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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이 불가한 환자의 

비율과 원인

Proportion and Reasons for Ineligibility to Re-register for Extended Health 
Insurance in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윤원태⋅김종우⋅김철구⋅김재휘

Won Tae Yoon, MD, Jong Woo Kim, MD, Chul Gu Kim, MD, Jae Hui Kim, MD

김안과병원

Kim’s Eye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proportion and reasons for ineligibility to re-register for extended health insurance at 5 years in patients 
diagnosed with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and registered for extended health insurance.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in patients diagnosed with neovascular AMD and registered for extended 
health insurance with follow-up for at least 5 years. The criteria for re-registration for extended health insurance were determined 
along with the ineligibility for re-registration.
Results: In total, 263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ese, 148 (56.3%) did not satisfy the criteria for re-registration. 
No active treatment was performed in 98 patients during the last 6 months of the study period (no recurrence, 51 patients; addi-
tional treatment was not considered beneficial due to retinal damage even without disciform scar formation, 44 patients). 
Macular disciform scar formation was noted in 50 patients (33.8%). Older age (p = 0.013), poor visual acuity (p = 0.004), and reti-
nal angiomatous proliferation (p < 0.001) were associated with ineligibility for re-registration due to severe retinal damage.
Conclusions: Among the patients who were initially registered for extended health insurance, 56.3% failed to satisfy the re-regis-
tration criteria. The primary reason was advanced retinal dam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atient 
education and to establish long-term treat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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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고령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1 그 발병률은 국내 40세 이상 성인 10,000명 당 

약 3명이며, 남성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과거 레이저광응고술이나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

를 주된 치료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

었다.3,4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는 혈관신생에 필수적인 혈관내피성장인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제로 안과 분야에서는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의 치료를 위해 도입되었다.5,6 초기 임상시험에서 광역학치

료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7 현재 습성 나이관련황

반변성 치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약제로 자리잡

았다.8 그러나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제의 비용이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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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9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그 

결과 비교적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약제가 개발되었으

며,10 주사 횟수를 줄이면서도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as-needed 방식과
11 treat-and-extend 방식

12
의 치료 방법이 

확립되었다.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약제

비 부담뿐 아니라 자주 병원에 방문하여 안과 검진을 시행 

받는데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데, Kim et al13
의 

연구에 따르면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그 의료비 부담이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

내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산정특

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등록 이후 5년 동안 산정

특례가 유지되며, 5년이 지나면 안과 검진을 통해 재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

한 산정특례 등록 이후에는 진료 비용의 90%를 국민건강

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환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

험의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최초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들 중 5년 후 재등록이 불가한 환자의 

비율과 그 원인에 대한 정보는 환자 설명 시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산정특례 제도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환자 진료에 있어서 특수한 현안으로 현재까지 여기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정특례에 최초 등록된 환자들 중 

5년 경과 후 재등록이 불가한 환자들의 비율과 원인을 확

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재등록 불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후향적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시행되었으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획

득하였다(Kim's Eye Hospital IRB, #2020-12-019).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최초 진단되어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한 후 라

니비주맙 혹은 애플리버셉트를 이용한 1개월 간격 3회 

loading injection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다음 두 가지 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을 시행하였다: 1) 최초 산정특례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 관

찰한 경우, 2) 진단 당시 인도사이아닌그린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경우. 양안이 모두 포함/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먼저 진단된 안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최초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최초 등록 후 5년 시점에 재등록 기준 만족 여

부를 확인하였다. 재등록 기준은 정부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지정하였다. 1) 재등록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였던 

경우, 2) 안저검사에서 황반부에 원반반흔(disciform scar)

이 발생하여 시력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등록 

제외. 추가적으로 기준 1)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1-1) 6개월 이내에 

재발이 없어 추가 주사 없이 경과 관찰한 경우, 1-2) 황반부

의 원반반흔을 동반하지는 않으나 지도모양위축(geographic 

atrophy), 망막색소상피파열(tear of retinal pigment epithelium), 

뚜렷한 원반반흔이 아닌 섬유성 반흔(fibrotic scar)의 형성 

등 망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추가 치료가 효과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1-3)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아 주사치료 

없이 경과 관찰 중인 경우. 1), 2)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

는 경우 원반반흔의 발생이 직접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원

인이므로 2)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환자가 

정확하게 5년 시점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 5년째에 가장 가

까운 방문 기록을 분석하였다. 6개월 이내에 재발이 없어 

추가 주사 없이 경과 관찰한 경우에는 5년 이후의 재발 여

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심한 망막 손상으로 재등록이 어려운 상황의 발생을 예

측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원반반흔이 발생한 경

우와 심한 망막 손상으로 추가 치료가 효과 없을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를 심한 망막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

으며, 이러한 상황의 발생과 다음 인자들과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다: 나이(70세 이상 vs. 70세 미만), 성별, 당뇨, 고혈

압, 최초 치료 약제(라니비주맙 vs. 애플리버셉트), 진단 당

시 최대교정시력(decimal 시력 0.5 이상 vs. 0.5 미만), 진단 

당시 및 1년 시점의 망막내액(intraretinal fluid)의 존재 여

부. 상기 분석의 경우 1년 시점에 빛간섭단층촬영 결과를 

이용하여 망막내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안만을 대상

으로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인도시아닌그린 혈관조영술 결과와 빛간섭

단층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환자를 아래 기준에 따라 

세 아형(subtype)으로 구분하였다. 혈관조영술에서 결절 모

양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 결절맥락막혈관병증(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으로 구분하였으며, 혈관조영술에서 

후기과형광이 나타나며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망막내 고반

사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 망막혈관종증식(retinal angioma-

tous proliferation)으로 구분하였다. 위 두 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환자들은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typical ne-

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으로 구분하였

다. 세 군 사이에 진단 시의 최대교정시력과 망막내액의 존



950

-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7 호-

A B

C D

Figure 1. Fundus photography (A, C)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 D) features of patient who did not received anti-vas-
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jection during the recent 6 months before re-register of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After diag-
nosis (A , B), the patient received three ranibizum ab injections. A fter then, lesion re-activation was not noted throughout the 
58 months of follow-up period. At 58 months (C, D),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was measured as 0.5 (decimal).

Characteristic Value
Age (years) 68.9 ± 8.1
Gender (men:women) 164 (62.4): 99 (37.6)
Hypertension 56 (21.3)
Diabetes mellitus 145 (55.1)
Type of neovascularization

Typical neovascular AMD 97 (36.9)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135 (51.3)
Retinal angiomatous proliferation 31 (11.8)

Type of anti-VEGF drug
Ranibizumab 182 (69.2)
Aflibercept 81 (30.8)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0.66 ± 0.48
Presence of IRF on OCT 117 (44.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VEGF = vascular en-
dothelial growth factor;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IRF = intraretinal fluid;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patients (n = 263)

Reason Value
No recurrence for recent 6 months 51 (34.5)
Severe macular damage in which additional treatment 

is not beneficial, but without disciform scar
44 (29.7)

Patient do not want additional treatment 3 (2.0)
Disciform scar 50 (33.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Reason and number of patients who did not meet the 
re-register criteria for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n = 148)

재 여부, 시력과 최초 치료 약제, 및 5년 시점에 심한 망막 

손상이 관찰된 환자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였다.

시력은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SPSS ver. 12.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

하여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의 예측 인자를 

분석하였다. 0.05 미만의 p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연구 기간 동안 연구 포함 기준을 만족한 환자는 총 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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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dus photography (A, C)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 D) features of patient who did not received anti-vas-
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ti-VEGF) injection during the recent 6 months before re-register of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At diagnosis (A, B),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0.1 (decimal). The patients underwent anti-VEGF 
therapy. At 60 months (C, D), the BCVA was measured as counting finger. Although definite disciform scar was not noted, further 
treatment was discontinued due to severe retinal damage and profound visual loss.

이었는데, 이들 중 368명은 5년 이내의 짧은 경과 관찰 기

간으로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39명의 경우 5년 이상 경

과 관찰하였으나 최초 진단 시 인도사이아닌그린 혈관조영

술을 시행하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전

체 환자의 39.3%인 총 263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

다(Table 1). 

평균 연령은 68.9 ± 8.1세였으며, 남성 164명(62.4%), 여성 

99명(37.6%)이었다. 전형적 습성 황반변성이 97명(36.9%),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이 135명(51.3%), 망막혈관종증식이 31명

(11.8%)이었으며, 최초 치료 약제는 라니비주맙이 182명, 

애플리버셉트가 81명이었다. 평균 logMAR 최대교정시력은 

0.66 ± 0.48이었으며, 빛간섭단층촬영상 망막내액은 44.5%

에서 발견되었다.

전체 263명 중 최초 산정특례 등록 5년 후 재등록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148명(56.3%)이었다(Table 2). 

재등록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재발을 줄이기 위

한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98명(66.2%)이

었다. 이들 중 재발이 없어 추가 주사 없이 경과 관찰한 경

우는 51명(34.5%) (Fig. 1), 황반부의 원반반흔을 동반하지

는 않으나 망막이 심하게 손상되고 시력저하가 진행하여 

추가 치료가 효과 없을 것으로 판단된 상태는 44명(29.7%) 

(Fig. 2)이었으며,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아 주사치료 없

이 경과 관찰 중이었던 경우는 3명(2.0%)이었다. 안저검사

에서 황반부에 원반반흔(disciform scar)이 발생하여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50명(33.8%)이었다(Fig. 3).

최근 재발이 없어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 51명 중 18명(35.3%)은 진단 직후의 초기 치료 후 한 번

도 재발하지 않았던 경우였다. 나머지 33명(64.7%)의 경우 

한 번 이상의 재발을 보였으나 5년 시점의 6개월 이내에 재

발하지 않았던 경우였다. 51명 중 9명은 5년 시점 이후 추

적 관찰되지 않았으며, 42명의 경우 5년 시점 이후에도 평

균 8.6 ± 4.9개월간 추가 추적 관찰하였다. 상기 42명 중 8명

(19.0%)에서 추가적인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이 나타나 

추가 주사가 시행되었는데 초기 치료 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던 10명의 경우 평균 11.0 ± 6.6개월간의 추가 추적 관

찰 기간 동안 재발을 보인 환자가 없었으며, 1회 이상 재발

하였던 32명의 경우 평균 7.9 ± 4.2개월간의 추가 추적 관

찰 기간 동안 8명(25.0%)에서 재발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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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 Fundus photography (A, C)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 D) features of patients in whom disciform scar was ob-
served at the time to re-register of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At diagnosis (A, B),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0.4 (decimal). The patients underwent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herapy. At 60 months (C, D), definite disciform scar 
was noted (C) and the BCVA was measured as hand motion.

Characteristic p-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0.013 2.095 1.167-3.760
Sex 0.053 1.760 0.992-3.124
Hypertension 0.775 1.090 0.604-1.965
Diabetes mellitus 0.957 1.019 0.502-2.068
Type of anti-VEGF drug 0.432 0.774 0.409-1.466
Best-corrected visual acuity 0.004 2.517 1.339-4.732
Presence of intraretinal fluid at Dx. 0.237 1.446 0.785-2.664
Presence of intraretinal fluid at 1 year 0.010 2.363 1.231-4.537

VEGF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Dx. = diagnosis.
*Statistical analysis with binary logistic regression.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unable to re-register to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5 years after the initial registration due to se-
vere retinal damage

심한 망막 손상으로 재등록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과 연관된 인자 분석의 경우 1년 시점에 망막내액 유

무를 평가할 수 없었던 3명을 제외한 260명(98.9%)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다(Table 3). 진단 당시의 나이(p=0.013)와 최

대교정시력(p=0.004), 진단 후 1년 시점의 망막하액 존재 

여부(p=0.010)가 심한 망막 손상과 유의하게 연관된 인자

로 나타났는데, 진단 시 나이가 70세 이상이었던 경우, 최

대교정시력이 0.5 미만이었던 경우, 1년 시점에 망막하액이 

관찰된 경우 심한 망막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나이의 경우 심한 망막 손상이 나타난 군과 나타나지 않은 

군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이 각각 64.1% 및 42.3%였으며, 

최대교정시력의 경우 시력 0.5 이상의 비율이 각각 21.7% 

및 47.6%였다. 1년 시점에 망막하액이 관찰된 경우는 각각 

43.4% 및 1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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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ypical nAMD (n = 97) PCV (n = 135) RAP (n = 31) p-valu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0.75 ± 0.49 0.58 ± 0.48 0.70 ± 0.39 0.007*

Presence of intraretinal fluid 45 (46.4) 41 (30.4) 31 (100) <0.001†

Type of anti-VEGF drug 0.781†

Ranibizumab 69 (71.1) 93 (68.9) 20 (64.5)
Aflibercept 28 (28.9) 42 (31.1) 11 (35.5)

Severe retinal damage 44 (45.3) 30 (22.2) 20 (64.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CV =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RAP = retinal angiomatous proliferation;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VEGF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Statistical analysis with Kruskal Wallis test; †statistical analysis with chi-square test.

Table 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three subtypes of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과 결절맥락막혈관병증, 

망막혈관종증식 사이의 비교에서 세 군 사이에 진단 시 시

력(p=0.007), 진단 당시 망막내액의 존재 여부(p<0.001), 및 

심한 망막 손상이 발생 빈도(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진단 시 시력의 경우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평균 logMAR 0.58 ± 0.48)에서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

변성(0.75 ± 0.49)이나 망막혈관종증식(0.70 ± 0.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향이 있었다. 망막내액의 경우 망막

혈관종증식에서 100% 관찰되어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

변성(46.4%)이나 결절맥락막혈관병증(30.4%)에 비해 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한 망

막 손상이 발생한 빈도는 망막혈관종증식에서 64.5%, 전형

적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45.3%, 결절맥락막혈관병증에서 

22.2%로 나타났다. 최초 치료 약제의 경우 세 군 사이에 차

이가 없었다(p=0.78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최초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

과 관찰된 전체 환자의 56.3%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이 불가

한 결과를 보였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망막 손상이 진행한 

경우로 재등록 불가 원인의 63.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요한 원인은 재발이 없어 6개월 이상 주사 없이 경과 관

찰한 경우로 34.5%를 차지하였다.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대부

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며,14 그 결과 

장기간의 주사치료가 필요하다. 뚜렷한 망막하액 혹은 망

막내액이 관찰되는 상태임에도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시력저하가 발생하게 되므로
15 재발한 경우에는 

시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의 경우 초기 치료 후 

장기간 동안 재발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16,17 치료 과정 중

에 재발률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다.18 그 결

과 장기간 주사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적지 않은 수에서 다양한 이유로 

추가 주사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데, Krüger Falk et al19
의 

연구에서는, 총 4년간의 경과 관찰 기간 동안 46.7%에서 

치료가 중단되었다. 치료 중단의 가장 주된 이유는 질환의 

활동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였으며, 그밖에 환자가 주사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인해 안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

었다.19 Comparison of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reatment Trials 연구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 6.4%

의 환자들은 첫 2년 치료 이후 추가적인 주사치료가 필요

하지 않았으며, 5년째에 좋은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0 

본 연구에서는 “재등록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였던 경우”를 만족

시키지 못하였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간 재발이 없었

던 경우였다. 최근 Choi et al17
은 결절맥락막혈관병증으로 

진단된 108안 중 25안(23.1%)에서 초기 치료 후 18개월 이

상 재발이 없는 소견을 관찰하였는데, 일부 안의 경우 69개

월까지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재발이 없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였던 경우의 35.3%에서 초기 치료 후 한 번도 재발이 없

던 경우였다. 

최근 재발이 없었던 환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한 경우 약 

5명 중 1명에서 재발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5년 시점에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

더라도 향후 산정특례를 신규로 다시 등록할 가능성이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 치료 후 한 번도 재발하

지 않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경과 관찰 과정에서도 재발

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 번 이상 재발하였던 경우에는 

25%에서 다시 재발이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실

제 진료에서 환자 설명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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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상기 분석의 경우 5년 시점 이후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이 약 8.6개월로 짧았기에 보다 정확한 

재발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 추적 관찰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Fu et al21
의 연구에 따르면 습성 나이관련황

반변성 치료 후 1-2년 정도는 비교적 좋은 시력 결과가 유

지되나 이후로는 지속적인 시력저하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

었다. 반흔은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한 장기 치료 중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소견으로 망막 손상에 대한 치유 반

응의 결과 발생할 수 있다.22 Daniel et al23
의 연구에 따르면 

2년의 치료 기간 동안 약 45.3%에서 반흔이 발생하였는데, 

전형적 맥락막혈관신생(classic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두꺼운 망막, 두꺼운 망막하 조직복합체, 망막하 고반사물

질(hyperreflective material) 등이 반흔의 발생과 연관된 소

견으로 나타났다.23 반흔의 발생은 좋지 않은 시력예후와 

연관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4 특히 원반반흔이 발생하

는 경우 황반의 외핵층(outer nuclear layer) 및 시세포층의 

광범위한 세포 손실이 동반되며,25 일부에서는 광각무(no 

light perception), 즉 완전한 실명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6 본 연구에서는 5년 추적 관찰한 환자의 

19.0%에서 뚜렷한 원반반흔의 발생이 관찰되었다. 또한 

16.7%의 환자에서는 비록 뚜렷한 원반반흔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망막의 손상이 진행하여 추가 주사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 당시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많은 경

우와 시력이 0.5 미만으로 나빴던 경우, 그리고 진단 후 

1년 시점에 망막내액이 관찰된 경우 심한 망막 손상으로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아형에 따라 심한 

망막 손상 발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나이와 시력은 습

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장기 결과와 연관된 인자로 잘 알

려져 있다.21 본 연구에서 심한 망막 손상이 발생한 빈도는 

망막혈관종증식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결절맥락막혈관병증 순이었다. 망

막혈관종증식의 경우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7 지도모양위축의 발생

률이 높고,28 치료 도중 심한 망막출혈이나 망막색소상피파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와 같은 망막혈관종증식의 특성이 높은 빈도의 심한 망

막 손상 발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과 결절맥락막혈관병증에 

대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장기 치료 결과는 크게 차이 나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본 연구에서 양 군 사이에 

나타난 심한 망막 손상 빈도의 차이의 정확한 이유를 정확

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결절맥락막혈관병증 환자들이 전

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들에 비해 비교적 더 나

은 진단 시 시력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결절맥락막혈관병

증에서 나타난 보다 나은 예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치료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일부 환자에서는 적절한 치

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

이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심한 망막 손상 발생에 일

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망막내액은 좋지 않은 시력과 관련된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31 특히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망막내액은 좋지 

않은 예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32 본 연구에서는 진단 1년 시점의 망막내액 존재가 심한 

망막 손상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지속

되는 망막내액의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
32
와 비슷한 결과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정특례 등록은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크게 관련

된 부분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여부는 환자 입장에서

도 큰 관심사이다. 5년간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

을 감면 받던 환자가 재등록이 불가하게 된 경우 환자가 약

간의 아쉬움을 표명하는 경우를 실제 진료에서 종종 경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본인이 재등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문에 답해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발표된 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정특례 재등록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에서 재발이 없어 

추가 주사가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산정특례 재등록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장기간 주사 없이도 안정된 상태

를 유지하는 환자들을 산정특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 부

담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습성 나이관련황반변

성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어느 시기에든 재발할 수 있

으며, 따라서 망막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

속적으로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반대안 시력

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더 적극적인 추적 관찰과 치료를 

통해 질병에 이환된 눈의 시력저하를 막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재발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주사

하는 treat-and-extend와 같은 치료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

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주사에 대한 공포 등으로 환자가 

주사 없이 경과 관찰하기 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재등록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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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였던 경우”에만 

산정특례 재등록을 허용하는 현행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

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검진을 시

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상

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등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

이다. 실제 진료환경에서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s-needed 방식

이나 treat-and-extend 치료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치료

를 시행 받은 경우에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수에서 재발이 없어 추가 

주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

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발할 경우에만 주사하는 

as-needed 방식을 이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발과 상

관 없이 지속적으로 주사하는 treat-and-extend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최초 산정특례를 등록한 환자의 39.3%만 연구에 포함

되었기에 결과 분석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일부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최초 산정특례를 등록한 전체 

환자의 56.3%에서 5년 경과 시점에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

키지 못하였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망막의 손상이 진행한 

경우였다. 최초 등록 시 나이가 많거나 전형적 습성 나이관

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된 경우,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은 경

우 5년 후 망막 손상의 진행에 의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가 건강보험 자료 등을 이

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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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이 불가한 환자의 

비율과 원인

목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산정특례에 최초 등록된 환자들 중 5년 경과 시점에 재등록이 불가한 환자들의 비율과 원인을 확인

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후향적 연구는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최초 진단되어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한 후 5년 이상 경과 

관찰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산정특례 등록 후 5년 시점에 재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재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263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148명(56.3%)이었다. 재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98명(재발이 없어 추가 주사 없이 경과 관찰 51명, 원반반흔을 동반하지는 않으

나 망막이 손상되어 추가 치료가 효과 없을 것으로 판단된 상태 44명)이었으며, 원반반흔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는 50명이었다. 고령

(p=0.013)과 시력이 나쁜 경우(p=0.004), 그리고 망막혈관종증식(p<0.001)에서 심한 망막 손상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 최초 산정특례를 등록한 전체 환자의 56.3%에서 재등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망막의 손상이 진행

한 경우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자 설명 및 장기적인 치료 방침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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