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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 브롬페낙 점안약의 효과

Effect of Topical Bromfenac as a Treatment of Cystoid Macular Edema 
Following Pars Plana Vitrectomy 

문철원⋅박동근⋅사공민

Cheol-Won Moon, MD, Dong-Geun Park, MD, Min Sagong, MD, PhD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and anatomical effectiveness of bromfenac sodium hydrate ophthalmic solution for the 
treatment of cystoid macular edema (CME) after pars plana vitrectomy (PPV).
Methods: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of 53 patients was performed. Thirty-seven eyes received topical 0.1% bromfenac sodium 
hydrate ophthalmic solutio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group), and 16 eyes were treated with subtenon tri-
amcinolone acetonide injection (injection group). Of the NSAID group, 27 eyes underwent PPV with cataract surgery, and 10 
eyes underwent PPV without cataract surgery.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and intra-
ocular pressure (IOP)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monthly after treatment initiation over a 6-month period.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BCVA from baseline was found for either group over the 6-month follow-up. The in-
ject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in CMT than the NSAID group at 4 months; however, there was no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t the 5-month follow-up visit. IOP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jection group (p = 
0.035 at 2 months), but not in the NSAID group. In the NSAID group, neither PPV group, with and without cataract surgery, 
showed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BCVA from baseline over the 6 months of follow-up. The baseline CMT was sig-
nificantly greater in the PPV with cataract surgery group than in the PPV without cataract surgery group (p = 0.023). However, at 
the 1-month follow-up,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CMT from baseline values was observed in either group over the re-
maining follow-up examinations, up to 6 months.
Conclusions: Topical bromfenac resulted in an improvement in the BCVA and a reduction in the CMT, with a less adverse effect 
in the treatment of CME after PPV, regardless of whether cataract surgery was perform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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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절제술은 황반원공, 망막전막, 유리체출혈, 망막박 리 등의 다양한 유리체 망막 질환에 대한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수술 장비와 기구 및 술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수술 적응증이 넓어지고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

한 술 후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1,2 그중 낭포황반부종은 

안과 수술 후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Irvine-Gass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3,4 낭포황반

부종은 백내장수술 뿐만 아니라 녹내장수술, 전층각막이식, 

공막돌륭술, 유리체절제술 등과 같은 다른 안과적 수술 이

후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6 백내장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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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저하에 관련되는 정도의 낭포황반부종은 1-4%에서 발

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7 유리체절제술 후에는 원인 질환

과 수술 방법에 따라 유병률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염

증성 질환으로 인한 원인을 제외한 단순 비문증에 대한 수

술 후 5.5%, 망막전막에 대한 수술로 내경계막제거술을 병

행했을 때 12.8%, 그리고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 후 안구 내 

가스 주입을 시행하였을 때 16.8% 환자에서 낭포황반부종

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8-10 낭포황반부종은 대부분 

자연 치유되므로 장기적인 시력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시력저하와 변시

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증상이 수개월까지 지속되어 치

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4 낭포황반부종의 발생 기전은 명

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안과 수술 후 일어나는 염증 반응

으로 인해 망막혈액장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이 염증반응으로 인해 증가된 Prostaglandin 등

의 염증 매개체가 중심와 주위의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

시켜 망막층의 낭포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된

다.11,12

이러한 수술 후 발생하는 낭포황반부종의 치료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백내장수술 후 발생

한 낭포황반부종에 대해서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triamcinolone acetonide)를 이용한 후테논낭하 스테로이드

주사술과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술(Ozurdex®, 

Allergan Inc., Irvine, CA, USA)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으

며,13-16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 또한 치료 효과

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7-19 유리체절제술 후에 발

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도 후테논낭하 또는 유리체강내 트

리암시놀론 주사술과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

입술,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에 대한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20 추가적으로 경구 Acetazolamide,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주입술, 그리고 Interferon 

alpha-2의 피하주사와 같은 치료도 시도되어 왔다.21-23

하지만 흔히 사용되는 안내 스테로이드주입술의 경우 반

복 주사가 필요할 수 있고 면역 억제 효과로 인해 수술 후 

2차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창상 치유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13,14,24-27 또한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한 

안압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28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낭포황반부종에 대하여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29-32 그중 Bromfenac 성분의 점안약이 다른 제제

에 비해 안구내 투과성이 좋아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32 그러나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낭

포황반부종의 치료로 Bromfenac 점안약의 효과에 대한 보

고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리체절제술을 받

은 눈에서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 대해 Bromfenac 점안약

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주사술의 

치료 효과와 비교하였고, 백내장수술 동시 시행 여부에 따

라 치료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대상 선정 및 분포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본원에서 유

리체절제술 후 낭포황반부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

여 6개월 이상 추적 관찰 가능했던 53명 환자의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수술은 숙련된 한 명의 술

자(M. S.)에 의해 유리체절제수술장비(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를 

이용하여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후 모

든 환자에서 술 후 일주일까지 1% Prednisolone acetate (PRED 

FORTE; Allergan Inc., Irvine, CA, USA)과 1.5% Levofloxacin 

(Cravit® ophthalmic solution;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Osaka, Japan)을 일주일간 사용하고 이후 한, 두 달간 인공

누액제와 0.1% Fluorometholone (Fumeron eye drops; Hanlim 

Pharm. Co., Korea)을 사용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낭포황

반부종은 이전 경과보다 시력저하를 보이면서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낭포황반부종이 관찰되고 형광안저촬

영에서 전형적인 꽃잎 모양(Petaloid)의 과형광 누출이 보이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들 환자를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주사술로 치료하였고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군), 이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0.1% Bromfenac sodium 

hydrate (Bronuck® Ophthalmic Solution; Taejoon, Seoul, 

Korea) 점안약으로 치료하였다(injection군). NSAID군은 백

내장 동시수술 여부에 따라 동시수술군, 단독수술군으로 

구분하였다. 이전 6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안과수술, 유리체

내 약물주입술,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병력이 있는 

경우, 황반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

폐쇄와 같은 망막혈관병증,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술한 환자, 술 후 낭포황반부종만을 대

상으로 하기 위해서 수술 전 황반부종이 있던 환자, 후극부

로의 약물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리콘기름을 술 후 

안내충전물로 주입한 경우, 그리고 수술 후 병적근시나 망

막전막에 의한 견인으로 층간분리가 관찰되는 환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영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었다(승

인 번호: 2019-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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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AID group Injection group p-value
Number of eyes 37 16 　
Sex (male:female) 18:19 10:6 0.266*

Age (years) 63.06 ± 9.39 61.50 ± 9.65 0.642†

Diabetes mellitus 9 (24.3) 3 (18.8) 0.476‡

Hypertension 14 (37.8) 5 (31.3) 0.446*

Lens status 　 　 0.607‡

  Phakic 28 (75.7) 12 (75.0) 　
  Pseudophakic 9 (24.3) 4 (25.0) 　
Indication for surgery 　 　 0.090*

  ERM, MH 25 (67.6) 6 (37.5) 　
  RD 7 (18.9) 3 (18.8) 　
  SOR 3 (8.1) 2 (12.5) 　
  Dislocated lens 2 (5.4) 4 (25.0) 　
  VO 0 1 (6.2) 　
Edema status 0.068‡

  Intraretinal fluid only 32 (86.4) 10 (62.5)
  Intraretinal and subretinal fluid 5 (13.6) 6 (37.5)
Number of combined cataract surgery 27 (73.0) 12 (75.0) 0.582‡

Mean spherical equivalent values -0.29 ± 2.54 0.19 ± 1.32 0.969†

Duration between operation and 
diagnosis (weeks)

5.81 ± 2.76 6.25 ± 2.08 0.071†

Baseline BCVA (logMAR) 0.51 ± 0.36 0.61 ± 0.11 0.247†

Baseline CMT (μm) 444.62 ± 89.27 473.36 ± 22.09 0.141†

Baseline IOP (mmHg) 15.00 ± 2.69 15.31 ± 2.82 0.9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NSAID =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ERM = epiretinal membrane; MH = macular hole; RD = retinal detachment; SOR = sili-
cone oil removal; VO = vitreous opacity;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IOP = intraocular pressure.
*Pearson’s chi square test;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Table 1. Demographics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치료 및 평가

Injection군은 진단 시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주사술을 

시행하였고, NSAID군은 부종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Bromfenac 점안약을 하루 2회 사용하였다. 두 군 모두 치

료 시작 후 6개월까지 매월 경과 관찰하였고 경과 관찰 기

간 동안 부종의 증가와 함께 한 줄 이상 시력감소가 있으면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주사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각 경과 관찰마다 최대교정시력, 중심황반두께, 그리고 

안압을 측정하였고, 최대교정시력은 스넬렌 시력을 통계분

석을 위하여 로그마 시력(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으로 변환하였다. 중심황반두께는 스펙

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spectral domain optical coher-

ence tomography, Spectralis OCT®;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을 통해 중심와 직경 1 mm의 망막두

께를 장비의 자동화프로그램(Heidelberg Eye, version 1.7.0.0;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낭포황반부종의 완전한 소실은 빛간섭단

층촬영에서 중심와 1 mm 이내 영역에 망막내액과 망막하

액이 모두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안압은 비접

촉식 안압검사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안압이 21 mmHg 

이상일 경우 골드만 압평안압계를 사용하여 재측정하였고, 

30 mmHg 이상일 경우 안압상승으로 간주하였다.

통계 분석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서로 다른 

두 군 사이의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test, Pearson’s 

chi 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동일 군내 

서로 다른 시점 간의 비교에는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 test를 이용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NSAID군 37명의 평균 연령은 63.06 ± 9.39세였고, injection군 

16명의 평균 연령은 61.50 ± 9.65세였으며(p=0.642),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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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Mean changes i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group (n = 37) 
and injection group (n = 16). (A) Mean BCVA during the follow-up period. (B) Value of mean BCVA during the follow-up period. 
At each visit during 6 months follow-up, mean BCVA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Mean BCVA showed 
significant decrease from baseline at each visit in both groups. NSAID =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체절제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진단될 때까지의 기간은 

NSAID군은 5.81 ± 2.76주였고 injection군은 6.25 ± 2.08주

였다(p=0.071). 낭포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기 전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은 NSAID군이 0.51 ± 0.36, 

injection군이 0.61 ± 0.1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0.247),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NSAID군이 444.62 ± 

89.27 µm, injection군이 473.36 ± 22.09 µm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141). NSAID군에서 Bromfenac 점안

약을 사용한 기간은 3.7 ± 3.4개월이었다. 연구 기간 동안 

망막전막, 황반원공, 망막박리, 실리콘기름제거술, 수정체

탈구, 그리고 유리체혼탁으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는 모두 610명이었으며, 낭포황반부종으로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53명으로 낭포황반부종의 발생률은 8.6%였다. 유리

체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은 NSAID군에서 망막전막과 

황반원공 25안(67.6%), 망막박리 7안(18.9%), 실리콘기름

제거술 3안(8.1%), 수정체탈구 2안(5.4%)이었고, injection군

에서는 망막전막과 황반원공 6안(37.5%), 망막박리 3안

(18.8%), 실리콘기름제거술 2안(12.5%), 수정체탈구 4안

(25.0%), 유리체혼탁 1안(6.2%)으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

었다(p=0.090). 그 외 성비, 기저질환, 초기 안압, 수정체 상

태, 구면렌즈대응치, 백내장 동시수술 비율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1).

낭포황반부종에 대한 치료 시작 후 6개월 동안의 평균 

최대교정시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군 모두 치료 시행 

후 시력상승을 보이면서 초진 때부터 모든 경과 관찰 시점

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p=0.882, p=0.757, p=0.559, p=0.466, p=0.197, p=0.392, Fig. 1). 

각 군별로 처음과 각 관찰 시점 사이의 평균 최대교정시력

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군 모두 모든 관찰 시점에서 초진 

때보다 유의한 시력호전을 보였다(Fig. 1). 치료 시작 후 

6개월 동안의 최대교정시력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4개

월째까지 injection군에서 NSAID군에 비해 더 나은 시력상

승을 보였으나(각각, p=0.018, p=0.009, p=0.028, p=0.031), 

5개월 이후는 최대교정시력의 변화에 있어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p=0.124, p=0.127).

두 군 사이의 평균 중심황반두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치

료 시작 후 1개월에서 4개월까지 NSAID군이 injection군에 

비해 유의한 두꺼운 양상을 보였으나(각각, p=0.005, p=0.002, 

p=0.006, p=0.006), 5개월과 6개월째 두 군 사이의 평균 중

심황반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0.054, p=0.632, 

Fig. 2). 처음과 각 관찰 시점 사이의 평균 중심황반두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군 모두에서 모든 관찰 시점에서 처

음에 비해 유의한 두께 감소를 보였다(Fig. 2).

치료 시작 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달 경과 관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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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cular pressure 
(mmHg)

Baseline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6 months p-value*

NSAID 15.00 ± 2.69 14.71 ± 2.67 14.75 ± 3.01 15.20 ± 3.71 15.00 ± 2.55 15.50 ± 4.51 15.50 ± 2.68 0.837
Injection 15.31 ± 2.82 18.50 ± 6.43 19.56 ± 7.67 18.30 ± 5.60 16.20 ± 3.35 15.33 ± 4.50 15.62 ± 3.28 0.624
p-value† 0.961 0.116 0.236 0.579 0.421 0.792 0.97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SAID =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Mann-Whitney U-test between two groups.

Table 2. Mean intraocular pressure changes for 6 months after treatment

A

B

Figure 2. Mean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group (n = 37) and injection 
group (n = 16). (A) Mean CMT during the follow-up period. (B) Value of mean CMT during the follow-up period. From 1 month 
to 4 months visit of the follow-up period, the mean CMT was significantly thicker in the NSAID group than in the injection group. 
After 5 months of the follow-up period, the mean CM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Mean CMT 
showed significant decrease from baseline at each visit in both groups.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동안 두 군에서 낭포황반부종의 완전한 소실이 나타나는 

비율은 NSAID군에서 6/37 (16.2%), 11/37 (29.7%), 16/37 

(43.2%), 20/37 (54.1%), 28/37 (76.7%), 37/37 (100.0%)로 

나타났으며, injection군에서 7/16 (43.6%), 12/16 (75.0%), 

13/16 (81.3%), 14/16 (87.5%), 15/16 (93.8%), 16/16 (100.0%)

로 나타났다. 경과 관찰을 시행한 1개월에서 4개월까지 

injection군이 NSAID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

나(각각, p=0.032, p=0.005, p=0.015, p=0.028), 5개월과 

6개월째 두 군 사이에서 낭포황반부종의 완전한 소실이 일

어난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0.262, p=1.00).

평균 안압은 치료 시작 후 1개월째부터 injection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개월째는 유의한 상승을 나타

냈다(15.31 ± 2.82 at baseline, 19.56 ± 7.67 at 2 months, 

p=0.035, Table 2). NSAID군은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안압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시작 후 6개월간의 추적 관

찰 기간 동안 30 mmHg 이상의 안압상승을 보인 환자는 총 

2명이었으며, 2명 모두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주사술 시

행 후 안압상승을 보였고 안압하강제 점안만으로 조절되었

다. 

NSAID군을 백내장 동시수술 여부에 따라 소집단 분류

하였을 때, 27안은 동시수술군이었고, 10안은 단독수술군

이었다. 두 군 간 질환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113). 평균 최대교정시력의 경우, 초진 시 두 군 사

이의 차이는 없었으며(p=0.148), 두 군 모두 치료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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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Mea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of combined operation group (n = 27) and no combined operation group (n =  
10) i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group. (A) Mean BCVA during the follow-up period. (B) Values of mean 
BCVA during the follow-up period. At each visit during 6 months of follow-up period, the mean BCVA showed no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the two groups. Mean BCVA showed significant decrease from baseline at each visit in both groups.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시력호전을 보이며 모든 관찰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각각, p=0.091, p=0.057, p=0.057, p=0.098, 

p=0.084, p=0.098, Fig. 3). 각 군에서 초진 때와 각 관찰 시

점 사이의 평균 최대교정시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관

찰 시점에서 두 군 모두 초기 시력보다 호전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Fig. 3).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초진 시 동시수술군에

서 더 두꺼운 결과를 보여주었으나(p=0.023), 치료 시작 후 

모든 관찰 시점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각각, p=0.242, p=0.148, p=0.158, p=0.062, p=0.148, 

p=0.960, Fig. 4). 평균 최대교정시력과 마찬가지로 두 군 

모두 초기 두께보다 모든 관찰 시점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두께를 보여주었다(Fig. 4).

첫 치료 후 6개월 경과 관찰 기간 동안 NSAID군은 중심

황반두께 증가와 한 줄 이상의 시력저하를 보여 재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없었으나, injection군에서는 두 명의 환자에

서 재발을 보여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재주사를 시행하

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은 후

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주사술에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인 Bromfenac 점안약보다 초기 시력 변화와 평균 중심

황반두께 감소 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개

월간 경과 관찰하였을 때 두 치료법 모두에서 차이 없이 좋

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Bromfenac 점안약은 백내장 동시수

술 여부에 관계없이 시력호전과 황반중심두께 감소에 효과

적이었다.

전체 610명의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53명에서 술 

후 낭포황반부종으로 진단 후 치료를 받아 8.6%의 발생률

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한 12.8-16.8%에 비

해 다소 낮았는데,9,10 술 후 낭포황반부종에 대한 정의와 수

술 방법, 그리고 수술 후 사용한 약제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Bromfenac 점안약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 최대교정시력

은 두 군 모두 치료 시작 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지속적으

로 호전을 보였고, 최대교정시력의 변화량은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주사술과 비교하였을 때 첫 4개월째까지는 

주사술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가 5개월 이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발생

한 낭포황반부종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Kessel 

et al33
에 따르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을 통

해서 낭포황반부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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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Mean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of combined operation group (n = 27) and no combined operation group (n = 10) 
in 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group. (A) Mean CMT during the follow-up period. (B) Values of mean CMT dur-
ing the follow-up period. At baseline, combined operation group showed thicker mean CMT than no combined operation group, but 
at each visit during the 6 months follow-up period, the mean CM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Mean 
CMT showed significant decrease from baseline at each visit in both groups.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Warren et al31
과 Yüksel et al18

은 낭포황반부종에서 비스테

로이성항염증제제 점안약을 통해 유의한 시력호전을 보고

하였다.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비스테로이성항염증제제 점안약을 사용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으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

약을 사용한 결과는 보고되었다. 유리체절제술 후 모든 환

자에게 Ketorolac 0.4% 점안약(Acular LS; Allergan, Inc., 

Irvine, CA, USA)을 사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한 전향적 연

구에서는 Ketorolac 점안약을 사용하였을 때 위약군에 비해 

8% 정도의 중심황반두께 감소와 함께 3줄 정도의 시력호

전이 있었다고 하였다.34 유리체절제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는 있으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제 점안약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반면, 또 다른 전향적인 연구에서는 비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제제인 Nepafenac 0.1% 점안약(Nevanac; Alcon, 

Puurs, Belgium)을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여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심황반부종에 대한 효과

를 보았는데 시력개선과 중심망막두께 감소에 있어서 위약

군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5 이는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제제의 종류에 따라 안구 내 침투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들을 사용 후 유리체내 

prostaglandin E2 농도를 비교한 다기관 연구에서 Ketorolac 

0.4% 점안약이 Nepafenac 0.1% 점안약보다 유의하게 pros-

taglandin E2를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36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Bromfenac이 Nepafenac보다 Prostaglandin E2

를 더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7 이러한 특징은 비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의 약력학적 특징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성 항염증제제의 경우 cyclo-

oxygenase (COX)를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 prostaglandins의 

합성을 막아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이들 COX 중 COX-2의 경우 염증을 일으키

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COX-2의 효과

적인 억제가 항염증작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

다.38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중에 Pranoprofen, diclo-

fenac, ketorolac, nepafenac, amfenac 등은 COX-1과 COX-2 

모두에 작용하는 반면 Bromfenac은 COX-1보다 COX-2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고 분자구조의 Bromine으로 인해 친

유성을 가지고 있어 각막, 유리체 등의 구조물을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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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작용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39,40 이러

한 차이로 인해서 Nepafenac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충분한 치료 역가에 도달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중심황반두께의 경우도 두 군에서 모두 치료 시작 

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초기 중심두께보다 유

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두 군 사이 비교에서 injection군이 

1개월부터 4개월까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가 5개월 이후

로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낭포황반부종의 완전한 소실이 injection군에서 

1개월부터 4개월까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5개월 이후로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기존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발생한 Irvane-Gass증후

군 환자를 대상으로 비스테로이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의 효

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Bromfenac과 Nepafenac이 중

심황반두께를 유의하게 감소시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고,31 백내장수술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 후테

논낭하 트리암시놀론주사술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Nepafenac 점안약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점안약이 주사

술과 비슷한 중심황반두께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평균 중심황반두께가 경과 관찰 4개월째까지 

NSAID군이 더 두껍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테논낭하 스테

로이드 주사술의 중심황반두께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

일 수도 있으나, NSAID군이 injection군보다 망막전막 및 

황반원공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 유리체절제술 시 내경계

막 제거를 필요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유리

체절제술과 함께 내경계막 제거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 대해 연구한 

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내경계막 제거로 인하여 망막혈액

장벽이 손생되면서 황반부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41 

안압은 치료 전후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시

작 1개월 뒤에는 injection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2개월째는 초기 안압에 비해 유의한 상승을 나타냈다

(p=0.035). 이러한 안압상승은 안구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28,42 반면에 본 연구

에서 Bromfenac 점안약을 점안한 환자들은 6개월 동안 안

압상승을 보이지 않아 스테로이드 제제에 비해 안압상승의 

우려가 없는 것이 Bromfenac 점안약의 또 다른 장점으로 

생각된다.

NSAID군을 수술 방법에 따라 소집단 분석했을 때, 백내

장 동시수술을 시행한 군에서 초기에 더 심한 낭포황반부

종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두 군 모두에서 경

과 관찰 기간 동안 점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력호전과 

두께 감소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단독 수술보다 복합

적인 수술을 시행했을 때, 낭포황반부종의 빈도가 증가한

다고 하였다.43 망막전막으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군을 백내장 동시수술 여

부에 따라 나눠 분석했을 때 낭포황반부종 발생이 동시수

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13/124 (10.48%)였고 동시수술을 

시행했을 때 18/118 (15.25%)로 나타나 동시수술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9 하지만, 본 연구

에서 두 군 간에 기능적, 해부학적 호전에 있어 차이를 보

이지 않았던 이유는 Bromfenac의 약력학적 특징으로 인해 

안내 투과성이 좋아 술 후 더 많은 염증이 발생하는 동시수

술군에서도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본 연구는 관찰 기간이 6개월로 짧았으며 후향적인 방법

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제

한점이 있다. 또한 각 군에 포함된 환자군의 질환 구성에 

따라 치료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군 사이

에 질환 분포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낭포황반

부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망막병증과 망막혈

관폐쇄와 같은 망막혈관질환 및 포도막염이 동반되어 있거

나 이들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술 받은 경우를 제외

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모든 환자들에서 술 후 스테

로이드 점안약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 또는 후테논낭하 트리

암시놀론주사로 치료한 비교 연구였기 때문에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 단독의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

자가 백내장 동시수술을 진행하거나(72.9%), 수술 전 이미 

위수정체안 상태(24.3%)여서 수술 후 수정체 상태에 따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의 치료 효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인 Bromfenac은 백내장 동시수

술 여부와 관계없이 적은 부작용으로 시력개선 효과를 보

였으며 중심황반두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는 백내장수술 뿐만 아니라 유리체절제술로 인해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도 Bromfenac 점안약으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대규모 전향적 관찰 연구를 통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의 장기적인 치료 효과

와 안정성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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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 브롬페낙 점안약의 효과

목적: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에서 비스테로이성 항염증제제 점안약인 Bromfenac의 기능적, 해부학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낭포황반부종으로 치료를 시행한 53안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Bromfenac 점안약을 사용한 

군(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군)이 37안이었고,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주사술을 사용한 군(injection군)이 16안

이었다. NSAID군 중 27안은 유리체절제술과 백내장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동시수술군이었고, 10안은 유리체절제술만 실시한 단독수술

군이었다. 치료 후 6개월간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께, 안압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모든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두 군 사이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injection군에서 

4개월까지 유의하게 더 많은 감소를 보였으나 이후 두 군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안압은 injection군에서 상승이 관찰되었으나(2개월

째 p=0.035) NSAID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NSAID군을 백내장 동시수술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모든 

경과 관찰 시점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평균 중심황반두께는 초진 시 동시수술군이 더 두꺼웠으나(p=0.023) 이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유리체절제술로 인한 낭포황반부종에 Bromfenac 점안약의 사용은 백내장 동시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적은 부작용으로 시력개

선과 중심황반두께 감소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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