
than the typical AMD group.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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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5). 12개월간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 시행으로 인
한 혈관색전성질환, 안내염, 망막박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치료
시작하고 1년 이내에 약제를 라니비주맙으로 변경한 눈은 16안
이었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평균 연령은 71.83 ± 8.94세였으
며 남성이 10안(62.5%), 여성이 6안(37.5%)이었다. 라니비주맙으
로 변경한 군에서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은 12안(75.0%),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이 4안(25.0%)이었다. 라니비주맙으로 약제
를 변경하기 전 애플리버셉트 주사 횟수는 3회 9안, 4회 3안, 5회
2안, 6회 2안이었다. 약제를 변경한 16안 중 라니비주맙 3회 이
상의 주사를 시행한 11안을 대상으로 초기 진단시, 마지막 애
플리버셉트 주사 후, 변경된 라니비주맙으로 3회 치료 후 4주
뒤의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께를 비교해 보았다. 초기 진
단시, 마지막 애플리버셉트 주사 후, 변경된 라니비주맙으로
3회 치료 후 4주 뒤의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각각 0.51 ± 0.30
logMAR, 0.68 ± 0.26 logMAR, 0.61 ± 0.27 logMAR이었다.
각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초
기 진단시와 비교하여 라니비주맙 약제로 변경 후 4안(36.4%)에
서 시력호전을 보였으며 3안(27.3%)에서 시력이 유지되어 총 7안
(63.6%)에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초기 진단시, 마지막 애플
리버셉트 주사 후, 변경된 라니비주맙으로 3회 치료 후 4주 뒤의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각각 394.49 ± 92.31 μm, 415.27 ± 73.63
μm, 289.63 ± 62.78 μm이였으며 마지막 애플리버셉트 주사 후
와 비교하여 라니비주맙 약제 변경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심황
반두께 감소를 보였다(p = 0.009) (Fig. 6).

고찰
혈관내피성장인자는 신생혈관 증식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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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the treatment intervals at 1 year in treatand-extend groups.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CV
=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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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an change i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and central
macular thickness at baseline, after last aflibercept injection(A), and
after switching to three injections of ranibizumab(R).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p < 0.05.

하는 인자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길항치료인 항혈관내피성장
인자가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맥락막신생혈관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1]. 애플리버셉트는 베바시주맙, 라니비주맙과
달리 혈관내피성장인자 A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뿐 아니라 혈관내피성장인자 B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B)와 태반성장인자(placental growth factor)에도 결합하
여 더 높은 결합 친화도를 보인다[12-14]. Zhang et al. [15]은 나
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애플리버셉트가 라니비주맙에 비해
좋은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고, Kim et al. [16]은 베바시주
맙과 라니비주맙에 반응하지 않은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중심망막두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애플리버셉트는 초기 4주마다 3회의 로딩 후 일반적으로 8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행한다. 하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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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련황반변성은 만성적인 경과로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
요하고 이에 임상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
행하는 치료방법은 환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비용, 빈번한 외래
내원, 시간, 주사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같은 부담
감이 따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많은 임상의사들은
treat-and-extend 방법이나 PRN 방법과 같이 치료에 따른 부담
감을 덜 수 있는 치료법을 택하기도 한다[17]. 이러한 treat-andextend 치료는 혈관내피성장인자 A의 억제 기간이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원리에 기반하여 가능할 수 있다[18,19]. 따라서
환자의 주입술 간의 최대 주사 허용 간격이 달라지고 횟수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Treat-and-extend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PRN 방법에 비하여
방문 횟수를 줄이면서 Fixed dosing 방법과 유사한 만족할만한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Fixed dosing 방법처럼 일
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사하여 고가의 약제를 자주 주
입하는 것에 뒤따르는 의료비 상승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매달 경과 관찰하고 재발하는 경우에만 치료하는 방식인 PRN
방법에서 발생하는 매달 방문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경과 관찰
이 되지 않을 경우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감
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treat-and-extend 치료 방법의 효용성에 대하여 외국
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애플리버셉트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 연구들의 임상 특징을 Table 4에 정리해 보았다[7,10,20-22].
이와 같은 연구들은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 treat-andextend 치료로 기능적 및 해부학적 호전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ALTAIR 연구[20]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최대교정시
력의 호전과 중심망막두께의 감소를 보였으며, 12주 간격 이상
주사 간격을 늘릴 수 있었던 환자는 Ohji et al. [20]의 연구에서
42.3% (IVT-AFL-2W), 49.6% (IVT-AFL-4W), Gillies et al. [21]
에서 16.0%, Decroos et al. [10]의 연구에서 35.0%, Yamamoto et
al. [22]에서 17.9%였다.
본 연구에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treat-and-extend 방법으
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시행하면서 1년 동안 평균
6.8회의 주사를 시행하였으며 평균 0.18 logMAR의 시력 상승을
보였다. 중심황반두께는 주사 12개월 후 유의한 두께 감소를 유
지할 수 있었으며 많은 환자들에서 마른 황반부를 보존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치료 간격을 12주 이상 늘릴수 있었던
환자군은 19안(52.8%)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후향
적 연구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본 연구의 treat-and-extend
주사 간격을 2주씩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사정에 따
라 최대 3주까지 간격이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였고 애플리버셉
트 치료 도중 라니비주맙으로 변경된 환자들을 제외하고 분석
하였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Park et al. [23]의 국내의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한 기초역학
조사에 따르면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이 62.1%, 결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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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view of treat-and-extend regimens of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in exudati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t 1 year

123 (IVT-AFL-2W)

Mean BCVA
gain
9.0 letters (ETDRS)

123 (IVT-AFL-4W)

8.4 letters (ETDRS)

281

4.9 letters (ETDRS)

Study
Ohji et al. [20] (2020)
Gillies et al. [21] (2019)

N

Haga et al. [7] (2018)

41

Decroos et al. [10] (2017)

31

-0.32 logMAR
7.2 letters (ETDRS)

Mean CMT
change (μm)
-130
-126

Mean
injections
7.2

≥ 12 weeks
injection interval (%)
42.3

6.9

49.6

9.7

16.0

-161

7.5

-143

8.0

35.0

Yamamoto et al. [22] (2017)

67

-0.15 logMAR

-194

8.3

17.9

Our study

36

-0.18 logMAR

-136

6.8

52.8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IVT-AFL = intravitreal aflibercept; 2W = 2 weeks adjustment; ETDRS
=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letter score; 4W = 4 weeks adjustment; log 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락막혈관병증이 31.7%, 망막혈관종성증식이 6.2%로 분포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
성 환자가 63.9%,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의 비율이 36.1%로
국내의 보고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질환의 유형
에 따른 시력 변화는 12개월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0.15 logMAR 시력 상승, 결절맥락
막혈관병증 환자에서 0.19 logMAR 시력 상승을 보였고 중심황
반두께는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132.4 μm,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에서 144.8 μm 감
소를 보였다. 5개월 시점의 중심황반두께를 제외하고 두 군 간
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절맥락막혈관병증에
서 전형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비하여 기능적 및 해부학
적 호전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애플리버셉트는 결절맥락막혈
관병증에서 결절 병변과 망막색소상피박리를 소실시키고 다른
항혈관내피성장인자에 비하여 더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는 애플리버셉트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4].
본 연구에서 애플리버셉트에서 라니비주맙으로 약제를 변경
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56.3% (9안)가 라니비주맙으로 변경
전 애플리버셉트 주사 횟수가 3회로, 초기에 약제 변경을 시행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약제 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 진
단시 시력과 라니비주맙 3회 주사 후 4주 뒤의 시력 비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63.6% (7안)에서 시
력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해부학적으로는 마지막 애플리버셉트
주사 후와 비교하여 라니비주맙 약제 변경 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버셉트으로 변경한 경우 구조적 반응
의 향상을 보였다는 다수의 보고들에 비해 애플리버셉트에서
라니비주맙으로 약제 변경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드물게 보고하고 있다[25,26]. Marquis and Ma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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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은 애플리버셉트에서 라니비주맙 약제 변경 후 시력과 중심
망막두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망막색소상피박리의 높이
와 망막하액 높이의 구조적 변화에 유의한 감소를 보임을 보고
하였고, Despreaux et al. [28]의 연구에서는 과거 라니비주맙에
서 애플리버셉트로 변경하였던 환자에서 다시 라니비주맙으로
재변경 후 유의한 시력 호전의 결과를 보였고 중심망막두께는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버셉트로 변경 후 시점과 애플리버셉트
에서 라니비주맙으로 재변경 후 시점의 비교에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초 약제 변경 이전 초기 시점과 애플
리버셉트에서 라니비주맙으로 재변경 후 시점을 비교하였을때
중심망막두께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애플리버셉트에서 라니
비주맙으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거 라니
비주맙에서 애플리버셉트로 변경 후 다시 이전 약제인 라니비
주맙으로 돌아가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초기 애플리버셉트에서 라니비주맙으로 변경한 환자들
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단기간
의 결과 해부학적 호전과 시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의
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전향적 연구에서처럼 환자
마다의 질병의 경중에 따른 여러 종류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제 선택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둘째, 1년 이상
관찰 가능하였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애플리
버셉트에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어 라니비주맙으로 약제를 변경
한 경우를 라니비주맙 주입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
과가 타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총 주사 횟수가 적고 12주의
최대 주사 간격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의 한 원인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대상안이 적고 아류형별 분석시 비교
적 표본수가 적다는 점, 애플리버셉트에서 라니비주맙으로 약
제 변경 후 단기간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장기간의 예후
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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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 현장에서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받고 최초
치료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시작한 환자들의 임상
적 결과를 분석하고 치료 도중 라니비주맙으로 약제를 변경하
였던 환자들의 단기간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보고로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 treat-and-extend
방법 치료는 실제 임상에서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기능
적 및 구조적 개선을 보이며 방문 및 주사 회수를 최소화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애플리버셉트 치료 도중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인 환
자에서 라니비주맙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부학
적 호전과 시력보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안 치료제로 유용하
며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
후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의 treat-and-extend를 하지 못
한 환자군의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추후 장기적인 치료 경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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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처음 진단된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 치료의 임상적 결과
목적: 처음 진단된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 치료 및 연장 방법의 1년 결과와 같은 기간 내 라니비주맙으로 변
경한 경우의 임상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처음 진단되고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치료하였던 36안과
같은 기간 내 효과가 부족하여 라니비주맙으로 변경하였던 16안을 대상으로 최대교정시력 변화, 중심황반두께 변화, 주사 횟수를 분석
하였다
결과: 애플리버셉트 치료 및 연장 방법으로 치료한 36안은 평균 최대교정시력 초기 0.57 ± 0.28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에서 12개월째 0.39 ± 0.29 logMAR로 유의한 시력 호전을 보였으며(p = 0.015),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초
기 406.34 ± 69.18 μm에서 12개월째 269.58 ± 83.15 μm로 유의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보였다(p = 0.004). 1년간 평균 주사 횟
수는 6.8 ± 0.5회였다. 약제를 변경한 16안 중 라니비주맙 3회 이상 주사를 시행한 11안에서 초기 시력이 호전되거나 유지할 수 있었
던 경우는 7안(63.6%)이었으며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약제 전환 전 415.27 ± 73.63 μm에서 전환 후 289.63 ± 62.78 μm로 유의
한 감소를 보였다(p = 0.009).
결론: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유리체내 애플리버셉트 치료 및 연장 방법은 실제 임상에서 효과적이었고, 또한 애플리버셉트에 효
과가 부족하여 라니비주맙으로 변경한 경우 해부학적 호전을 보였으며 시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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