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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망막수술의 기왕력이 없고 고식 인 수술방법으로는 후가 나쁠 것으로 상되는 망막박

리에서 유리체 제술과 일차 으로 실리콘 기름을 사용했을 경우의 기 용의 유용성  합병증을 알

아보고자 망막박리로 유리체 제술과 실리콘기름주입술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 추 찰이 가능한 환자 

44명을 상으로 연구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리체 제술 후 시력이 두  이상 호 된 경우는 45안  24안(53%)이었으며, 18안(40%)에서는 

시력의 변화가 없었다. 2. 실리콘기름주입술 후 16안에서 평균 6.9개월에 실리콘기름을 제거하 으며 그 

 1안에서 망막박리가 재발되어 실리콘기름 재주입술을 시행하여 망막재유착을 이루었다. 3. 재수술을 

포함하여 해부학 인 재유착은 45안  44안(97%)에서 이루었다. 4. 실리콘기름주입 후 발생한 합병증은 

백내장(16안), 녹내장(10안), 실리콘기름의 유화(5안), 각막병증(2안), 재발성 망막박리 (1안)이었다. 

                          

1. 서론

 망막박리 수술은 Jules Gonin이 ignipuncture를 망막 

재유착에 이용한 이후, Custodis가 발 시킨 공막돌

융술이 냉응고술과 함께 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기름주입술은 기술 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시술

할 수 있고, 술 후 바로 안 찰이 가능하고 엄격한 

자세유지의 필요성이 으며 장기간 안구내충 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 효과와 신생 생성 억제효과가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안내로부터 제거하기 해 

 한번의 수술이 필요하고 굴 력이 변하며 백내장, 이차녹

내장, 각막병증, 재박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단 이 있다. 최근 수술 술기의 발달로 증식유리체 망

막병증, 거 열공망막박리, 증식당뇨망막병증, 안외상, 홍

채 신생  등의 난치성 망막박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재발 망막박리나 외상 후 발생한 망막박리 등

의 합병증이 동반된 망막박리에서는 실리콘기름을 많이 

사용하지만 망막박리의 일차  치료방법으로 실리콘 기

름을 사용한 환자에 한 국내보고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망막수술의 기왕력이 없고 고식

인 수술방법으로는 후가 나쁠 것으로 상되는 

망막박리에서 유리체 제술과 동시에 실리콘 기름을 

사용한 환자들을 상으로 하여 망막박리에서 일차

으로 실리콘 기름을 사용했을 경우의 기 용의 

유용성  합병증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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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차

2.1. 연구 상

 1999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서울 소재 안과에서 망막

박리로 유리체 제술과 실리콘기름주입술을 시행하고 6개

월 이상 추 찰이 가능했던 환자  의무기록지의 기록

상태가 정확한 44명의 45안을 후향 으로 연구하 다.

 

2.2. 연구 차

2.2.1 실리콘기름 주입 방법

 45안은 모두 평면부유리체 제술을 시행 후 비 이 

0.971이며 도가 1000 CS (centistokes)인 실리콘기름(FCI, 

USA)을 주입하 다. 실리콘기름 주입술은 유리체 제술  

련술기를 시행 후, 유리체강을 공기로 치환 시키고 다

시 실리콘기름으로 치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2.2.2 술 방법

 유리체 제술과 실리콘기름주입술 이외의 수술방법으

로는 안내 이 , 냉동유착술, 망막 제술, 공막두르기

와 공막돌융술이 사용되었다. 수정체 제술은 6안에서 

시행하 고 음 유화술은 2안에서 시행하 다.

수술 후 이학  검사로는 방문 때마다 교정시력  

안압을 측정하 고 홍채신생  유무, 수정체상태 등

의 안부검사와 정 안 검사 등을 시행하 다. 실리

콘기름은 평균 6.9개월에 45안  16안에서 2-port 혹

은 3-port 공막 개술을 시행 후 류하면서 다른 공막

창으로 Trocha®를 이용하여 실리콘기름을 흡인하거나 

수동 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제거하 다. 실리콘기름주

입술 후 경과 찰은 수술 후 1주, 1개월, 2개월, 6개월에 

시행하 으며 최 교정시력, 안압, 세극등 미경, 안

검사 등을 통해 안부  안 를 찰하 다. 

 

2.2.3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 으며 유의수 은 

95%로 설정하여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를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3. 결 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는 44명의 45안  남자는 24안, 여자는 

21안이었고, 평균 연령은 52세(범  : 8세-71세)이었

으며 평균 추 찰 기간은 12.1개월(범 :6개월～33

개월)이었다(표 1).

[표 1] 환자군의 나이와 성별 분포

 

나이(세)

안구수(%)

남성 여성 합계

0～9 1 0  1(  2%)

10～19 1 0  1(  2%)

20～29 0 1  1(  2%)

30～39 2 2  4(  8%)

40～49 4 6 10( 22%)

50～59 8 5 13( 29%)

60～69 7 7 14( 31%)

70～79 1 1  2(  4%)

합계 24(53%) 21(47%) 45(100%)

45안  43안은 수정체안이었으며 2안은 수정체안

이었다. 45안 모두 술 에 최 교정시력, 안압, 세극등

미경, 음 검사, 망막 도검사  안 검사를 

시행하 으며 환자들의 질환군은 증식 당뇨망막병증, 

열공망막박리 그리고 포도막염  견인망막박리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

[표 2] 수술  환자의 질환군

질  환 안구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견인성 망막박리 27( 60%)

열공성 망막박리 16( 35%)

포도막염, 견인성 망막박리  2(  5%)

합  계 45(100%)

3.2. 술  질환군 분석 

 술 에 유리체출 이 있었던 14안  12안은 증식당뇨

망막병증에서 발생하 고 나머지 2안은 열공망막박리에서 

발생하 다. 증식유리체 망막병증이 있었던 10안은 모두 C

등  이상이었고 그  1안은 미만성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었다. 황반원공이 있었던 4안은 각각 3단계(2안)과 4단계(2

안)이었다. 거 망막열공이 있었던 3안은 모두 5시간 이상

의 열공이었으며 그  1안은 거 망막열공과 더불어 망

막 주변부 체에 다발성 망막열공이 동반되었다(표 3).

수술  망막의 병리 안구수 (안)

다발성 망막 열공 18

유리체 출 14

증식성유리체망막병증 10

황반원공 5

거 망막열공 3

포도막염 2

[표 3] 수술  망막의 병리

3.3. 술 후 기능  성공률

 수술 후에 2  이상 시력이 호 된 경우는 2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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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으로 평균 3.1 (범  : 2-8 ) 증가하 으며 

수술 후의 시력 변화가 없는 경우는 18안(40%)이었고 

2  이상 시력이 감소한 경우는 3안(6.7%)이었다(그림1).

(LP : 광각, HM : 안전수동, FC : 안전수지)

 

[그림 1] 수술전과 수술후의 최대 교정시력 비교

 

3.4. 술 후 해부학  성공률

 술 후 6개월 이상 추 찰 결과 45안  44안(97%)

에서 해부학 인 성공을 보 다. 재유착되지 못한 1안

은 증식당뇨망막병증과 견인망막박리가 있었던 환자로 

체 망막에 다발성 열공이 있어 공막두르기와 실리콘

기름주입술을 시행하 다. 술 후 2개월부터 하부 망막이 

재박리되었으나 환자가 원치 않아서 재수술은 하지 않

고 실리콘기름을 넣어둔 상태로 유지하 다.

 본 연구에서는 45안  44안이 망막 재유착에 

성공하여 97%로 나타났다(표4).

[표 4] 체 수술안의 최종 성공률

안구수 해부학  성공률 기능   성공률

45(100%) 44(97%) 24(53%)

 

[표 5]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견인성 망막박리에서의 성공률

 체 해부학  성공 기능  성공

안구수 27 26 16

성공률(%) 100% 96% 59%  

[표 6] 열공성 망막박리에서의 성공률

 체 해부학  성공 기능  성공

안구수 16 16 8

성공률(%) 100% 100% 50%

[표 7] 포도막염, 견인성 망막박리에서의 성공률

 체 해부학  성공 기능  성공

안구수 2 2 0

성공률(%) 100% 100% 0%

 

3.5. 술 후 합병증 

 실리콘기름주입과 련된 합병증  백내장은 45안 

 16안(35.6%)에서 발생하 으며 12안에서 평균 7.8개

월에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하 다. 12안  3안은 실리

콘기름제거술과 동시에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하 고 10

안 에서는 인공수정체도 삽입하 다. 수정체 혼탁을 제

거하여도 시력 회복이 기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4

안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았다. 녹내장이 발생한 10

안(22.2%)은 안약으로 Cosopt
®
과 Xalatan

®
을 사용하여 

조 하 으며 acetazolamide 1,000mg을 복용하여도 안

압이 30mmHg 이상으로 지속된 6안에서 실리콘기름을 

제거하 다. 실리콘기름을 제거한 6안  5안은 안압이 

조 된 반면 신생 녹내장이 동반된 1안은 여과수술 

후에 안압이 조 되었다. 이 외에도 실리콘기름의 유화

가 5안에서 발생하 고 수포각막병증은 2안에서 발생 

하 으며 7안 모두 실리콘기름을 제거 후 망막은 유착

된 상태로 유지되었다(표8). 실리콘기름 제거 후 수포

각막병증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표9). 

[표 8]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합병증 안구수(%)

백내장 16 (35.6)

녹내장   10 (22.2%)

실리콘기름의 유화 5 (11%)

수포각막병증 2 (4%)

 

[표 9] 수술 후 발생한 백내장의 처치

음 유화술 9 (56%)

음 유화술 과 실리콘기름 제거술 3 (19%)

보존  치료 4 (25%)

3.6. 실리콘기름 제거술

 실리콘기름주입 후 평균 6.9개월에 45안  16안

(35.6%)에서 실리콘기름을 제거하 다. 실리콘기름

은 실리콘기름주입술 후 3개월 동안 망막이 유착된 

상태로 있거나 이차녹내장이나 실리콘기름의 유화 등

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제거하 다. 실리콘기름

을 제거한 군은 제거하기 과 비교하여 평균 2.5

의 시력이 증가하 고 제거하지 않은 군은 평균 0.8

의 시력이 증가하 다. 실리콘기름을 제거한 군은 

제거하기 과 비교하여 시력이 Snellen 시표상 평균 

2.5  증가 하 고 제거하지 않은 군에서는 평균 0.8

 증가하 다(표12). 실리콘기름을 제거한 군은 술 

 최  교정시력 0.1이상이었던 경우가 3안(18.6%)

이었으며 술 후에는 10안 (62.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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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실리콘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군은 술  최

교정시력 0.1 이상이었던 경우가 1안(3.4%) 이었으며 

술 후에는 5안(17.2%)이었다(표11). 두 군의 시력 차

이는 통계학 으로 유의하여 실리콘 기름 제거 후 시

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표12).   

[표 10] 실리콘기름 제거술의 원인

실리콘기름 제거술의 원인 안구수

3개월 이상의 망막 유착 3

이차녹내장 6

실리콘기름의 유화 5

수포각막병증 2

합   계 16

 

[표 11] 실리콘기름 제거군과 제거하지 않은 군의 시력 비교

 
실리콘기름

제거군

실리콘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군

술  3안 (18.6%) 1안 (3.4%)

술 후 10안 (62.5%) 5안 (17.2%)

 

[표 12] 실리콘기름 제거군과 제거하지 않은 군의 Snellen 시력 증가분

실리콘기름 

제거군

실리콘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군

2.5 0.8

4. 고 찰  

 본 연구는 실리콘기름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 하고 

망막상태를 주의 깊게 찰하면서 한 실리콘기름 

제거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었

으며  유리체 제술 후 안내충 물로 실리콘 기름을 사

용하는 것은 여러 합병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높은 

해부학  성공률과 시력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 

 망막박리 환자에서 일차수술로 유리체 제술 후 

유리체 용물로 실리콘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합병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높은 해부학  성공률과 

시력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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