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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근시는 점진적인 안축장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

차적인 안저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굴절이

상이 6디옵터 이상이면서 안축장의 길이가 26 mm 보

다 긴 경우를 말한다.
1,2
 병적 근시와 동반 되어 나타나

는 다양한 안저 변화 중 맥락막 신생혈관은 심각한 시

력장애를 유발하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적

용되고 있는 것은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

이다.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는 병적 근시

와 합병된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120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시행하 던 Verteporfin in Photodynamic 

Therapy (VIP) Trial에서 시력의 호전과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연령 관련 황반 변성

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맥락막 신생 혈관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시력 저하를 막는데 효과가 있는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6 이러한 보고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병적 근시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포함한 맥락막 신

생 혈관을 합병하는 여러 질환에서 광역학 치료가 폭넓

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서양인을 대상으로한 것으로 실제 우리 나라 환자들에

게서 임상적인 장기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 환자에서 verteporfin을 이용

한 광역학 치료를 한 후 시력의 변화와 형광 안저 촬  

소견상의 누출정도를 술 후 6개월이상 추적 관찰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으며 외

국 문헌에서 보고되었던 결과가 우리 나라 환자의 실제 임

상 적용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인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2000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본원에서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으로 verteporfin을 이

용한 광역학 치료를 받은 환자중에서 치료 후 최소 6개

월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 던 39명 42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 다. 병적 근시는 -6디옵터 이상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서 

광역학 치료의 임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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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한국인의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대상과 방법 :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생한 병적 근시 환자 중 광역학 치료를 받고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39명 42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시술 전후 시력, 형광 안저 촬영 소견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9.6세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3.5개월이었다. 시력 변화는 시술 후 42안 

중 호전 22안(55.4%), 유지 13안(30.9%), 악화 7안(16.7%)으로 나타났다. 형광 안저 촬영상 25안(59.5%)에서 형광 

누출의 감소가 관찰 되었다.

결론 :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는 한국인에 있어서도 병변의 안정

화 및 시력 호전에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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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굴절 이상 또는 안축장의 길이가 26 mm 이상이면

서 후극부의 진행하는 맥락막 변성으로 인해 근시코누

스, 맥락막 위축, 락카칠 균열, 망막하 출혈등의 망막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서 광역학 치료전 ETDRS chart를 사용하여 

최대 교정시력을 측정하 으며 전안부 검사, 도상검안경 

검사 및 90D 렌즈를 이용한 황반부 검사, 형광안저 촬 , 

인도사이아닌 그린 형광 안저 혈관 조 을 시행하 다. 광

역학 치료는 verteporfin을 체표면적(m2)당 6 mg을 

10분간에 걸쳐 정맥 주사하고 15분 후에 689 nm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83초간 병변부위에 조사하 다. 병

변의 범위는 형광 안저 촬  상의 크기를 바탕으로 

실제 병변의 크기에 1000 um를 더한 수치를 레이저의 

반점의 크기로 설정하 다. 치료 후 6주, 3개월 그리고 

이후에는 매 3개월마다 시력 측정 및 안저 검사를 시행

하 으며 3개월마다 형광안저 촬 과 인도사이아닌그

린형광안저혈관 조  검사를 시행하 다. 추적 관찰 도

중 신생 혈관으로 생각되는 병변에서의 누출이 형광 안

저 촬 상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광역학 치료를 시행하

다. 치료의 결과는 modified ETDRS chart로 최

대 교정 시력을 측정하 다. 시력 검사상 한 줄 이상의 

시력호전이 있었던 경우를 호전, 한 줄 미만의 시력변

화를 보인 경우를 유지, 한 줄 이상의 시력 감소를 보인 

경우를 악화로 평가하 다. 형광 안저 촬 상 누출의 

변화와 병변의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    과

39명 42안의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를 

시행하 다. 39명의 환자중 남자가 10명 여자가 29명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0세에서 70세로 평균 39.6세

다. 환자의 문진을 통하여 기록된 술 전 유병 기간은 1

주에서 60개월로 평균 7.7개월이었다. 맥락막 신생혈

관의 위치는 중심와 아래인 경우가 22안(52.6 %), 중

심와 곁이 20안(47.6%)에 해당되었다. 병변의 크기는 

시술 전 1에서 11 MPS DA (1 disc area= 1.77 

mm
2
)로 평균 2.25 MPS DA 으며 최대 직경

(greatest linear diameter)은 600 um에서 5000 

um로 평균 1860 um 다. 형광 안저 촬 에서 신생 

혈관중 경계가 분명한 전형 신생혈관이 차지하는 비율

이 50%이상인 경우가 25안(59.5%)이었고 50%미만

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12안(28.6%)이었으며 경계가 불

분명한 맥락막 신생혈관의 경우가 5안(11.9%)에서 관

찰되었다. 신생혈관과 관련된 망막출혈로 형광안저촬

상 형광차단이 25안(59.5%)에서 관찰되었다. 대상이 

되었던 환자군의 추적관찰 기간은 6개월에서 40개월로 

평균 23.6개월이었으며 평균 치료 회수는 2.8회 다.

시술 전 평균 시력은 ETDRS chart상 22.9 자

으며 술 후 42안 중 호전 22안(55.4%), 유지 13안

(30.9%), 악화 7안(16.7%)으로 변화하 다. 시력의 

시간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술 후 6개월에서부터 24개

월까지 전반적인 시력의 안정화와 호전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Fig. 1, Table 1). 시술전 시력과 시술 후의 

시력의 호전 정도를 살펴보면 술 후 12개월에서 평균시

력은 28.9로 술 전에 비하여 6 자의 시력호전을 나타

내었으며(p<0.0001) 술 후 24개월에서의 평균 시력은 

25.6으로 2.7 자의 시력호전을 보여 두 그룹에서 모

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시력의 호전을 나타내었

다.(repeated measures ANOVA, p=0.0071)

18안(42.9%)에서 시술 전 시력이 23 자 이하

(approximate Snellen VA ≤20/100) 으며 24

안(57.1%)에서 그보다 더 좋은 시력을 보 다. 시술 

전 시력이 불량하 던 군에서 시술 후 시력 호전을 

보면 술 후 12개월과 24개월에 각각 5.7과 1.6 자

의 시력 호전이 있었으며 술 전 시력이 23 자 보다 

좋았던 군의 경우 각각 7.7과 12.1의 시력 변화를 나타

내었다. 

Figure 1. Mean visual acuity score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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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changes from baseline in visual acuity 
letter score. 

Visual acuity 
letter score 

(ETDRS Chart)

Number (%) of Patients

6 mo
 (n=42)

12 mo 
(n=37)

18 mo
 (n=33)

24 mo 
(n=23)

Increase 17 (40.5) 20 (54.1) 18 (54.5) 12 (52.2)

Stable 21 (50.0) 13 (35.1) 12 (36.4) 9 (39.1)

Decrease 4 (9.5) 4 (10.8) 3 (9.1) 2 (8.7)
Mean change
   in letters +10.6 +11.2 +11.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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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술 전 시력이 양호한 군에서 더 나은 치

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test, p=0.2443) 

시술 전 평균 병변의 크기는 2.25 MPS DA 으며 

병적 근시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맥락막 신생 혈관의 특

징과 같이 23안(54.8%)에서 그 크기가 1 DA이하로 

비교적 작은 크기를 보 다. 병변의 크기가 1DA이하

인 군에서 술 후 12개월과 24개월의 시력 호전 정도를 

살펴 보면 각각 평균 8.3 자, 5.2 자이었으며 병변의 

크기가 1보다 큰 군에서는 각각 평균 5.3 자, 2.2

자의 시력 호전을 보 다. 술 전 병변의 크기가 1 DA

이하로 작은 군에서 더 나은 치료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test, p=0.2413) 

시술 전후의 형광안저 촬 결과를 비교하여 병변의 

크기는 시술 전 평균 1860 um에서 술 후 1792 um로 

감소하 고 누출이 감소한 경우가 22안(69.0%), 그대

로인 경우가 10안(23.6%) 증가한 경우가 3안(7.2%)

이었다. 형광 안저 촬 상 누출의 변화 양상을 시간대

별로 보면 술 후 12개월에서 누출이 감소한 경우가 

22안(56.8%), 그대로 11안(29.7%), 증가 5안(13.5%) 

으며 술 후 24개월에서는 감소 18안(78.3%), 2안

(8.7%), 3안(13.0%) 다(Fig. 2).

광역학 치료와 연관된 전신적인 합병증은 본 연구에

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료 후 1안에서 황반하 출혈

이 발생하여 유리체강내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tissue plasminogen activator)와 SF6 가스 주입

술을 시행하 다.

고    찰

맥락막 신생혈관은 망막하 또는 망막색소상피하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으로 이로부터 누출된 삼

출물, 혈액 또는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섬유혈관조직과 

허혈등에 의해 망막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신생 혈관이 황반부에 발생하는 중심와하 맥

락막 신생혈관의 경우 심한 시력 저하를 유발시킨다.
7,9
 

이러한 신생혈관의 원인으로는 연령관련황반변성, 병적 

근시, 눈히스토플라스마증, 특발성등이 있다. 

이 중 병적 근시에 합병되어 나타나는 맥락막 신생혈

관의 경우 비교적 크기가 작고 색소가 많으며 맥락막 

모세혈관의 혈류가 적다는 특징이 있으나 위치가 주로 

중심와에서 발생하여 병적 근시에서 중심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이다.11.12 그 유병

률은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4～11% 정도로 보고

된 바 있으며
1,2
 Cohen et al에 의하면 50세 이하 맥

락막 신생혈관 환자의 62%는 고도 근시와 연관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7
 질병의 자연 경과도 보고자마다 다양

하나 최근 Yoshida et al이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

막 신생 혈관을 가진 환자들을 10년 이상 장기 추적 관

찰한 결과, 10년에서 96.3%가 20/200이하의 불량한 

시력 예후를 보 다.
20
 이러한 시력 저하는 맥락막 신생

혈관이 발생한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장기적으로 진

행하는 맥락막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이 질환의 비교적 높은 유병률과 불량한 장기 시력 

예후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치료법의 임상적 중요성

이 크다. 

현재 맥락막 신생 혈관의 치료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

로는 레이저광응고술, 황반하 수술, 황반 변위술, 광역

학 치료등이 있다. 치료로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었

던 레이저 광응고술은 중심와하 맥락막 신생 혈관일 경

우 레이저 광응고시 사용되는 온열 레이저에 의하여 치

료부위의 정상적인 감각신경망막에 손상을 일으켜 치료

후 급격한 시력 감소 및 중심 암점 발생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다.22-25 따라서 중심와하 병변의 경우 사용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서 사용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병변의 수술적 제거의 경우 수술 자체의 침습성과 

술 후 맥락막 위축의 진행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26-28
 그 외 황반하 변위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의 경우도 수술 자체의 침습성과 술 후 병변의 변

위된 황반부로의 재발과 망막 박리와 같은 합병증등의 

문제가 있으며 그 장기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29,30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 중

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보고된 

것은 광역학 치료이다.

광역학치료는 광감작제인 verteporfin을 정맥내로 

주사하여 신생조직에 축적되게 한 후 약물의 최대 흡수 

Figure 2. Angiographic outcomes: decrease in leakage of CNV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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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인 적외선에 가까운 비열성 저에너지 레이저를 조

사하여 활성화된 광감각제가 발생기 산소와 free 

radical을 유리시켜 신생혈관세포에 광화학적 손상을 

일으켜 신생혈관을 폐쇄하는 치료 방법이며 이러한 과

정에서 정상적인 주변 망막 조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3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

학 치료는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 혈관에서의 

형광 누출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수

차례의 재치료에도 정상적인 망막 혈관의 손상이나 시

력의 감소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34,35
 병적 근시

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 혈관을 가진 120명의 환자들을 대

상으로 시행하 던 Verteporfin in Photodynamic 

Therapy (VIP) Study에서도 시술 후 1년동안의 결

과에서 치료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치료 효

과를 나타내었다.
3
 술 후 2년 경과 관찰상에서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

나 비교적 안전하게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호전

시키는 경우가 대조군에 비하여 많아 병적 근시와 동반

된 맥락막 신생혈관에서도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

학 치료가 권장된다고 하 다.4 이러한 중심와하 맥락

막 신생혈관에 대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

료는 인종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 관

련 황반 변성과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의 경우 일본인

들을 대상으로 시행하 던 Japanes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rial (JAT) Study에서 

광역학 치료는 시력과 형광 안저촬 상의 누출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의 경우에서도 

국내에서 Ryu et al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병적 근시

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10안을 대상으로 치

료한 결과 시술 후 3개월까지 단기적인 시력보전과 병

변의 안정화에 효과적이었다.37

본 연구에서는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 혈관 

환자 39명 42안을 대상으로 광역학 치료를 시행하고 6

개월이상 추적 관찰을 시행하 다. 시술 대상이 되었던 

모든 환자들이 중심와하 또는 중심와 곁의 맥락막 신생

혈관이었고 많은 경우에서(25안, 58.5%) 소량의 출혈

을 동반하고 있었다.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시

술 후 1년과 2년에서 모두 형광 안저 촬 상의 누출이 

각각 22안(56.8%), 18안(78.3%)에서 감소하 다. 

형광 안저 촬 상 누출이 증가한 경우는 경우는 술 후 

1년과 2년에서 각각 5안(13.5%), 3안(13.0%)이었

다. 시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술 후 6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력의 호전 효과가 술 후 2년까지 유지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술 후 1년에서 술 전 시력과 비교

하여 증가한 경우가 20안(54.1%), 안정적으로 유지된 

경우가 13안(35.1%), 감소한 경우가 4안(10.8%)

다. 이러한 술 후 평균 시력의 안정화 및 호전은 형광 

안저 촬 상의 누출의 감소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에 120명의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

관을 가진 환자들에서 광역학 치료의 효과를 보고하 던 

Verteporfin in Photodynamic Therapy (VIP) 

Study의 경우 중심와하 신생혈관 병변의 크기가 5400 

um이하이며 시력이 20/100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하 다. 그러나 실제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술 전 

시력이 이보다 불량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효과적

인 대안 치료법이 없으므로 광역학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환자의 치료전 시력

이 18안(42.9%)에서 ETDRS chart상 23 자 이하

(approximate Snellen VA ≤20/100) 으며 24안

(57.1%)에서 그보다 더 좋은 시력을 보 다. 두 군간

의 치료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3 자보다 좋았던 경

우, 술 후 시력 호전이 1년에서 7.7 자, 2년에서 12.1

이었으며 23  이하인 군에서 5.7 자, 1.6 자로 

VIP Study의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환자군에서 치료 

후 더 나은 시력 호전 경향을 나타내었다. 

술 전 병변의 크기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 DA이하로 작은 경우에서 치

료 후 더 나은 시력 호전 효과를 보 다. 이는 연령 관

련 황반 변성과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서 병변의 성

상과 관계없이 술 전 병변의 크기가 더 작은 경우 치료 

후 더 나은 시력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8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연구의 한계로 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진행 양상과 치료 효과의 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VIP Trial에서 병

적 근시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맥락막 신생혈관에 대한 

광역학 치료가 시력의 안정화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

므로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우리 나라 환자의 실

제 임상 적용에서도 효과적인가를 살펴보는데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

료가 한국인의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혈관에

서도 시력의 안정화와 형광 안저 촬 상의 병변의 호전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술 

후 2년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병적 근시와 

동반된 맥락막 신생 혈관에서도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

라 보이며 이러한 치료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

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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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dynamic Therapy in Practice: A Review of Experiences with 
Myopic CNV in Korean Patients

Eun-Jee Chung, M.D., Hyun-Sub Oh, M.D., Hyoung-Jun Koh, M.D.,
 Sung-Chul Lee, M.D., Oh-Woong Kwon,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effects of photodynamic therapy with verteporfin on visual acuity and fluorescein 
angiography in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CNV) associated with pathologic myopia and to determine if this 
treatment could reproduce the results achieved in the Verteporfin in Photodynamic Therapy (VIP) Trial in 
Korean patients.
Methods: Forty-two eyes of 39 patients with CNV secondary to pathologic myopia were included. A 
retrospective review of their clinical records and fluorescein angiography was done. The patients underwent 
photodynamic therapy with verteporfin and were followed up for more than 6 months after the therapy. The 
change in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leakage in fluorescein angiography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39.6 and mean follow-up period was 23.5 months. The BCVA 
of the patients improved in 22 (52.4%) eyes, was unchanged in 13 (30.9%), and worsened in 7 (16.7%). The 
leakage in fluorescein angiography decreased in 25 (59.5%) eyes. 
Conclusions: Photodynamic therapy with verteporfin for myopic CNV in Korean patients appeared to be 
effective in stabilization of the lesions and improvement of visual acuity.
J Korean Ophthalmol Soc 46(4):664-67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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