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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통한 베체트 포도막염 환자에서의 

아달리무맙 치료효과 평가분석

Analysis of Therapeutic Response to Adalimumab in Behçet’s Uveitis 
by Ultra-Widefield Fluorescein Ang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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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1, 하늘안과의원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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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role of ultra-widefield fluorescein angiography (UWFA) for monitoring the therapeutic response to 
adalimumab in patients with Behcet’s uveitis.
Methods: Patients with Behcet’s uveitis treated with adalimumab for ≥ 30 weeks were included.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grading of anterior chamber cell, grading of vitreous haze, and UWFA findings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at 6, 14, 
and 30 weeks from the start of adalimumab treatment.
Results: A total of 32 eyes of 17 patients were included.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BCVA and UWFA scores at 6, 14, 
and 30 weeks after adalimumab administration. UWFA scores for vascular and capillary leakage were decreased at 30 weeks 
(p = 0.032, p = 0.004), while the UWFA scores for disc hyperfluorescence persisted (p = 0.083). Although vascular and capillary 
leakage at the posterior pol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t 6, 14, and 30 week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the score for 
peripheral vascular and capillary leakage from baseline to 6 weeks, from 6 to 14 weeks, and from 14 to 30 weeks.
Conclusions: UWFA can be used to evaluate the treatment response of adalimumab in Behcet’s uveitis. The vascular leakage 
pattern varie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retinal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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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체트병은 만성적으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전신 염

증 질환으로, 구강 및 성기 궤양, 피부 질환, 포도막염을 비

롯하여 다양한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전체 베체트

병의 약 30-70%에서 안구 증상이 동반되며, 주로 만성적으

로 재발하는 양안성 전체포도막염, 망막혈관염 등의 형태

로 나타난다.1-6

베체트 포도막염에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며, mycophenolate mofe-

til (MMF), methotrexate, azathioprine (AZA), cyclosporine 

등과 같은 면역억제제를 병용함으로써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을 줄이고, 염증 억제효과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최근에

는 interferon-α,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hibitor 등

의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면서 조절되지 않는 만성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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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graphic sign Score

Optic disc hyperfluorescence 3

Macular edema 4

Retinal vascular staining/leakage

Posterior pole 3

Peripheral area 4

Capillary leakage

Posterior pole 2

Peripheral area 8

Retinal capillary nonperfusion 6

Neovascularization of the optic disc 2

Neovascularization elsewhere 2

Pinpoint leaks 2

Retinal staining/pooling 4

Total 40

Table 1. Fluorescein angiographic scoring system

심각한 포도막염에서 염증 억제 및 장기적인 시력 개선의 효

과가 보고되고 있다.5-9 앞선 연구들에서 만성 비감염성 포도

막염의 치료로써 infliximab, adalimumab (ADA) 등과 같은 

TNF-α inhibitor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이 중 

ADA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의 비감염성 중

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의 치료로써 유일하게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및 European Medicines 

Agency에 의해 승인된 약제이다.10-13

형광안저혈관조영술(fluorescein angiography, FA)은 혈

액망막장벽 내층의 파괴에 의한 플루오레신 조영제의 누출 

정도에 따라 베체트병과 관련된 망막혈관염 등의 후포도막

염에서 염증의 정도와 범위를 평가하는 유용한 검사 방법

이다.14,15 기존의 고식적 FA의 경우 후극부 30-50°의 영역

만 관찰이 가능하였으나, 한 번의 촬영으로 200° 범위를 촬영

할 수 있는 초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ultra-widefield fluo-

rescein angiography, UWFA)이 도입된 이후로 망막혈관염

을 비롯한 당뇨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 맥락막종양 등의 

다양한 망막 질환에서 UWFA의 유용성이 보고되었고, 베

체트병과 관련된 후포도막염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상

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

다.14-18

본 연구에서는 UWFA를 이용하여 베체트병 후포도막염

의 ADA에 대한 치료 반응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UWFA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체트 후포도막염의 

치료 반응을 UWFA의 양상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한 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

의 상충은 없다(승인번호: H-1901-007-999). 

2017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단일기관에 내원하여 

베체트병에 동반된 후포막염에 대해 아달리무맙 치료를 시

작하고 30주 이상 경과 관찰한 17명의 32안을 대상로 후향

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International Study Group for Behcet’s disease criteria

에 따른 베체트병을 진단받은 경우, (2) 코르티코스테로이

드 및 전신 면역억제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포도막염에 대해 아달리무맙 

치료를 시행한 경우, (3) 아달리무맙 치료 후 30주 이상 경

과 관찰을 시행한 경우이며,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

자들을 포함하였다.19 베체트 포도막염 외 심한 당뇨망막병

증, 망막혈관폐쇄 등 망막혈관을 침범하는 질환이나, 망막

전막, 황반원공과 같이 시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안

질환이 동반된 경우,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지 이하인 경

우, 아달리무맙 치료 시작 후 병변안에 백내장수술과 같은 

술기를 시행받은 경우, 매질 혼탁이 심하여 시행한 검사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DA (Humira®; Abbott Laboratories, Madrid, Spain) 치

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환자들은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흉부 방사선촬영,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s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B형, C형 간염 및 잠복결

핵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0주차에 80 mg을 피하로 

주사한 이후 1주 뒤 40 mg을 피하주사하고, 2주 간격으로 

40 mg 피하주사를 지속하였으며, 치료 시작 후 6주 이후 4주

마다 치료 반응을 평가하였다. 추적 관찰 시 병변안의 염증 

정도에 따라 병용 중인 스테로이드 및 전신 면역억제제의 

용량을 조절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ADA 치료 시작 전과 추적 관찰 시 최대교

정시력, 안압,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의 정도와 양상을 확인

하였다. 전방의 염증과 유리체 염증의 경우 Standardization of 

Uveitis Nomenclature Working Group criteria에 따라 평가하

였으며, 병용 중인 약제의 용량과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등

을 확인하였다.20 빛간섭단층촬영기(Cirrus™ HD-OCT;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의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중심구역 황반두께(central subfield macular thick-

ness)를 측정하였다.

ADA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시작 6주째, 이후 8주 간격으

로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Optos Optomap panoramic 2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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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Number of patients 17

Number of eyes 32

Sex, male/female 6/11

Age (years) 42.72 ± 11.93

Phakia/pseudophakia 23/9

Duration of uveitis before adalimumab therapy 
(years)

10.38 ± 7.37

Number of local steroid injection 2.22 ± 2.93

Prednisolone dosage at start of ADA start 
(mg/day)

13.98 ± 5.60

Immunosuppressive agent at start of ADA start

MMF 17 (53.0) 

Cyclosporine 14 (44.0)

AZA 2 (6.0)

Tacrolimus 2 (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umber, or eyes 
(%) unless otherwise indicated.
ADA = adalimumab; MMF = mycophenolate mofetil; AZA = 
azathioprine.

Table 2. Demographics and baseline ocular characteristics 

Parameter Baseline 6 weeks 14 weeks 30 weeks p-value‡

BCVA (logMAR) 0.39 ± 0.43 0.28 ± 0.42 0.29 ± 0.41 0.28 ± 0.40 0.001

p-value 0.002† <0.001† 0.001†

IOP (mmHg) 16.25 ± 3.57 15.50 ± 2.19 15.25 ± 2.46 14.72 ± 2.41 0.155

p-value 0.147† 0.146† 0.022†

CSMT (μm) 267.31 ± 63.06 267.31 ± 59.75 261.94 ± 57.50 267.03 ± 66.52 0.892

p-value 1.000† 0.423† 0.950†

Anterior chamber cell grade* 0.75 ± 0.61 0.38 ± 0.38 0.25 ± 0.36 0.22 ± 0.38 <0.001

p-value <0.001† <0.001† <0.001†

Vitreous haze grade* 0.88 ± 0.61 0.41 ± 0.50 0.25 ± 0.44 0.16 ± 0.37 <0.001

p-value 0.001†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DA = adalimumab;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IOP = intraocular pres-
sure; CSMT = central subfield macular thickness.
*Standardization of Uveitis Nomenclature Working Group; †p-values derived from paired t-test, comparison of the visual acuity in time given 
to the initial value; ‡p-value derived from repeated measures-analysis of varience, linear change over time.

Table 3. Ocular characteristics change from baseline to 30 weeks after start of ADA 

imaging system (Optos plc, Dunfermline, Scotland)을 이용

하여 UWFA를 시행하였고, Angiography Scoring for Uveitis 

Working Group (ASUWG)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

기별 UWFA 점수를 측정하였다. 시신경유두 과형광, 망막

정맥 형광누출, 모세혈관 형광누출을 비롯한 9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망막혈관 형광누출의 경우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Table 1).21

통계 분석은 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7.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

고, 치료 시작 전과 추적 관찰 시기별 연속성 변수의 비교

는 paired t-test, 병변안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수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유의수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총 17명의 32안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상 환

자들의 평균 나이는 42.72 ± 11.93세, 남자가 6명, 여자가 

11명이었다. ADA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평균 베체트 

포도막염 유병 기간은 10.38 ± 7.37년이었고, 모든 환자에

서 ADA 치료 시작 시 평균 13.98 ± 5.60 mg/day의 프레드

니솔론 제제를 복용 중이었다. 또한 총 15명의 28안에서 전

신 면역억제제 치료를 병용 중이었으며, 17안에서 MMF, 

14안에서 cyclosporine, 2안에서 AZA, 2안에서 tacrolimus

를 복용 중이었다. 총 17안에서는 ADA 치료 시작 이전에 

유리체강내, 테논낭하 스테로이드주사 치료를 포함한 평균 

2.22 ± 2.93회의 국소 스테로이드주사 치료를 시행받았다

(Table 2).

최대교정시력의 경우 ADA 치료 시작 후 6주에 0.28 ± 

0.42, 14주에 0.29 ± 0.41, 30주에 0.28 ± 0.40으로 ADA 치

료 시작 전인 0.39 ± 0.43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추적 관찰 

시기에서 유의한 시력 호전을 보였으며, 전방염증 정도와 

유리체흐림 정도 또한 ADA 치료 시작 전에 각각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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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Baseline 6 weeks 14 weeks 30 weeks p-value†

UWFA score 10.63 ± 5.95 9.50 ± 5.20 8.63 ± 4.40 7.84 ± 3.88 <0.001

p-value 0.004* 0.001* <0.001*

Optic disc hyperfluorescence 1.91 ± 0.78 1.81 ± 0.74 1.78 ± 0.71 1.72 ± 0.68 0.108

p-value 0.083* 0.211* 0.083*

Macular edema 1.34 ± 1.33 1.25 ± 1.30 1.31 ± 1.31 1.03 ± 0.93 0.011

p-value 0.184* 0.745* 0.010*

Retinal vascular staining/leakage 1.16 ± 1.69 0.91 ± 1.35 0.75 ± 1.16 0.56 ± 1.05 0.003

p-value 0.030* 0.010* 0.002*

Capillary leakage 4.66 ± 2.38 4.19 ± 2.56 3.88 ± 1.88 3.75 ± 1.88 0.007

p-value 0.033* 0.027* 0.004*

Capillary nonperfusion 0.13 ± 0.42 0.13 ± 0.42 0.13 ± 0.42 0.13 ± 0.42 1.000

p-value 1.000* 1.000* 1.000*

NVD 0.06 ± 0.25 0.06 ± 0.25 0.06 ± 0.25 0.06 ± 0.25 1.000

p-value 1.000* 1.000* 1.000*

NVE 0.03 ± 0.18 0.03 ± 0.18 0.03 ± 0.18 0.03 ± 0.18 1.000

p-value 1.000* 1.000* 1.000*

Pinpoint leakage 0.19 ± 0.47 0.16 ± 0.37 0.09 ± 0.30 0.09 ± 0.30 0.088

p-value 0.325* 0.083* 0.083*

Retinal staining/subretinal pooling 1.19 ± 1.72 1.03 ± 1.66 0.68 ± 1.35 0.55 ± 1.21 0.005

p-value 0.169* 0.027* 0.009*

Vascular leak at posterior pole 1.53 ± 1.24 1.16 ± 1.11 1.03 ± 1.09 0.91 ± 0.93 <0.001

p-value 0.008* 0.001* <0.001*

Vascular leak at peripheral area 4.28 ± 2.41 3.94 ± 2.50 3.59 ± 1.97 3.40 ± 2.05 0.007

p-value 0.062* 0.027* 0.00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DA = adalimumab; UWFA = ultra-widefield fluorescein angiography; NVD = neovascularization at disc; NVE = neovascularization 
elsewhere.
*p-values derived from paired t-test, comparison of the visual acuity in time given to the initial value; †p-value derived from repeated meas-
ures-analysis of varience, linear change over time.

Table 4. UWFA score change from baseline to 30 weeks after start of ADA

0.61, 0.88 ± 0.61이었으며 6주에 0.38 ± 0.38, 0.41 ± 0.50, 

14주에 0.25 ± 0.36, 0.25 ± 0.44, 30주에 0.22 ± 0.38, 0.16 

± 0.37로 모든 추적 관찰 시기에서 ADA 치료 시작 전보다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세 항목 모두 시간에 따른 유의한 

선형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p<0.001, p<0.001) 

(Table 3).

UWFA 총합 점수는 ADA 치료 시작 전 10.63 ± 5.95점

에서 치료 시작 후 6주에 9.50 ± 5.20점, 14주에 8.63 ± 

4.40점, 30주에 7.84 ± 3.88점으로 모든 추적 관찰 시기마

다 지속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감소를 보였으며, 최대교정

시력, 전방 염증 정도, 유리체흐림 정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유의한 선형 감소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01). 

주로 망막정맥에서의 형광누출을 의미하는 망막혈관의 형

광누출과 모세혈관의 형광누출의 경우 ADA 치료 시작 전

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추적 관찰 시기에서 유의한 형광누

출 정도의 호전을 보였는데 반해 시신경 과형광, 황반부종 

등의 항목에서는 모든 시기에서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4). 부가적으로 망막정맥과 모세혈관의 형광

누출 소견을 중심부인 후극부와 그 이외의 주변부 영역으

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고, ADA 치료 시작 전과 비교

하였을 때 중심부 형광누출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유의한 

형광누출의 호전을 보일 뿐 아니라, 6-14주, 14-30주 사이

의 유의한 호전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주변부 형

광누출의 경우 ADA 치료 시작 전과 비교하였을 때 14주, 

30주에는 유의한 형광누출 호전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지

만, ADA 치료 시작 전에서 치료 후 6주, 6-14주, 14-30주 

각 기간 동안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ADA 치료 시작 시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복용량은 

평균 13.98 ± 5.60 mg/day였으나 ADA 치료 시작 후에 점

진적인 복용량의 감량이 있었으며, 치료 30주에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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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6 weeks 14 weeks 30 weeks p-value†

Steroid (mg/day) 13.98 ± 5.60 10.16 ± 4.26 8.36 ± 3.79 6.95 ± 3.22 <0.001†

p-value <0.001* <0.001* <0.001*

MMF (mg/day) 234.38 ± 237.06 203.13 ± 232.77 203.13 ± 232.77 195.31 ± 208.05 0.347

p-value 0.161* 0.161* 0.282*

Cyclosporine (mg/day) 41.94 ± 59.30 41.94 ± 46.72 41.13 ± 46.79 33.87 ± 45.44 0.161

p-value 0.904* 0.282* 0.206*

AZA (mg/day) 6.25 ± 24.59 0.00 0.00 0.00 1.000

p-value 0.161* 0.161* 0.161*

Tacrolimus (mg/day) 6.31 ± 24.58 6.31 ± 24.58 6.31 ± 24.58 6.31 ± 24.58 0.161

p-value 1.000* 1.000*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DA = adalimumab; MMF = mycophenolate mofetil; AZA = azathioprine.
*p-values derived from paired t-test, comparison of the visual acuity in time given to the initial value; †p-value derived from repeated meas-
ures-analysis of varience, linear change over time.

Table 5. Treatment change from baseline to 30 weeks after start of ADA 

Figure 1. Ultra-widefield fluorescein angiography-based score
change of vascular leakage at the posterior pole and peripheral
area in patients with Behcet’s uveitis treated with adalimumab.
Significant decrease of vascular leakage score at the posterior 
pole between baseline and 6 weeks, between 6 and 14 weeks, 
and between 14 and 30 weeks, whereas no significant change of
the vascular leakage score at the peripheral area. The p-value 
was derived from paired t-test. *p <  0.05.

6.95 ± 3.22 mg/day까지 복용량을 감량할 수 있었다(p<0.001) 

그에 반해 다른 전신 면역억제제의 경우 ADA 치료 시작 

전과 비교하였을 때 각 시기별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Table 5). 

ADA 치료 중 치료 시작 6주째에는 전신 스테로이드로 인

한 체중 증가 및 안면부종 1명, 안압 증가 1명, 불면증 1명

이 확인되었으며, 14주째에는 체중 증가 1명, 30주에는 부

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ADA 치료 중 ADA 치료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또는 염증의 재발 소견

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포도막염이 동반된 베체트병에서 아달리무맙의 치료 효

과에 대한 국내 보고는 제한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달리무맙 치료 후 시력의 호전과 함

께 염증 정도의 호전 등 베체트 포도막염에서 ADA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앞서 진행되었던 베체트병을 포

함한 난치성 비감염성 포도막염에서 ADA의 효과를 연구

했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14,22-24 더불어 본 연구에

서는 ADA 치료 이후 전신 스테로이드 복용량의 유의한 감

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ADA 치료는 전신 스테로이

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은 망막 및 망막혈관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어 망막혈관염을 비롯한 다양한 망

막혈관 질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폐쇄성, 괴사성 망

막혈관염을 자주 동반하는 베체트 포도막염에서도 후포도

막염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 방법이다.25,26 

기존에 이용되었던 고식적 FA의 경우 30-50도 범위의 후극

부 망막혈관 조영이 가능하여, 검사자의 높은 숙련도가 필

요하며 조영제 투여 후 동일한 시간의 주변부의 혈관이상

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 UWFA의 경우 주

변부 200도 범위의 망막까지 촬영이 가능하여 고식적 FA

로는 평가가 힘들었던 주변부 망막 및 망막혈관 상태를 보

다 쉽고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러한 UWFA

의 장점을 이용하여 베체트 포도막염을 비롯한 포도막염에

서 진단 및 치료 반응 평가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16,18,26-28 Leder et al29

은 23명의 포도막염 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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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식적 FA, UWFA를 시행하여 해당 검사를 통해 질

병의 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을 측정하였고, UWFA에

서 질병 활성을 확인할 비율이 68%였고, 이는 고식적 FA

에서 질병이 확인된 4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해당 

검사를 통해 치료 방법을 변경하였던 비율을 비교하였는데, 고

식적 FA의 경우 10%에서 치료 방법을 변경하였고 UWFA

의 경우 51%에서 치료 방법을 변경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

를 통해 포도막염의 진단 및 치료에서 UWFA의 가치를 입

증하였다. Uzlu et el30
은 난치성 비감염성 포도막염을 앓고 

있는 23명의 44안을 대상으로 ADA 치료를 시행한 이후 

UWFA 등을 통해 치료 반응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형광 누

출의 범위를 기준으로 ADA 치료 시작 전에 비해 치료 후 

3개월, 6월째 유의한 형광누출 범위의 감소가 있었음을 확

인하였다. 베체트 포도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망막혈관염의 

정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UWFA를 이용하여 망막혈관염

의 확인하고, ASUWG에서 제시한 점수 측정 방법을 이용

하여 염증의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고식적 FA를 이용한 점

수와 비교하였을 때 UWFA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31 본 연구에서도 ASUWG에서 제시한 방법을 바탕

으로 베체트 후포도막염 환자의 UWFA 점수를 측정하였으

며, ADA 치료 시작 전부터 ADA 치료 6주, 14주, 30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UWFA 점수의 감소, 즉 후포

도막염 활성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DA 치료 

이후 BCVA, 전방 염증, 유리체흐림 정도의 지속적인 호전

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베체트 포도막염 환자에

서 ADA의 치료 반응 평가 방법으로써 UWFA의 활용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A 치료 시작 이후 UWFA 평가를 통해 

모세혈관을 포함한 망막혈관의 형광 누출, 염색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지만, 시신경유두 과형광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앞선 연구

에서 보고된 것처럼 모세혈관을 포함한 망막혈관의 형광누

출은 후포도막염의 활성도를 보여주며, 치료 반응을 평가

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견 중 하나이다.28,32 

Keino et el33
은 베체트 후포도막염에서 infliximab 치료가 

망막혈관 형광누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치료 

후 형광누출의 유의한 감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 et 

el14 연구에서 또한 ADA 치료에 대해 모세혈관 및 망막정

맥의 형광누출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반면 시신

경유두의 과형광은 비교적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이며, BCVA, 전방 염증, 

유리체흐림 등 포도막염의 상태와 관련된 인자들의 ADA 

치료 후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시신경유두 과형광에 비해 

모세혈관을 포함한 망막정맥의 형광누출에 대한 평가가 베

체트 후포도막염의 활성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UWFA의 도입으로 주변부 망막에 대한 검사가 가

능해지면서 주변부 망막혈관염에 대한 연구들 또한 진행되

었는데, Campbell et el32
은 포도막염에서 주변부 망막혈관

의 형광누출만으로는 임상적인 큰 의미가 없지만, 황반부

종과 같은 다른 혈관조영술검사 소견이나 염증의 활성도를 

보이는 다른 임상 정보들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일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주변부 망막혈관의 형

광누출이 중심부 형광누출과의 관련성은 있지만, 시력 예

후와의 유의한 관련성은 적으며, 고식적 FA 소견과 비교하

여 추가적인 주변부 망막혈관조영 소견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8,34,35 이

렇듯 본 연구에서도 ADA 치료에 따른 주변부 망막혈관의 

형광누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부 망막혈관

의 형광누출 양상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ADA 치료 시작 

전과 비교하여 중심부 모세혈관 및 망막정맥의 형광누출 

정도는 치료 시작 후 6주째부터 지속적으로 유의한 감소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주변부 모세혈관 및 망막정맥의 형

광 누출 정도는 치료 시작 전과 비교하였을 때 치료 시작 

후 14주째부터 유의한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고, 치료 시작 

전에서 6주, 6주에서 14주, 14주에서 30주 각각의 기간 동

안에는 누출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변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ADA의 치료와 함께 포

도막염의 호전이 이뤄짐에 따라 중심부의 망막혈관 형광누

출의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되었으나, 주변부에서는 상대적

으로 형광누출의 변화 정도가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수가 적고,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을 기반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추적 관찰 시의 전방 염증 

및 유리체흐림의 정도는 검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고, 부작용의 유무에 대한 정보누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과 관찰 기간이 30주로 짧아 ADA의 치료효과 및 UWFA 

양상의 분석에 대한 해석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다

수의 베체트 포도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ADA 치료 후 장기

간의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추가적으로 후포도막염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UWFA 평가 항목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UWFA는 베체트 후포도막염에 대한 ADA 

치료 반응의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UWFA를 통해 치료 반

응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시신경유두 과형광이나 황반부종보

다는 망막혈관의 형광누출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모세혈관을 포함한 망막혈관 형광누출의 위치가 

중심부인지 주변부인지에 따라 누출 양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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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협⋅유형곤 : 베체트 포도막염의 치료 반응 평가-

= 국문초록 = 

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통한 베체트 포도막염 환자에서의 

아달리무맙 치료효과 평가분석

목적: 베체트 포도막염 환자에서 아달리무맙 치료를 시행한 후 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통해 치료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베체트병으로 진단받고, 조절되지 않는 포도막염으로 아달리무맙 치료를 시작하여 30주 이상 경과 관찰하였던 17명의 

환자의 32안에 대해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통해 시신경유두 형광누출, 망막정맥 형광누출, 

모세혈관 형광누출 등으로 나누어 포도막염의 상태를 평가하고, 혈관누출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 아달리무맙 치료 시작 이후 

30주까지의 치료 반응을 평가하였다. 

결과: 아달리무맙 치료 시행 후 환자들의 최대교정시력과 초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 점수는 6주, 14주, 30주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형광누출의 경우 아달리무맙 치료 시작 전과 비교하여 치료 시작 후 30주째 망막정맥과 모세혈관의 형광누출은 현저히 줄었

으나(p=0.032, p=0.004), 시신경유두 과형광은 상대적으로 지속되었다(p=0.083). 각 경과 관찰 시기마다 중심부 망막혈관 형광누출

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주변부 망막혈관 형광누출의 경우 0-6주, 6-14주, 14-30주 기간 동안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결론: 베체트 환자의 포도막염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광각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이용할 수 있다. 망막혈관의 형광누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위치에 따라 누출 양상의 차이가 있다.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2;21(3):11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