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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재발 시 주사하는 방식에서 지속주사 

방식으로 교체 후의 임상결과

Clinical Outcomes after Switching from As-needed to Proactive Injections in the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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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long-term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who 
were treated with an as-needed regimen but were switched to a proactive regimen during the course of treatment.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23 eyes with neovascular AMD which were initially treated with an as-needed regi-
men, but switched to a proactive regimen during the course of treatment. The duration of the as-needed phase was compared to 
that of the proactive phase. In addition, the number of injections per year and the degree of visual deterioration per year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phases.
Results: The duration of the as-needed and proactive phases were 17.9 ± 8.3 months and 31.3 ± 13.2 months, respectively. The 
duration of the proactive phase was significantly longer (p < 0.001). The number of injections per year during the proactive phase 
(4.4 ± 1.0) was significantly more than that during the as-needed phase (2.8 ± 1.0) (p < 0.001). The degree of visual deterioration 
per year during the as-needed phase (0.08 ± 0.14) was slightly greater than that during the proactive phase (0.04 ± 0.08).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229).
Conclusions: The number of injections was higher after switching to the proactive regimen. However, the degree of visual deteri-
oration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noted during the as-needed phase. Further studies with a more controlled design are needed 
to determine more clearly the impact of switching treatment regimens on long-term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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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그 자연 경과가 매우 나쁜 질환으로 적절

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시력손상이 발생하게 

된다.1 과거에는 레이저광응고술이나 광역학요법(photodynamic 

therapy)이 주된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나 보다 최근 항

혈관내피성장인자 요법(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herapy)이 도입되면서 그 치료 결과가 뚜렷하게 향

상되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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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에 대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요법의 유용성을 증명한 주요 임상시험들인 Minimally 

Classic/Occult Trial of the Anti-VEGF Antibody Ranibizumab 

in the Treatment of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MARINA) study2
와 VEGF Trap-Eye: 

Investigation of Efficacy and Safety in Wet AMD (VIEW) 

study3
에서는 대부분의 안에서 치료 후 시력이 호전되거나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항혈관내피성장인자는 고

가의 약제로 임상시험에서와 같이 1-2개월 간격으로 지속 

주사하는 방법을 실제 진료 환경에서 적용하는 경우 환자

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치료방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s-needed 방법은 첫 3회 주사 후 경과 관찰하며 재발할 

때에만 추가 주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약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5 Treat-and-extend6,7
로 대표되는 

재발이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사(proactive)하며, 검

사 결과에 따라 병원 방문/주사 기간을 조절하는 방식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약제를 이용함과 동시에 병원 방문 횟수

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들 

두 방법 모두 효과적으로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treat-

and-extend 방식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as-needed 방식으

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치료 경과 도중 treat-and-

extend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의 임상결과에 대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소수의 연구 결

과만이 발표되어 있으며,10-12 아직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지속적으로 주사하는 방식

은 국내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추세에 있어 국내 환자를 대

상으로 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절맥락

막혈관병증(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13
은 결절 모

양의 과형광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의 한 행태로 동양인에서 주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절맥락막혈광병증을 포함한 국

내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as-needed 방

식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치료 경과 도중 proactive 방

식으로 변경한 환자들의 임상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된 후향적 연구로 헬싱키선

언에 입각하여 시행되었으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획득하였다(Kim's Eye Hospital IRB, #2019-12-001).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4명의 의사에 의해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되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치료

를 시행 받은 환자들 중 as-needed 방식으로 치료하다 치료 

경과 도중 proactive 방식으로 치료 방식을 변경한 환자들

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24개월 미만

의 경과 관찰기간, 2) 첫 3회 주사 후 망막내액/망막하액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경우, 3) 심한 매체 혼탁, 4) 이전에 

유리체망막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5) 증식당뇨망막

병증, 망막혈관폐쇄, 6) 황반원공이나 망막전막 등 황반미

세구조와 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유리체망막 

질환이 동반된 경우.

진단 시 환자의 최대교정시력을 측정하였으며, 세극등을 

이용한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SLO-OCT®: OTI 

Ophthalmic Technologies Inc., Toronto, Canada; Spectralis®: 

Heidelberg Engineering, Dossenheim, Germany; RS 3000®: 

Nidek Co., Ltd., Tokyo, Japan)을 시행하였다. 또한 형광안

저혈관조영술 및 인도시아닌그린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인도시아닌그린혈관조영술에서 분지혈관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결절 모양 과형광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 결

절맥락막혈관병증으로 진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 

중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의 특징을 보이지 않은 환자들은 전

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하였다.

모든 환자는 진단 후 1개월 간격으로 3회의 라니비주맙

(0.5 mg/0.05 mL) 혹은 애플리버셉트(2.0 mg/0.05 mL) 주

사를 시행 받았다. 유리체내 주사는 외래 수술실에서 시행

되었다. 시술 전 0.5% proparacaine (Alcaine®, Alcon, Fort 

Worth, TX, USA)을 점안한 뒤 1.25% povidone iodine을 

시술할 눈에 점안하고 속눈썹을 포함하여 눈 주위를 닦았

다. 개검기를 끼우고 1.25% povidone iodine을 한 번 더 점

안한 뒤 각막 윤부에서 3.0 mm 혹은 3.5 mm 하이측 사분

면 혹은 상이측 사분면에 30게이지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

여 애플리버셉트를 주사하였다.

첫 3회 주사 이후에는 재발할 때에만 주사하는 as-needed 

방식을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1-2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

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재발이 없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3-4개월까지 경과 관찰간격을 연장하였다. 모든 환자

들은 추적 관찰 시 세극등을 이용한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

층촬영을 시행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에서 중심와를 침범

하거나 위협하는 망막하액/망막내액이 발생한 경우 혹은 

안저검사에서 망막/망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질환의 

활동성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주사를 시행하였다. 

As-needed에 준한 치료 도중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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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Age (years) 70.1 ± 8.1
Sex (male:female) 13 (56.5):10 (43.5)
Diabetes mellitus 5 (21.7)
Hypertension 9 (39.1)
Subtype of neovascular AMD

Typical neovascular AMD 12 (52.2)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10 (43.5)
Unclassifiable 1 (4.3)

Type of anti-VEGF agent used for 
loading injections
Ranibizumab 10 (43.5)
Aflibercept 13 (56.5)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VEGF = vascular en-
dothelial growth factor.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patients (n = 23)

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발 유무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주

사하는 proactive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변경하였다. 모든 

치료 방침 결정은 환자를 진료해 오던 의사가 계속 진행하

였으며, 주사치료 역시 진료한 의사가 직접 시행하였다.

Proactive 치료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망막내액/망막하액이 

발생하거나 유지되는 경우 주사 사이 간격을 2주 단축하고,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주사 사이 간격을 2주 

연장하는 treat-and-extend 방식
6
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주사 사이의 간격을 치료자의 판단에 따

라 2-4주 간격으로 연장하고, 2-8주 간격으로 단축하는 수

정된 방식을 이용하였다. 모든 환자는 첫 3회 주사 시 라니

비주맙 혹은 애플리버셉트만을 이용하였으나 이후 치료부

터는 베바시주맙(1.25 mg/0.05 mL) 약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하였다. 

As-needed 기간은 첫 3회 주사 후 망막하액/망막내액이 

완전히 흡수된 것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as-needed 

치료 후 바로 다음 방문에서 망막하액/망막내액이 완전히 

흡수된 것을 확인한 시점까지로 정의하였다. Proactive 기

간은 망막하액/망막내액이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주사를 시

행한 첫 번째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proactive 주사를 시행

한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as-needed 종료 시점

과 proactive 시작 시점은 동일하다. 진단 시, 3개월(최초 3회 

주사 직후),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서로 비교하였다. 추가적으

로 as-needed 기간 동안의 1년 평균 주사 횟수 및 시력 변

화량을 proactive 기간 동안의 값과 서로 비교하였다.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과 결절맥락막혈관병증으

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as-needed 기간, proactive 기간, 

as-needed 기간 동안의 1년 평균 주사 횟수 및 시력 변화량, 

proactive 기간 동안의 1년 평균 주사 횟수 및 시력 변화량

을 양 군 사이에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첫 3회 주사를 라

니비주맙으로 시행한 환자를 라니비주맙군, 애플리버셉트

로 시행한 환자를 애플리버셉트군으로 나누어 양 군 사이

에 as-needed 기간, proactive 기간, as-needed 기간 동안의 

1년 평균 주사 횟수 및 시력 변화량, proactive 기간 동안의 

1년 평균 주사 횟수 및 시력 변화량을 서로 비교하였다. 추

가적으로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과 결절맥락막

혈관병증군 내에서 3개월(최초 3회 주사 직후),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된 최대교

정시력을 서로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전체 안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네 시점에 측정된 전반적인 평균값을 비교하는 데에는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repeated-measures 

ANOVA)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네 시점 중 두 시점에서 측

정된 값을 서로 비교하는 데에는 repeated-measures ANOVA 

후 Bonferroni’s method를 이용하였다. As-needed 기간 및 

proactive 기간 동안 측정된 값의 비교에는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이용하였다.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과 결

절맥락막혈관병증군 사이의 비교 및 라니비주맙군과 애플

리버셉트군 사이의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

하였다.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과 결절맥락막혈

관병증군 내에서 시행한 시력 비교의 경우 Wilcoxon sign-

ed-ranks test 후 Bonferroni’s correction을 시행하였다. 0.05 

미만의 p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시력

은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값

으로 바꾸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 과

전체 23명(23안)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

며, 평균 연령은 70.1 ± 8.2세였다(Table 1). 12안은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10안은 결절맥락막혈관병증으로 

진단되었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인도사이아닌그린혈관조

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감별진단이 불가하였다. 

평균 as-needed 기간은 17.9 ± 8.3개월이었으며, 상기 기

간 동안 평균 4.3 ± 2.6회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가 시

행되었다. 평균 proactive 기간은 31.3 ± 13.2개월이었으며, 

상기 기간 동안 11.4 ± 5.1회의 주사가 시행되었다. 주사 사

이 최대 간격은 1안에서 2.5개월, 8안에서 3개월, 7안에서 

3.5개월, 7안에서 4개월이었다. As-needed 기간 동안의 연

평균 주사 횟수는 2.8 ± 1.0회였으며, proactive 기간 동안

은 4.4 ± 1.0회였다. Proactive 기간이 as-needed 기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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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in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in the included 
eyes. The BCVA after as-needed phas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baseline value and the BCVA after proactive
phas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after as-needed 
phas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repeated-meas-
ures analysis of variances with a Bonferroni’s method.

A B C

D E F

Figure 2. A representative case showing clinical course of a 71-year-old patient who was diagnosed with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t diagnosis (A, B),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0.6. After three loading injections using 
aflibercept (C), retinal/subretinal fluid was completely resolved and the BCVA was improved to 0.7. The patient was followed-up 
without additional injection. Six months after the third injection (D), reactivation of the lesion was noted and additional injection was 
administered. The as-needed basis retreatment was continued up to 27 months after the third injection and 8 injections were per-
formed during this period. At 27 months (E), the BCVA was measured as 0.5. At this time, the treatment regimen was changed to 
proactive regimen and the first proactive injection was performed. Nine injections were performed during the 25-month of proactive 
period. The BCVA was maintained as 0.5 when the last proactive injection was performed (F).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p<0.001, independent samples t-test), 

proactive 기간 동안의 연평균 주사 횟수는 as-needed 기간

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01, independent samples 

t-test).

진단 시, 3개월,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 및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된 logMAR 최대교정시력은 각각 

0.45 ± 0.27, 0.27 ± 0.20, 0.39 ± 0.23, 0.50 ± 0.27이었다

(Fig. 1). 네 시점에 측정된 시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repeated-measures ANOVA). 3개월 시점과 비교

하였을 때,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된 시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106, repeated-measures ANOVA 

with Bonferroni’s method),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에 측

정된 시력은 유의하게 악화되었다(p=0.007, repeated-meas-

ures ANOVA with Bonferroni’s method).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과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 사이에는 시력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197, repeated-measures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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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ypical neovascular AMD (n = 12) PCV (n = 10) p-value*

Duration of as-needed phase (months) 18.8 ± 5.3 17.7 ± 11.2 0.418
Duration of proactive phase (months) 37.3 ± 9.3 25.1 ± 14.7 0.021
Number of injections/years  

During as-needed phase 2.9 ± 0.9 2.9 ± 0.9 0.923
During proactive phase 4.4 ± 0.9 4.6 ± 0.9 0.582

Changes in logMAR BCVA
During as-needed phase 0.07 ± 0.07 0.09 ± 0.19 0.974
During proactive phase 0.06 ± 0.09 0.01 ± 0.07 0.069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CV =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of resolution;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ann-Whitney U test.

Table 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typical neovascular AMD group and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group

Figure 3. Changes in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ccording to 
the follow-up period. The BCVA during the proactive phase 
maintained relatively stable in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group (n = 10, dotted line) than typical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group (n = 12, solid line). However, the
degree of change in BCVA during the proactive phas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 groups (p = 0.069, 
Mann-Whitney U  test). Presented p-values were derived from 
Wilcoxon signed-ranks test with a Bonferroni’s correction.

with Bonferroni’s method). As-needed 기간 동안 연평균 

0.08 ± 0.14의 시력저하가 나타났으며, proactive 기간 동안

은 연평균 0.04 ± 0.08의 시력저하가 나타났다(p=0.229, 

Mann-Whitney U test). Fig. 2는 본 연구에 포함된 안 중 대

표 증례의 임상경과를 보여준다.

LogMAR 시력 0.3 이상의 뚜렷한 시력저하가 나타난 경

우는 as-needed 기간 중 2안(8.7%), proactive 기간 중 3안

(13.0%)이었다. As-needed 기간 중 시력저하가 나타난 2안 

중 1안은 망막하출혈의 발생이 시력저하의 원인이었다. 

Proactive 기간 중 시력저하가 나타난 3안 중 2안은 망막하

출혈의 발생이 시력저하의 원인이었으며, 나머지 1안의 경

우 지도모양위축의 발생이 원인이었다. 지도모양위축이 발

생한 안의 경우 as-needed 기간이 22개월, proactive 기간이 

36개월이었다.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된 12안의 경우 

as-needed 기간은 평균 18.8 ± 5.3개월이었으며, proactive 

기간은 평균 37.3 ± 9.3개월이었다. 3개월,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 및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된 logMAR 

최대교정시력은 각각 0.44 ± 0.24, 0.25 ± 0.17, 0.36 ± 0.18, 

0.54 ± 0.23이었다(Fig. 3). 3개월 시력과 비교하였을 때,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p=0.027) 및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p=0.015)의 시력은 유의하게 악화되었으며,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과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의 시력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1).

결절맥락막혈관병증으로 진단된 10안의 경우 경우 as-needed 

기간은 평균 17.7 ± 11.2개월이었으며, proactive 기간은 평

균 25.1 ± 14.7개월이었다. 진단 시, 3개월,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 및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된 logMAR 

최대교정시력은 각각 0.44 ± 0.31, 0.25 ± 0.19, 0.39 ± 0.29, 

0.43 ± 0.31이었다(Fig. 3). 3개월 시력은 as-needed 기간 종

료 시점(p=0.294) 및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p=0.165)의 

시력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s-needed 기간 종료 시점

과 proactive 기간 종료 시점의 시력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1.000).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과 결절맥락막혈관병증

군 사이의 비교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As-needed 

기간의 경우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418, 

Mann-Whitney U test), proactive 기간의 경우 전형적 습

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p=0.021, 

Mann-Whitney U test). As-needed 기간 및 proactive 기간 

동안 시행된 연평균 주사 횟수는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군에서 2.9 ± 0.9회 및 4.4 ± 0.9회로 결절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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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Ranibizumab group (n = 10) Aflibercept group (n = 13) p-value*

Duration of as-needed phase 19.9 ± 6.3 15.2 ± 6.9 0.101
Duration of proactive phase 31.6 ± 10.9 32.2 ± 14.1 0.648
Number of injections/years  

During as-needed phase 2.8 ± 0.8 2.9 ± 1.1 0.693
During proactive phase 4.2 ± 0.8 4.6 ± 1.1 0.446

Changes in logMAR BCVA
During as-needed phase 0.06 ± 0.08 0.09 ± 0.17 0.879
During proactive phase 0.05 ± 0.11 0.03 ± 0.05 0.976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of resolution;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ann-Whitney U test.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ranibizumab group and aflibercept group

막혈관병증군에서 시행된 연평균 2.9 ± 0.9회(p=0.923, 

Mann-Whitney U test) 및 4.6 ± 0.9회(p=0.582, Mann-Whitney 

U test)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s-needed 기간 및 proactive 

기간 동안의 연평균 logMAR 시력 변화량은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에서 0.07 ± 0.07 및 0.06 ± 0.09로 결

절맥락막혈관병증군에서 나타난 연평균 0.09 ± 0.19 (p=0.974) 

및 0.01 ± 0.07 (p=0.069, Mann-Whitney U test)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라니비주맙군과 애플리버셉트군 사이의 비교에서는 

as-needed 기간(p=0.101, Mann-Whitney U test), proactive 

기간(p=0.648, Mann-Whitney U test), as-needed 기간 동안

의 1년 평균 주사 횟수(p=0.693, Mann-Whitney U test) 및 

시력 변화량(p=0.879, Mann-Whitney U test), proactive 기

간 동안의 1년 평균 주사 횟수(p=0.446, Mann-Whitney U 

test) 및 시력 변화량(p=0.976, Mann-Whitney U test)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고 찰

As-needed 방식은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보다 효

율적인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제의 이용을 위해 본격적으

로 도입된 최초의 방법이다.5 Fung et al5
은 첫 3회 주사 후 

매달 경과 관찰하며 재발할 때에만 주사하는 방법을 통해 

매달 주사하는 방법과 비슷한 수준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주사 횟수는 1년 간 평균 5.6회로 매달 주사하는 

방법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5

그러나 as-needed 방식은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었는데, 이후 도입된 treat-and-extend 방식
6,7

은 

주사 횟수뿐 아니라 병원 방문 횟수 역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Treat-and-extend 방식을 이용하는 경

우 매 방문 시 재발 여부와 관계 없이 지속적인 주사를 시

행하는데, 빛간섭단층촬영 결과에서 망막하액이나 망막내

액이 관찰되는 경우 다음 방문까지의 기간을 2주 단축하고, 

이러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문까지의 기간을 

2주 연장하게 된다. 제3형 혈관신생(type 3 neovascularization)

을 대상으로 한 Engelbert et al6
의 연구에서 매년 평균 약 

6-7회의 주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36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시력이 유지되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As-needed 방식과 treat-and-extend 방식을 서로 비교하

였을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발이 나타날 때에만 주사하

는 as-needed 방식이 더 우월할 수 있다. 실제로 습성 연령

관련황반변성 환자의 일부는 초기 치료 후 장기간 재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 처음부터 treat-and-extend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주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15,16 그러나 시력을 유지하고 호전시

키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주사를 통해 재발 자체

를 억제하여 망막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treat-and-extend 방식이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8,9 

실제 진료 환경에서 as-needed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

의 경과와 함께 지속적인 시력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

은 반면,17 treat-and-extend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간 

동안 호전된 시력이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8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as-needed 방식으로 치료를 시

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시력보전이 필요할 경

우 treat-and-extend 방식으로 치료 방법을 바꾸어 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Hatz and Prünte10
의 연구에 따르면 as-needed에서 treat-

and-extend로 치료 방식을 바꾼 후 시력이 호전되고 장기간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중심망막두께 역시 변동의 폭이 줄

어들면서 장기간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

를 바탕으로 Hatz and Prünte10
은 treat-and-extend로의 치료 

방식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데에서 기인한 환자들의 부담

을 역시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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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시행한 Giannakaki-Zimmermann 

et al11
에 따르면 treat-and-extend로 치료 방식을 바꾸면서 

주사 횟수는 더 늘어났으나 시력이 안정되고 중심망막두께

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vannli and Krohn12

의 연구에서는 treat-and-extend로 치료 방식을 바꾼 후 중

심망막두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시력이 뚜렷하게 호전되

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주사 횟수의 경우 

as-needed 기간 동안 평균 1년에 2.8회에서 proactive 기간 

동안 평균 1년에 4.4회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Proactive 

기간 동안 나타난 시력의 변화는 as-needed 기간 동안 나타

난 값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as-needed 기간(평균 

17.9개월)에 비해, proactive 기간(평균 31.3개월)이 뚜렷하

게 더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proactive 치료가 장기

간 안정적인 시력 유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의 13.0%에서 proactive 기간 동

안 logMAR 0.3 이상의 뚜렷한 시력저하가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황반하출혈과 지도모양위축으로 확인되었다.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치료 도중 나타나는 망막하출혈의 

발생은 좋지 않은 임상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9,20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출혈의 발생은 병변의 

재발을 의미하며, 주사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왔다.5 따라서 지속적인 주사를 통해 재발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은 출혈의 발생 위험 역시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과거 treat-and-extend 방식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환자를 치료하였던 Engelbert et al6의 연구에서는 출혈의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Hatz and Prünte10
의 연구에서 

역시 treat-and-extend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시력을 위협하는 출혈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의 결과가 기존의 결과와 조금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확실

하지 않다. 망막하출혈이 발생하였던 두 환자 모두 최대주

사간격은 3개월로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으며, 이는 일반적

으로 treat-and-extend 방식을 이용할 때 설정하는 최대주사

간격
6,7

과 차이가 없었다. 향후 보다 많은 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proactive 치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발생하는 

안의 특성과 위험인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지도모양위축의 발생은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치료 

과정 중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21 시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항혈

관내피성장인자 주사를 자주 시행하는 것이 지도모양위축

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본 연구

에서는 as-needed 기간에 비해 proactive 기간 동안 주사 횟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주사 횟수의 증가가 

지도모양위축의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그러나 주사 횟수의 증가와 지도모양위축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23 본 연구에서 지도

모양위축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proactive 기간(36개월)이 

as-needed 기간(22개월)에 비해 훨씬 길었다는 결과를 고려

하였을 때, 지도모양위축의 발생이 단순히 주사 횟수의 증

가와 관련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이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의 한 아

형인지 아니면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과 뚜렷하게 구분되

는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최근 Li et al24
은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

의 조직병리 소견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결절맥락막혈

관병증 역시 혈관의 팽대(aneurysm)를 특징으로 하는 제1형 

혈관신생(type 1 neovascularization)의 한 형태라 주장하였

다. 그러나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과 비교하였을 때, 결절

맥락막혈관병증은 발생하는 안의 특성에 차이가 있고,25 덜 

파괴적인 자연 경과를 보이며,26 항혈관내피성장인자에 불

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27 

치료 방침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s-needed에서 proactive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였을 때의 임상결과에 있어서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결절맥락막혈관병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인 주사 횟수나 as-needed 기

간 동안의 연간 시력 변화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proactive 기간 동안의 연간 시력 변화량의 경우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에서 평균 0.06, 결절맥락막혈관

병증군에서 평균 0.01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비록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이는 소수의 안을 대

상으로 분석을 시행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

나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군에서 proactive 기간이 

유의하게 더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양 군 간에 차이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치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향적 연구로 비교

적 소수의 안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As-needed 기간 동안 

Fung et al5
의 연구에서와 같은 매달 경과 관찰하는 방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proactive 기간 동안 역시 

Engelbert et al6
의 연구에서와 같이 2주 간격으로 엄격하게 

경과 관찰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엄격한 as-needed 방식에서 엄격한 

treat-and-extend 방식으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를 반

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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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라니비주맙, 애플리버셉트, 베바시주맙 세 약제가 혼

용되었다. 비록 세 약제 모두 황반변성의 치료에 있어서 효

과적인 약제이나 약제 효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8,29 이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대

조군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본 후향적 연구에서는 pro-

active 치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와 토의 후 치료 방침을 변경하였

기에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속

적으로 as-needed 치료를 시행 받은 군과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서는 향후 전향적으로 통제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

단 후 as-needed 방식으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치료를 받

던 환자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치료 방식을 바꾼 경우의 

임상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균 31.3개월의 비교적 긴 proac-

tive 기간 동안 평균 logMAR 0.11 정도로 경도의 시력저하

가 나타났으며, logMAR 0.3 이상의 시력저하를 보인 안은 

13.0%에 불과하였다. 평균 17.9개월의 as-needed 기간 동안 

비슷한 정도의 시력저하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as-needed 방식으로 치료 받던 환자에서 proactive 방식으

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장기간 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전형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과 결절맥락막혈관병증 사이에 유의한 

치료 경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고려

하였을 때, 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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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재발 시 주사하는 방식에서 지속주사 

방식으로 교체 후의 임상결과

목적: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시 주사하는 방식(as-needed) 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치료 경과 도중 지속주

사 방식(proactive)으로 변경한 환자들의 장기 임상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후향적 연구는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 후 as-needed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던 중 proactive 방식으로 

치료 방침을 변경하였던 23안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As-needed 기간과 proactive 기간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두 기간 사이에 연평

균 주사 횟수 및 시력 변동의 정도를 추가적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평균 as-needed 기간은 17.9 ± 8.3개월이었으며, 평균 proactive 기간은 31.3 ± 13.2개월로 proactive 기간이 더 길었다

(p<0.001). Proactive 기간의 연평균 주사 횟수(4.4 ± 1.0회)는 as-needed (2.8 ± 1.0)의 기간에 비해 더 높았다(p<0.001). As-needed
기간 동안 나타난 연평균 시력저하의 정도(0.08 ± 0.14)는 proactive 기간에 나타난 정도(0.04 ± 0.08)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229).

결론: Proactive 치료로 변경 후 장기간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as-needed 기간에 비해 보다 많은 횟수의 주사가 시행되었으나 시력

저하의 정도는 as-needed 기간에 비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치료 방식 변화가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

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통제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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