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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망막동맥폐쇄 환자에서 동맥 내 혈전용해술 효과: 임상 증례 및
문헌 고찰
The Effect of Intra-arterial Thrombolysis in Retinal Artery Occlusion: Case
Series and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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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performed intra-arterial thrombolysis within 6 hours of presentation in Korean patients with acute retinal artery
occlusion. The treatment outcomes of our pati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a literature review of this procedure.
Methods: Visual acuity, intraocular pressure, fundus photo, and fluorescein angiography were examined in five Korean patients
who ultimately underwent intra-arterial thrombolysis due to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The visual acuity of patients was evaluated after the procedure. The treatment outcomes of our pati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presented in six foreign intra-arterial thrombolysis studies with respect to age, sex, and visual acuity before and after intra-arterial thrombolysis.
Results: In our five cases (three males and two females), the average age was 63.4 years and the average time to the procedure
of intra-arterial thrombolysis was 4.8 hours. In the five cases, the visual acuity before intra-arterial thrombolysis were hand movements, 0.1, finger counting at 30 cm, hand movements, and 0.08. Visual acuity after intra-arterial thrombolysis were 0.9, 0.5, finger counting at 30 cm, 0.7, and 1.2. The average age of patients in the six studies from the literature was 60 years, and the most
common visual acuity before intra-arterial thrombolysis was light perception and hand movements. A slight improvement in visual acuity (>0 to 0.1) was common in most of the studies; however, three studies showed a partial recovery (from 0.2 to 0.4).
Conclusions: For retinal artery occlusion, intra-arterial thrombolysis within 6 hours should be considered as a treatmen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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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망막동맥폐쇄는 통증이 없는 급격한 시력저하를 보

이는 질환으로 눈동맥에서 유래한 중심망막동맥폐쇄와 시
신경유두부에서 분지된 후의 위치에서 동맥폐쇄가 일어나는
분지망막동맥폐쇄가 있다. 중심망막동맥폐쇄는 von Grae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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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59년에 처음으로 기술한 질환이다. 통증이 없고 급격
한 시력저하를 보이는 질환으로, 해외에서 시행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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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시력예후는 매우 좋지 않으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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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동맥폐쇄 환자 260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0% 환

서 연간 발병률은 10만 명당 1명으로 추정되었으며,2 국내
에서 시행된 역학 연구에서 연간 발병률은 10만 명당 1.80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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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0.05 이하의 시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4 분지망막

치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분지망막동맥폐쇄의 치료

동맥폐쇄의 연간 발병률은 10만 명당 4.99명으로 보고되어

는 중심소와 주위의 모세혈관이 침범되지 않는 이상 적극

5

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있다. 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면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망
막 신경절 세포의 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망막내층

현재 국내에서 급성망막동맥폐쇄 치료의 골든 아워로 알

의 경색을 동반한 망막동맥폐쇄는 미세혈관 뇌졸중에 해당

려진 6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6

되며 심각한 시력손실을 동반하게 된다. 중심망막동맥은

예후 및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다. 이에 본 저자들은 본원

눈동맥의 분지이며 눈동맥은 속목동맥의 첫 번째 분지이

에서 급성망막동맥폐쇄로 내원하여 발병 6시간 이내에 동

7

다. 망막동맥은 시신경유두의 표면층에 혈액을 공급하며

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보고하고자 하며

이곳으로부터 상측, 하측의 두 중심 가지로 분리된다. 이어

이를 통하여 급성망막동맥폐쇄의 표준화된 치료의 결정에

서 이측, 비측의 분지로 나뉘게 되어 망막의 사분면에 혈액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8

을 공급한다.

중심망막동맥폐쇄의 치료는 첫째 전방천자, 정맥 내 만

대상과 방법

니톨 혹은 아세타졸라마이드 주사, 안구 마사지와 같이 안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원 안과에 급성망막

압을 하강시켜 속망막층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
6,9-11

둘째, Isosorbide Dinitrate 설하정 혹은 Nitroglycerine,

동맥폐쇄로 내원한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5명의

경구 Pentoxifylline, 고농도 Carbon Dioxide 흡입으로 중심

환자들은 모두 최초 증상 발생 이후 6시간 이내에 본원 신

다.

6,12-15

셋째, 고압 산소

경외과에서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받았다. 5명의 환자 모두

치료로 환자의 혈액 내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

동일한 안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진단 및 치료를

망막동맥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다.
16,17

넷째, 동맥 내 혈전용해술(intra-arterial thrombolysis)

시행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안과적으로 시력, 안압, 안저검

이 있으며 시행받은 환자의 60-70%에서 시력향상을 경험

사, 형광안저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신경외과에서 혈전용해

다.

18,19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 6시간

술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과적 경과 관찰을 시행하

이내에 tissue plasminogen activator를 이용한 혈전용해술

며 시력 및 안저, 시야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을 시행하여 시력표상 3줄 이상의 시력향상을 보였다는 보
20

고도 있다.

동맥 내 혈전용해술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동맥

이외에도 혈액 투석 등의 여러 방법들이 존재

의 구멍에 카테터를 거치시켜 시행하는 것으로 본원에

하나 현재까지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중심망막동맥폐쇄의

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약제는 Urokinase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of RAO patients treated with intra-arterial thrombolysis
Sex
Age
(years) Female Male
Weber et al
23
(n = 17)
Richard et al
24
(n = 47)
Mercier et al
25
(n = 14)
Aldrich et al
26*
(n = 21)

60.8 ±
15.2
57.8 ±
15.3
60.7 ±
14.6
65.1 ±
13.3

7 (41)
9 (19)
4 (28)
9 (43)

10
(59)
38
(81)
10
(72)
12
(57)

Pettersen et al 70.3 ± 3 (37) 5 (63)
27
(n =8)
5.5
Butz et al
64.6 ± 11 (50) 11
28
(n = 22)
12.1
(50)

VA before IAT
NLP
0

VA after IAT

>FC, 0.5,
LP
HM
FC
<0.5 <1.0
6 (35) 9 (53) 2 (12)
0
0

1 (2)

1.0

CR

MR

PI

0

3 (18) 2 (12) 6 (35)
4 (9) 7 (14) 4 (9)

SI

NI

0

6 (35)

20
16
0
(43)
(34)
2 (17) 6 (43) 2 (14) 1 (7)

8 (17)

2 (4)

0

3 (22)

0

0

19
13
(40)
(28)
1 (7) 4 (29) 1 (7) 6 (43) 2 (14)

1 (5)

2 (9)

0

0

NA

NA

NA

0

0

0

0

0

0

6 (75) 2 (25)

NA

NA

NA

1 (4)

0

0

8 (36)

0
NA

2 (9)

10
(48)

6 (29)

2 (25) 5 (62) 1 (13)
NA

NA

NA

NA

6 (29)

13
(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RAO = retinal artery occlusion; VA = visual acuity; IAT = intra-arterial thrombolysis; NLP = no light perception; LP = light perception;
HM = hand movements; FC = finger counting; CR = complete recovery (1.0 or higher); MR = moderate improvement (0.5 to 0.9); PI =
partial improvement (0.2 to 0.4); SI = slight improvement (higher than 0 and less than 0.1); NI = no improvement; NA = not applicable.
*
Visual improvement more than 1 line was 15 eyes in Aldric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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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200,000 unit을 투여하였다. 망막동맥폐쇄 환자에

정시력 우안 0.9, 좌안 0.9로 확인되었다.

게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 후 결과에 대해 국외에서 발
표된 문헌들의 증례를 정리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병원 생명의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증례 2
67세 남자가 내원 당일 밤 7시경에 발생한 일시적인 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측 흑암시 이후 유지되는 우측 하방 시야의 가려 보임 및

번호: 2019-12-003),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다.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과적 과거력은 없었고, 기저
질환은 고혈압만 있었다. 내원 시 시력 우안 0.1, 좌안 0.3

결

과

이었다. 전안부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우안에서 경미한 황반부두께 증

증례 1
53세 남자가 내원 당일 정오부터 발생한 급격한 좌안 시

가를 보였다(Fig. 2A). 형광안저촬영상 팔망막순환 시간은

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과적 과거력은 없었으며

쇄하고 있었다(Fig. 2B, C).

약 18초였으며 작은 색전들이 위 분지망막동맥을 완전 폐

1년 전 심장판막수술을 시행하였다. 나안 시력 우안 0.1, 좌

증상 발생 약 5시간 후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

안 안전수동이었고 전안부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였다. 시술 시 우측 속목동맥의 거의 완전 폐쇄 소견을 보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좌안 황반부의 두께 증

여 곁순환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였으며, Urokinase를 이용

가 및 중심와 부위 앵두반점 소견을 보였다(Fig. 1A). 형광

한 혈전용해술을 눈동맥 선택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최대

안저촬영상 팔망막순환 시간은 약 26초였으며 큰 색전이 시

한 근접한 곳에서 시행하였다. 동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 다

신경유두부 아래 망막동맥을 완전 폐쇄하고 있었다(Fig. 1B).

음 날 경과 관찰 시 시력 우안 0.5, 좌안 0.4였으며, 환자는

환자는 증상 발생 약 5시간 30분 후에 동맥 내 혈전용해

시술 이후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다

술을 시행 받았다. 좌측 망막의 관류 지연이 확인되었으며

고 하였다. 동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 이후 1달 뒤 경과 관

좌측 눈동맥에 Urokinase 200,000 unit을 천천히 동맥 내에

찰 시 시행한 형광안저촬영상 팔망막순환 시간은 18초였고

주입 후, 망막의 관류가 호전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맥 내 색전들이 완전히 사라진 소견을 보였다(Fig. 2D).

동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 다음 날 경과 관찰 시 나안 시력
우안 0.15, 좌안 0.02였으며, 최대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으로 확인되었다. 경과 관찰 시 시행한 형광안저촬영상

증례 3
77세 남자가 내원 당일 새벽부터 발생한 급격한 우안 시

팔망막순환 시간은 약 18초로 정상 범위로 호전되었다. 한

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과적으로 20년 전 우안에

달 뒤 경과 관찰 시 나안 시력 우안 0.08, 좌안 0.02, 최대교

각막이물제거술 과거력이 있었으나 시력에 영향은 없었다.

A

B

Figure 1. Fundus photography and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1. (A) Fundus photography of case 1 shows Cherry-red spot at
the macula. (B)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1 shows complete block of central retinal artery at 31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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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2회 시

좌안 0.8이었다.

술 과거력 및 10년 전 뇌졸중 과거력이 있었다. 내원 시 나
안시력 우안 안전수지 30 cm, 좌안 0.7이었고 전안부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

증례 4
74세 여자가 당일 오후 1시부터 발생한 우안의 시야 흐

검사상 우안 황반부의 두께 증가 및 부종 소견을 보였다

림 및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1년 전 양안 백

(Fig. 3A). 형광안저촬영상 팔망막순환 시간은 약 20초였으

내장수술 이외에 안과적 과거력은 없었고, 전신질환에서

며, 시신경유두부 아래 망막동맥의 폐쇄가 확인되었다

특이 사항은 없었다. 내원 시 나안시력 우안 안전수동, 좌

(Fig. 3B). 환자는 증상 발생 약 4시간 후에 동맥 내 혈전용

안 1.2였고 전안부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우안의

해술을 시도하였다. 검사상 우측 속목동맥 입구에서 거의

상대구심성동공운동장애가 확인되었으며 안저검사 및 빛

완전 폐쇄를 보여 혈전용해술을 정확히 선택적으로 눈동맥

간섭단층촬영검사상 우안 황반부의 두께 증가가 관찰되었

입구에서 시행하지 못하였고 최대한 근접한 곳에서 시행하

다(Fig. 4A). 형광안저촬영상 팔망막순환 시간은 약 18초였

였다. 한 달 뒤 경과 관찰 시 나안 시력 우안 안전수지 30 cm,

으며 동정맥 통과 시간은 42초로 지연 소견을 보였다. 시신

A

B

C

D

Figure 2. W ide fundus photography and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2. (A) W ide fundus photography of case 2 shows retinal arterial sheathing. (B)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2 shows blocked superior retinal artery at 20 seconds. (C)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2 shows whitish emboli, which blocks retinal artery at 20 seconds. (D)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2 after intra-arterial thrombolysis shows disappeared emboli at 18 seconds.

A

B

Figure 3. Fluorescein angiography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f case 3. (A)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3 shows
blocked Inferior retinal artery at 29 seconds. (B)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f case 3 shows increased macular thickness at the
ischem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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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두부의 위 망막동맥폐쇄 소견을 보였다(Fig. 4B).
환자는 증상 발생 약 4시간 30분 후에 동맥 내 혈전용해

증례 5
46세 여자가 당일 오후 5시부터 발생한 우안 하측 시야

술을 시행 받았다. 우측 눈동맥의 혈류가 지연된 소견이 관

의 가려 보임 및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과적 과

찰되어 눈동맥을 통하여 Urokinase를 동맥 내 주입 후 눈동

거력은 없었고, 전신질환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내원 시

맥의 혈류가 부분적으로 증가된 소견을 확인하였다. 동맥

나안 시력 우안 0.08, 좌안 1.2였고, 전안부에서 특이 소견

내 혈전용해술 시행 10일 뒤 시행한 경과 관찰 시 나안시력

은 보이지 않았다. 안저검사상 경미하게 얇아진 망막혈관

우안 0.5, 좌안 1.2로 확인되었다. 한 달 뒤 경과 관찰 시 나

의 소견을 보였다(Fig. 5A). 형광안저촬영상 팔망막순환 시

안시력 우안 0.7, 좌안 1.2로 우안 시력의 호전이 확인되었

간은 약 18초였으나 중심망막동맥이 아닌 섬모체망막동맥

다. 동맥 내 혈전용해술 뒤 시행한 형광안저촬영상 위 망막

부터 조영되는 소견을 보였고, 동정맥 통과 시간은 25초로

동맥폐쇄의 호전이 확인되었다(Fig. 4C).

지연 소견을 보였다(Fig. 5B).

A

B

C

Figure 4. Fluorescein angiography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f case 4. (A)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f case 4 shows
increased m acular thickness at the ischem ic area. (B)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4 show s blocked superior retinal artery at
20 seconds. (C)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4 after intra-arterial thrombolysis shows recovery of previously blocked superior
retinal artery at 25 seconds.

A

B

Figure 5. Fluorescein angiography and wide fundus photography of case 5. (A) W ide fundus photography of case 5 show slight thinning of the retinal vessels. (B) Fluorescein angiography of case 5 shows blocked central retinal artery at 21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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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증상 발생 약 5시간 45분 후에 동맥 내 혈전용해

의 증례를 정리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술을 시행 받았다. 우측 눈동맥의 혈류가 명확히 보이지 않

Weber et al23은 17예를 보고하였는데 평균연령은 60.8세,

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눈동맥을 통하여 Urokinase를 동

남자가 10안(59%), 여자가 7안(41%)이고 혈전용해술 시행

맥 내에 주입 후 눈동맥의 혈류가 부분적으로 증가된 소견

이후 완전한 회복(시력 1.0이상)이 3안(18%), 중등도 회복

을 확인하였다. 동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 10일 뒤 시행한

(시력 0.5-0.9)이 2안(12%), 부분적 회복(시력 0.2-0.4)이 6안

경과 관찰 시 나안시력 우안 1.2, 좌안 1.2로 확인되었다.

(35%), 경미한 회복(시력 0.1 미만)이 0안, 회복되지 않음이
6안(35%)이었다. Richard et al24은 47예를 보고하였고 평균

고

연령은 57.8세, 남자가 38안(81%), 여자가 9안(19%)이고

찰

혈전용해술 시행 이후 완전한 회복(시력 1.0이상)이 3안
이번 연구에서 시행한 5명의 증례 중 남자는 3명, 여자는

(18%), 중등도 회복(시력 0.5-0.9)이 2안(12%), 부분적 회복

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3.4세였다. 증례로 보고한 동맥

(시력 0.2-0.4)이 6안(35%), 경미한 회복(시력 0.1 미만)이 0안,

내 혈전용해술은 시행한 5명의 환자 중 2명은 눈동맥에 선

회복되지 않음이 6안(35%)이었다. Mercier et al25은 14예를

택적인 Urokinase 주입은 시행하지 못하였고 눈동맥 입구

보고하였고 평균연령은 60.7세, 남자가 10안(72%), 여자가

에 최대한 근접한 부근에서 시행하였다. 증례 3을 제외한

4안(28%)이고 혈전용해술 시행 이후 완전한 회복(시력 1.0

모든 사례에서 동맥 내 혈전용해술 이후 경과 관찰에서 극

이상)이 1안(7%), 중등도 회복(시력 0.5-0.9)이 4안(29%),

적인 시력 및 시야의 호전을 보였으며 시술로 인하여 합병

부분적 회복(시력 0.2-0.4)이 1안(7%), 경미한 회복(시력

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망막동맥폐쇄 발생 이후 혈전

0.1 미만)이 6안(43%), 회복되지 않음이 2안(14%)이었다.

용해술까지 걸린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이 4시간, 가장 긴

26
Aldrich et al 은 21예를 보고하였고 평균연령은 65.1세, 남

시간이 5시간 45분이었다(Table 2).

자가 12안(57%), 여자가 9안(43%)이고 혈전용해술 시행 이

망막신경절 세포는 중추신경계의 일부이고 허혈에 의한

후 시력은 회복되지 않음만 확인 가능하였으며 6안(29%)이

손상에 매우 취약하며 완전한 혈관폐쇄 이후 15분 이후부

27
었다. Pettersen et al 은 8예를 보고하였고 평균연령은 70.3세

21

붉은털 원숭이를 이용한 연구에서

남자가 5안(63%), 여자가 3안(37%)이고 혈전용해술 시행

망막동맥폐쇄 4시간 이후부터 망막의 비가역적 손상이 발

이후 완전한 회복(시력 1.0이상)이 0안, 중등도 회복(시력

터 손상이 시작된다.

22

생함을 보고된 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망막

0.5-0.9)이 0안(29%), 부분적 회복(시력 0.2-0.4)이 0안, 경

동맥의 재관류 치료는 빠른 시간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미한 회복(시력 0.1 미만)이 6안(75%), 회복되지 않음이 2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5명의 환자 모두 골든 아

(25%)이었다. Butz et al28은 22예를 보고하였고 평균연령

워로 알려진 증상 발생 6시간 안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은 64.6세 남자가 11안(50%), 여자가 11안(50%)이고 혈전

시행 받았으며 4명에서 극적인 시력 및 시야의 호전을 보

용해술 시행 이후 완전한 회복(시력 1.0이상)이 1안(4%),

였다. 이에 망막동맥폐쇄 환자에서 6시간 내에 동맥 내 혈

중등도 회복(시력 0.5-0.9)이 0안, 부분적 회복(시력 0.2-0.4)

전용해술을 시행할 경우 시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이 0안, 경미한 회복(시력 0.1 미만)이 8안(36%), 회복되지

수 있었다. 망막동맥폐쇄 환자에게 혈전용해술을 시행 후
23

않음이 13안(60%)이었다. 상기의 정리된 연구들을 보았을

결과에 대해 국외에서 발표된 Weber et al, Richard et al,

24

때 혈전용해술 시행 이전 시력은 빛인지와 안전수동이 가

25
26
27
28
Mercier et al, Aldrich et al, Pettersen et al, Butz et al

장 많았으며 시행 이후에는 부분적 회복 시력의 비중이 가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age, sex, initial visual acuity, post visual acuity, time taken to the procedure between different cases
Age (years)
Sex
Time to IAT
Laterality
VA before IAT
VA after IAT
ATRCT
Underlying disease

Case 1
53
M
5 h 30 min
Left
HM
0.9
26 sec
Mitral Valve regurgitation

Case 2
67
M
5h
Right
0.1
0.5
18 sec
Hypertension

Case 3
77
M
4h
Right
FC 30 cm
FC 30 cm
20 sec
Stroke

Case 4
74
F
4 h 30 min
Right
HM
0.7
18 sec
None

Case 5
46
F
5 h 45 min
Right
0.08
1.2
18 sec
None

M = male; F = female; IAT = intra-arterial thrombolysis; h = hours; min = minutes; VA = visual acuity; HM = hand movements; FC =
finger counting; ATRCT = arm-to-retina circulation time; sec =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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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기는 하였으나 Weber et al,23 Richard et al,24 Mercier
25

료 등에 비하면 대부분의 3차 병원에서는 이미 중재적 시

et al 의 연구에서 부분적 회복(시력 0.2-0.4) 이상 및 완전

술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 회복(시력 1.0이상)의 백분율이 각각 65%, 32%, 43%를

따라서 6시간 이내의 망막동맥폐쇄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

보여 환자의 시력예후를 위하여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

로 시행해 볼만한 가치가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하여 확인

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망막동맥폐쇄 환자를 6시간 내에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우선 망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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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급성망막동맥폐쇄 환자에서 동맥 내 혈전용해술 효과: 임상 증례 및
문헌 고찰
목적: 국내의 급성망막동맥폐쇄 환자들에게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6시간 이내에 시행하였고 그 효과에 대해서 외국의 증례와 비교하
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원에 급성망막동맥폐쇄로 내원한 5명의 환자에게 시력, 안압, 안저검사, 형광안저촬
영을 시행 후 6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경과 관찰을 시행하며 시력 등의 예후를 확인하였다. 해외에서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6개의 연구들에서 연령, 성별, 시술 전후의 시력에 대하여 정리 및 비교하였다.
결과: 본원에서 시행한 5명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은 63.4세였다.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이었으며 동맥 내 혈전용해술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4.8시간이었다. 시술 전 시력은 증례 1은 안전수동, 증례 2는 0.1, 증례 3은 안전수지 30 cm, 증례 4는 안전수동, 증례 5는
0.08이었다. 시술 후 시력은 증례 1은 0.9, 증례 2는 0.5, 증례 3은 안전수지 30 cm, 증례 4는 0.7, 증례 5는 1.2로 증례 3을 제외한
환자에서 모두 극적인 시력회복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 시행한 연구들의 평균 연령은 대부분 60세 이상이었다. 시술 전 시력은 대부
분의 연구에서 빛 인지, 안전수동인 환자가 가장 많았다. 시술 후 시력은 전체에서는 경미한 회복(0.1 이하)이 가장 많았으나 세 가지
연구에서 부분적 회복(0.2-0.4)이상이 각각 65%, 32%, 43%를 보였다.
결론: 급성망막동맥폐쇄 환자가 발병 6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만하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12):144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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