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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험이 없는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과 베바시주맙 단독 요법의 단기 치료 결과 비교 

Short-term Results of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Combined with 
Bevacizumab versus Intravitreal Bevacizumab for Treatment-naive Diabetic 

Macular Edema

이여진⋅강규동

Yeo Jin Lee, MD, Kui Dong Kang, MD, PhD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천성모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visual and anatomical outcomes of intravitreal bevacizumab combined with the dexamethasone intra-
vitreal implant (Ozurdex®) and bevacizumab monotherapy in eyes with treatment-naive diabetic macular edema.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41 eyes of 41 patients with diabetic macular edema who underwent either intravitreal 
bevacizumab (1.25 mg) (21 eyes, intravitreal bevacizumab [IVB] group) injection alone or simultaneous injection of bevacizumab 
(1.25 mg) and dexamethasone implant (0.7 mg) (20 eyes, intravitreal dexamethasone [IVD] group).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intraocular pressure, and retreatment percentages were accessed 1, 3, and 6 months 
after injection.
Results: At 3 and 6 months, the IVD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BCVA compared to the baseline. Only a slight 
improvement in BCVA was observed in the IVB group during the initial 3 months; however, significant improvement was evident 
at 6 months compared with the baseline. During the first 3 months, the IVD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CMT com-
pared with the IVB group; at 1 month after the initial injection, the CMT was 264.39 ± 54.95 µm for the IVD group versus 349.00 
± 112.18 µm for the IVB group (p = 0.011). At 3 months, the CMT in the IVD group had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at 
of the IVB group (p < 0.001). The average number of additional intravitreal injections during the 6-month follow-up was 0.45 and 
1.15 for the IVD and IVB groups, respectively. In the IVD group, cortical (7%) and posterior subcapsular (15%) cataracts devel-
oped by two grades or more during follow-up in phakic eyes.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diabetic macular edema, simultaneous therapy combining a dexamethasone implant plus bev-
acizumab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CMT during the initial 3 months and the combined treatment group had fewer addi-
tional intravitreal in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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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황반부종은 중등도 이상의 시력상실을 야기하는 가

장 흔한 원인으로 이에 대한 치료와 치료 반응 지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1 당뇨황반부종 발생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당뇨망막

병증에서 망막허혈이 발생하면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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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

인 분비가 증가되며, 이는 혈액망막장벽의 손상과 혈관 투

과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황반부로 간질액이 빠져나와 

황반부종이 발생하게 된다.2 

당뇨황반부종에 대한 최초의 치료는 황반부 레이저 치료

로서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ETDRS)

에서 중등도 시력손상의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

고하였으며,3 이후에는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및 스테로

이드의 유리체강 내 주입술, 유리체절제술 등이 연구되어 

왔다.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anti-VEGF)인 베바시주맙(Avastin®; 

Genetech, South San Francisco, CA, USA), 라니비주맙

(Lucentis®, Genentech), 애플리버셉트(Eylea®; Regeneron, 

Tarrytown, NY, USA)의 유리체강 내 주입술이 당뇨황반부

종에서 중심황반두께를 감소시키고 시력호전을 보인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고,4-7 현재 국내에서는 이

상의 모든 약제들이 당뇨황반부종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의 유리체강 내 주입술은 스테로이드의 항염

증 작용, 혈관내피세포생성인자 감소, 혈액망막장벽의 강화 

효과로 인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당뇨황반부종을 치료할 수 

있지만,8 백내장, 안압상승 등의 부작용들을 동반한다고 보

고된 바 있다.9,10 또한 분말약제의 경우에는 약제 성상의 특

성상 유리체강 내 주입술 시술 직후에 일시적인 시력저하 

및 시야혼탁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개발된 덱사메타손삽입물(Ozurdex®; Allergan, Irvine, 

CA, USA)은 유리체강 내에서 6개월가량에 걸쳐 서서히 방

출되는 생분해성 삽입물로 Boyer et al10
이 당뇨황반부종 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3년간의 무작위 대조연구에서 시력

향상, 부종 호전의 효과와 안정성을 보고한 후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강 내 베바시주맙주입

술과 비교하여 덱사메타손삽입물이 더 적은 치료 횟수와 

더 나은 해부학적 호전을 보여준 연구들이 있으며,11,12 여러 

차례의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주입술 및 스테로이드주입

술 등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당뇨황반부종에서 덱사메타

손삽입물 유리체강 내 주입술에 효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

다.13,14

최근 국내에서는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물 주사 후 재

발 시 베바시주맙을 주사하는 순차적 치료군과 베바시주맙 

단독 치료군을 비교했을 때 순차 치료군이 더 적은 재발과 

더 나은 해부학적 호전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15 하지만 치

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덱사메타손삽입물과 베바

시주맙을 병합하여 주사한 군과 베바시주맙 약제를 단독으

로 주사한 군을 비교, 연구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어 이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황반부종을 

동반한 당뇨망막병증으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물과 

베바시주맙을 병합하여 투약 받은 환자 또는 베바시주맙을 

단독으로 투약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며 본원의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OIRB-신

20180907-012). 

당뇨황반부종은 18세 이상의 1형 또는 2형 당뇨가 있으

며, 경도에서 심한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을 가진 환자에서 

ETDRS에서 정의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황반부종을 대상으

로 하였고,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이전에 유리체내 항혈

관내피성장인자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거나 유리체절제

술을 시행한 환자는 제외하여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만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형광안저촬영술에서 황반허혈이 관

찰되는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망막혈관폐쇄, 포도막염과 같

은 황반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안질환이 있거나, 망막전막, 

유리체황반견인 등 중심황반두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

질환이 있는 경우,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시술 전 모든 환자에서 최대교정시력,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DRI OCT triton; 

Topcon, Tokyo, Japan)을 시행하였다. 최대교정시력은 log-

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시력

으로 전환하였으며 안압은 비접촉 안압계를 이용하였고, 

세극등미경검사를 통해 백내장수술을 하지 않은 병합요법

의 13안, 단독요법의 12안의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 III (LOCS III)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환자는 점안마취 후 5% povidone iodine 용액으로 소독

하였으며 개검기 착용 후 윤부에서 3.5 mm 떨어진 하이측 

부위에 덱사메타손삽입물(0.7 mg)과 베바시주맙(1.25 mg)

을 병합하여 또는 베바시주맙(1.25 mg) 단독으로 주입하였

고, 주입술은 숙련된 한 명의 시술자(K.D.K)에 의해 시행되

었다. 병합요법군에서는 베바시주맙 주사 직후 같은 사분

면에 덱사메타손삽입물을 주입하였다. 술 후 1, 3, 6개월째 

술 전과 같은 검사를 반복하여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

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백내장 진행 여부와 안압 변

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경과 관찰 중 2줄 이상의 시력저하

와 함께 빛간섭단층촬영상 150 μm 이상의 중심황반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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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IVD group IVB group p-value
Eyes 20 21 -
Age (years) 59.94 ± 13.91 56.40 ± 12.79 0.534*

Sex (male:female) 12:8 13:8 0.373†

HbA1C 7.30 ± 0.97 7.17 ± 1.17 0.522*

Mean baseline BCVA (logMAR) 0.65 ± 0.30 0.60 ± 0.45 0.331*

Mean baseline CMT (μm) 505.56 ± 138.85 461.20 ± 160.76 0.186*

Mean baseline IOP (mmHg) 14.72 ± 3.94 13.85 ± 2.92 0.63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IVD group = combined therapy with intravitreal bevacizumab and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IVB group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s in diabetic macular edema;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IOP = intraocular pressure.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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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를 보이는 경우, 최소 3개월의 간격을 유지하며 단독요

법군은 베바시주맙을, 병합요법군은 베바시주맙과 덱사메

타손삽입물을 병합하여 재주사한 환자가 본 연구의 의무기

록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 

21.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

하였고 두 군 간의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으며, 각 군에서 초기값과 경과 관찰

값의 비교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p-value는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

로 판정하였다.

결 과

연구 기간 동안 본원에서 당뇨황반부종으로 첫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65안으로 이 중에서 녹내장이 동반된 

2안과 망막전막이 동반된 3안은 제외하였다. 병합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는 26안, 단독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는 34안

이었으며, 그중 추적 소실된 환자 각각 1안, 3안은 제외하

였다.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시기에 맞추어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발 시 치료 기준에 맞지 않았던 

5안, 10안도 각각의 군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병합요법

군 20안, 단독요법군 21안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덱사메타손삽입물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군(intravitreal 

dexamethasone [IVD]군)의 평균연령은 59.94 ± 13.91세, 

성별은 남자 12명, 여자 8명이며 베바시주맙 단독요법군

(intravitreal bevacizumab, IVB군)은 56.40 ± 12.79세, 남자 

13명, 여자 8명이었다. 초기 최대교정시력은 IVD군이 0.65 ± 

0.30 logMAR, IVB군이 0.60 ± 0.45 logMAR였으며, 중심

황반두께는 각각 505.56 ± 138.85 μm, 461.20 ± 160.76 μm

였다. 치료 전 안압은 IVD군이 14.72 ± 3.94 mmHg, IVB군

이 13.85 ± 2.92 mmHg였다. 나이, 성별, HbA1C, 중심황반

두께, 최대교정시력, 안압에서 두 군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최대교정시력은 IVD군에서 3, 6개월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력호전을 보였고(각각 p=0.002, 

p=0.045), IVB 그룹에서는 첫 치료 후 3개월째까지는 유의

한 시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6개월째에는 치료 전

과 비교하여 유의한 시력호전을 보였다(p=0.048). 모든 시점

에서 두 군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중심황반두께는 3개월까지는 IVD군이 IVB군보다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IVD군에서 1개월째 중심황반두께는 

264.39 ± 54.95 µm였고 IVB군에서는 349.00 ± 112.18 µm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3개월째에는 IVD군의 

중심황반두께는 266.50 ± 63.95 µm였고 이는 IVB군의 

389.85 ± 122.96 µm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즉, 

중심황반두께는 두 군 간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 1, 3개월째 

IVD군이 유의하게 두께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6개월

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중심황반두께의 변화

량(central macular thickness difference)도 1, 3개월에서 병

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p=0.004, p=0.002) (Table 2, Fig. 1).

안압은 IVD군에서 1개월째 유의하게 상승된 소견을 보

였고, 그 이후 시점과 IVB군 모든 시점에서 치료 전과 비교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군 간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6개월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20 mmHg 이상의 안압상승을 보인 환자는 병합

요법에서 4안(20%)으로 단독요법의 0안(0%)보다 많았다. 

4안 모두에서 안압하강제(최소 1가지에서 최대 2가지)의 

점안으로 충분히 안압 조절이 가능하였다. 6개월간 두 단계 

이상 진행된 핵경화성 백내장은 병합요법, 단독요법이 각

각 15%, 17%, 병합요법의 피질혼탁과 후낭혼탁 발생은 7%, 

15%로 발생하여 발생되지 않은 단독요법에 비해 더 많았

다(Table 3). 시술 후 추적 관찰하는 동안 망막박리, 유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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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D group IVB group
p-value†

Value p-value* Value p-valu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Baseline 0.65 ± 0.30 - 0.60 ± 0.45 - 0.331

1 month 0.52 ± 0.34 0.053 0.46 ± 0.24 0.072 0.633
3 months 0.39 ± 0.31 0.002 0.55 ± 0.47 0.512 0.346
6 months 0.50 ± 0.34 0.045 0.40 ± 0.31 0.048 0.346

Central macular thickness (μm)
Baseline 505.56 ± 138.85 - 461.20 ± 160.76 - 0.186
1 month 264.39 ± 54.95 <0.001 349.00 ± 112.18 0.001 0.011
3 months 266.50 ± 63.95 <0.001 389.85 ± 122.96 0.014 <0.001
6 months 374.17 ± 154.21 0.020 387.90 ± 157.92 0.086 0.851

Central macular thickness difference (μm)
1 month -241.17 ± 164.02 - -112.20 ± 190.12 - 0.004
3 months -239.06 ±170.28 - -71.35 ± 110.18 - 0.002
6 months -141.39 ± 210.26 - -93.30 ± 201.26 - 0.443

Intraocular pressure (mmHg)
Baseline 14.72 ± 3.94 - 13.85 ± 2.92 - 0.633
1 month 16.83 ± 3.94 0.019 14.75 ± 2.95 0.146 0.186
3 months 15.61 ± 3.58 0.143 14.75 ± 3.61 0.176 0.593
6 months 14.94 ± 3.72 0.355 14.50 ± 3.00 0.240 0.94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IVB group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s in diabetic macular edema; IVD group = combined therapy with intravitreal bevacizumab and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Wilcoxon signed rank test vs. baseline; †Mann-Whitney U test.

Table 2. Mean changes of visual acuity, central macular thickness, intraocular pressure in the bevacizumab group and combination 
group

A B

Figure 1. Changes in parameters of groups after injection. (A)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At 3 and 6 months, BCVA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intravitreal dexamethasone (IVD) group 
compared to the baseline. BCVA in intravitreal bevacizumab (IVB) group at 6 months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baseline. (B)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μm).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MT in IVD group compared to IVB 
group at 1 and 3 months. IVB group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s in diabetic macular edema; IVD group = combined ther-
apy with intravitreal bevacizumab and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p < 0.05; †p < 0.01 
by Mann whitney U test.

출혈, 안내염 등의 안구내 합병증과 전신적 합병증은 발생

하지 않았으며, 연구 기간 중 백내장, 망막수술을 시행 받

은 경우는 없었다. 재주사는 병합요법군에서 6개월째 9안, 

단독요법군에서 3개월째 17안, 6개월째 6안에서 시행하였

으며 6개월간 평균 재주사 횟수는 IVD군이 0.45회(22%), 

IVB군이 1.1회(55%)로 병합요법군이 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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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cal NS PSC
IVD group (n = 13) 1 (7) 2 (15) 2 (15)
IVB group (n = 12) 0 2 (17)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S = nuclear sclerosis; PSC = posterior subcapsular; IVD group = combined therapy with intravitreal bevacizumab and intravitreal dex-
amethasone implant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IVB group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s in diabetic macular edema. 

Table 3. Cataract development by 2 grades or more for 6 months in phakic eyes

고 찰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

강내 덱사메타손삽입물과 베바시주맙의 병합요법과 베바

시주맙 단독요법 간에 연구 기간인 6개월 동안 시력의 차

이는 없었으나 병합요법군의 경우 단독요법군과 비교 시 

주사 후 3개월째까지 중심황반두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합요법군에서는 단독요법과 비

교하였을 때 전체 주사의 횟수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고 병

합요법군에서는 시력, 중심황반두께의 호전 소견이 6개월 

이상 유의하게 지속되었으나 단독요법군에서는 6개월째에

는 초기 중심황반두께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테로이드 안구내 주사로는 주로 트리암시놀론과 덱사

메타손이 사용되고 있다.16,17 덱사메타손은 트리암시놀론에 

비하여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나 반감기가 5.5시간으

로 짧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덱사메타손이 6개월간 서서히 

방출되는 오저덱스가 개발되었으며, 첫 6주간은 유리체강 

내 덱사메타손 농도가 고농도를, 이후 6개월간은 저농도를 

유지하게 된다.18,19 오저덱스는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더 오랜 기간 작용하며, 망막

정맥폐쇄와 당뇨에 의한 황반부종, 비감염성 후부 포도막

염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10 특히 당뇨황반부종에서 오저

덱스 자체의 치료 효과
10
와 베바시주맙과 비교한 오저덱스

의 효용성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으며,11,12 베바

시주맙 및 트리암시놀론의 유리체내 주사요법으로도 치료

가 안되는 난치성 당뇨황반부종에서 오저덱스의 효과도 보

고된 바 있다.13,14

덱사메타손삽입물의 최대 효과는 주사 후 1달에서 3달 

정도까지 지속되며,19 Pacella et al20
는 4개월 정도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고, 최근 한 연구에서는 유리체내 덱

사메타손삽입물의 주사 간격을 4.6 ± 0.5개월이라고 보고

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3개월까지는 황반부종의 

감소를 보이다 이후 다시 부종이 증가하였고 오저덱스의 

효과가 4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

를 보였다.

스테로이드는 항혈관내피세포생성인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와 항염증 작용이 추가로 

있어 염증 세포의 이동을 막아 혈관 투과성을 줄이며, 부종

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조절하여 부종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16,17,22 이렇게 서로 다른 기전으로 

망막부종을 줄이는 베바시주맙과 스테로이드를 병합하여 

치료한 연구로는 Ahmadieh et al23
과 Jin et al24

가 보고한 

당뇨황반부종에서 베바시주맙과 트리암시놀론을 병합하여 

주사한 군이 베바시주맙만 주사했을 때와 비교하여 각각 

1개월째, 3개월째 시력, 중심망막두께가 더 호전되었으나 

그 후 경과 관찰에서 추가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덱사메타손삽입물에 

대해서는 베바시주맙과 병합하여 주입한 군과 베바시주맙

만 단독으로 주입한 군을 비교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

된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황반부종이 있는 환자에

서 3개월까지는 베바시주맙과 덱사메타손삽입물 병합요법

이 베바시주맙 단독요법에 비해 중심황반두께의 값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 6개월째에는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시력 결과는 병합요법에서 3개월째, 6개월째 주사 전에 

비해 유의하게 시력호전을 보였고, 단독요법군에서는 6개

월째만 유의하게 시력호전을 보였으며, 양 군을 비교하였

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3개월째는 병합요법군

이, 6개월째는 단독요법군의 시력호전이 더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병합요법군에서는 6개월째 9안에서, 단독요법

군에서는 3개월째 17안, 6개월째 6안에서 재주사를 시행하

였기 때문에, 3개월째 단독요법군에서만 시행된 재주사에 

의해 6개월째의 결과가 이에 영향을 받아 시력이 호전되었

거나 황반부종이 감소했을 수 있어 병합요법과의 비교에 

제한이 생긴다.

또한 황반부종이 만성화됨에 따라 주사가 반복적으로 필

요한 환자들에게 6개월간 평균 재주사 횟수가 병합요법군

에서 0.45회(55%), 단독요법군에서 1.1회(22%)로 병합요법

군이 더 적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환자의 주사 횟수

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순응도가 좋지 않은 

환자의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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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 및 염증 조절을 강력하게 하여 재발을 줄이는 것이 반

복적인 재주사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감소시킬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통

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병합요법군이 단독요법군에 

비해 CMT가 더 높고 시력도 더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baseline의 CMT가 큰 환자군에서의 치료 후 CMT

의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기존의 보고를 고려해보면 이

러한 점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초기 황반부종이 

심한 환자들이 주로 병합요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가 후향적인 연구였기

에 나타나는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주입술의 부작용으로는 안압상

승, 백내장 등이 흔한 합병증이 보고되어왔으며, 유리체출

혈, 안내염, 망막박리 등도 아주 드물게 보고되었다.10,25 오

저덱스의 경우 3년 연구에서 10 mmHg 이상의 안압상승은 

15.6%이고 주사횟수에 비례하여 안압상승이 누적되지 않

는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26 대부분 안압하강 약물로 조절

이 잘 된다고 알려져 왔다.10,27 본 논문에서도 20 mmHg 이

상의 안압상승을 보인 환자는 병합요법의 4안(20%)으로 단

독요법의 0안(0%)보다 많았지만 상승된 모든 경우에 안압

하강 약물로 조절이 잘 되었다. 

백내장의 발생은 연구마다 1.6%에서 2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
14,28,29 이는 핵, 피질, 후낭하 혼탁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도구가 아직 제한적이고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LOCS III 분류를 이용

하였고 6개월간 두 단계 이상 진행된 핵경화성 백내장은 

두 군이 비슷하였지만 피질혼탁과 후낭혼탁은 병합요법에

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량적이지 못하며,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백내장 

발생으로 인해 시력예후 결과 분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제한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강 내 덱사메타손

삽입물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은 베바시주맙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6개월간 최대교정시력은 차이가 없었으며, 중심

황반두께는 단독요법의 재주사를 시행하기 전인 1, 3개월

에서 병합요법이 더 감소하였다. 또한 병합요법에서 재주

사의 빈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주사 빈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체 대상자 수가 41명으로 적고, 6개월이라는 짧

은 관찰 기간으로 장기간의 치료 효과와 합병증을 비교하

는 데 제한점이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대규모의 장기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덱사메타손삽입물과 

베바시주맙이라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두 약물을 병합

한 치료 효과와 베바시주맙 단독 치료 효과를 비교한 첫 연

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 덱사메타손

삽입물 단독 치료와도 비교하여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나 

삶의 질, 시력개선에 어떤 치료가 가장 우선될 것인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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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치료 경험이 없는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과 베바시주맙 단독 요법의 단기 치료 결과 비교 

목적: 치료 경험이 없는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과 덱사메타손삽입물(Ozurdex®) 병합주사요법과 베바시주맙 단독

주사요법에 대한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다.

대상과 방법: 당뇨황반부종이 있는 환자 41명 41안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20안은 베바시주맙 단독요법을 시행 

받았고 21안은 덱사메타손삽입물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을 시행 받았다. 시술 전과 시술 후 1, 3, 6개월의 최대교정시력, 중심황반두

께, 안압, 재치료 빈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병합요법군에서는 주사 후 3개월, 6개월째 최대교정시력이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단독요법군에서는 3개월까지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으나 6개월째에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시력호전이 관찰되었다. 중심황반두께는 3개월까지는 병합요법군이 단독요

법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병합요법군에서 1개월째 중심황반두께는 264.39 ± 54.95 µm였고 단독요법군에서는 349.00 ± 112.18 µm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병합요법군에서 3개월째의 중심황반두께 역시 단독요법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p<0.001), 6개월에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6개월간 평균 재주사 횟수는 병합요법군이 0.45회, 단독요법군이 1.15회였다. 병합요

법군에서 6개월간 두 단계 이상 진행된 피질혼탁과 후낭혼탁성 백내장 발생은 7%, 15%였다.

결론: 당뇨황반부종에서 베바시주맙과 덱사메타손삽입물의 병합요법은 베바시주맙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첫 3개월 동안 중심황반두께

의 감소 효과가 있었고 재주사의 빈도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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