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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관련황반변성에 의한 맥락막하신생혈관에서
광역학치료와 유리체강내 스테로이드주입술의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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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와 동시에 유
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만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가 맥락막신생혈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관을 가진 32명 32안을 대상으로 복합치료군과 PDT치료군
으로 나누어 시술하였으며 시술 3개월 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 시력과 시력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으나(p>0.05), 형광안저촬영 상의 형광누출 변화 정도와 광간섭단층촬영에
서 보이는 망막부종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또한 시술 후 3개월의 재치료율은 복합치료군에서
6.0%, PDT 치료군에서 53.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관에 대해 복합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광역학치료만을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시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단기적으로 재치료율을 감소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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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관련황반변성은 50세 이상에서 일어나는 황반의
변성질환으로 서구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
1-3
는 추세이다.
연령관련황반변성환자에서 시력장애의 중요한 원인
인 맥락막신생혈관을 치료하는 주된 방법으로 현재까지
약물학적 요법, 방사선요법, 황반하수술, 광역학요법
등이 시도되었으나 만족스러운 효과를 나타낸 치료법은
4-11
없었다.
현재 중심와 하에 위치한 맥락막신생혈관에 대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요법(Photodynamic
therapy)의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전향성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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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AP study group 과 VIP study group 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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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연령관련황반변성과 병적근시에 의한 망막하신
생혈관에 대해 광역학치료가 치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치료법은 시력의 악화를 방지하지만 3개월마
다 재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스테로이드는 백혈구로부터의 여러 가지 혈관성장인
자 생성을 막고 세포외기질을 변화시켜 혈관성장인자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신생혈관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
랫동안 알려져 왔으며17-20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특성을
맥락막신생혈관의 치료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어
27명의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관 환
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치료 후 3개
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력 향상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저자들은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가 백혈구와 대식세포의 혈관신생인자
분비를 막음으로써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
막신생혈관을 치료할 것으로 추측하였다.18
최근에는 앞서 기술한 광역학치료와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주사를 함께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Rechtman et al21은 14명의 연령관
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관 환자에 대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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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
신생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
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
료와 동시에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verteporfin을 이용한 광
역학치료만 단독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맥락막신생혈관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본원에
서 연령관련황반변성에 의한 황반 하 맥락막신생혈관으
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verteporfin을 이용
한 광역학요법만을 시행 받은 군(PDT군)과 verteporfin
을 이용한 광역학요법과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동시에 시행 받은 군(복합치료군)
으로 나누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시술 전 modified
22
ETDRS chart 를 이용한 최대교정시력을 측정하였고,
형광안저촬영(fluorescein angiography, FAG),
그리고 광간섭단층촬영 (optical coherent tomography,
OCT)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3개월에 추적 관찰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15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는 TAP study
에서 권유한 치료법을 따랐으며, 먼저 형광안저촬영 결
과를 통해 병변부위 중 최장 축(Greatest Linear
Dimension, GLD)을 투명한 밀리미터 자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고 카메라 렌즈배율(35도인 경우 2.5, 50
도인 경우 1.8)로 나누어 안저 상에서의 실제 병변 크
기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에 병변의 가
장자리에서 적어도 500 μm의 안전범위를 포함하기 위
하여 1000 μm를 더하여 레이저의 조사범위를 정하
였다.
환자의 키와 몸무게를 구하여 체표면적을 계산하고
체표면적당(m2) 6 mg의 verteporfin (VisudyneⓇ,
Novartis AG, Basel, Switzerland)을 희석용 5%
포도당과 섞어 30 ml가 되게 한 후 3 ml/min의 속도
로 천천히 약 10분간 정맥주사하였다. 레이저는 Opal
Photoactivator (USA, Coherent)를 사용하였는
데 689 nm 파장의 비열성(non-thermal)의 다이오
드 레이저로 verteporfin 정맥주사 시작 후 15분 뒤에
시작하여 83초간 조사하여 평방 센티미터 당 50 J,
600 mW의 조사량을 얻도록 하였다. 복합치료군의 경
우 광역학치료 30분 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베타딘 용
액과 알코올로 소독한 상태에서 시술 전날 decanting
을 시행한 4 g/0.1 cc의 triamcinolone acetate(동
광제약, 트리암시놀론 주)를 현미경 하에서 30 G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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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과 1 cc 주사기로 각막윤부에서 2.5 mm~3.0 mm
떨어진 평면부를 통해 안구 내로 주입하였으며 전방천자는
시행하지 않았다. 복합치료군은 안구 내 주사로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0.3% ofloxacine(삼일
제약, 오큐플록스 점안액)과 0.12% prednisolone (삼
일제약, 오큐프레드 점안액)을 하루 4회씩 1개월간 점
안하였으며 이후 염증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점안을 중
지하였다.
시술 후 3개월에 modified ETDRS chart를 이용
하여 최대교정시력을 측정하였고,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하여 안압을 측정하고 형광안저촬영(FAG), 그리
고 광간섭단층촬영(OCT)을 시행하여 시술 전 측정치
와 비교하였으며 3개월마다 시행한 형광안저촬영소견
상 맥락막신생혈관에서의 확실한 누출이 있거나 맥락막
신생혈관의 크기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처음 치료법과
같은 방법으로 재치료를 시행하였다. 3개월 이상 추적
관찰되고 모든 검사를 시행 받은 경우만 연구에 포함시
켜 두 군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AS
(V8)을 사용하였고 p-value는 0.05 이하일 때만 통
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과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와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동시에 시행 받은
군(복합치료군)과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
만을 시행 받은 군(PDT치료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
석하였다. 복합치료군은 17명, 17안으로서 평균 연령
은 69.0±10.7세 (55~85세) 이었으며 남자 대 여자
의 비율은 8:9 이고 병변의 평균 크기는 2847±976 ㎛
(1400~4500 ㎛) 이고 classic 병변과 occult 병변
의 비율은 8:9 이었다. PDT치료군은 15명, 15안으로
서 평균 연령은 65.5±7.2세 (55~77세) 였으며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은 7:8 이고 병변의 평균 크기는 3193
±1869 ㎛ (1600~5600 ㎛)이고 classic 병변과
occult 병변의 비율은 7:8 로서 두 군간의 기본적인
특성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추적관찰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시술 전과 시술 후에
각각 modified ETDRS chart를 이용하여 시력을 측
정하였고 안압과 전방부염증,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알
기 위해 세극등검사를 실시하였다.
형광안저촬영과 광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맥락막
신생혈관의 호전이나 악화를 판단하여 재치료의 기준으
로 삼았다. Modified ETDRS chart로 측정한 시술
전 시력과 시술 후 3개월의 시력을 (Table 2)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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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복합치료군은 4.2±18.7 letter 증가, PDT
치료군은 1.5±11.8 letter 증가로 수치상으로는 복합
치료군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 the study groups

M:F

*

Age (years)
Classic:Occult
Lesion size (μm)

Combined †

PDT only

p-value

8:9

7:8

0.691

69.0±10.7

65.5±7.2

0.297

8:9

7:8

0.691

2847±976

3193±1869

0.509

Mean±standard deviation.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p=0.644).
이미 발표된 다른 논문들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시술 후 3개월 시력을 시력표 상 세 줄 이상 시력
이 호전, 세 줄 이상 시력 저하, 그리고 그 사이의 세 군
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두 군 간의 시력변화는 통계
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Fig. 1).
시술 후 3개월의 각 군의 형광안저촬영결과는 시술
전과 비교하여 형광누출증가, 형광누출유지, 형광누출
감소로 나누어 비교하였고(Fig. 2), 광간섭단층촬영도
망막두께증가, 유지, 감소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형광
안저촬영과 광간섭단층촬영 모두에서 두 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3, p<0.05).

M:F *: male:female.
Combined therapy †: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and
photodynamic therapy.
12

Table 2. Changes in visual acuity of the patien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Post-treatment
Pre-treatment
3 months

Change of
visual acuity

10

6
4

14.3±13.9 *

18.5±20.5 *

4.2±18.7*

2

PDT only

13.4±15.1 *

14.9±18.8 *

1.5±11.8*

0

p-value

0.861

0.620

0.644

Combined therapy†: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and
photodynamic therapy.
*

: Visual acuity was measured by the use of modified ETDRS
chart and described in this table by numbers of letters on chart.

9

8

Combined †

Mean±standard deviation.

11

4
3

increase
maintain
decrease

3
2

combined

PDT

Figure 2. Change in fluorescein leakage 3 months after the
treatment compared to the pretreatment status. The results of
the fluorescent angiography were divided into 3 groups:
increased, decreased and maintained in the leakage of
fluorescein.

12
10

10

12

10

10

10

9

8
decrease > 3 lines
maintain
increase > 3 lines

6
4

4
3

8

3
2

2

decrease
maintain
increase

6
4

4

4

3
2

2
0
combined

PDT

0
combined

Figure 1. Change in visual acuity 3 months after treatment.
The changes in visual acuity 3 months after the treatment
were scored by the use of modified ETDRS chart. Visual
acuity change was categorized into 3 classes: Lost more
than 3 lines (decreased), read more than 3 lines (increased)
and any change within 2 lines (maintained). One line in
modified ETDRS chart has 5 letters.

PDT

Figure 3. Changes in macular edema by optical coherent
tom ography 3 m onths after the treatm ent. Changes in
macular edema by optical coherent tomography were categorized
into 3 groups: increased, decreased and maint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between the two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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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luorescent leakage and retreatment rate

Combined
PDT only

†

Cases with increased

Cases required

fluorescent leakage

retreament

3/17

1/17

8/15

9/15

Combined therapy †: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and
photodynamic therapy.

모든 경우에서 안구 내 염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복
합치료 시술 후 1안에서 백내장이 진행하였으며 안압이
상승하여 약물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가 1안이 있었다.
복합치료군 17안 중 2안에서 시술 후 3개월의 추적관
찰 시 망막하출혈이 관찰되었다. 시술 후 3개월의 형광
안저촬영상 3안에서 형광누출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중
2안은 망막하출혈의 증가로 재치료를 시행 받지 못하였
고 1안만이 첫 치료 3개월 후 재치료를 시행 받았다.
PDT치료군 15안 중에서는 8안이 시술 후 3개월에 재치
료를 시행 받아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Table 3).

고

찰

서구에서 가장 흔한 시력상실의 원인이며 한국에서
도 점차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관련황반변성
에서 발생한 황반하맥락막신생혈관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레이저광응고술, 약물학적요법, 방사선요법, 황반하
수술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었으나 효과가 좋지
못하였다. 2000년도부터 미국 FDA 공인을 받고 국내
에서 시작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는 심한
시력상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환자들은 평균 14.93
개월 동안 평균 2.46회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재치료
간격은 2개월에서 15개월까지 다양하였다.23 그러나 치
료 대상이 한정적이고 치료 후에도 시력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재치료율이 높아 현재 다른 치료법들이
개발 중이다. 현재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치
료법들은 주로 약물학적 요법으로서, 그 중 대표적인
약물이 스테로이드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황반하맥
락막신생혈관에 대하여 광역학치료와 유리체강 내 스테
로이드주입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학치료
만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주입
술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시술 후 3개월의 시력변화를
보면 복합치료군에서 4.2±18.7 letter의 증가를 보여
PDT치료군의 1.5±11.8 letter에 비해 향상된 결
과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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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0.644). 시력변화를 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경우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
Rechtman et al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 치료
시 7%에서 시력의 호전을 보이고, 50%가 시력 유지,
43%가 3줄 이상의 시력저하를 보인다.20 이와 비교하
여 본 연구에서는 시력호전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헌에서는 비교군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
에 미국의 TAP study, VIP study와 비교하여 복합
치료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광역학치료만을 시행한 군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미국의 TAP study and VIP study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와는 적절히 비교할 수
가 없고 맥락막 신생혈관에 대한 국내 광역학 요법의
단기간 치료 결과와 비교시 광역학 단독을 치료하였을
경우 총 19안의 맥락막하 신생혈관에서 치료 3개월 후
평균 0.94줄의 시력 호전이 있었으며 57.9%에서는 형
24
광안저 검사상 누출이 증가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PDT군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와 비교시 복합 치료의
경우 형광 누출의 감소를 볼 수 있다.
복합치료와 PDT치료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망막부종의 감소와 형광누출의 감소는 다
른 연구들17-19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단기적인 단계에
서의 스테로이드의 효과로 생각된다. 맥락막하 신생혈
관의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 세포의 침윤과 함
께 염증의 정도와 비례하여 혈관 신생 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농도가 증가되어있
29-32
는 것이 관찰되었다.
스테로이드의 항염증 작용과
함께 항신생혈관 작용은 백혈구의 혈관신생인자 유리를
막음으로써 신생혈관의 진행을 막고 누출을 줄일 수 있
었을 것으로 추론되며 이것이 시술 후 3개월의 재치료
율이 복합치료군에서 더 낮은 이유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
관에 대해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학치료와 유리체
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동시에 실
시하는 경우 광역학치료만을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시
력예후에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재치료율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광역학 치료 후 30분 후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광
역학 치료 전에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시행하고 광역학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전
자의 경우에는 유리체강내 주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광
독성의 단점이 있는 반면, 1회로 모든 시술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광역학 치료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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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유리체강내 주사를 하므로 광독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유리체강 내에서 스테로이드의 흡수 시간이 환자
별로 다르므로 광역학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문제
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광 안저 촬영을 다시 시
행해야 하며, 여러 차례 병원을 내원하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독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
하여 불빛의 유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광역학 치료 후
30분 후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첫째로, 맥락막 신생혈관의 치료로
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단지 추가적인 효과만 있는지
복합치료의 상승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다. PDT
군의 결과와 복합치료군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만을
단독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하지만 현
재 연령관련황반변성에 대해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환자에게 광역학치료 없
이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
의 상승작용은 알아볼 수 없었다. 둘째로,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광역학요법과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 시력 면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관
련황반변성에서 발생한 맥락막신생혈관에 대해 유리체
강 내 스테로이드주입술 단독으로 치료한 다른 연구결
과들에서도 시력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17-19
났으나,
triamcinolone acetonide의 양을 25
mg으로 증량시킨 한 연구만이 의미 있는 시력의 호전
27
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4 mg의 주입
량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이기는 하지만 맥락막신생혈
관을 완전히 치료하기에는 부족한 양일 것으로 생각되
며 추후 25 mg의 양으로 유리체강 내 주입술을 시행하
여 효과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로써 단기결과만을 분석하였지만
유리체강 내 triamcinolone acetonide를 주사하였
20
을 때 반감기가 18일이라는 보고가 있으므로 스테로
이드의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으로 생각된다. 하지
25
만 또 다른 보고 에 의하면 안구 내 triamcinolone
acetonide의 농도가 술 후 4개월까지 유의한 수준으
로 유지된다는 의견도 있어 좀 더 긴 추적관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조군을 설정하기는
하였지만 더욱 완벽한 비교를 위해서는 위약을 주사하
는 것을 시도해 보았어야 할 것이며 추후 더 많은 숫자
의 환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추적관찰기간을 두고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여야만 이 복합치료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합병증으로 복합치료군중 2안에서 백내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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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는데, 기존의 연구 에 의하면 유리체강 내 스테
로이드 주사는 술 후 1년이 지났을 때 백내장을 50%
더 진행시킬 수 있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백내장은 아직 수술을 시행하지 않
았으며 따라서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는 고려되지
않아 추후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재 측정한다면 시력
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입술의
또 다른 부작용 중 하나인 안압의 상승은 본 연구에서는 1
안에서만 나타났으나 다른 문헌들18,26,28은 25%~41%
의 안압 상승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적관찰
을 한다면 안압 상승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정확한 치료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비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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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hotodynamic Therapy and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on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Hyun-Sub Oh, M.D.1, Mi-In Roh, M.D.1, Sang-Joon Oh, M.D.2, Sung-Chul Lee, M.D.1,
3
1
Won-Young Lee, M.D. , Oh-Woong Kwon, M.D.
The Insitiute of Vision Research
1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Veterans Hospital , Seoul, Korea
Department of Microb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3,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safety and visual outcome of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combined with
photodynamic therapy for 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in patients with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Methods: We evaluated 32 eyes of 32 patients with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due to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he study group received photodynamic therapy and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combined group),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photodynamic therapy only (PDT group).
Results: Three months after treatment, no difference was detected between the two groups in visual acuity
changes (p>0.05), but the leakage in fluorescein angiography and macular edema in optical coherent
tomography decreased (p<0.05) in the combined group. The retreatment rate in the combined group (6.0%)
after 3 months was lower than that of the PDT group (53.3%).
Conclusions: Photodynamic therapy with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to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reduced the retreatment rate at 3 months significantly. These results may have been be due to the short-term
anti-inflammatory effect of steroids.
J Korean Ophthalmol Soc 46(8):1321-1327, 2005
Key Words: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Intravitreal triamcinolone
acetonide, Photodynamic therapy

Address reprint request to Oh Woong Kwon,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430, Fax: 82-2-312-0541, E-mail: owkwon0301@yumc.yonsei.ac.kr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