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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균각막염에서 동반된 홍채혈관신생을 

전방내 베바시주맙 투여로 치료한 1예

A Case of Iris Neovascularization in Severe Fungal Keratitis Treated with 
Intracameral Bevaciz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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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port a case in which iris neovascularization (NVI) improved after intracameral bevacizumab injection in a patient 
who exhibited fungal keratitis with NVI.
Case summary: A 47-year-old man experienced a tree branch-induced injury to his right eye and was treated for keratitis for 1 
month. However, his condition deteriorated and he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Initial slit lamp biomicroscopy findings showed a 
large, thick central deep stromal infiltration with a concentric circle shaped feathery-like margin, epithelial defect, satellite lesion, 
fungal ball, hypopyon, and NVI. Aspergíllus fumigatus was isolated in the corneal scraping culture. Amphotericin B, vor-
iconazole, and natamycin were administered as topical treatment along with systemic amphotericin B. After treatment, the cor-
neal lesions gradually improved, but NVI worsened. After the 5th week, total hyphema occurred; anterior chamber irrigation and 
intracameral bevacizumab injection were performed. Two weeks postoperatively, the NVI exhibited complete regression; cor-
neal stromal melting with descemetocele appeared after 8 weeks. Penetrating keratoplasty was performed and NVI was no lon-
ger observed at 6 months after surgery.
Conclusions: For the treatment of iris neovascularization in patients with infectious keratitis, intracameral bevacizumab injection 
at an appropriate time may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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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궤양은 임상적으로 주요한 안구감염질환 중 하나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막궤양의 여러 심각한 합

병증 중에, 전방내 감염이 확산되거나 심한 염증반응이 발

생하면 윤부신생혈관, 각막신생혈관 및 홍채신생혈관(iris 
neovascularization, NVI)이 발생할 수 있다.1 그중 홍채신생

혈관은 안압의 상승을 일으켜 신생혈관녹내장 발병을 일으

킬 수 있다. 임상적으로 각막궤양에서 홍채신생혈관이 발

생한 경우 경과가 오래되었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생혈관녹내장의 진행 등으로 인해 예후

가 불량한 편이다.2

감염각막염으로 인해 홍채신생혈관이 동반된 경우에, 감
염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는 혈관신생의 치료보다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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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lit-lamp photographs of the case patient with fungal keratitis in the right eye. (A) Initial visit. Slit-lamp findings showed 
a large, thick central stromal infiltration with multiple concentric feathery-like margin, deep stromal infiltration, satellite lesion, ex-
tensive endothelial plaque, and hypopyon. (B) After corneal fluorescence staining at the initial visit. Large central corneal epithelial 
defect (5 × 7 mm size) corresponding to stromal infiltration was observed. (C) Day 28. Significant decrease in stromal infiltration 
and hypopyon were noted after antifungal treatment. However, increased neovascularization of iris and hyphema were observed. (D) 
Day 31. Black colored total hyphema was observed.

변을 조절하기 위한 멸균 치료가 우선시된다. 또한 치료 경

과에 따라 홍채신생혈관은 감소되거나 소실될 수 있기 때

문에 홍채신생혈관 자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

물다. 하지만 홍채신생혈관이 원인이 되어 전방출혈이 발

생하거나 이로 인해 지속적인 안압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2

현재 안과 영역에서 신생혈관의 치료를 살펴보면, 망막 및 

맥락막혈관신생에 대해서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제제의 효과가 입증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

다.2 이외에 각막기질신생혈관에 대해서 anti-VEGF 제제의 

결막하 또는 각막기질내 주입술의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

으며,3,4 신생혈관녹내장에서 홍채신생혈관의 치료로써 전방

내 anti-VEGF 주입술의 효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5 한편 

각막궤양으로 인한 홍채신생혈관에서 anti-VEGF 주입술의 

치료 효과 또는 적절한 시행 시기에 대해 보고된 바는 아직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홍채신생혈관을 동반한, 진행된 진균

각막염에서 anti-VEGF의 전방내 주입술을 통해 홍채신생혈

관 억제를 경험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47세 남성이 한 달 전 나뭇가지에 우안을 수상하여 타 병

원에서 한 달간 치료하였으나 병변의 악화 소견을 보여 본

원으로 의뢰되었다. 초진 시 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동 및 

좌안 1.0이었으며, 안압은 우안 44 mmHg 및 좌안 20 mmHg
로 측정되었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우안의 심한 결막충

혈, 각막중심부의 광범위한 기질침윤 및 중심부 각막에 5 x 
7 mm 크기의 상피결손이 관찰되었다(Fig. 1A, B). 기질침윤

의 양상은 깃털 모양의 경계 내지는 꽃 모양의 각막기질침

윤이 동심원 모양으로 여러 개 관찰되었고 기질 심부까지 

진행한 양상을 보였으며, 중심부 기질침윤 바로 아래쪽에 위

성병변으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A). 전방에서

는 광범위한 각막내피반, 전방내 진균덩이 및 전방축농이 관

찰되었다. 초진 시 홍채 주변부에서 홍채신생혈관이 발생한 

것을 관찰하였으며, 반복적인 산동제 점안에도 산동되지 않

아 동공 경계 부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광범위한 홍채유착

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깃털 모양의 침윤 및 위성병변 등의 특징적 소견을 통해 임

상적으로 진균각막염을 의심하였고, 즉시 미생물검사를 시

행하여 각막찰과 배양 및 KOH 도말을 시행하였다. 안내염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B-scan을 시행하였으며, 유리체혼탁 

등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즉시 입원하여 전신 및 점안 항진균제 투여를 시

행하였다. KOH 도말 결과는 음성이었으며, 3일 뒤 배양검

사에서 Aspergíllus fumigatus가 동정되었다. 항진균 치료로 

전신 amphotericin B (Fungizone®, DKSH Korea Ltd., Seoul, 
Korea) 50 mg 하루 1회 정맥주사와 fluconazole (Plunazole®,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 100 mg 
하루 2회 경구투여를 하였고 점안 항진균제로 0.5% ampho-
tericin B, 5% natamycin (Natacyn®, Alcon, Fort Worth, TX, 
USA), 1% voriconazole (Vfend®, Pfizer, New York, NY, 
USA)을 한 시간마다 사용하였다. 동반된 세균감염 치료를 

위해 전신 항생제로 gentamicin (Shin Poong Pharmaceuticals, 
Seoul, Korea) 80 mg 및 ceftazidime (Tazime®, Hanmi, Seoul, 
Korea) 2 g을 하루 2회 정맥 투여하였고, 점안 항생제로 0.5% 
moxifloxacin (Vigamox®, Alcon, Fort worth, TX, USA)과 

fortified 5% ceftazidime을 두 시간마다 사용하였다. 안압조

절을 위해 0.15% brimonidine (Alphagan-P®, Allergan Inc., 
Irvine, CA, USA) 및 brinzolamide/timolol (Elazop®, Alcon, 
Fort Worth, TX, USA)을 하루 2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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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s of the right eye after intracameral injection. (A) Anterior chamber irrigation was done. Thick black-colored 
hyphema was noted. (B) After irrigation and aspiration of hyphema, intracameral bevacizumab injection (25 mg/mL, 0.15 mL) was 
performed through corneo-limbal incision site. (C) After 2 weeks of intracameral bevacizumab injection, nearly completely resolved 
neovascularization of iris was observed. (D) Two months of intracameral bevacizumab injection, descemetocele occurred at central 
cornea.

A B C D

E

Figure 3. Photographs of right eye after corneal transplantation. (A) Surgical microscopic finding during penetrating keratoplasty 
(PKP) procedure. After trephination of recipient cornea, hemorrhage occurred due to peripheral iris damage caused by the trephine 
blade, but there was no visible iris neovascularization (NVI). (B) Photograph at the end of surgery. Cataract removal and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the bag were performed, and 16 interrupted sutures of donor cornea were done. (C) Slit-lamp photographs after 
2 months of PKP. Grafted cornea was relatively clear and stable. No recurrence of fungal infection or NVI was noted. (D) Fundus 
photography after 2 months of PKP. Pale disc was observed. (E) Assessment of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b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fter 2 months of PKP. Most of the area around the optic disc showed severe RNFL thinning in the right eye.

집중적인 약물 투여 후 전신 및 점안 항진균제에 점차 반

응을 보여 전방축농이 감소되고 각막기질침윤도 옅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입원 6일, 21일째에 각막기질이 융기된 

부분의 데브리망 및 배양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6일
째에 시행한 배양검사에서 Aspergíllus fumigatus가 다시 검

출되었고 21일째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의 결과를 얻었다. 
각막병변은 지속적인 호전을 보였으나 각막상피결손의 크

기는 호전을 보이지 않아 상피 재생 치료를 위해 입원 3주
째부터 자가혈청안약을 두 시간 간격으로 추가로 사용하였

다. 치료 4주 후 경과의 호전을 보여 항진균제를 감량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 퇴원 시 각막기질침윤은 

처음에 비해 상당한 호전을 보였고 지속각막상피결손이 남

아있는 상태였으며, 홍채신생혈관은 처음에 비해 증가하여 

전방출혈이 관찰되는 상태였다(Fig. 1C). 3일 뒤 환자가 심한 
안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전방 전체

의 흑색 출혈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고 안압은 60 mmHg 
이상으로 측정되었다(Fig. 1D). 응급으로 당일 전방 세척술 

및 전방내 베바시주맙(Avastin®, Genetech,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 25 mg/mL, 0.15 mL) 주입술을 시행

하였다(Fig. 2A, B). 이후 안압은 정상으로 감소하였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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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째 신생혈관의 감소를 보였고 2주째 신생혈관은 완전히 

소실되었다(Fig. 2C). 술 후 경과관찰 중 추가적인 감염 전

파 또는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베바시주맙 주입술 이후 중심부 각막기질침윤의 진행은 

없었으나 광범위한 각막혼탁과 각막상피결손이 지속되었

다. 베바시주맙 주입술 8주 후 각막기질괴사 진행 및 데스

메막류가 발생하여 안구 유지를 위한 치료적 전층각막이식

술을 시행하였다(Fig. 2D). 기증각막은 진공각막원형절제기

(Barron Vacuum Donor Cornea Punch, Katena Products 
Inc., Parsippany, NJ, USA)를 사용하여 7.75 mm의 직경으로 
절제하였으며, 수용각막은 각공막원형절제기(Barron Radial 
Vacuum Trephine, Katena Products Inc.)를 사용하여 7.5 mm
의 직경으로 절제하였다. 수술 중 수용각막 절제 후 각막혼

탁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던 중심부 동공 부분의 각막홍

채유착을 확인하였으며, 수술현미경 하 홍채신생혈관은 관

찰되지 않았다(Fig. 3A). 술 중 백내장의 진행이 관찰되어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수정체낭내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동

시에 시행하였으며, 10-0 나일론 봉합사로 16개의 단속 봉

합을 통해 기증각막의 봉합을 완료하였다(Fig. 3B). 각막이

식 수술 후 항진균제 안약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각
막이식 후 2개월째에 이식한 각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으며,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지 및 안압은 15 mmHg
로 측정되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홍채신생혈관은 관

찰되지 않았다(Fig. 3C). 안저검사에서 유두창백 소견을 보

였으며, 빛간섭단층촬영검사(Spectrali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
에서 매우 얇아진 망막신경층 두께를 보이는 녹내장성 시

신경결손이 관찰되었다(Fig. 3D, 3E). 각막이식 술 후 6개
월까지의 경과 관찰 중 감염의 재발, 안압 상승 또는 신생

혈관의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홍채신생혈관을 Teich and Walsh6

가 정의한 grading sys-
tem에 따라 분류하면, 초진 시 홍채신생혈관은 홍채 모양체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어 grade 4로 생각되었고 베바시

주맙 주입술 2주 후에는 grade 2 이하로 판단되었으며 각막

이식 시행 시점에서는 grade 0으로 확인되었다. 안압 변화로

는 전방 전체 흑색 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30-44 mmHg로 

유지되었고 전방 전체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는 60 mmHg 
이상이었으며, 베바시주맙 주입술 시행 후 1일째 안압은 17 mmHg, 
2주 후 20 mmHg 그리고 6주 후 24 mmHg였다.

고 찰

홍채에 발생한 신생혈관은 방수 투과 구조를 파괴시켜 

치료되지 않는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홍채신생혈관은 일차성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항상 이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7 현재까지 홍채신생혈관을 발생시키는 여러 기전들

이 보고되었으며 안구 조직의 무산소증(anoxia of ocular 
tissue)과 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감염각막

염에서 홍채신생혈관의 발생 빈도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

다. 미국 보스턴의 한 연구에서는 감염각막염에서 출혈 합

병증에 대해 보고한 바 있으며, 감염각막염 458안 중 16안
(3.5%)에서 전방내 또는 각막의 자연적 출혈이 발생하였다

고 보고하였다.9 본 증례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진균각막

염으로 인해 전방내의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홍채신생혈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채신생혈관의 치료로서 anti-VEGF의 효과가 널리 보

고되었으며, anti-VEGF의 전방내 투여, 유리체내 투여, 결
막하 투여는 홍채신생혈관의 소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본 증례에서는 각막병변 및 홍채각막유착으

로 인해 유리체내 신생혈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an-
ti-VEGF의 유리체내 투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막하 투

여는 전방내 투여보다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방

내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을 시행한 시점은 진균감염의 호전을 보이고 있는 단계로 

주입술 후 신생혈관 재발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매우 진행된 

임상 양상의 각막염과 신생혈관녹내장이 동반되어 있어, 
안압 조절 및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했음에도 녹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균각

막염에서 치료각막이식 시행 후 감염 재발은 6-27%에서 보

고되었으며, 이식거부반응은 4-32% 그리고 이차 녹내장이 

2-9%로 보고되었다.10,11 각막이식 후 녹내장에 대해 Wu 
and Xu12

는 대규모 문헌 분석을 시행하여 그 위험인자를 

조사하였는데, 그중 기존에 녹내장이 있었던 경우가 가장 

높은 5.50의 odds ratio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베바시주맙을 점안약으로 사용한 후에 각막기질의 

융해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13 Kim et al14
은 각막기질내 베

바시주맙 주사 후 16명 중 2명에서 2주 내에 각막융해가 발

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토끼를 이용한 실험동물 연구

에서는 점안 베바시주맙 투여 후 각막상피 재생이 지연되었

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5 본 증례에서는 전방내 anti-VEGF 
투여를 1회 시행하였으며 데스메막류 발생은 전방내 주입

술로부터 8주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약제에 의한 합병증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본 증례에

서 지속각막상피결손 및 기질융해는 초기부터 광범위하고 

심부기질까지 진행된 임상양상으로 장기간 염증반응이 지

속된 결과로 생각하였다. 향후 감염각막염에서 많은 증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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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그 관련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각막내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Ha et al16
에 의하

면 전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이후에 유의한 내피세포 감소

가 없었다고 하여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Hosny et al17

은 전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후 각막내피세포

수가 평균 3.95% 감소하였으며 백내장 수술 후(8-11.2%) 
또는 녹내장 수술 후의(0.2-14.9%) 각막내피세포 감소와 비

교하면 그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신생혈관녹내장의 치료로 전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은 

평균 2.5회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16 하지만 기존의 알

려진 보고들에서는 당뇨망막병증, 중심망막정맥폐쇄와 같

은 만성질환에 의한 신생혈관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본 증례의 환자는 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생

혈관녹내장이므로 감염의 호전에 따라 홍채신생혈관의 재

발 가능성도 감소하여 1회의 주사로도 홍채신생혈관의 완

전한 소실 및 지속적 안압 하강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증례에 따라 베바시주맙의 전방내 주

사에도 신생혈관 감소가 불충분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안압 상승이 관찰된다면 베바시주맙의 추가적인 전방내 주

입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감염각막염에서 전방내 약물주입술은, 치료에도 

악화되는 진균각막염에서 항진균제의 각막 심부 기질로의 

효과적인 약물 전달을 위한 전방내 주사로써 주로 시도되

어 왔으며, 많은 연구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보

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8 그러나 감염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내 시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

러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예로써 시

술로 인해 염증이 수정체 및 유리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

며, 절개창 부위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Helbig 
et al19

에 의하면 무균적으로 시행한 전방천자 이후 세균성 

안내염이 발생한 증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균각

막염에서 전방내 항진균제 주입술 시행 후에 드물게 백내

장 발생, 전방내 염증 반응, 각막부종, 안내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8 
이러한 점들은 감염각막염에

서 홍채신생혈관 발생 시 전방내 주입술 치료 결정을 어렵

게 하는 요인이며, 감염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9,13 한편 본 증례에서는 전신 항진

균제 및 점안 항진균제에 비교적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진균제의 전방내 또는 각막기질내 

주입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진균각막염에서 전방천자를 통

한 베바시주맙 주입술의 적절한 시기로는, 적어도 2-3주 이

상 항진균제를 투여한 후 지속적인 각막기질침윤 및 전방

염증의 호전을 보일 때 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진균각막염에 대한 충분한 멸균치료 중 전

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을 통해 홍채신생혈관 감소 효과를 확

인하였다. 이전에 감염각막염에서 발생한 홍채신생혈관의 

치료로 베바시주맙의 전방내 투여에 대한 보고는 저자들의 

문헌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증례는 각막염

에서 발생한 홍채신생혈관을 베바시주맙의 전방내 투여로 

치료하고 6개월간 추적관찰한 국내 최초의 보고로 생각한

다. 이 증례는 향후 다양한 전안부 질환에서 베바시주맙 사

용의 적응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를 통해 감염각막염에서 홍채신생혈

관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전방내 베바

시주맙 투여가 홍채신생혈관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

각되며, 치료 초기보다는 충분한 멸균치료 후 시도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증례에서 감염 조절 상태

에 따라 시술의 이득과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방내 주입술

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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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중증 진균각막염에서 동반된 홍채혈관신생을 

전방내 베바시주맙 투여로 치료한 1예

목적: 홍채신생혈관을 동반한 진균각막염에서 전방내 베바시주맙 투여 후 홍채신생혈관이 호전된 사례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47세 남성이 나뭇가지에 우안 수상 후 발생한 각막염으로 한 달간 치료 후 악화되어 의뢰되었다. 초진 시 세극등현미경검사

에서 각막중심부에 광범위한 동심원 형태 및 깃털 모양 경계의 심부 각막기질침윤, 중심부 상피결손, 전방내 진균덩이, 전방축농 그리

고 홍채신생혈관이 관찰되었다. 배양검사에서는 Aspergíllus fumigatus가 검출되었다. 치료로 점안 amphotericin B, voriconazole, 

natamycin 및 전신 amphotericin B를 투여하였다. 치료 후 각막 병변의 호전을 보였으나 5주째 홍채신생혈관 증가 및 전방출혈이 

발생하여 전방 세척술 및 전방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2주째 신생혈관은 소실되었으며, 술 후 8주째에 데스메막류

를 동반한 각막기질 융해가 발생하여 전층각막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홍채신생혈관은 각막이식술 후 6개월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감염각막염에서 발생한 홍채신생혈관의 치료로, 적절한 시기에 전방내 베바시주맙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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