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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덱사메타손과 베바시주맙에 반응없는 분지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환자에서 라니비주맙치료 1예
Ranibizumab for Refractory Macular Edema Secondary t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Resistant to Dexamethasone and Bevacizumab
권진영⋅송희준⋅양지호⋅김도균
Jin Young Kwon, MD, Hee Jun Song, MD, Ji Ho Yang, MD, Do Gyun Kim, MD, PhD
명지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Myongji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To report a case of intravitreal ranibizumab for refractory macular edema secondary t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resistant to dexamethasone implant and bevacizumab.
Case summary: A-65-year old female patient was hospitalized for visual disturbance and metamorphosia in the left eye. The patient had the symptom for 8 months however did not go through any treatment. In addition, she was admitted to the other hospital
four months before as the onset of symptom and had the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for the diagnosis of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Her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1.0 in the right eye and 0.3 in the left eye on the first examine. Retinal edema
including macular edema, cotton wool spot, retinal hemorrhage were observed in the left eye. Fluorescein angiopraphy showed
fluorescein leakage around the branch retinal vein in the late phase and macular edema with cystic change in th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was performed first. Four months after the treatment, macular
edema was worse and the visual acuity was not improved. Four times more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was performed.
After 11 months of treatments, the subretinal fluid disappeared, but macular edema with cystic change was rather worse.
Furthermore, ranibizumab injection was performed three times. Macular edema disappeared 16 months after the start of treatment and corrected visual improved to 0.6 in the left eye.
Conclusions: Intravitreal ranibizumab injection appeared to be an effective option for the treatment of macular edema secondary
t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resistant to dexamethasone implant and bevaciz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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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분지정맥폐쇄는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혈관

측 혈관 망막투과장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되고 내인성 혈관

질환으로써 대개 초기 증상으로 시력저하를 보이는데, 가

투과인자가 유리되어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생기는 병

장 중요한 원인은 황반부종이다. 황반부종은 정상적인 내

적인 반응으로 손상된 모세혈관 내피세포층으로부터 체액
이나 혈장단백질이 누출되어 망막전층, 특히 외망상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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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립층에 고여서 황반부의 두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

렇듯 황반부종은 혈관망막장벽의 파괴로 인한 혈관 투과성
증가에 기인하므로, 이에 관여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를 억제하는 치료법(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ti-VEGF)으로 유리체강 내 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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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손 주입술 및 유리체 내 anti-VEGF (베바시주맙, 라니

여성이 2주 전부터 좌안 시력저하 및 변시증이 심해진 것

비주맙, 애플리버셉트) 주입술들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여

을 주소로 본원 안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처음 증상이 8개

러 국내외 연구에서는 망막분지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

월 전부터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았으며, 증상이 심해져서 4

종의 치료에 있어서 유리체강 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는

개월 전 타병원 내원하여 좌안 망막분지정맥폐쇄 진단으로

부작용이 적으며 더 오랜 기간 작용을 하는 장점으로 여러

유리체강 내 베바시주맙주입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초진

차례의 베바시주맙 및 스테로이드 주입술 등의 치료에도

당시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3이었고, 안저 사진

3-6

또

에서 좌안의 상이측에 황반부를 포함한 망막부종, 망막면

한 중심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에서 라니비주맙 치료

화반과 망막출혈이 관찰되었다. 안저 검사에서 상이측 망

반응 없는 황반부종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7

가 효과적이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망막분

막분지정맥폐쇄와 이에 따른 우회혈관과 상측 안저 적도부

지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환자 환자에서 덱사메타손

에 신생혈관 소견이 보였고, 형광안저혈관조영에서 출혈부

과 베바시주맙 병합 요법에 반응하지 않았으나 라니비주맙

위에 형광차단과 함께 후기에서는 해당 망막분지정맥주변

치료 후 황반부종과 시력의 호전을 보인 1예를 경험하였기

에서 형광 누출이 관찰되었다. 빛간섭단층촬영에서는 황반

에 이를 보고하고자 하며 덱사메타손과 베바시주맙 치료에

의 내과립층, 외망상층의 낭성변화를 동반한 부종 소견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관찰되었다(Fig. 1). 이전 베바시주맙 치료 후 재발한 황반
부종으로써 치료시작을 유리체강 내 덱사메타존 임플란트

증

례

(Ozurdex, Allergan, Irvine, CA, USA) 삽입술을 1회 시행
하였고, 처음에는 약간의 호전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치료

5년 동안의 고혈압 및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었던 65세

시작한지 4개월 후 망막하액이 관찰되면서 황반부종은 더

Figure 1. Fundus photography, Fluorescein angiography and SD-OCT examination. At patient’s first visit, fundus photography
shows retinal hemorrhage and cotton-wool spots (white patches) in superotemporal branch of vein. SD-OCT shows cystoid macular
edema. Fluorescein angiography demonstrated hypofluorescence due to retinal hemorrhage in the early phase and late phase leakage.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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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영 외 : 망막분지정맥폐쇄에서 라니비주맙의 효과 -

욱 악화되었고, 교정시력은 좌안 0.15로 호전을 보이지 않

견을 보였다(Fig. 3). 추가로 유리체강 내 라니비주맙주입술

았다(Fig. 2). 이에 유리체강 내 베바시주맙주입술을 4회 추

을 3회 시행하였고, 치료를 시작한지 16개월 후 황반부종

가 시행하였고, 치료 시작 11개월 후 망막하액은 사라졌으

은 사라졌으며 교정시력은 좌안 0.6의 호전을 보였다(Fig. 4).

나 낭성 변화를 동반한 황반부종은 오히려 더욱 악화된 소

Figure 2. Fundus photography and SD-OCT examination. 4 months after the first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fundus photography shows decreased hemorrhage in superotemporal branch of vein and remained white patches. SD-OCT shows subretinal fluid and aggravated cystoid macular edema.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gure 3. Fundus photography and SD-OCT examination. Partial resolution of subretinal fluid and refractory macular edema was
noted 1 month after 4 consecutive monthly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s.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gure 4. Fundus photography and SD-OCT examination. Complete resolution of the macular edema and improved visual acuity
(from 0.3 to 0.6) was noted 1 month after 3 consecutive monthly intravitreal ranibizumab injections.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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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im et al14은 황반부종을 동반한 망막분지정맥폐쇄 환자

찰

중 3개월 미만의 증상을 가진 경우 유리체강 내 베바시주
망막분지정맥폐쇄에 의한 황반부종의 정확한 기전은 아

맙주입술의 조기 치료 시 지연군에 비하여 더 의미 있는 시

직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초기 허헐로 인하여 조직

력호전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Oh et al15은 중상 시작 후

이 손상되어 세포 내외에 고장성 환경이 형성되어 부종이

3개월 미만에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주입술을 시행한

발생하고, 정맥압이 상승하여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

조기 치료군에서 중심황반두께가 6개월까지 유지되었고,

액망막장벽이 파괴되어 혈장 단백질이 누출되면서 망막의

유병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지연 치료군에서는 유지되지 못

1

외망상층, 내과립층 등에 부종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즉,

하였다. 즉 3개월 이상의 유병 기간을 가진 환자군의 경우

저산소화된 망막의 혈관내피성장인자가 증가한 것이 황반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의 치료 반응이 좋지 않

부종의 주요 요인이며, 최근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로 많이

음을 보여준 결과로써, 해부학적으로 만성적 황반부종에

사용되는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성장인자에 대한 항체로

의한 가역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생각된

작용하여 혈액망막장벽을 안정화시켜 황반부종을 감소시

다.

2

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년간의 경과관찰 결과 황반

또한 추가로 시행한 베바시주맙 4회 치료에 반응하지 않

부종은 감소되었으나 시력호전은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3

고, 라니비주맙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한 가지 원인으로는

이와 달리, 덱사메타손은 항혈관내피성장인자와는 다른 기

베바시주맙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과내성으로 생

전으로 황반부종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되며 다른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인 라니비주맙으로 전

혈관내피성장인자의 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프로스타글

환을 하면서 해부학적 호전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

란딘이나 인터루킨 등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하는

내성은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의 반복적인 치료에 의하여

항염증작용을 함으로써 베바시주맙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

약제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섬유화, 광수용체와

나 트리암시놀론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황반부종의

망막색소상피층의 만성적인 변화, 대식세포의 이동과 활성

4-6

그러나 여러 연구

감소와 시력호전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의 증가로 인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에서 유병 기간이 길었던 경우 황반부종이 재발하거나 반

의 발현 증가 그리고 VEGF 수용체의 발현 증가를 포함하

응없는 경우가 많고, 안압상승이나 백내장 등의 합병증의

는 신생혈관막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8-10 또한 최근에는 베바시주

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본 증례를 통해 덱사메타손, 베바

맙 단독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격자레이져치료와

시주맙 주입술에 반응하지 않는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인한

11

병합치료를 시도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황반부종 환자에서 라니비주맙 주입술이 효과가 있었음을

혈관내피성장인자에 대한 항원결합분절(antigen binding

확인하였기에 라니비주맙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억제제

fragment, Fab)만으로 구성된 단일 클론항체인 라니비주맙

의 다른 대안 치료제로 유용하며 환자의 유병 기간, 약제과

은 분자량이 48-kDA로 혈관 내피성장인자에 대한 친화력

내성을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이 20배 이상 높아 베바시주맙보다 훨씬 더 큰 결합력을 가

것으로 생각한다.

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망막정맥폐쇄에 동반된 황반부종의
7,12,13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베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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