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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혈압 및 안압에 미치는 영향
: 고혈압 이환군과 비이환군의 비교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혈압과 안압에 미치는 영향이 고혈압 이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당뇨황반부종, 맥락막 신생혈관 등 안과적 혈관질환을 진단받고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녹내장 약물을 투여 중이거나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혈압 조절 상태가 불량한 고혈압
환자들을 제외한 135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술전에 혈압 및 안압을 측정한
후 수술실에서 무균적 처치하에 베바시주맙 1.25 mg을 하이측 평면부를 통해
유리체강내로 주입하였다. 시술 30분 후에 혈압 및 안압을 측정하고 시술 1시간
후에 혈압을 반복 측정하였다. 이후 경과 관찰은 시술 후 1일, 1주, 3주에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시술 후 6개월까지 경과 관찰하였다. 매 경과
관찰시마다 혈압과 안압을 측정하였고 기본적인 안과 검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135명 중 고혈압 이환군은 61명, 비이환군은 74명이었으며, 두 군간에
성별, 연령분포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P = 0.194, 연령 P = 0.469).
시술 전 측정된 혈압은 고혈압 이환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138.13 ± 17.93 mmHg,
이완기 혈압은 83.03 ± 11.28 mmHg이었으며, 비이환군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27.99 ± 15.16 mmHg, 이완기 혈압이 78.57 ± 11.24 mmHg으로 고혈압군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비이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수축기 P =

i

0.001, 이완기 P = 0.023). 고혈압 이환군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시술 후
모든 시기에서 시술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이환군
에서는 시술 후 30분째에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상승되었으며 (P < 0.05), 시술 후 1일째에 측정한 이완기 혈압이 시술 전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강하였다 (P < 0.05). 두 군 모두에서 고혈압성
위기는 모든 시기에 걸쳐 보고되지 않았다.
시술 전에 측정한 평균 안압은 고혈압 이환군에서 12.41 ± 2.91 mmHg,
비이환군에서 13.21 ± 2.31 mmHg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8). 두 군 모두에서 시술 후 30분째에 측정한 평균 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으나 (p < 0.05), 시술 후 1일 및 1주 째에 측정한
평균 안압은 시술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강한 소견을 보였다 (p <
0.05). 시술 30분 후에 안압이 25 mmHg 이상으로 상승된 예는 없었으며, 녹내장
약물의 사용이 필요하였던 경우도 없었다.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은 일시적인 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고혈압의 이환여부와 관련없이 유의한 혈압과 안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따라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은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안과적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혈압, 안압,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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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리체강내 주입술은 여러 망막, 유리체 질환의 치료에 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서 최근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ntibody)인

베바시주맙

(Bevacizumab, Avastin®)이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폐쇄, 맥락막신생혈관 등의
망막혈관질환 치료에 효과적임이 보고됨에 따라 안과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Arevalo 등, 2007; Michels 등, 2005; Rich 등, 2006; Gunduz와 Bakri, 2008).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성장인자에

대한

재합성된

단클론

항체로서

본래

직장암의 화학요법에 보조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전의 연구에서 베바시주맙
등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 항체를 정맥내 투여하였을 때, 급성 고혈압, 단백뇨,
창상치유 지연, 위장관 천공, 위장관 출혈, 뇌출혈, 색전증 등의 전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Michels 등, 2005; Kamba와 McDonald, 2007),
전신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안과적 질환의 치료에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도입되었다. 최근 Kernt 등은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전반적으로 혈압의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Kernt 등, 2007), Wu 등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 (0.59%), 뇌혈관질환 (0.5%),
심근경색 (0.4%) 등의 발생을 보고하였으며 (Wu 등, 2007), Fung 등은 인터넷
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혈압

상승

(0.21%),

일과성

허혈발작

(0.01%),

심부정맥 색전증 (0.01%) 등 전신적 부작용의 발생을 보고하였다 (Fung 등,
2008).

１

유리체강내 주입술은 안압상승, 백내장, 안내염, 포도막염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베바시주맙

수

있는

것으로

주입술이

안압의

보고되어

있으며

(Im

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2008),
대한

유리체강내

연구도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시술 직후에는 부피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나 30분 이내에 대부분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Hollands 등, 2007; Falkenstein 등 2007).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 일 이내의 단기적인 안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안압의
변화가 혈압의 변화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lein 등, 2005).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혈중 혈관내피성장인자의 농도가 높으며
(Sane 등, 2004), 이는 고혈압에 의한 미세혈관손상에 의해 혈관내피성장인자가
분비되어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혈압의 안정화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Battegay

등,

2007)

고혈압

환자에

있어

혈관내피성장인자의

비활성화에 의한 전신적 반응이 정상인에서의 반응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에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혈압 또는 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Kernt 등은 고혈압 이환군과 비이환군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두 군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으며 (Kernt 등,
2007), Ziemessen 등은 고혈압 이환군만을 대상으로 혈압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Ziemessen 등, 2008). 고혈압의 이환 여부에 따라 베바시주맙
주입후 혈압 및 안압의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에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후

고혈압

이환군과

고혈압

비이환군에서의 안압 및 혈압의 변화를 분석하여 고혈압 이환여부에 따른
２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안압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３

II. 연구대상 및 방법

2007년 5월 15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들은 베바시주맙의 부작용 및 효과 그리고 이 약제가 적응증외 투여되는
사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술을 시행받았다.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시술 전에 본원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조절
상태 등에 대해 협의진료를 의뢰하였고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본원
신경과에 의뢰하여 술전에 신경학적 이상에 대해 평가하였다. 녹내장 약물을
투여받고 있거나 이전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및 혈압 조절 상태가
불량한 환자, 시술 후 1주 이내에 경과 관찰이 소실된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술은 무균적 처치하에 수술실에서 이루어졌으며, 4% 리도카인을 점안하여
국소마취를 시행 후 1.25 mg의 베바시주맙을 하이측 평면부 (우안의 8시 방향,
좌안의 4시 방향 각막윤부에서 3.5 mm 떨어진 공막부위)에 30 Gauge needle을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주입 후, 간접 검안경을 이용하여 약제의 적절한 주입이
이루어졌는지 안저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시술 후에는 경구 항생제 (Cefdnir)와
점안 항생제 (levofloxacin)만을 처방하여 1주간 투여하도록 하였다.
술전에 모든 환자들의 혈압과 안압을 측정하였으며, 시술 30분 후 및 시술
1시간 째에 반복측정하였으며, 1시간째에는 혈압만을 측정하였다. 경과 관찰은
술후 1일, 1주, 3주 및 1개월 째에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1개월마다 시술 후

４

6개월까지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매 방문시마다 혈압 및 안압의
측정을 포함하여 세극등 검사, 안저검사 등의 안과적 기본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압의

측정은

자동혈압계

(BP203RV-III,

Omeron

healthcare,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전에는 5분 이상 편안한 자세로 앉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안압의 측정은 골드만 압평 안압계를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Windows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경과 관찰시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안압이
시술 전에 비해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였고, 고혈압 이환군과 비이환군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안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있어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으며, 통계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

처음

시행하였다.

５

시행받은

눈에

대해서만

분석을

III. 결 과

2007년 5월 15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아주대병원 안과에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대상기준을 만족하는 135명의 135안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35명의 환자 중 50명 (37%)은 같은 쪽 또는
반대쪽 눈에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1회 이상 반복 시행받았으나 처음
시술받은 눈만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기본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고혈압 이환군과 비이환군간의 성별, 평균연령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술 전 측정된 혈압은 고혈압 이환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138.13 ± 17.93
mmHg, 이완기 혈압은 83.03 ± 11.28 mmHg이었으며, 비이환군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27.99 ± 15.16 mmHg, 이완기 혈압이 78.57 ± 11.24 mmHg으로 고혈압군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비이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수축기
P = 0.001, 이완기 P = 0.023). 고혈압 이환군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시술
후 모든 시기에서 시술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이환군에서는 시술 후 30분째에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으며 (P < 0.05), 시술 후 1일째에 측정한 이완기
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강하였다 (P < 0.05). 두 군
모두에서 고혈압성 위기는 모든 시기에 걸쳐 보고되지 않았다 (Fig. 1, 2).

６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hypertensive & non-hypertensive patients receiving
intravirtreal bevacizumab injections
NonBaseline characteristics

Hypertensive

(N= eyes)

group (N= 61)

hypertensive

P value

group (N= 74)
Age (yrs) (Mean ± SD)

58.95± 12.55

56.07± 12.97

( 32 , 88 )

( 26 , 77 )

Male

30 (49.2%)

38 (51.4%)

Female

31 (50.8%)

36 (48.6%)

Diabetes

41 (67.2%)

35 (47.3%)

Stroke

6 (9.8%)

3 (4.1%)

Choroidal neovascuarization

4 (6.5%)

20 (27.1%)

Occult type

3 (4.9%)

9 (12.2%)

Classic type

1 (1.6%)

2 (2.7%)

Others

0 (0.0%)

9 (12.2%)

Retinal vascular occlusion

19 (31.2%)

11 (14.9%)

BRVO, HRVO

14 (23.0%)

7 (9.5%)

5 (8.2%)

4 (5.4%)

30 (49.4%)

30 (40.5%)

8 (13.1%)

12 (16.2%)

(Max, Min)
Gender

0.194*

0.469

†

Underlying diseases
Indications for
Bevacizumab injections

CRVO
Diabetic macular edema
Others
(RAP, PCV, CSCR, etc.)
*

Independent t-test.

†

Chi-square test.

SD, standard deviation; 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HRVO, hemi-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CRVO, 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RAP, retinal angiomatous
proliferation;

PCV,

polypoidal

choroidal

chorioretinopathy.

７

vasculopathy;

CSCR,

central

serous

Fig. 1. Blood pressure changes in hypertensive group after a single 1.25 mg intravitreal
injection of bevacizumab. The boxplot depicts the 50% interquartile range of BP
among the patient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Fig. 2. Blood pressure changes in non-hypertensive group after a single 1.25 mg intravitreal
injection of bevacizumab. The boxplot depicts the 50% interquartile range of BP
among the patient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８

시술 전에 측정한 평균 안압은 고혈압 이환군에서 12.41 ± 2.91 mmHg,
비이환군에서 13.21 ± 2.31 mmHg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8). 두 군 모두에서 시술 후 30분째에 측정한 평균 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으나 (p < 0.05), 시술 후 1일 및 1주 째에 측정한
평균 안압은 시술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강한 소견을 보였다 (p <
0.05). 시술 30분 후에 안압이 25 mmHg 이상으로 상승된 예는 없었으며, 녹내장
약물의 사용이 필요하였던 경우도 없었다.
두 군에서 안압의 유의한 변화가 관찰된 시술 후 1주간의 혈압과 안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이환군에서는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과
안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 > 0.05),
비이환군에서는 수축기 혈압과 안압, 이완기 혈압과 안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5) (Table 3, 4).

９

Table 2. Intraocular pressure (mmHg) changes in hypertensive & non-hypertensive patients
30 min after
Baseline

1 day

1 week

3 weeks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6months

injection

Mean IOP ± SD

13.11

14.58

11.99

12.16

12.75

12.75

13.10

13.22

13.17

13.20

in Hypertensive group

± 2.31

± 2.88*

± 2.60*

± 2.31*

± 2.54

± 2.51

± 2.40

± 2.71

± 2.20

± 2.01

( 9 , 18 )

( 9 , 24 )

( 6 , 21 )

( 7 , 19 )

( 8 , 19 )

( 8 , 19 )

( 9 , 18 )

( 9 , 19 )

( 9 , 16 )

( 10 , 16)

Mean IOP ± SD

12.77

13.78

10.82

11.71

12.19

12.55

12.79

12.78

13.04

13.06

in Non-hypertensive

± 2.97

± 3.97*

± 2.63*

± 2.47*

± 2.97

± 3.09

± 3.40

± 2.58

± 3.36

± 2.26

group (Min. , Max.)

( 6 , 20 )

( 2 , 25 )

( 3 , 16 )

( 6 , 18 )

( 6 , 21 )

( 5 , 20 )

( 6 , 26 )

( 9 , 18 )

( 7 , 20 )

( 9 , 18 )

(Min. , Max.)

10
*

Significant change compared with baseline measurement (paired t-test, p < 0.05 ).

IOP, intraocular pressur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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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systolic blood pressure and intraocular pressure
30 min after
Baseline

1

day

1 week

injection

*

Hypertensive group

0.093

0.072

0.334

0.324

Non-hypertensive group

0.011*

0.037*

0.001*

0.007*

Statistically significant (Pearson relation coefficient, p < 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intraocular pressure
30 min after
Baseline

1

day

1 week

injection

*

Hypertensive group

0.0941

0.235

0.906

0.882

Non-hypertensive group

0.004*

0.007*

0.002*

0.044*

Statistically significant (Pearson relation coeffici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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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최근 여러 망막혈관질환에 대한 베바시주맙의 효능이 보고되면서 (Arevalo
등, 2007; Rich 등, 2006; Gunduz와 Bakri, 2008)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시적인 안압의 상승이나 혈압 상승의 위험 등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Wu 등, 2007, Hollands 등, 2007; Falkenstein 등, 2007),
고혈압 이환 여부에 따라 안압 및 혈압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후

고혈압

이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압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보고와 같은
결과로 고혈압 환자들은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함으로 인해 혈관긴장도가 엄격히
조절되기 때문에 감정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Ziemssen 등, 2008). 하지만 고혈압 비이환군에서는 시술 30분 후 수축기 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으며, 시술 1일 째, 이완기 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강된 소견을 보였다. 이는 Kernt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술에 관련된 감정적 스트레스의 이완 및 혈압의 생리적
일중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Kernt 등, 2007). Bakri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 유리체강내로 베바시주맙을 주입하였을 때,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한 시기는 주입 8일 후였으므로 (Bakri 등, 2007) 시술 30분 째에
발생한 일시적 수축기 혈압의 상승이 베바시주맙의 혈관내피성장인자 억제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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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피성장인자에

대한

억제가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Mourad 등에 따르면 베바시주맙에 의한 혈관내피세포의
기능부전과 미세혈관의 수적 감소 등이 혈압의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Mourad 등, 2008), 6개월 동안 환자들에게 투여된 베바시주맙의 누적 용량은
평균 3.16 ± 0.9 g이었다.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6개월에 걸쳐 장기적인 혈압의
상승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대상자 135명 중 50명만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반복 시행받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지속적인 반복 주사 후 베바시주맙에
의한 혈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직후에 보이는 안압의 일시적 상승 소견은
유리체 용적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부적절한 주입용량, 공막 경성, 주입
부위로부터의 역류, 주사바늘의 직경 등의 여러 요인이 이러한 유리체 용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다 (Bakri 등, 2007).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지속적인 안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녹내장
약물의 투여는 필요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Hollands 등, 2007; Falkenstein 등,
2007), Blanco 등은 시술 직후의 급격한 안압의 상승이 이전에 시신경 유두
손상이 있었거나 안압 상승에 취약한 환자들에게는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Blanco 등, 1998). 이와 관련되어 시술 전
전방천자의 필요성이나 술후 1시간 째에 안압의 측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술 30분 후 두 군 모두에서 안압이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된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Bakri 등, 2007; Hollands 등, 2007). 본 연구에서 시술 후 30분 째 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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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mHg 이상으로 상승되었던 경우는 없었으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압의 상승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술 후 60분 째의 안압
측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술 후 1일 및 1주째에 측정한 안압이 두 군 모두에서 시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강하였는데, 이는 섬유주 세포들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섬유주 세포들은 안압상승에 의한 섬유주 세포외 기질의
기계적 신장이나 뒤틀림 등에 반응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 enzyme 등을
활성시킴으로써 방수의 유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ott 등, 2008; Bradley 등, 2001). 따라서 일시적 안압
상승에 의해 방수 유출이 증가된 후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의 안압
하강 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Xu

등은

혈압과

안압의

변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Xu 등, 2007), Vaajanen 등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와 같은 항고혈압 약제의 경구 투여가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비해
안압은 미약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Vaajanen 등, 2008).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고혈압 비이환군에서는 혈압과 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데 비해 고혈압군에서는 혈압과 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환자의

수가

적고,

혈압의

측정이

1회씩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시술 후 초기에 일시적인 안압 및 혈압의 변화를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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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안압과 혈압은 술전에 비해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더

큰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혈압은 일중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혈압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활동성 혈압 감시(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가 유용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적 문제와 함께 환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전신적 베바시주맙
투입술 후 혈압의 상승이 수개월 이후에 발생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Mourad 등,
2008; Hurwitz와 Saini 등, 2006) 단기간의 활동성 혈압 감시는 본 연구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후 24시간 혈압감시를 시행한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Ziemessen 등, 2008).
혈압과 안압의 측정에서 일중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경과
관찰시 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측정이 필요한데 (Ceyhan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일정한 오후 시간에 경과 관찰되어 일중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은 일시적으로 혈압의 변화 및
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고혈압의 이환여부와
관계없이 유의한 혈압과 안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따라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은

혈압

조절

상태가

양호한

고혈압

환자들에게

있어

안전하게 안과적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녹내장

환자들에게 있어 시술 초기의 안압 상승에 대한 영향 및 시술 후 60분 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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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체내 누적으로
인한 장기적 영향 및 혈압 조절 상태가 불량한 환자들에서의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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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이 혈압과 안압에 미치는 영향이 고혈압
이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혈압 이환군 61명,
비이환군 74명 등 총 1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 후 시술 전에 비해 일시적인 유의한 안압의 상승이 유발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고혈압의 이환여부와 관련없이 유의한 혈압과 안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따라서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은 고혈압 이환여부와
관련없이 안전하게 안과적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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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lood Pressure and Intraocular Pressure Changes in Hypertensive
and Non-hypertensive Patients after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Hun Sub L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o Min Lew)

Purpose : To evaluate the changes in blood pressure (BP) and intraocular pressure (IOP) in
patients with and without hypertension after intravitreal bevacizumab (Avastin®) injec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d 135 consecutive patients treated with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for retinal vascular diseases over a 6-month period. IOP and BP were
measured before and 30 minutes, 1 hour (IOP was not measured at 1 hour after injection), 1
day, 1 week, 3weeks and every 1 month after bevacizumab injec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The mean baseline systolic and diastolic pressu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ypertensive group (systolic P = 0.001, diastolic P = 0.023). None of the systolic and
diastolic values after injection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baseline valu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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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ve group. In contrast, the 30-minute systolic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baseline (P < 0.05), and the 1-day diastolic values were lower than before surgery in the
non-hypertensive group (P < 0.05). The mean baseline IOP of the non-hypertensive and
hypertensive groups was similar (P = 0.08). The mean IOP 30 minutes after inje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baseline mean IOP (P < 0.05), and the mean IOP at 1 day and 1
week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 surgery in both groups (P < 0.05).
Conclusion: Although a few valu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verall trend showed no
major changes in BP and IOP after injection, and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s safe in
terms of BP and IOP in both hypertensive and non-hypertensive patients after 6-months of
follow-up.

Key words :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Intraocular pressure, Blood pressure,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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