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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전공의가 시행한 유리체내 주입술의 단기간 안전성 고찰
Short-term Safety Evaluation of Resident-performed Intravitre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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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short-term safety of resident-performed intravitreal injection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503 patients (503 eyes) treated for the first time in our hospital
from January 2018 to October 2020 via intravitreal bevacizumab, ranibizumab, aflibercept, or triamcinolone acetonide injections
by residents or retina specialists. In terms of short-term ophthalmic complications, patients were followed-up 1 day, 1 week, and
1 month after injection.
Results: A total of 503 eyes of 503 patients were included. Intravitreal injections were given to 211 and 292 eyes by residents
(the resident group) and retina specialists (the retina specialist group), respectively. There were no between-group differences in
baseline characteristics except in terms of the indications for injection. Intraocular pressure elevation >5 mmHg occurred in two
eyes (0.95%) in the resident group and five (1.71%) in the retina specialist group,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conjunctival hemorrhage occurred in 29 eyes (13.74%) of the resident group and 32 eyes (10.96%) of the retina
specialist group; again,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o case of noninfectious endophthalmitis occurred in the
resident group but two (0.68%) cases occurred in the retina specialist group; again,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ere
were two (0.95%) cases of infectious endophthalmitis in the resident group and one (0.34%) case in the retina specialist group;
again,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No corneal erosion, traumatic lens damage, vitreous hemorrhage, or retinal tearing or
detachment were noted in either group.
Conclusions: Resident-performed intravitreal injections appear to b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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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등의 질환에서 1차 치료로 사용되
1-3

고 있다.

유리체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과거에 비하여

사용이 줄었으나,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입술에
대한 보조 및 대체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 유리체내 주입술의 시행 건수는 매년 급격
히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2016년 한 해에 시행된 유리체내
주입술의 빈도가 600만을 돌파하였다.5 국내에서도 최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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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내 라니비주맙(ranibizumab, Lucentis®, Novartis AG,

유리체내 주입술은 3명의 망막 전문의와 5명의 3년차 또는

Basel, Switzerland; Genetech Inc., San Francisco, CA, USA),

4년차 전공의가 시행하였다. 전공의들은 시술 전 망막 전문

®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Eylea , Regeneron, Tarrytown,

의에게 올바른 유리체내 주사 술기에 대한 교육을 시행 받

NY, USA; Bayer HealthCare, Berlin, Germany) 및 덱사메타

았으며, 처음 몇 회의 주사는 망막 전문의의 면밀한 지도

손 삽입물(Ozurdex®, Allergan, Irvine, CA, USA) 주입술에

하에 수행하였다. 모든 유리체내 주입술은 다음과 같은 동

대한 급여확대에 따라 외래에서 시행되는 유리체내 주입술

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시술자는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

의 시행 건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2019년

였으며,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Paracaine®, Hanmi

142,901건, 2020년 174,66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을 시술안에 점안한 뒤,

있다. 현재 유리체내 주입술에 대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 존재

10% 포비돈 요오드를 적신 탈지면으로 시술안의 눈꺼풀과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망막을 전공하고 있거나 전공

주위 피부를 소독하였다. 무균적으로 장갑을 착용한 시술

한 전문의에 의해서 수련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가 소독된 포를 덮어 시술하려는 안구만 노출되게 한 뒤,

현재 안과 전공의의 수련교과 과정에 유리체내 주입술이

개검기를 끼우고 5% 포비돈 요오드를 시술할 눈에 점안하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개인병원에서도 유리체내 주

였다. 주로 하이측 각막윤부에 수정체안은 3.5 mm, 무수정

입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망막을 전

체 또는 위수정체안은 3.0 mm 떨어진 섬모체평면부를 통

공하지 않은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해 30게이지 주사 바늘로 베바시주맙(1.25 mg/0.05 mL),

있음을 고려할 때,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유리체내 주입술을

라니비주맙(0.5 mg/0.05 mL), 애플리버셉트(2.0 mg/0.05 mL),

익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전공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4 mg/0.1 mL)를 유리체내에

수련 과정에서 유리체내 주입술에 대한 수련을 강조하고

주사하였다. 바늘제거 직후 멸균 면봉을 사용하여 주사 부

있으며, 전공의 과정 중 10회 이상의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

위를 압박하였으며, 점안 항생제(0.3% gatifloxacin, Gatiflo®,

행하여야 한다.6

Handok, Seoul, Korea) 및 안연고(ofloxacin 3 mg/g, Effexin®,

유리체내 주입술의 술기 자체와 관련되어 빈도는 높지 않

Ildong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를 점안 후 멸균

으나 결막하 출혈, 안압상승, 외상성 수정체 손상, 급성 안

거즈 안대를 착용하였다. 안대는 3시간 후 제거하도록 하였

내염증, 감염성 안내염, 유리체출혈, 열공망막박리 등과 같

고, 이후 시술안에 점안 항생제(Gatiflo®, Handok)를 하루에

은 안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7-10 외국에서는 전담간호

4회씩 1주일간 사용하게 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주사 후 1일,

사(nurse practitioner) 또는 전공의와 같이 망막 전문의가 아

1주일, 1개월 뒤 외래 추적 관찰하여 최대교정시력 측정,

닌 의료인이 시행한 유리체내 주입술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비접촉 안압계(Tonometer CT-80, Topcon, Tokyo, Japan)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6,11,12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

또는 리바운드 안압계(Icare® PRO tonometer, Icare Finland

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과 전공의 및 망

Oy, Vantaa, Finland)를 이용한 안압측정, 세극등현미경검

막 전문의가 시행한 유리체내 주입술의 단기간 안구 합병증

사 및 안저검사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리체내 주입술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여 안정성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술기와 연관된 안구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안
압상승은 주사 다음 날 측정한 안압이 주사 당일 측정한 안

대상과 방법

압보다 5 mmHg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각막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베바시주맙(bevacizumab,
®

Avastin , Genetech, Inc., San Francisco, CA, USA), 라니비
®

미란은 주사 당일 통증 호소 시 또는 주사 다음날 시행한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해당 소견이 발견될 때로 정의하였

주맙, 애플리버셉트 또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Triam ,

다. 결막하 출혈은 주사 다음날 한 시간 이상의 영역을 포

Shinpoong Pharmaceuticals, Seoul, Korea) 유리체내 주입술

함하는 출혈이 관찰될 때로 정의하였다. 외상성 수정체 손

을 처음 시행 받은 모든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상은 주사 후 1주일 이내에 새로운 수정체 후방의 혼탁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며 한림대

주사 부위 근처에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학교 강남성심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급성 안내염증은 통증, 시력저하, 결막충혈, 각막부종, 2+

Board, IRB)에서 심의 및 승인하였다(승인 번호: 2020-12-016).

이상의 전방세포 및 방수흐림, 전방축농, 유리체염, 그리고

주사안에 포도막염 또는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이 있는 경

망막내 출혈과 같은 임상 소견에 따라 진료의가 진단하였

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모든 유리체내 주입술은 외래 수술실에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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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의 사용 없이 급성 안내염증

이 호전되는 경우를 비감염성 안내염으로,13,15 유리체내 항

- 배영환 외 : 전공의의 유리체내 주입술의 안전성 -

생제 주입술 후 급성 안내염증이 호전되거나 미생물 배양

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검사에서 양성 검사 소견을 보일 때 감염성 안내염으로 진
단하였다. 유리체출혈은 주사 1주일 이내에 시행한 안저검

결

과

사에서 주사 전보다 유리체출혈이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였
으며, 임상적으로 기저질환의 악화와 연관이 없는 경우로

총 503명의 503안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전공의군은

한정하였다.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는 주사 시행 전 안저검

211안(41.9%), 망막 전문의군은 292안(58.1%)이었다. 대상

사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주사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발

자들의 평균 연령은 64.67 ± 13.46세였으며, 남자 251명, 여

생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자 252명이었다. 주사치료의 원인 질환으로 가장 많았던 것

전공의가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행한 경우를 전공의군으

은 나이관련황반변성이었으며 전체에서 195명(38.8%)을 차

로, 망막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를 망막 전문의군으로 나누

지하였다. 이어서 망막정맥폐쇄가 130명(25.8%), 당뇨망막

었다. 본 연구의 일차평가지표로 전공의군과 망막 전문의

병증에 의한 합병증이 174명(34.6%)이었다. 그 외의 질환

군 사이에 유리체내 주입술과 연관된 안구 합병증의 발생

(근시성 맥락막신생혈관, 특발성 맥락막신생혈관, 망막대동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합병증의 발생 및 진행 양

맥류,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등)이 42명(8.3%)이었다. 환자

상과 관계 있는 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 환자들의 성별, 나

들의 주사 전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은 0.61 ± 0.56이

이, 기저질환, 안압, 수술 기왕력, 진단명 및 합병증의 종류

었으며, 주사 전 평균 안압은 16.50 ± 2.97 mmHg였고, 120명

에 따라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in-

(23.9%)에서 인공수정체안이었다. 원인 질환 빈도를 비교하

dependent t-test 또는 chi 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였을 때 전공의군에서 나이관련황반변성이, 망막 전문의 군

통해 분석하였다. 최대교정시력은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에서 망막정맥폐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나(p=0.004),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변환

그 외 전공의군 및 망막 전문의군 사이에 주사 전 임상양상

을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6.0 (IBM Corp.,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

유리체내 주입술에 사용된 약제는 베바시주맙이 270명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or group and resident group

Sex (male:female)
Age (years)
Intraocular pressure
Lens status (phakic:pseudophakic)
Indications for injection disease
AMD
Retinal vein occlusion
Diabetic retinopathy
‡
Others

Resident group
(n = 211)
107:104
64.09 ± 14.17
16.62 ± 3.09
163:48
96 (45.5)
38 (18.0)
58 (27.5)
19 (9.0)

Retina-specialist group
(n = 292)
144:148
65.08 ± 12.93
16.42 ± 2.88
220:72
99 (33.9)
92 (31.5)
78 (26.7)
23 (7.9)

p-value
0.757*
†
0.412
0.449†
*
0.620

*

0.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
†
‡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myopic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idiopathic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retinal macroaneurysm,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etc.

Table 2. M edications for the intravitreal injection

Bevacizumab
Ranibizumab
Aflibercept
Triamcinolone acetonide

Resident group
(n = 211)
95 (45.0)
50 (23.7)
56 (26.5)
10 (4.7)

Retina-specialist group
(n = 292)
175 (59.9)
33 (11.3)
70 (24.0)
14 (4.8)

p-value*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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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라니비주맙이 83명(16.5%), 애플리버셉트가 126명

월 전 인공수정체 탈구 및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유리체절

(25.0%),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가 24명(4.8%)으로,

제술,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 및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 받

전공의군에서 라니비주맙이, 망막 전문의군에서 베바시주

은 과거력이 있었다. 유리체내 주입술 다음날 경과 관찰에

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나(p=0.001) (Table 2), 베

서 좌안 시력 0.3, 결막하 출혈, 전방에 1+의 염증세포를 보

바시주맙, 라니비주맙, 애플리버셉트 세 가지를 포함한 항

여 항생제 안약 점안을 유지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유리체

혈관내피성장인자와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두 가지

내 주입술 3일 후 환자는 좌안의 충혈 및 통증을 호소하며

로 약제의 종류를 분류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내원하였다. 좌안 시력은 0.3이었으며, 결막충혈과 함께 전

이가 없었다.

방에 2+의 염증세포가 관찰되었다(Fig. 1A). 앞유리체에

유리체내 주입술과 관련된 안구 합병증은 다음과 같았다

trace의 염증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유리체혼탁 및 망막침윤

(Table 3). 전공의군에서 2안(0.95%), 망막 전문의군에서 5안

소견은 없었다(Fig. 1B). 이에 감염성 안내염을 의심하여

(1.71%)에서 주사 다음날 5 mmHg 초과하는 안압상승이
관찰되었으나,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고, 모든 증례에서 경과 관찰 혹은 점안 안압하강

A

제의 사용으로 1개월 내에 안압이 정상화되었다. 주사 다음
날 결막하 출혈은 전공의군에서 29안(13.74%), 망막 전문
의군에서 32안(10.96%)이 관찰되었고 두 군 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군 모두에서 각막미
란, 외상성 수정체손상, 유리체출혈,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
는 발생하지 않았다.
급성 안내염증은 전공의군에서 2안(0.95%), 망막 전문의
군에서 3안(1.03%) 발생하였다. 이 중 망막 전문의군 2안
(0.68%)은 항생제 안약과 스테로이드 안약 점안 후 호전되

B

C

어 비감염성 안내염으로 진단하였으며, 전공의군 2안(0.95%)
및 망막 전문의군 1안(0.34%)은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시행 후 호전되어 감염성 안내염으로 진단하였다. 유리체
강 내 주입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던 한 증례는 다음과 같
다.
65세 여자가 좌안 당뇨망막부종으로 유리체내 라니비주
맙 주입술을 시행 받았다. 주사 전 좌안 시력은 0.3이었다.
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3개

Figure 1. A case of Infectious endophthalmitis. Anterior segment appearance (A) and fundus finding (B) at 3 days after intravitreal ranibizumab injection. Fundus finding (C) at 2 weeks
after intravitreal ranibizumab injection.

Table 3. Complications after intravitreal injection

Increased IOP
Subconjunctival hemorrhage
Corneal abrasion
Traumatic lens damage
VH unrelated to the underlying diseases
Retinal tear
Retinal detachment
Sterile endophthalmitis
Infectious endophthalmitis

Resident group
(n = 211)
2 (0.95)
29 (13.74)
0
0
0
0
0
0
2 (0.9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IOP = intraocular pressure; VH = vitreous hemorrhage.
*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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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na-specialist group
(n = 292)
5 (1.71)
32 (10.96)
0
0
0
0
0
2 (0.68)
1 (0.34)

p-value
0.705*
0.345†
0.512*
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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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 천자를 통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고, 유리체

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유리체내 주입술 시행 직후 후 망

내 항생제 주입술(Vancomycin 1 mg/0.1 mL, Ceftazidime

막혈관 관류 등의 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산동을 하는

2.25 mg/0.1 mL)을 시행하였다. 다음날 전방 염증세포는

것을 권장한다. 상기 가이드라인 및 권고 사항에 따라 모든

trace로 감소하였으나, 2일 간격으로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

시술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점안마취제를 안구표면에 점

술을 2회 추가로 시행하였다. 유리체 천자 배양검사는 음성

안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다.

이었다. 유리체내 주입술 2주 후 좌안 시력은 0.4로 호전되

포비돈 요오드를 이용하여 결막낭을 반복적으로 세척하

었고, 전방에서 염증세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저 소견

는 것이, 단순히 결막낭에 포비돈 요오드를 점안하는 것보

은 깨끗하였다(Fig. 1C). 이에 항생제 안약 및 스테로이드

다 양성 세균배양률을 유의하게 낮추어 주므로,20,21 5% 포

안약 점안 지속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비돈 요오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결막낭을 세척하도록
한다. 또한 포비돈 요오드로 세척 후 유리체내 주입술 시행

고

시까지 다른 약물이나 증류수를 시용하여 결막낭을 세척하

찰

면 안 된다.17 포비돈 요오드를 이용하여 눈꺼풀 테두리를

본 연구에서는 전공의 및 망막 전문의가 시행한 유리체

닦거나 눈꺼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마이봄샘으로부터 분

내 주입술과 관련된 단기간 안구 합병증을 비교하였다. 결

비물의 누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권고되지 않는다.17 5% 포

막하 출혈은 두 군 모두에서 10-13%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비돈 요오드를 적신 탈지면으로 눈꺼풀 테두리와 눈썹을

관찰되었으나, 안압상승 및 급성 안내염증의 경우 1% 가량

포함하여 피부를 소독한다. 5% 포비돈 요오드는 30-120초

의 낮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

후 세포 사멸 효과를 보이며 이후 오랫동안 살균 효과를 보

이지 않았다. 유리체출혈, 망막열공, 망막박리 및 수정체 손

18
이므로, 소독 후 충분 시간이 경과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

상은 두 군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한다. 포비돈 요오드에 대하여 접촉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당뇨황반부종 및 망막정맥폐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22 시술 전 문진을

와 같은 망막혈관질환의 유병률 증가, 신약 출시 및 유리체

통하여 환자에게 관련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

내 주입술의 급여확대 등으로 최근 수년간 유리체내 주입

이 된다. 주사 후 멸균 생리식염수로 안구표면을 세척하는

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5,16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것이 포비돈 요오드에 의한 자극증상의 경감 및 각막미란

미국에서는 유리체내 주입술에 대한 수련이 강조되고 있으

등의 합병증 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17 본원에서는 시술

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수련 과정 중 10회 이상의 유리체

후 항생제 연고를 점안하고 안대를 착용하였는데, 이 또한

6

내 주입술 시행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국내 안과 전공의의

포비돈 요오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막미란의 치료에 도움

수련교과 과정에 유리체내 주입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주사 다음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유리체내 주입술기를 익히고 수행할

날 경과 관찰에서 각막미란이 발생한 증례는 없었다. 개검

경우 현재 망막 전문의의 업무 과중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기의 사용에 따른 결막의 세균양 변화가 없다는 연구도 있

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의 취득 후의 진료에도 큰 도움이

어 개검기의 사용이 반드시 권장되는 것은 아니나,

되리라 생각된다.

에서는 주사 지점과 눈꺼풀 테두리 및 눈썹의 접촉을 피하

아직까지 국내에서 유리체내 주입술에 관한 가이드라인

23

본원

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권장한다.

이 제정된 바 없어, 본원에서는 유리체내 주입술에 대한 미

액체형태 약물의 유리체내 주입술을 위해서는 길이

국 전문가 패널의 가이드라인 2014년 개정판 및 유럽망막

13-18 mm의 30게이지 또는 더 가는 직경의 바늘이 추천된

학회 전문가 합의 권고사항의 2018년 개정판 내용을 참고

다.24,25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은 각막윤부로부터

하여 유리체내 주입술 시행 및 전공의 교육을 시행하였

3.0-.3.5 mm, 유수정체안은 각막윤부로부터 3.5-4.0 mm 떨

17,18

모든 시술은 외래 수술실에서 시행하였다. 외래 수

어진 유리체 평면부의 수평 및 수직 외안근 사이의 공간에

술실은 진료실과 독립된 공간이나, 수술장과 같이 공기의

주사하게 된다. 모든 사분면에 주사가 가능하나 술자나 환

무균 상태 여과를 위한 헤파필터 및 균일기류 발생기는 구

자의 상태에 따라 주사 위치를 선택하게 되며, 하이측, 상

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진

이측, 하비측, 상비측 순으로 많이 시행된다.26 본원에서는

료실과 수술장에서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행할 때의 안내염

추후 섬유주절제술과 같은 녹내장수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

19

위에 언급된 장비를

가능하면 하이측에 시행한다. 반복하여 유리체내 주입술을

갖추지 않은 외래 수술실에서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유리체감돈 및 공막천공의 가능성을 줄이고

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체내 주입술 시 산동이 반

자 기존의 천공 위치를 피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18

발생에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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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후 약물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스듬하게 공막
을 천공하거나 터널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단
순히 공막에 수직으로 천공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된
17

다.

전공의들도 시술 중 약물 주입량이나 주입 속도에 오류 없
이 잘 시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리체내 주입술 시 일반적으로 바늘은 유리체 평면부를

소독된 면봉 등을 이용하여 결막을 이동시킨 상태에

통과하여 유리체 중간 부위(mid-vitreous)에 위치하게 된다.

서 주사를 시행할 경우, 공막천공 부위가 결막으로 덮어지

이 때 바늘의 방향이 너무 앞쪽을 향하게 될 경우 수정체

게 되어 약물 누출을 줄일 수 있다. 공막천공 후 안구의 중

후낭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너무 뒤쪽을 향하게 될 경우

심을 향하도록 바늘을 전진하고, 바늘 끝이 유리체내 중심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38 수정체안에서 각막윤부 4.0 mm

부위에 도달하였을 때 약물을 서서히 주입한다. 바늘 제거

후방에 바늘을 삽입할 경우가 3.5 mm 후방에 삽입할 경우

후 약물의 역류를 방지하지 위하여 천공 부위를 멸균 면봉

보다 안전한 바늘의 삽입 각도가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으로 누른다. 유리체내 주입술 전후의 점안 항생제 사용은

최근 시행된 연구에서 수정체안에서 각막윤부 3.5-4.0 mm

27-29

안내염의 발생을 줄일 수 없으며,

오히려 항생제 내성

18,30

을 조장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나,

본원에서는 시술

후방에 바늘을 삽입할 경우에 외상성 수정체손상의 발생률
은 0.009%로 매우 낮아,39 외상성 수정체손상이 발생하는

후 점안 항생제 연고를 점안하고, 일주일간 점안 항생제 안

경우는 대부분 시술 중 바늘을 너무 앞쪽에 삽입하거나, 바

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늘의 방향을 너무 앞쪽으로 향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전공의가 시행한 유리체내 주입술 후 안내염 발생에 관

연구에서는 전공의 및 망막 전문의 두 군 모두에서 외상성

한 미국 및 이란의 연구에서는 망막 전문의가 시행하였을

수정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전공의들도 시술 중

6,12

전담

바늘의 삽입 위치 및 바늘의 방향 설정에 실수 없이 잘 시

간호사가 시행한 유리체내 라니비주맙 주입술 및 유리체내

때와 비교하여 안내염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안구천공 시 바늘이

덱사메타손 삽입물 주입술의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너무 앞쪽에 위치할 경우 섬모체에 손상을 일으켜 안통 및

기존의 의사 및 망막 전문의가 시행한 보고들과 큰 차이가

유리체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너무 뒤쪽에 위치할 경우

11,31

망막열공 및 열공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없었다.

유리체내 주입술 후 술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결막하
출혈, 안압상승, 외상성 수정체 손상, 급성 안내염증, 감염

서는 전공의 및 망막 전문의 두 군 모두에서 유리체출혈,
망막열공 및 열공망막박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성 안내염, 유리체출혈, 열공망막박리 등이 있다.7-10 결막하

유리체내 주입술 후 비감염성 안내염의 발생 빈도는

32

0.09-0.37%, 감염성 안내염의 발생 빈도는 0.008-0.092%로

4.57-11.20%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사

보고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40 본 연구에서는 비감염성

바늘 또는 면봉에 의한 직접 손상, 주사 후의 급성 결막염

안내염은 0.40%, 감염성 안내염은 0.60%의 발생 빈도를 보

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혈압이 높을수록, 과거에 유

여 기존의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이다. 이는 안내염

리체내 주입술을 적게 받았을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

의 진단 기준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현재 안내염의 진단

출혈은 유리체내 주입술과 관련된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33

33

로 알려져 있다. 유리체내 주입술 시 주의를 기울여 결막,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

상공막 및 공막의 혈관을 피해서 바늘을 천공할 경우 결막

료의의 판단에 따른 임상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 출혈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

따라서 안내염의 발생 빈도를 확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의 및 망막 전문의 간에 결막하 출혈의 발생률에 큰 차이

안내염의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 없어 관련 숙련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연구들에 기술된 증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증례에

유리체내 주입술 후 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

서 심한 염증반응으로 인하여 시력이 0.1 미만으로 감소하

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30분 내에
34-36

41-43

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안내염 진단의 민감도를 높

그러나 약 1-5%의 환자에서 이후에도 안압상

이고자 중등도의 전방염증(2+ 이상의 전방세포)가 관찰될

승이 지속되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남성, 짧은 유리체내 주

경우 안내염으로 진단하였다.44 본 연구의 급성 안내염증

입술 간격, 녹내장의 과거력, 총 유리체내 주입술 횟수가

증례 중 3례(60%)가 진단 시 전방염증이 2+였는데, 해당

호전된다.

37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사 술기와 연관

증례들은 앞에서 언급한 일부 연구의 급성 안내염증의 진

된 인자로 유리체내 주입량이 많거나, 1초 내로 약물을 빠

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르게 주입할 경우 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위험성이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한 3례를 감염성 안내염으로 분류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의 및 망막 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증례에서 양성 세균배양검사 소견이

문의 간에 지속적인 안압상승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어,

관찰되지 않았고, 유리체절제술 없이 1-3회의 유리체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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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안과 전공의가 시행한 유리체내 주입술의 단기간 안전성 고찰
목적: 안과 전공의가 시행한 유리체내 주입술의 단기 안정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본원에서 안과 전공의 및 망막 전문의에게 베바시주맙, 라니비주맙, 애플리버셉트 및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유리체내 주입술을 처음으로 시행 받은 503명의 503안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503안 중 안과 전공의가 211안(전공의군), 망막 전문의가 292안(망막 전문의군)에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두 군 간의
주사 전 임상양상의 차이는 원인 질환의 빈도를 제외하고 관찰되지 않았다. 안압상승은 전공의군에서 2안(0.95%), 망막 전문의군에서
5안(1.71%) 발생하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막하 출혈은 전공의군에서 29안(13.74%), 망막 전문의군에서 32안
(10.96%) 발생하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감염성 안내염은 전공의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망막 전문의군에서
2안(0.68%) 발생하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염성 안내염은 전공의군에서 2안(0.95%), 망막 전문의군에서 1안
(0.34%) 발생하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 모두에서 각막미란, 외상성 수정체 손상, 유리체출혈,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단기간의 안구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평가하였을 때, 안과 전공의가 유리체내 주입술을 시행하여도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11):15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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