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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추적 관찰 
중 나타나는 제한적 치료 반응

Limited Treatment Response during Follow-up after Switching to Aflibercept in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최곤수⋅김종우⋅김철구⋅김재휘

Gon Soo Choe, MD, Jong Woo Kim, MD, Chul Gu Kim, MD, Jae Hui Kim, MD

김안과병원

Kim’s Eye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limited response to aflibercept after switching to aflibercept in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
generation (AM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70 eyes with neovascular AMD that were initially treated with ranibizumab and then 
switched to aflibercept. The incidence and timing of the limited response to aflibercept were identified and visual outcome was 
compared between eyes with and without limited response. In addition, factors predictive of limited response were analyzed.
Results: A limited response to aflibercept was noted in approximately 1/5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switching to aflibercept 
in neovascular AMD. Switching to aflibercept was performed at a mean of 16.2 ± 12.7 months after diagnosis. During the mean 
34.7 months of follow-up after switching, limited response was noted in 15 eyes (21.4%) at a mean of 22.0 ± 13.9 months after 
switching. The degree of reduction in visual acuity was mean logMAR 0.34 ± 0.41 in eyes with limited response and mean 0.06 
± 0.20 in eyes without (p = 0.002). In addition, the duration between the diagnosis and the switching was shorter (p = 0.012), and 
the number of ranibizumab injections before switching was lower (p = 0.016) in eyes with limited response than in eyes without.
Conclusions: Patients who showed limited response to aflibercept after switching to aflibercept showed a worse visual outcome. 
The probability of having a limited response is higher when the switching is performed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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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

tor) 치료는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

으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치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습

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심한 시력저하를 경험하는 환자

들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1

라니비주맙(ranibizumab)은 2006년 미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아 도입된 이후 현재

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제 

중 하나이다.2,3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호

전, 유지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효과에 제한이 있으며,4 24개월간 장기 투

여하는 경우 약 2%에서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5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는 2011년 미 식품의약국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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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아 도입된 약제로 라니비주맙과의 비교 임상시험에

서 2개월에 1회 주사하여도 라니비주맙을 매달 주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라니비주맙 치료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환자들의 일부에

서는 애플리버셉트에 반응을 보여,7-9 이러한 환자들에서 라

니비주맙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로 자리잡게 되었다.10 그

러나 애플리버셉트 역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

데,11,12 그 비율은 약 5.2%로 보고되었다.11 또한 초기에 반

응이 좋았던 환자들 중 일부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

점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13,14 

Hara et al13
은 그 비율을 약 8.9%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라니비주맙으로 치료하였으나 치료 반응이 

제한적인 경우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가 가능한 상태이

며, 실제 진료 환경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애플리버셉트

로의 교체투여를 시행 받고 있다.15 라니비주맙과 애플리버

셉트의 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Cho et al16
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에는 29,792회의 라니비주맙의 주사가 시행되었으

며, 7,992회의 애플리버셉트 주사가 시행되었으나 2016년

에는 라니비주맙 27,786회, 애플리버셉트 35,329회로 애플

리버셉트의 사용량이 더 많아진 결과를 보였다. Cho et al16

은 라니비주맙이나 베바시주맙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습

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가 대안으로 각광

받은 것이 이러한 사용량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를 시행 받은 후 장기간 

치료를 시행 받는 환자들에서 약제에 제한적인 반응이 나

타나는 경우 애플리버셉트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약제가 

없어 향후 치료 방침의 결정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2개월 이

내에 애플리버셉트를 재투여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

용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된 

후 라니비주맙 치료를 시행 받다 치료 반응에 제한이 있어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를 시행한 환자들의 임상결과를 

분석하여 애플리버셉트 약제에 제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빈도와 시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제한적 반응

이 나타난 환자들의 시력 결과를 알아보고, 제한적 반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후향적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시행되었으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획득

하였다(승인 번호: Kim's Eye Hospital IRB, #2021-02-001).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

로 최초 진단된 환자들 중 진단 직후에는 라니비주맙 주사

를 시행 받다 치료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애플리버

셉트로 교체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교체투여 직후 

애플리버셉트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약제를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 2) 12개월 미

만의 추적 관찰 기간, 3) 인도사이아닌그린 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지 않은 경우, 4) 애플리버셉트 치료 도중 급여 기

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베바시주맙으로 치료하였거나 치

료를 중단한 경우, 5) 도중에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단절

된 경우, 6) 이전에 유리체망막수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

거나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치료 중 유리체망막수술을 시

행 받은 경우. 양안 모두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먼저 진

단된 안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혈관신생의 종류는 인도사

이아닌그린 혈관조영술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분지

혈관망과 결절모양 과형광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결절맥락

막혈관병증으로 진단하였으며,17 이러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들은 진단 직후 1개월 간격 3회 

라니비주맙 주사(Lucentis®, Genentech, South San Francisco, 

CA, USA)를 시행 받았으며, 이후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치

료에 대한 반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애플리버

셉트(Eylea®, Regeneron, Tarrytown, NY, USA)로의 교체투

여를 시행 받았다. 본 연구에서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버

셉트로 교체투여하는 명확한 기준은 따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체투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었다. 일

반적으로 4-7주 간격 2-3회 라니비주맙 주사에도 불구하고 

망막내액이나 망막하액이 충분히 소실되지 않는 경우 애플

리버셉트로의 교체투여를 시행하였다. 국내 허가 사항에 

따라 주사 사이의 최소 기간은 라니비주맙의 경우 1개월, 

애플리버셉트의 경우 2개월이었다. 추적 관찰 중 급여를 이

용한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베바시주

맙(Avastin®, Genentech, South San Francisco, CA, USA) 

주사가 시행되었다. 2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애플리버셉

트 투여 후 2개월 시점에 검진하였을 때, 망막내액이나 망

막하액이 지속되면서 중심망막두께가 300 µm 이하로 감소

하지 않는 경우 애플리버셉트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

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추적 관찰 기간 중 이러한 소견이 

발생하였던 환자를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 포함하였다. 나

머지 환자들은 치료 반응군에 포함하였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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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aplan-Meier graph showing cumulativ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limited response to aflibercept. Note that the 
proportion gradually increases with time, rather than intensive 
increase in the proportion at a specific time point.

Characteristic Value
Age (years) 65.9 ± 8.4
Sex (male:female) 48 (68.6):22 (31.4)
Diabetes mellitus 12 (17.1)
Hypertension 35 (50.0)
Lens status

Phakia 51 (72.9)
Pseudophakia 19 (27.1)

Type of neovascularization
Typical neovascular AMD 19 (27.1)
PCV 51 (72.9)

Presence of pachychoroid feature 34 (48.6)
Duration between diagnosis and 

switching to aflibercept (months)
16.2 ± 12.7

Number of ranibizumab injection before 
switching to aflibercept

6.0 ± 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CV =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patients (n = 70)

나이, 성별, 당뇨, 고혈압, 혈관신생의 종류, 라니비주맙/애

플리버셉트/베바시주맙 주사 횟수,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

버셉트로 교체투여 시기 및 교체투여까지의 라니비주맙 주

사 횟수, 추적 관찰 기간,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 치료 반

응 발생 여부 및 확인된 시점, 제한적 치료 반응이 확인된 

시점에서 빛간섭단층촬영상의 망막내액/망막하액 유무, 제

한적 치료 반응 발생 이후의 치료 방식, 최종 추적 관찰 시 

빛간섭단층촬영상의 망막내액/망막하액 유무. 시력의 경우 

최초 애플리버셉트 교체투여 시점 및 최종 추적 관찰 시의 

값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체 안을 맥락막두께가 300 µm 

이상이면서 맥락막 혈관의 확장과 이에 따른 맥락막모세혈

관층의 소실 등 pachychoroid의 특징적 소견
18
이 나타나는 

안과 그렇지 않은 안으로 구분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은 Spectralis™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 혹은 RS 3000™ (Nidek Co., Ltd., 

Tokyo, Japan) 기기를 이용하여, 중심와를 중심으로 한 가로/

세로 cross-hair scan을 시행하였다. 중심망막두께는 cross-hair 

scan 이미지 중 가로 이미지를 이용하여 중심와 위치에서 

내경계막으로부터 부르크막(Bruch’s membrane)까지의 수

직 거리로 측정하였다.

제한적 치료 반응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 치료 반응군과 치료 반응군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인자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나이, 성별, 당뇨, 

고혈압, 수정체 상태, 혈관신생의 종류, pachychoroid 특성 

유무, 진단 시부터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시점까지의 

기간 및 라니비주맙 주사 횟수, 최초 교체투여 시의 시력. 

추가적으로 양 군 사이의 시력 결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추적 관찰 기간,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시점부터 

최종 추적 관찰 시까지의 기간 및 시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

하였다.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을 확인하

고 인도사이아닌그린 혈관조영술 및 빛간섭단층촬영 이미

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한 명의 숙련된 검사자(J.H.K.)가 시

행하였다. 애플리버셉트에 대한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경

우 후속 치료로는 애플리버셉트 주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다른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제로 교체투여 혹은 혼용하였

다. 일부에서는 환자와 상의한 후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

찰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치료 방침의 결정에 있어서 확

립된 기준은 없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SPSS ver. 12.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시력은 log-

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두 군 사이의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 chi-square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서로 다른 두 시점 사이의 비교에는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이용하였다. 0.05 미만의 p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전체 70안(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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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limited response was first noted At final follow-up Follow-up period after the limited 
responseFluid status BCVA* Fluid status BCVA*

SRF 0.2 Fluid resolved 0.2 59
SRF 0.8 Fluid resolved 0.8 6
SRF 0.2 Fluid resolved 0.04 42
SRF 0.4 SRF 0.2 30
SRF 0.5 SRF 0.5 3
SRF 0.7 SRF 0.2 27
SRF 0.6 SRF 0.4 17
SRF 0.8 SRF 0.8 42
SRF 0.7 SRF 0.3 20
SRF 0.4 SRF 0.3 11
SRF 0.6 IRF 0.1 20
SRF 0.4 IRF 0.02 29
SRF 0.7 SRF and IRF 0.4 30
SRF and IRF 0.3 IRF 0.3 42
SRF and IRF 0.3 SRF and IRF 0.2 57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SRF = subretinal fluid; IRF = intraretinal fluid. 
*BCVAs were presented as decimal values.

Table 2. Changes in fluid status and visual acuity in patients included in the limited responsive group

A D

B E

C F

Figure 2.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showing clinical course of a patient experienced limited response to aflibercept. The 
images were taken at diagnosis (central retinal thickness = 568 μm) (A), after 3 loading injections of ranibizumab (277 μm) (B), 
when the first aflibercept injection was performed (315 μm) (C), after 4th injection of aflibercept (432 μm) (D), after 2 additional 
bimonthly aflibercept injections (441 μm) (E), and at the final follow-up (529 μm) (F).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was deterio-
rated from 0.6 when the switching was performed (C) to 0.2 at the final follow-up (F).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9 ± 8.4세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

간은 50.9 ± 13.5개월이었다.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버셉

트로의 교체투여는 진단 후 평균 16.2 ± 12.7개월 시점에 

시행되었는데, 교체투여 전까지 평균 6.0 ± 2.8회의 라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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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Limited responsive group 

(n = 15)
Treatment responsive group 

(n = 55)
p-value

Age (years) 64.8 ± 8.1 66.5 ± 8.4 0.468*

Sex (male:female) 11 (73.3):4 (26.7) 37 (67.3):18 (32.7) 0.761†

Diabetes mellitus 2 (13.3) 10 (18.2) 1.000†

Hypertension 5 (33.3) 30 (54.5) 0.145‡

Lens status 0.744†

Phakia 12 (80.0) 39 (70.9)
Pseudophakia 3 (20.0) 16 (29.1)

Type of neovascularization 0.744†

Typical neovascular AMD 3 (20.0) 16 (29.1)
PCV 12 (80.0) 39 (70.9)

Presence of pachychoroid feature 7 (46.7) 27 (49.1) 0.868‡

Duration between diagnosis and switching to aflibercept 
(months)

10.5 ± 8.8 18.5 ± 14.5 0.012*

Number of ranibizumab injection before switching to 
aflibercept

4.9 ± 1.6 6.3 ± 3.0 0.016*

BCVA when the switching was first performed (logMAR) 0.26 ± 0.19 0.37 ± 0.27 0.1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CV =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
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Statistical analysis with Mann-Whitney U test; †statistical analysis with Fisher’s exact test; ‡statistical analysis with chi-square test.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treatment responsive group and limited responsive group

Characteristic
Limited responsive group 

(n = 15)
Treatment responsive group 

(n = 55)
p-value*

Entire follow-up period (months) 52.2 ± 11.9 50.6 ± 13.9 0.606
Follow-up period after switching to aflibercept (months) 41.7 ± 13.4 33.1 ± 16.7 0.034
Deterioration in BCVA between the switching and the final 

follow-up
0.34 ± 0.41 0.06 ± 0.20 0.002

Degree of change in BCVA
≥logMAR 0.2 improvement 0 3 (5.5)
Stable 5 (33.3) 42 (46.4)
≥logMAR 0.2 deterioration 10 (66.7) 10 (18.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Statistical analysis with Mann-Whitney U test.

Table 4. Comparison of follow-up period and visual acuity between treatment responsive group and limited responsive group

주맙 주사가 시행되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15안(21.4%)에서 애플리버셉트 교

체투여 후 평균 22.0 ± 13.9개월에 애플리버셉트 약제에 대

한 제한적인 치료 반응이 나타났다(Fig. 1). 상기 15안에서 

제한적 치료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 평균 7.2 ± 3.3회의 

애플리버셉트 주사가 시행되었다. 제한적 반응이 확인된 

당시의 빛간섭단층촬영에서 13안의 경우 망막하액만 관찰

되었으며, 2안의 경우 망막하액과 망막내액이 같이 관찰되

었다.

제한적 반응 확인 후 29.0 ± 17.0개월을 추가로 추적 관

찰하였는데, 상기 기간 동안 평균 0.1 ± 0.3회의 라니비주

맙 주사, 5.8 ± 4.4회의 애플리버셉트 주사, 1.6 ± 2.3회의 

베바시주맙 주사가 시행되었다. 10안에서는 제한적 반응에

도 불구하고 애플리버셉트 약제만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으며, 4안에서는 애플리버셉트로 치료하면서 베바

시주맙 약제를 혼용하였다. 1안에서는 애플리버셉트로 추

가 치료하다 라니비주맙으로 다시 교체투여하였다. 최종적

으로 13안에서는 최종 추적 관찰 시까지 적극적인 주사 치

료를 지속하였으며, 2안에서는 치료 중 환자와 상의하여 추

가 주사 없이 경과 관찰하였다. 최종 추적 관찰 시 시행한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망막하액만 관찰된 경우는 7안, 망막

내액만 관찰된 경우는 3안이었으며, 2안에서는 망막하액과 

망막내액이 함께 관찰되었다. 나머지 3안의 경우 망막하액

과 망막내액이 완전히 소실된 소견을 보였다. 최대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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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시 평균 0.34 ± 0.20에서 최

종 추적 관찰 시 평균 0.65 ± 0.44로 유의하게 악화되었다

(p<0.001). Table 2는 제한적 치료 반응이 나타난 15안의 

시력경과 및 망막하액/망막내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2

는 제한적 치료 반응이 나타난 증례를 보여준다.

제한적 치료 반응군과 치료 반응군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Table 3),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서 최초 진단부터 애플

리버셉트 교체투여까지의 기간이 더 짧았으며(평균 10.5 ± 

8.8개월 vs. 18.5 ± 14.5개월) (p=0.012), 교체투여 전까지 

시행된 라니비주맙 주사 횟수가 더 적었다(평균 4.9 ± 1.6회 

vs. 6.3 ± 3.0회) (p=0.016). 이 외에 나이(p=0.468), 성별

(p=0.761), 당뇨(p=1.000), 고혈압(p=0.145), 수정체 상태

(p=0.744), 혈관신생의 종류(p=0.774), pachychoroid 특성 

유무(p=0.868), 및 교체투여 당시의 시력(p=0.157)은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추적 관찰 기간의 경우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서 평

균 52.2 ± 11.9개월, 치료 반응군에서 평균 50.6 ± 13.9개월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606) (Table 4) 애플리버셉

트 교체 후 추적 관찰 기간의 경우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서 

평균 41.7 ± 13.4개월, 치료 반응군에서 평균 33.1 ± 16.7개

월로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p=0.034).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부터 최종 추적 관찰 시까지 

나타난 시력저하의 정도는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서 logMAR 

평균 0.34 ± 0.41, 치료 반응군에서 평균 0.06 ± 0.20으로 

제한적 치료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더 큰 값을 보였다(p=0.002). 

제한적 치료 반응군의 경우 10안(66.7%)에서 logMAR 0.2 

이상의 뚜렷한 시력저하가 나타났으며, logMAR 0.2 이상

의 시력호전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치료 반응군의 경우 

10안(18.2%)에서 logMAR 0.2 이상의 뚜렷한 시력저하가 

나타났으며, 3안(5.5%)에서 logMAR 0.2 이상의 뚜렷한 시

력호전이 나타났다.

고 찰

라니비주맙의 효과가 제한적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에서 애플리버셉트로 약제를 교체한 경우 일부에서는 반응

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71안을 대상으로 한 

Heussen et al7
의 연구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중

심망막두께의 뚜렷한 저하가 나타났으며, 33%에서 시력호

전이 나타났다. 34안을 대상으로 한 Kumar et al8
의 연구에

서는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시력과 중심망막두께 모

두 유의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애플리버셉

트 역시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약제 효과가 떨

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ra et al13
은 애플리버셉트 치료 중 8.9%에서 평균 약 

20.9개월 시점에 속성내성(tachyphylaxis)이 발생한다고 보

고하였는데, 속성내성이 나타난 안은 그렇지 않은 안에 비해 

시력이 더 좋았고, 망막내액과 망막하 고반사물질(subretinal 

hyperreflective material)이 낮은 빈도로 관찰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결절맥락막혈관병증과 잠복맥락막혈관신생

(occult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이 속성내성을 보이는 

빈도가 높았다. 저자들은 혈관내피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의 

증가, 맥락막혈관신생의 증식을 자극하는 신호 전달체계의 

변화, 중화 항체(neutralizing antibody)의 발생 등이 이러한 

속성내성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13

따라서 라니비주맙 치료에 대한 제한적 반응으로 애플리

버셉트로 교체하여 초기에는 좋은 반응을 보인 경우라 하

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다시 애플리버셉트에 치료 반

응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진료에서 애플

리버셉트로의 교체투여는 드물지 않게 시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

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현재까지 국내 보고는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초기에는 효

과가 있었던 환자들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21.4%에서 

약제에 대한 제한적 반응이 나타났는데, 제한적 반응이 나

타난 시점은 평균 22개월로 애플리버셉트 속성 내성에 대

해 보고한 Hara et al13
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시점이었다. 

특히 애플리버셉트로의 교체투여 전까지의 치료 기간이 짧

고 라니비주맙 주입 횟수가 적었던 경우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보았다. 

라니비주맙은 VEGF-A를 억제하는 약제이다. 따라서 라

니비주맙 치료에 제한적 반응을 보인 경우는 VEGF-A의 

차단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경우일 수 있다. 비록 애

플리버셉트는 VEGF-A, VEGF-B, placental growth factor

를 모두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VEGF-A의 억제는 애플

리버셉트 약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주요 기전 중 하나이

다.19 따라서 VEGF-A의 차단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경우 애플리버셉트에도 역시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환자가 약제에 대한 내성의 기

전으로 추측되고 있는 혈관내피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의 증

가, 맥락막혈관신생 증식 자극 신호 전달체계의 변화, 중화 

항체의 발생 등
13
이 보다 빨리 나타나는 특성을 가졌을 가

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빠른 교체투여에 따른 애플리버셉

트 치료 기간의 증가가 비교적 높은 제한적 반응 발생 빈도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애플리버셉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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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투여 후의 치료 기간은 제한적 반응군에서 약제 반응군

에 비해 약 8.6개월 더 길었다. 약제에 대한 제한적 반응이 

어느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긴 치료 기간이 높은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Despreaux et al20
은 라니비주맙 치료 중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하였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애플리버셉트 약제에도 제한적 반응을 보여 

또다시 라니비주맙으로 교체하였을 때의 결과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라니비주맙으로 다시 교체 후 중심망막두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전체 환자의 27.7%에서는 뚜렷하

게 시력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라니비주

맙에 효과가 불충분하여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한 경우

라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다시 라니비주맙이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다.20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도 불구하고 상기 분야는 후속 연구들을 통한 충분한 규명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 향후 어떻게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환자

의 2/3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logMAR 0.2 이상의 뚜렷

한 시력저하가 나타났는데, 이는 제한적 반응이 없었던 환

자들의 대부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력이 유지된 것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한적 반응이 있었던 경우의 대부분에서 애플리버셉트를 이

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국내 급여 기준

의 특성상 2개월 미만에 투여를 시행할 수 없기에, 지속적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망막하액/망막내액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

서는 베바시주맙을 함께 이용하거나 라니비주맙으로 다시 

교체투여하였으나 최종 추적 관찰 시 전체 15안 중 3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서는 망막하액이나 망막내액이 여전히 

관찰되는 결과를 보여 이들 안에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력악화

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애플리버셉트 치료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

나는 경우 향후 시력손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환자에

게 미리 고지하고 시력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롤루시주맙(brolucizumab)은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항혈

관내피성장인자 약제이다. 애플리버셉트와의 비교 임상시

험에서 브롤루시주맙으로 치료 받은 환자는 애플리버셉트

로 치료 받은 환자에 비해 망막하액 혹은 망막내액이 더 높

은 빈도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해부학적인 호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증명하였다.21 아직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는 하나 일부 연구자들은 

애플리버셉트에 반응이 없던 경우에도 브롤루시주맙 치료

를 통해 해부학적인 호전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2 

라니비주맙으로 치료하다 그 반응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되어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다시 애플리버셉트에 제

한적 반응이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 브롤루시주맙 투여의 

좋은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경우 약 2/3이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이 진단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

과는 전형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비해 결절맥락막혈

관병증에서 라니비주맙에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라니비주맙 도입 초기부

터 결절맥락막혈관병증에서 약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이 보고되었으며,4 항혈관내피성장인자가 습성 나이관련황

반변성의 주된 치료로 완전히 자리잡은 현재에도 결절맥락

막혈관병증의 경우에는 광역학치료가 여전히 유용한 치료 

방침으로 이용되고 있다.23 추가적으로 결절맥락막혈관병

증에서 애플리버셉트가 라니비주맙에 비해 더 나은 해부학

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24 질환을 치료

한 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애플리버셉트로의 교체투여

를 시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한적 치료 반응이 나타난 15안 중 최종 추

적 관찰 시 망막하액만 관찰된 7안의 경우 0.1 이하의 시력

저하가 나타난 경우가 없었으나 망막내액이 관찰된 5안의 

경우 2안(40.0%)에서 0.1 이하의 시력저하가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망막하액이 시력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에 반해 망막내액의 경우 나쁜 

시력예후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자로 보고되어 있다.25,26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반영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5안이라는 

소수의 안을 대상으로 단순 경향성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

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안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

로 실제 진료 환경에서 치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따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

서 경과 관찰과 치료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으며, 애플리버셉트 약제에 제한적인 반응이 나타난 시기

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국내 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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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애플리버셉트 주사를 2개월 이내에 반복 시행할 

수 없었기에 더 짧은 간격의 애플리버셉트 주사가 가능한 

경우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애플리버셉트를 2개월 간격으로 2회 투여하였으나 충분

한 망막하액/망막내액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약제

에 제한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제한적 반응

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도 변동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검사자

가 모든 검사 이미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과 

해석에 있어서 일부 편위(bias)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마지막으로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이

후 추적 관찰 기간이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제한적 반응 이후의 추적 관찰 기간은 연구의 주된 결

과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아니었다. 더 나아가 

제한적 반응 이후 특정 시점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상기 시점까지 추적 관찰하지 않은 일부 환자가 분석

에서 제외되어 선택 편위(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 반응 

이후의 추적 관찰 기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따

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반응 이후의 추적 관찰 기간이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라니비주맙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한 후 

발생하는 애플리버셉트에 대한 제한적 반응에 대해 분석하

였다.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평균 34.7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약 1/5에서 제한적 반응이 나

타났는데,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

에 비해 최초 진단 시부터 애플리버셉트 교체투여까지의 

기간이 더 짧았으며, 라니비주맙 주사 횟수가 더 적은 경향

이 있었다. 또한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경우 시력예후가 좋

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향후 2개월 간격 애플리버셉트 주

사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환자에서 1개월 간격 애플리버

셉트 주사 혹은 브롤루시주맙 주사가 좋은 대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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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추적 관찰 
중 나타나는 제한적 치료 반응

목적: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한 후 발생하는 애플리버셉트에 대한 제한적 반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라니비주맙 치료를 시행 받다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한 70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애플리버셉트 약제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빈도와 시기를 확인하였으며, 제한적 반응을 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시력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제한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약 1/5에서 약제에 대한 제한적 반응이 나타났다. 교체투여는 진단 

후 평균 16.2 ± 12.7개월 시점에 시행되었는데, 교체투여 후 평균 34.7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15안(21.4%)에서 평균 22.0 ± 13.9
개월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났다. 교체투여 시부터 최종 추적 관찰 시까지 시력저하 정도는 제한적 반응을 보인 안에서 평균 logMAR 

0.34 ± 0.41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0.06 ± 0.20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값을 보였다(p=0.002). 또한 제한적 반응이 나타난 

안은 그렇지 않은 안에 비해 최초 진단부터 애플리버셉트 교체투여까지의 기간이 더 짧았으며(p=0.012), 교체투여 전까지 시행된 라

니비주맙 주사 횟수가 더 적었다(p=0.016).

결론: 애플리버셉트로 교체투여 후 약제에 대한 제한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시력예후가 더 나쁜 경향을 보였다. 애플리버셉트 교체

투여가 더 빨리 시행되는 경우 약제에 제한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9):12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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