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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황반부종에서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과    

Bevacizumab 주입술의 치료 효과 비교  

 

황반부종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손상의 흔한 원인으로 모든 

당뇨병환자의 약 10%에서 발생한다. 당뇨황반부종의 발생원인으로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사이토카인이 내측 혈액망막장벽을 손상시키

는 것이 알려져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시행하여 많은 황

반부종의 감소및 시력호전을 보고하였고, 최근에는 혈관투과성을 

증대시켜 망막부종을 유발하는 VEGF(vascular endothelium growth 

factor)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로써 anti-VEGF 

사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당뇨황

반부종의 치료에 있어서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과 VEGF에 

대한 full-length recombinant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인 

Bevacizumab (Avastin®)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

고자 하였다.  

39명 43안을 대상으로 20명 20안에는 트리암시놀론 4 mg/ 0.1 ml 

주입술을, 19명 23안에서는 Bevacizumab 1.25mg/ 0.05 ml 주입술을 

무작위로 시행한 후 시술후 1, 2 , 3 , 4개월후의 시력 및 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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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황반두께, 전체 황반부피의 변화를 살펴보아 두 군간의 치료

효과를 보았다. 중심 황반두께 변화에 있어서 트리암시놀론 군에서 

bevacizumab군에 비해 시술후 1, 2, 3개월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전체 황반부피 변화에 있어서 트리암시놀

론군에서 bevacizumab군에 비해 시술후 1, 2, 3, 4개월후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최대 교정시력 변화에서 트리암시

놀론군에서 더 큰 시력호전을 보였으나 bevacizumab군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안압변화에 있어서 트리암시놀론군에서 

bevacizumab군에 비해 시술후 1, 2, 3, 4개월후 더 높은 안압을 보

임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일회의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 bevacizumab 

주입술과 비교해볼때 단기간의 중심 황반두께감소에 확실한 잇점을 

보였고, 시력호전의 경우는 bevacizumab 주입술과 비교할 만한 효

과를 보였으므로 트리암시놀론의 부작용인 안압상승, 백내장등을 

주입술시행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당뇨황반부종, 트리암시놀론, Bevacizumab, 중심 황

반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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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성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영재 

 

I. 서론 

황반부종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손상의 흔한 원인으로 모

든 당뇨병 환자의 약 10%에서 발생하며 당뇨 유병기간이 20년 이상 

된 환자의 29%에서 발생한다.1 대부분의 경우는 내측 혈액망막장벽

이 소실되어 망막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 체액과 혈장

성분이 누출되어 황반에 고임으로써 발생하게 된다.2 임상적으로는 

안저검사상 두꺼워진 망막, 경성삼출물, 낭포성 변화를 보이게 되

고, 형광안저촬영에서 혈관누출 등이 관찰되게 된다.2,3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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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nm파장을 이용한 빛간섭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를 이용하여 황반부종을 정량화하는 방법이 가능

해졌다.4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는 원인 및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따라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절제술, 항염증제제, 탄산탈수효소억제제 등이 사

용되었으며 유리체강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의 치료효과가 밝혀져 활

발히 사용되어 왔다.5-7  

황반부종의 치료로 ETDRS(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에서 clinically significant diabetic  macular edema에서

는 focal/grid laser photocoagulation이 moderate visual loss를 

50%에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하지만 Lee and Olk등에 

보고된 변형된 격자레이저 광응고술로 치료받은 당뇨황반부종 환자

의 25%에서 3줄의 시력감소가 있었다는 보고9등  여러 보고들에서 

적절한 레이저 치료에도 지속되는 황반부종 및 시력향상이 미미하

고 잦은 재발 등으로 이러한 치료의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당뇨황반부종의 발생원인으로 프로스타글란딘등의 사이토카인이 내

측 혈액망막장벽을 손상시키는 것이 알려져 레이저 광응고술에 반

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시행하여 

황반부종의 감소 및 시력호전을 보고하였으나, 시술 후 안압상승, 

안내감염이 생길 수 있으며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문제점 또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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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0-12 

또한 유리체 황반견인이 당뇨황반부종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로 여

러 보고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황반부종이 감소하거나 사라진 비율

이 약 60-100%로 보고하였다.13-14 

최근에는 신생혈관 생성의 주요자극뿐 아니라 혈관투과성의 증대시

켜 망막부종을 유발하는 VEGF(vascular endothelium growth 

factor)을 역할이 부각되면서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로써 anti-VEGF 

사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15-18 

이에 본 저자들은 당뇨황반부종의 치료에 있어서 유리체강내 트리

암시놀론 주입술과 VEGF에 대한 full-length recombinant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인 Bevacizumab(Avastin®) 유리체

강내 주입술의 효과를 경과에 따른 시력과 OCT를 이용한 중심 황반

두께 및 전체 황반부피 변화를 추적하여 두 군에서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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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범위 

2007년 10월 이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와 실로암 안과병

원을 내원하여 당뇨황반부종으로 진단 받은 환자 43안을 대상으로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황반부종의 정의는 OCT상 황반부의 두께가 300µm이상 증가되고 감

각신경 망막층 아래로 반사향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로 하였

으며, 모든 환자에서 연령, 당뇨병 유병기간, 시술 전 최대 교정시

력, 안압검사,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형광안저촬영술, OCT를 시행

하고 과거력상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의 효과가 미미했던 경우나 높

은 편의 안압, 유수정체안 또한 경제적 이유를 고려한 환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대상 환자들의 선택에 따라 무작위로 선출된 황반부

종군에 한군 20안에는 유리체강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다른 한군 

23안에는 유리체강 Bevacizumab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당뇨 이외의 망막혈관폐쇄, 고혈압망막증, 유리체염, 연령관련황반

변성등 황반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술 전 6개월 이내 또는 경과관찰 기간 중

에 동측 안에 한번 이상 수술이나 유리체강 트리암시놀론 혹은 

Bevacizumab 주입술, 국소 또는 격자 레이저광응고술을 받은 대상 

역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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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가. OCT 이용한 황반두께 측정 

OCT는 STRATUS OCT model 3000 (Carl Zeiss Meditec Inc., San 

Learndro. CA)를 사용하였다. 

OCT Fast macular thickness(6mm) scan을 한 후, Retinal volume 

analysi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중심 황반두께(foveal 

thickness)와 전체황반부피(total macular volume)의 정량적인 값

을 구하고, 시술전과 시술 후 1,2,3,4개월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여 

최대교정시력과 OCT를 이용한 중심 황반두께 및 전체 황반부피를 

측정하여 시술전과 비교하였다 

나. 유리체강내 주입술 

트리암시놀론 유리체강내 주입술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병

(40mg/1ml/vial)에서 부유액을 여과하여 동량의 balanced sodium 

solution(BSS)를 주입하여 잘 흔들어 사용하고, 30 gauge 주사바늘

을 이용하여 트리암시놀론 4mg(0.1 ml)를 상이측 섬모체 평면부를 

통해 유리체강내 주입하였다. 

Bevacizumab 유리체강내 주입술은 Bevacizumab 1.25mg(0.05ml)을 

30 gauge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상이측 섬모체 평면부를 통해 유리

체강내 주입하였다. 

다. 유리체강내 주입술 합병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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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전과 시술 후 경과관찰동안 안압변화와 LOCS III(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 version III)기준에 근거하여 

백내장 정도를 트리암시놀론 과 bevacizumab 주입술에 차이가 있

는지를 비교하였다.  

3.치료 효과 평가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유리체강내 주입술 전후의 최대교정시력

(LogMAR), 중심 황반두께, 전체 황반부피의 변화는 Wilcoxon Rank 

test를, 두 군간의 최대교정시력(LogMAR)과 중심 황반두께, 전체 

황반부피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경우에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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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환자군에 따른 임상양상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당뇨황반부종환자 39명 43안

(IVT:Intravitreal triamcinolone injection군 20명 20안, 

IVB: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군 19명 23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IVT군 20명 20안은 평균 나이는 57.6 ± 10.2세 였고, 남녀비율은 

남자가 10안, 여자가 10안 이었다. 평균 당뇨유병기간은 8.12 ± 

6.52 년 이었고, 혈중 HbA1c (%) 레벨은 평균 7.96 ± 1.95 이었다. 

당뇨망막증의 진행상태는 비증식성이 9안, 증식성이 11안 이었고, 

10안에서 위수정체상태 였다. 

IVB군 19명 23안은 평균 나이는 60.1 ± 9.28세 였고, 남녀 비율은 

남자가 13안, 여자가 10안 이었다. 평균 당뇨유병기간은 13 ± 

6.58 년 이었고, 혈중 HbA1c (%) 레벨은 평균 7.57 ± 1.08 이었다. 

당뇨망막증의 진행상태는 비증식성이 10안, 증식성이 13안 이었고, 

11안에서 위수정체 상태였다. 

 두 군 간의 환자나이, 성별분포, 당뇨 유병기간, HbA1c (%)  레벨, 

당뇨망막증 진행상태의 분포 (비증식성 or 증식성), 수정체상태 등

에 있어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시술 전 IVT군의 최대 교정시력은 평균 0.188±0.18 (LogMAR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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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였고, 평균 안압은 15±3.8 mmHg 였다. 시술전 IVT 군의 

평균 중심 황반두께는 552.3±172.31 µm 였고, 평균 전체 황반 부피

는 10.71±1.87 mm3 이었다. IVB군의 최대 교정시력은 평균 0.16±

0.11 (LogMAR 0.91±0.37) 였고, 평균 안압은 13±2.8 mmHg 였다. 

시술전 IVB 군의 평균 중심 황반두께는 488.48±149.56 µm 였고, 

평균 전체 황반부피는 9.93±1.69 mm3  이었다. IVT 군과 IVB 군 

간의 평균 안압(p=0.036, Mann-Whitney test)을 제외한 평균 최대 

교정시력, 평균 중심황반두께, 평균 전체 황반부피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3 각각 p=0.931,p=0.1885 p=0.128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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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atient demographic data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IVT IVB 

No. of eyes 20 23 

Age(years) 57.6 ± 10.2 60.1 ± 9.28 

Male : Female 10:10 13:10 

Duration of diabetes(years) 8.12 ± 6.52 13 ± 6.58 

HbA1c  (%) 7.96 ± 1.95 7.57 ± 1.08 

NPDR : PDR 9:11 10:13 

Phakic : Pseudophakic 10:10 12:11 

Preoperative visual acuity 

(Snellen) 

0.19 ± 0.18 0.16 ± 0.11 

Preoperative intraocular 

pressure (mmHg) 

15 ± 3.8 13 ± 2.8 

Preoperative macular 

thickness (µm) 

552.3 ± 172.31 488.48 ± 149.56 

Preoperative total macular 

volume (mm3) 

10.71 ±1.87 9.93 ± 1.69 

IVT(Intravitreal triamcinolone injection), IVB(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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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ean(±SD) changes in BCVA,IOP,CMT,TMV by study visit in 

Intravitreal triamcinolone injection group. 

 BCVA LogMAR IOP (mmHg) CMT (µm) TMV (mm3) 

Baseline 0.19 

(±0.18) 

0.87 

(±0.37) 

15 

(±3.8) 

552.3 

(±172.31) 

10.71 

(±1.87) 

1 month 0.29 

(±0.19) 

0.62 

(±0.28) 

17 

(±3.0) 

324.25 

(±81.34) 

7.97 

(±1.57) 

2 months 0.37 

(±0.24) 

0.53 

(±0.32) 

17 

(±3.2) 

251.9 

(±91.87) 

7.21 

(±1.02) 

3 months 0.32 

(±0.21) 

0.59 

(±0.32) 

17 

(±2.5) 

295.45 

(±68.61) 

7.20 

(±0.98) 

4 months 0.29 

(±0.21) 

0.64 

(±0.30) 

17 

(±1.8) 

389.65 

(±139.91) 

8.54 

(±1.76) 

BCVA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IOP (Intra Ocular 

Pressure), CMT (Central Macular Thickness), TMV (Total 

Macula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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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ean(±SD) changes in BCVA,IOP,CMT,TMV by study visit in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group. 

 BCVA LogMAR IOP (mmHg) CMT (µm) TMV (mm3) 

Baseline 0.16 

(±0.11) 

0.91 

(±0.37) 

13 

(±2.8) 

488.48 

(±149.56) 

9.93 

(±1.69) 

1 month 0.26 

(±0.20) 

0.76 

(±0.46) 

13 

(±2.5) 

466.22 

(±169.37) 

9.75 

(±1.87) 

2 months 0.31 

(±0.21) 

0.64 

(±0.38) 

13 

(±2.5) 

430.09 

(±144.13) 

9.30 

(±1.63) 

3 months 0.27 

(±0.15) 

0.67 

(±0.37) 

13 

(±2.1) 

447.3 

(±146.53) 

9.44 

(±1.85) 

4 months 0.24 

(±0.15) 

0.73 

(±0.37) 

13 

(±1.7) 

464.74 

(±150.0) 

9.74 

(±1.68) 

BCVA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IOP (Intra Ocular 

Pressure), CMT (Central Macular Thickness), TMV (Total 

Macula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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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술전후의 최대교정시력 변화의 분석 

IVT 군은 시술전 평균 최대교정시력 0.188 (LogMAR 0.875)에서 

시술후 1개월에 0.292 (LogMAR 0.617) (p<0.0001) 로 2개월에 

0.372 (LogMAR 0.529)(p<0.0001), 3개월에 0.320 (LogMAR 

0.593)(p=0.0003), 4개월에 0.290 (LogMAR 0.637)(p=0.0001)로 

각각 의미있는 시력호전을 보였다. 

IVA 군은 시술전 평균 최대교정시력 0.164 (LogMAR 0.908)에서 

시술후 1개월에 0.259 (LogMAR 0.756)(p=0.0014), 2개월에 0.307 

(LogMAR 0.639)(p<0.0001), 3개월에 0.272 (LogMAR 

0.675)(p<0.0001), 4개월에 0.243 (LogMAR 0.726)(p=0.0015)로 

역시 의미있는 시력호전을 보였다. 

두군간의 비교에서는 시술전 IVT 군 0.188 (LogMAR 0.875)과 IVB 

군 0.164 (LogMAR 0.908)과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고 (p=0.931),1

개월(p=0.507), 2개월(p=0.377), 3개월(p=0.547), 4개월

(p=0.787)에도  두 군간의 시력호전사이에 통계학적인 의미는 보

이지 않았다. (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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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및 bevacizumab 주입술후 최

대 교정 시력 변화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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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술전후의 중심 황반두께변화의 분석 

IVT 군은 시술전과 비교하여 시술후 1개월에 평균 41.3%의 감소

를 보였고, 2개월에 54.4%, 3개월에 46.5%, 4개월에 29.4%의 중

심 황반두께의 감소를 보여 시술전에 비해 각각 통계학적 의미있

는 황반두께변화를 보였다. (각각 p<0.0001) 

IVB group은 시술전과 비교하여 시술후 1개월에 4.8%의 감소를 

(p=0.127), 2개월에 12.0%(p=0.0003), 3개월에 8.4%(p=0.0197), 

4개월에 4.9%(p=0.0691) 감소를 보여 시술후 2,3개월만 시술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의미를 보였다. 

두군간의 비교분석은 시술전은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0.1885) 시술후 1 개월(p=0.0039), 2개월(P<0.0001), 3개월

(p=0.0003), 4개월(p=0.1054)로 시술후 1,2,3개월에 IVT 군이 

IVB 군에 비해 의미있는 중심 황반두께의 감소를 보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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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및 bevacizumab 주입술후 중

심 황반 두께 변화의 비교. 

(* p=0.0039, ** p<0.0001, *** p=0.0003,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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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술전후의 전체 황반부피 변화의 분석 

IVT 군은 시술전 평균 전체 황반부피 10.71mm3가 1개월에 7.97 

mm3, 2개월에 7.21 mm3, 3개월에 7.20 mm3, 4개월에 8.54 mm3로 통

계학적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각각 p<0.0001) 

IVB 군은 시술전 평균 전체 황반부피가 9.93 mm3에서 1개월에 

9.75 mm3 (p=0.367), 2개월에 9.30 mm3 (p=0.022), 3개월에 9.44 

mm3 (p=0.318), 4개월에 9.74 mm3 (p=0.595)로 2개월후 에서만 통

계학적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 

두 군간의 비교에서 시술전 IVT 군이 10.71 mm3, IVB 군이 9.93 

mm3으로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128) 시술후 1개월

(p=0.0057), 2개월(p<0.0001), 3개월(p<0.0001), 4개월

(p=0.0243)에 IVT 군에서 IVB 군에 비해 통계적 의미 있는 감소

를 보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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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및 bevacizumab 주입술후 전

체 황반 부피 변화의 비교. 

(* p=0.0057, ** p<0.0001, *** p=0.0243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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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술전후의 안압변화의 분석 

IVT군에서는 시술전 안압평균이 15±3.8 mmHg로 시술1,2,3,4개월

후의 안압평균과 통계적 의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5안(25%)에서 

안압하강약을 사용했었다. 

IVB군에서는 시술전 안압평균이 13±2.8 mmHg로 시술후 1,2,3,4

개월후의 안압평균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안에서 

안압하강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술전 안압 평균이 IVT군이 15±3.8 mmHg, IVB군이 13±2.8 

mmHg로 차이가 있었지만, 시술후 1,2,3,4개월후에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각각 p<0.0001)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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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및 bevacizumab 주입술후 안

압 변화의 비교. 

(* p<0.0001,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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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술전후의 LOCSIII에 근거한 백내장진행여부의 분석 

IVT군 10안중 Nuclear color및 opacity진행을 보인 안이 2안, 

Posterior subcapsular opacity진행을 보인 안이 1안이 있었다. 

Cortical opacity진행을 보인 안은 없었다. 즉, 총 3안(30%)에서 

백내장의 진행을 볼 수 있었다. 

IVB군 12안중 Nuclear color및 opacity진행을 보인 안이 1안, 

posterior subcapsular opacity 및, cortical opacity진행을 보

인 안은 없었다. 즉, 총 1안(8.3%)에서 백내장 진행을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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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일회의 유리체강내 트리암시

놀론 주입술과 bevacizumab 주입술 시행후 진행된 전향적이고 

무작위로 진행된 연구였다. 

이번 연구에서 4개월간의 경과관찰을 비교해 볼때 일회의 유리

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 중심 황반중심두께및 전체 황반

부피의 감소에 있어서 bevacizumab 주입술에 비해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시행시 중심 황반두께의 감

소는 시술후 1개월에 평균 41.3%의 감소를 보였고, 2개월에 

54.4%, 3개월에 46.5%, 4개월에 29.4%의 중심황반두께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Boninni 등이 보고한 1개월후 평균 59% (182.93

㎛)의 황반두께 감소및 3개월후 30%(136.72㎛)의 황반두께 감소

와12 Audren 등이 보고한 1,3개월에 각각 51% (289㎛), 52%(293

㎛)의 황반두께 감소19및 Massin 등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후 짧

은 기간동안 효과적인 황반두께 감소를 보고한 바 7와 같이 중

심 황반두께의 감소에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유리체강내 bevacizumab 주입술은 처음 중심망막정맥폐쇄에 동

반된 황반부종의 치료로 보고20된 이래 anti-VEGF가 당뇨망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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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망막혈관질환에 의한 황반부종에 중심 황반두께를 감

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21-22 . 최근 Haritoglu 등

에 의하면 반복된 유리체강내 bevacizumab 주입술후 2주(15%), 

6주(17%), 12주(25%)에 중심황반두께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고22, 이번 연구에서는 시술후 1개월에 4.8%의 감소를 

(p=0.127), 2개월에 12.0%(p=0.0003), 3개월에 8.4% (p=0.0197), 

4개월에 4.9%(p=0.0691)감소를 보여 유리체강내 bevacizumab 주

입술이 3개월 정도까지는 의미있는 황반두께 감소를 보였으나 

이후 재발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트리암시놀론과 bevacizumab 주입술의 중심 황반두께 감소및 전

체 황반부피의 감소의 비교에 있어서 시술후 1,2,3개월에 IVT 

군이 IVB 군에 비해 의미있는 중심 황반두께의 감소를 보여 중

심 황반두께 감소에 있어서는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 보다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뇨황반부종의 발생기전을 이해함

에 있어서 VEGF의 vascular permeability 역할이외의 스테로이

드에 억제되는 염증작용등 보다 여러 형태의 기전이 관여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또한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 

bevacizumab 주입술에 비해 더 큰 시력호전을 가져오는 경향을 

살필수는 있었으나 두 군간의 통계학적 의미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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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황반중심두께 감소의 효과가 반드시 시력호전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술전에 비해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및 

bevacizumab 주입술 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에 의미있는 

시력호전을 관찰하였으나 3개월이후 시력호전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고, 이는 이전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5,12.  

유리체강내 bevacizumab 주입술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1개월후 

효과적인 시력호전이 있었는데, 이는 Haritoglu 등이 보고한 시

술 후 6주 후 시력효과를 본 내용과 유사하나22(단 이 보고에서 

6주 후에는 70% 환자가 두번째 주입술을 받았다.) Arevalo 등이 

보고한 시술 후 6개월 후에 55.1%환자에서 2ETDRS lines(10 

ETDRS letters)이 시력호전을 경험했다23는 것과는 스터디 디자

인이 retrospective라는 점, single injection과 multiple 

injection과의 직접 비교가 힘들다는 점, 6개월 후의 anti-VEGF 

dosage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후 안압상승의 위험은 여러 보

고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며5,11, 본 연구에서도 유리체강내 

bevacizumab 주입술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안압상승의 결과를 보

였고, 25%에서는 안압하강을 위해 점안약이 필요했다. 또한 백

내장진행을 두 군에서 비교했을 때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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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안의 대상안이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트리암

시놀론 주입술 군에서 백내장진행이 더 많았음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더 긴 경과관찰을 했을때 트리암시놀로 주입술이  

백내장증가및 녹내장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며 추가적인 트

리암시놀론 주입술이 시행될 경우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Bevacizumab 주입술은 스테로이드 반응군이라든지 수정

체안 등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

우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인 더 높은 용량의 

bevacizumab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녹내장및 백내장 진행을 수반하는 부작용 동반 없이 더 좋은 시

력호전및 황반두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가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보고에서 알려진 결막궤양, 망막박리, 안내염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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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결론적으로 일회의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 bevacizumab 

주입술과 비교해 볼때 단기간의 황반두께 감소에 확실한 잇점을 보

였고, 시력호전의 경우는 bevacizumab 주입술과 비교할 만한 효과

를 보였으므로 트리암시놀론의 부작용을 주입술 시행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기간의 작은 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때문에 보다 

많은수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보다 고용량의 

bevacizumab 반복 주입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반

복되는 주입술을 피하기 위한 레이저치료 등의 병용요법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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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Effects of Intravitreal triamcinolone injection and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for Diabetic Macular Edema 

Young Jae Ch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Chul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mpare the central macular thickness 

and visual acuity outcomes associated with a single intravitreal triamcinolone 

injection versus bevacizumab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macular edema. 

Thirty-nine patients ( 43 eyes )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a single 

injection of either 4 mg/0.1 ml triamcinolone acetonide or 1.25 mg/0.05 ml 

bevacizumab. Complete  ophthalmologic evaluation was performed  at 

baseline and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after treatment.  Main 

outcome measures included central macular thickness and total macular 

volume b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and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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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cular pressure. 

Central macular thicknes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triamcinolone 

group compared with the bevacizumab group at 1, 2 ,3 months (p<0.05). Total 

macular volum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triamcinolone group 

compared with the bevacizumab group at 1,2,3,4 months (p<0.05). LogMAR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between the 

triamcinolone group and bevacizumab group. Mean intraocular pressu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riamcinolone group than the bevacizumab group at 

1,2,3,4 months (p<0.05)  

One single intravitreal injection of triamcinolone may offer certain 

advantages over bevacizumab in the short-term management of diabetic 

macular edema, specifically with regard to changes in central macular 

thickness and total macular volume. The actual clinical relevance of our 

preliminary findings, however, remains to be determined in future larger 

studies 

Key words: diabetic macular edema, triamcinolone, bevacizumab, central 

macula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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