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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 황반 부종에서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TA) 주입술과 후테

논낭하 주입술의 임상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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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황반 부종이 있는 환자 94명 117안을 대상으로 TA를 51명(67안)에서는 유리

체강내에 주입하고, 43명(50안)에서는 후테논낭하로 주입한 후 술 전 및 술 후 1, 2주, 그

리고 1, 2, 3, 6개월에 시력과 빛간섭단층촬영기(OCT)를 이용하여 중심 황반 두께를 측정

하였고, 술 전 및 술 후 1일, 1주, 그리고 1, 2, 3, 6개월에 안압을 측정하여 후향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두 군 모두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두

군을 비교할 때 평균 중심 황반 두께가 술 후 1주일에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평균 시력은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술 후 6개월에는 후테논낭하 주입군에서만 의미 있는 시력의 향상이 있었다. 평균 시력의

향상 정도는 술 후 1개월에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안압의 경우에

는 두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허혈성 황반 병변이나 황반 부종의 원인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는 두 군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좀 더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종적인 결

과는 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심각한 합병증들을 고려해

볼 때, 후테논낭하 주입술을 망막혈관질환에서 발생한 황반 부종의 일차적인 치료방법으

로 선택할 수 있겠다. 또한 기존에 알려졌던 당뇨황반부종외의 망막혈관폐쇄질환에 의한

황반 부종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며, 기존의 레이저치료와는 달리 황반의 허혈 여부에

관계없이 후테논낭하 주입술을 적용할 수 있겠다.

중심단어 : 황반 부종, 트리암시놀론, 유리체강내 주입술, 후테논낭하 주입술

Ⅰ. 서 론

황반 부종은 당뇨병과 관련된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과 망막분지정

맥폐쇄, 망막중심정맥폐쇄와 같은 망막혈관질환 환자에서 시력감소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3)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ETDRS)의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치료

가 당뇨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의 위험을 줄이고 특히 유의한 황반부종에서 더 큰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당뇨황반부종에 있어서는 그 치료효과가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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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 확률도 높아 미만성 황반부종의 경우는 레이저치료 후에도 17%에서만 시력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이에 레이저치료가 효과가 없는 광범위한 황반부종의 치

료로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TA ; triamcinolone acetonide) 주입이 효과가 있음을

Jonas et al
(4)
이 보고한 이후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당뇨황반부종 뿐만 아니라 포도막염,

낭포성황반부종등 여러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5,6)
하지만 유리체강내 주입술은 안압상승,

안내염, 망막박리, 안내출혈 및 녹내장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사

용에 주의를 요하며 적절한 주입 용량과 약제의 독성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인 관찰이 필요하다.
(7-9)

유리체강내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다른 경로로 공막을 통해 약물을 운반하는 후테논

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다양한 염증성 안질환과 인공수정체와 관련된 황반 부종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확산성 당뇨황반부종과 망막정맥폐쇄 후

발생한 황반부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0-12)

이에 저자는 망막혈관질환에서 발생한 황반부종에서 트리암시놀론의 유리체강내 주입

술과 후테논낭하 주입술의 임상 성적을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순천향대학교병원 안과에서 황반 부종으로 진단 받고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유리체강내 또는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96명 120안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차트를 분석하였다.

술 전 모든 환자에서 형광안저조영술(FAG ; Fluorescein angiography)을 시행하여

허혈성 황반의 유무를 판별하였다. 허헐성 황반은 중심와무혈관부위(FAZ ; foveal

avascular zone)의 크기가 넓어졌거나 1000㎛을 초과하는 경우, FAZ 경계의

중심와부근(perifoveal) 모세혈관망(capillary ring)이 파괴된 경우, 그리고 FAG

이행기(transit phase) 때 중심와 중심부로부터 1 유두직경(disk diameter)이내에

모세혈관비관류부위(capillary nonperfusion area)가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기(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TRATUS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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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000. Carl Zeiss)상 전체 황반부가 300㎛ 이상 증가되고 감각신경망막층 아래로

반사향이 현저히 감소되어져 있고, 형광안저촬영상 후기에 낭포성 형광고임이나 황반

주위 혈관에서 전반적인 형광 누출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OCT 촬영 중

관찰된 황반부의 견인이나 다른 구조적인 변화(스폰지성 망막부종, 장액성 황반박리

등)를 같이 기록하였고, 이들 소견이 관찰되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가진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막, 유리체 및 수정체 혼탁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안내수술을 시행한

경우, 범망막광응고술을 제외한 1개월 이내 광응고술을 시행한 경우, 과거 격자레이저

광응고술이나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시행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게는 시술과 검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균상태의 수술실에서 대상안을 Proparacaine hydrochloride 0.5%(Alcain®, Alcon)으로

점안 마취후 5% povidone-iodine을 이용하여 소독하였다. TA 주사제 병(40 mg/1.0

ml)을 부유액의 여과없이 잘 흔들어 침전물이 상층액과 균일하게 섞이게 하였다.

유리체강내 주입술은 수술용 현미경을 이용하여 개검기(lid speculum)를 착용 후, 환자를

상비측으로 보게 한 후, tuberculin 주사기와 30 gauge 주사침을 이용하여 수정체가 있는

경우 각막윤부에서 3.5 mm, 인공수정체안인 경우 3.0 mm 떨어진 하이측 섬모체

평면부(pars plana)를 통해 0.1 ml(4mg)의 TA를 주입하였고 시술 후 전방천자는

시행하지 않았다. 주입술이 끝난 후에는 주사침을 제거할 때 약제의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사부위에 면봉을 이용하여 가벼운 압력을 가하였다. 후테논낭하 주입술도

환자를 상비측으로 보게 한 후 구결막의 하이측 부위에 공막이 노출되도록 결막과

테논막을 포함한 작은 절개창을 만들었고, tuberculin 주사기와 끝이 구부러진 27 gauge

주사침을 이용하여 절개창을 통해 후테논낭하에 주사침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1.0

ml(40mg)의 TA를 주입하였다. 시술이 끝난 후에는 모든 환자에서 Cravit®(levofloxacin,

Santen, Japan)을 점안 후 포러스
®
(dexamethasone 1.5mg, neomycin sulfate 3.5mg,

삼일제약) 안연고를 넣고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다음 날 부터는 두 군 환자

모두 Cravit®을 1일 4회씩 2주간 점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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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암시놀론 주입 전 1개월 이내, 주입 후 1일, 1, 2주, 1, 2, 3, 그리고 6개월에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주입 후 1일과 1주일에는 안압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였고, 주입전 1개월 이내와 주입 후 1, 2주, 1, 2, 3, 그리고 6개월에는

최대교정시력,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OCT를 각각 시행하였다. 시력은

ETDRS 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안압은 비접촉안압계로 안압을 측정한 후 21

mmHg 이상인 경우 골드만안압계를 이용하여 정밀 측정을 하였다. OCT는 Fast Macular

Thickness Protocol을 이용하여 황반 중심에서 1000㎛ 지름의 평균 망막 두께를 중심

황반 두께(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로 정의하였다.

명목 변수에 대해서는 Fisher's exact test 와 Pearson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여 두

군 간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independent t test 를 이용하여 유리체강내 주입술과

후테논낭하 주입술 후 시력, 안압, 중심 황반 두께의 변화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paired t

test 를 이용하여 각각의 군에서 경과에 따른 시력호전과 중심 황반 두께의 변화 및

안압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 군 내에서 허혈성 황반 병변에 대한 치료 반응 정도는

Mann-Whitney U test 를,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 반응 정도는 Kruskal-Wallis test 를

이용하였다. P값은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결 과

대상 환자는 유리체강내 주입군이 53명(70안)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59.13±9.03세 였

으며, 후테논낭하 주입군이 43명(50안), 평균연령은 58.06±9.72세였다. 각 군에서 황반 부

종의 기간은 유리체강내 주입군이 7.02±13.47개월, 후테논낭하 주입군이 6.10±8.33개월 이

었다. 연구 기간 도중 유리체강내 주입군 환자 중 2명(3안)에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이들은 경과 관찰 도중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이, 성별, 좌우안의 비율, 황반 부종

의 기간, 황반 허혈의 정도, 이전의 레이저 치료나 수술의 경력, 수정체 상태, 그리고 황

반 부종의 원인질환에 있어서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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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황반 두께의 경우 유리체강내 주입군과 후테논낭하 주입군 모두에서 주입 후 2개

월까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Fig. 1). 하지만, 6개

월째의 중심 황반 두께를 치료 전의 중심 황반 두께와 비교하면 두 군 모두에서 통계학

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두 군을 비교해 보면 TA 주입 후 1주일 째 중심 황반

두께가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후테논낭하 주입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유리체강내 주입군과 후테논낭하 주입군 모두에서 주입 후 3개월 까지는 평균 logMAR

시력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6개월에는 후테논낭하 주입군에서 술 전과 비교하여 의

미 있는 평균시력 향상을 보였던 반면,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는 술 전 평균 시력과 비교

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ig. 2). 두 군을 비교할 때 주입 전과 주입 후 6

개월 동안 평균 logMAR 시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ogMAR 시력 향상 정도는 주

입 후 1개월에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후테논낭하 주입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6개월

에는 후테논낭하 주입군에서 유리체강내 주입군 보다 시력의 향상정도가 의미 있게 높았

다(Table 3).

두 군 모두에서 술 전 및 술 후 6개월 동안 평균 안압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으나, 두

군 모두에서 술 후 1일과 1주일 째 의미 있는 안압하강을 보였다(Fig 3). 술 후 안압의

상승 정도는 6개월 동안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유리체강내 주입군

의 6안과 후테논낭하 주입군의 2안에서 22 mmHg 이상의 안압 상승으로 안압 하강제를

사용하였으며, 8안 모두에서 경과 관찰 중 정상 안압으로 조절되어서 다른 외과적인 처치

가 필요한 환자는 없었다. 두 군 모두에서 안압 상승을 보였던 8안 외에는 TA 주입과 관

련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는 허혈성 황반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 군과 비허혈성 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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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 군에서, TA 주입 후 중심 황반 두께의 변화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후테논낭하 주입군에서는 허혈성 황반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술 전 중심 황반 두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34), 비

허혈성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 34안 중에서, 허혈성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 16안과

술 전 중심 황반 두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동일한 수(16안)의 환자를 추출하여 비

모수통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두 군 간에 6개월 동안 중심 황반 두께 변화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황반 부종의 원인인 당뇨망막병증, 망막분지정맥폐쇄, 그리고 망막중심정맥폐쇄에 따라

시력과 중심 황반 두께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을 때,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6개월 동안 경과 관찰시 마다 중심 황반 두께의 변화(p=0.298, 0.498, 0.519, 0.484, 0.061,

0.936) 및 시력의 변화(p=0.266, 0.396, 0.476, 0.453, 0.125, 0.110), 그리고 후테논낭하 주입

군에서 중심 황반 두께의 변화(p=0.234, 0.903, 0.284, 0.130, 0.889, 0.896) 및 시력의 변화

(p=0.974, 0.843, 0.914, 0.552, 0.642, 0.442) 모두 원인 질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Ⅳ. 고 찰

황반부종이 생기는 기전은 망막정맥의 경우 다른 조직의 혈관과는 달리 측부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망막정맥폐쇄 질환에서는 폐쇄가 생기면 혈관내압이 상승하고 혈

류가 정체되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층이 파괴로 혈장이 누출되게 되고, 당뇨망막병증에서

는 모세혈관내 삼투압의 변화에 의해 모세혈관의 자율적인 펌프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장과 체액이 누출되는 것으로, 종국에는 두 질환 모두에서 내측 혈액 망막 장벽인 모세

혈관의 내피세포층의 파괴로 체액과 혈장 성분이 누출되어 황반에 고임으로 발생한다.
(1,2)

스테로이드는 심각한 안내 독성 없이 안내 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안내 스테로이

드의 주입은 혈관투과성의 증가를 유발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염증

반응 매개체를 억제하여 혈관투과성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혈액-망막장벽을 안정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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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부종을 감소시키며 시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14)

그러나 유리체강내에

주입된 스테로이드는 24시간 이내에 흡수되므로
(15)
, Machemer

(16)
는 결정형(crystalline)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이는 약 2개월 정도 지속되어 가용성 스테로이드 주입보다 장

기간의 효과를 보이며 특별한 안구 내 독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그 이후 다

양한 안염증성 질환에 TA 주입술이 시도되어 왔고 최근에는 난치성 황반 부종의 치료에

안구 내 TA 주입술이 빈번히 이용되어 왔다.(4-6) 유리체강내에 주입된 TA는 주입 3∼6개

월 후 약물이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 효과는 6주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7)

Schindler et al
(15)
은 토끼를 이용한 실험에서 TA 0.5 mg을 유리체강내

주입할 경우 정상안의 경우 약 41일,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약 17일 후에 TA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감안하면 최소 3개월 정도 TA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리체강내 TA 주입의 가장 큰 한계점 중 하나로 수개월내의 짧은 지속기간과 그

에 따른 황반부종의 재발을 들 수 있다. 앞 선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볼 때,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마다 TA을 안구내로 주입을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하

여 알려진 안압상승, 백내장, 안내염, 망막박리, 유리체출혈, 망막정맥폐쇄, 맥락막출혈등

의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18)

유리체강내 주입술에 비해 후테논낭하 TA 주입술은 안구 내 주사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줄이면서 유리체강내 주입술에 비해 효과는 적지만 당뇨황반

부종에서 시력 향상과 해부학적 호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11,19) 유리체강내 주입술

에 비해 효과가 적은 이유로는 후테논낭하 주입의 경우 공막, 맥락막, 망막상피세포를 통

과하는 과정에서 농도와 효과의 발현 및 지속시간에서 유리체강내로의 직접적인 주입과

다른 경과를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9-20) 하지만,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미

만성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후테논낭하 TA 주입술을 통해 향상된 시력을 장기간 유지

할 수 있고, 유리체강내 주입술과 비교했을 때, 치료에 반응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력의 향상이나 해부학적인 호전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11,21,22)

본 연구 결과도 유리체강내 TA 주입술과 후테논낭하 주입술 모두 시력, 중심 황반 두

께의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두 군을 비교해 보면 TA 주입 1주일 후 중심 황반 두께

가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후테논낭하 주입군 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술 후 1개월에

시력의 향상 정도가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그 효과가 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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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낭하 주입군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마찬

가지로 유리체강내 주입술에 비해 후테논낭하 주입의 경우 공막, 맥락막, 망막상피세포를

통과하는 약물 전달 경로가 다르고, 맥락막 혈류나 망막색소상피와 같은 외측 혈액 망막

장벽이 약물 전달 경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logMAR 시력의 경우, 6개월에 최종 시력의 향상 정도가 후테논낭하 주입군에서

유리체강내 주입군보다 의미 있게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두 군 간에 치료의 효

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보다는 두 군 간의 당뇨조절 정도의 차이, 정맥폐쇄질환

의 회복 정도의 차이, 백내장의 진행 정도의 차이 등 경과 관찰 동안 통제할 수 없는 변

수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수정체안에 비해서

안내 트리암시놀론 주입 시 그 지속시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23)
비록 두 군 간에

환자 분포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시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이전에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경우가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4안, 후테논낭

하 주입군에서 5안이 포함되었는데 대상이 적어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의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유리체 절제술의 여부가 유리체강내 약물

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23) 마찬가지로 시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

다.

시술에 따른 합병증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유리체강내 주입군 6안, 후테논낭하

주입군 2안에서 안압상승이 관찰되었고 그 외 심각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안압이

상승한 환자에서도 안압 하강제 사용만으로 정상 안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후테논낭하

주입과 관련하여 안검하수, 안구천공 및 망막과 맥락막 혈관폐쇄등의 합병증이 보고되었

으나(11,24,25) 극히 빈도가 드물고 일반적으로 후테논낭하 주입의 경우 유리체강내 주입보다

합병증이 적으며, 후테논낭하로 주입된 스테로이드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안압 상승

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25)
본 연구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의의는 없었으나 후테

논낭하 주입군 보다는 유리체강내 주입군에서 좀 더 안압의 변동 폭이 크게 관찰되었고,

안압 상승 뿐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리체강내 주입술 보다는 후

테논낭하 주입술을 황반 부종이 있는 환자에서 일차적인 치료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되며, 특히 안압 변동에 취약한 말기 녹내장 환자에서는 후테논낭하 주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의 논문들이 당뇨망막병증에서 발생하는 황반부종을 대상으로 유리체강내 TA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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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과 테논낭하 주입술을 비교한 반면, 본 연구는 당뇨망막병증 외에 망막 정맥 폐쇄질

환인 망막분지정맥폐쇄와 망막중심정맥폐쇄로 발생된 황반부종을 함께 비교하였는데 두

군 모두에서 황반부종의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

서 황반의 허혈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에 반응하였는데, 이는 고식적인 격자레이저 치료가

황반의 허혈이 관찰될 경우 적응이 어렵고, 당뇨망막질환에서 범망막광응고술 후 황반의

허혈이 초래될 수 있어 격자레이저 치료와 시간을 두어 시술을 하여 치료의 기간이 길어

짐을 고려할 때 이에 효과적인 대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범망막광응고술 후 황반의 허

혈이 초래될 수 있는 초기 2주 동안 후테논낭하 TA 주입술을 시행하면, 유리체강내 주입

술을 시행할 때 우려되는 심각한 합병증의 우려 없이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표본 연구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TA 주입술 후 두 군 간의 시

력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경과 관찰 중 환자들의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TA 주입술 후 연구 종결시점에 해부학적인 회복과 기능적인 회복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종적으로 유리체강내 주입군과는 달리 후테논

낭하 주입군에서는 술 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시력 차이가 있었지만,

ETDRS의 기준에 따르면 의미 있는 시력 향상이 두 줄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를 기준으

로 보면 두 줄 이상의 시력 호전이 없었으므로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시력 향상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황반의 허혈 여부에 대한 치료 반응 분석에서 허혈성

황반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군 간에 술 전 중심 황반 두께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비허혈성 황반 병변 환자 군에서 허혈성 병변 환자 군과 비슷한 중심

황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모수통계검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

에서 연구자의 선택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후테논낭하 TA 주입술이 유리체강내 주입술에 비해 해부학적

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으며, 치료의 반응은 유리체강내 주입술에서

좀 더 빨랐으나 최종적인 결과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황반 부종 외의 망막혈관폐쇄질환과, 황반의 허혈 여부와 상관없이 후테논낭하 TA

주입술이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황반부종을 일으키는 다

양한 망막의 혈관 질환과 범망막광응고를 병행해야 하는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일차적

인 황반 부종의 치료로 후테논낭하 TA 주입술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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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To retrospectively evaluate the clinical effect of intravitreal and

posterior subtenon triamcinolone acetonide (TA) injection in macular edema.

Methods : A hundred-seventeen eyes of 94 patients with macular edema were

included. Fifty-one patients(67 eyes) received intravitreal (IVT) TA injection and 43

patients(50 eyes) received subtenon (PSTT) TA injection. Visual acuity and, using

OCT,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were measured before and 1, 2 weeks, 1, 2, 3,

and 6 months postoperatively. Intraocular pressure (IOP) was also measured before

and 1 day, 1 week, 1, 2, 3, and 6 months postoperatively.

Results :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mean CMT. The mean

CMT in the IVT group was significantly thinner than that of the PSTT group 1

week postoperatively. The mean logMAR visual acuity was significant decreased in

both group during follow up period, but only PSTT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6 months postoperatively. The improvement of logMAR visual acuity in

the IVT group was significnatly greater than that of the PSTT group at 1 months

after injection. The mean IOP was not showed meaningful changes in both groups. In

each group the response to TA injection was not influenced either ischemic macular

or underlying disease.

Conclusion : Although the response was slightly faster in the IVT group than the

PSTT group, the final outcom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roups.

In the respect of serious complications of IVT injection, the PSTT injection appeared

to be a first line therapy to macular edema caused by retinal vascular disease. Also,

it seemed to be an effective therapy for macular edema in the retinal vascular

occlusive disorders as well as diabetic macular edema, and a good choice than

classical laser therapy for macular edema, regardless of macular isch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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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VT group PSTT group p value

No. of eyes 67 50

Age(years) 59.13±9.03 58.06±9.72 0.749

Male(female) 27(24) 20(23) 0.451

Left eye(right) 39(28) 30(20) 0.753

Macular edema duration(months) 7.02±13.47 6.10±8.33 0.293

Non-ischemic(ischemic) 42(25) 34(16) 0.497

Previous PRP‡(none) 41(26) 40(10) 0.312

Previous FLP§(none) 21(46) 8(42) 0.925

Previous PPV¶(none) 4(63) 5(45) 0.497

Lens status 0.372

Phakic 23 18

Pseudophakic 44 32

Underlying diseases 0.185

DMRǀ 41 26

BRVOǁ 17 14

CRVO** 9 10

KeyWords : Macular edema, Triamcinolone acetonide, Intravitreal injection, Posterior

subtenon injection

Table 1. Preoperativ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IVT
*
and PSTT

†
injection

groups.

IVT
*
: Intravitreal triamciolone injection, PSTT

†
: Posterior subtenon triamcinolone

injection, PRP
‡
: Panretinal photocoagulation, FLP

§
: Focal laser photocoagulation,

PPV¶ : Pars plana vitrectomy, DMRǀ : Diabetes mellitus retinopathy, BRVOǁ :

Branched retinal vein occlusion, CRVO
**
: 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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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T group PSTT group p value

CMT(㎛)

Preoperative 500.2±197.5 520.4±168.2 0.515

Postop 1 week 329.4±105.8 371.9±87.1 0.030‡

2 weeks 257.8±81.7 258.2±62.8 0.931

1 month 244.3±90.2 240.8±104.4 0.931

2 months 245.6±94.1 230.4±105.7 0.696

3 months 299.6±132.8 255.1±110.7 0.109

6 months 374.6±152.3 365.3±109.1 0.957

Table 2. Comparison of central macular thickness(CMT) between IVT
*
and PSTT

†

injection group(mean±SD).

IVT* : Intravitreal triamciolone injection, PSTT† : Posterior subtenon triamcinolone

injec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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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T group PSTT group p value

Visual acuity

Preoperative 0.823±0.438 0.880±0.496 0.946

Postop 1 week 0.713±0.382 0.792±0.472 0.733

2 weeks 0.626±0.367 0.744±0.489 0.527

1 month 0.623±0.360 0.666±0.482 0.893

2 months 0.625±0.371 0.656±0.515 0.937

3 months 0.604±0.364 0.672±0.509 0.629

6 months 0.776±0.581 0.638±0.327 0.066

Improvement in visual acuity

Postop 1 week 0.120 0.088 0.439

2 weeks 0.190 0.136 0.251

1 month 0.110 0.213 0.021§

2 months 0.230 0.224 0.921

3 months 0.224 0.208 0.806

6 months 0.580 0.242 0.050§

Table 3. Comparison of logMAR visual acuity and improvement in logMAR visual

acuity between IVT and PSTT injection group(mean±SD).

IVT* : Intravitreal triamciolone injection, PSTT† : Posterior subtenon triamcinolone

injection, logMAR
‡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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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T group PSTT group p value

IOP(mmHg)

Preoperative 17.0±2.9 17.1±2.7 0.501

Postop 1 day 16.0±2.7 16.1±2.7 0.860

1 week 16.3±2.8 16.2±2.7 0.971

1 month 17.9±5.3 18.0±5.6 0.973

2 months 18.2±5.4 17.8±4.2 0.732

3 months 18.3±5.1 18.1±4.5 0.668

6 months 17.0±4.0 17.0±3.5 0.954

Increment in IOP(mmHg)

Postop 1 day -0.97±2.82 -0.96±2.95 0.659

1 week -0.67±2.72 -0.86±2.79 0.529

1 month 0.91±5.79 0.94±6.24 0.808

2 months 1.28±5.37 0.74±4.05 0.528

3 months 1.38±6.03 1.12±5.35 0.500

6 months 0.89±4.81 0.00±4.49 0.721

Table 4. Comparison of IOP
*
and increment in IOP

*
between IVT

†
and PSTT

‡

injection group(mean±SD).

IVT† : Intravitreal triamciolone injection, PSTT‡ : Posterior subtenon triamcinolone

injection, IOP
*
: Intraocula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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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group NIS group
P-value

CMT (㎛)

IVT§ group

Preoperative 542.3±227.7 475.3±175.4 0.186

Postop 1 week 350.7±128.1 316.8±89.3 0.216

2 weeks 253.8±80.9 260.2±83.2 0.974

1 month 245.5±96.9 243.7±87.3 0.917

2 months 237.8±86.3 250.3±99.3 0.795

3 months 284.1±104.5 308.9±147.6 0.688

6 months 398.4±172.7 360.5±139.2 0.331

PSTT¶ group

Preoperative 592.6±170.3 514.1±162.8 0.184

Postop 1 week 421.9±74.6 366.2±80.2 0.056

2 weeks 282.1±68.2 250.5±54.2 0.138

1 month 244.7±112.7 227.6±75.8 0.956

2 months 239.8±104.5 210.3±86.7 0.254

3 months 253.3±106.4 234.1±98.3 0.780

6 months 405.1±131.6 344.6±65.7 0.210

Table 5. Comparison of central macular thickness(CMT) between IS
*
and NIS

†
group

in each injection group(mean±SD).

IS
*
: Ischemic macular, NIS

†
: Nonischemic macular. IVT

§
: Intravitreal triamciolone

injection, PSTT
¶
: Posterior subtenon triamcinolon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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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poral changes of mean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in intravitreal

TA injection (IVT) and posterior subtenon TA injection (PSTT) groups. All followed

observation interva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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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16

Figure 2. Temporal changes of mean visual acuity (logMAR) in intravitreal TA

injection (IVT) and posterior subtenon TA injection (PSTT) groups. All other

unmarked interva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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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7

p=0.048 p=0.035

p=0.026

Figure 3. Temporal changes of mean intraocular pressure (IOP) in intravitreal TA

injection (IVT) and posterior subtenon TA injection (PSTT) groups. All other

unmarked interval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