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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성 폐쇄로 인하여 실패한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 시행 환자에서
트리암시놀론 사용의 효과
Revision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with Triamcinolone Injection
under Assisted Local Anaesthetic
김돈경⋅이태수
Don Gyung Kim, MD, Tae Soo Lee, MD, PhD
누네안과병원
Department of Ophthalmology, Nune eye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determine the success rate of revision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DCR) with an injection of intraoperative
triamcinolone under local anaesthesia.
Methods: In a prospective, nonrandomized consecutive case series, 32 adult patients (36 eyes) with failed primary endoscopic
DCR underwent revision surgery under local anaesthesia. During endoscopic DCR, 0.2 mL of triamcinolone was injected into the
lacrimal sac and scar tissue surrounding the surgical osteum. The surgical success rate was then determined based on anatomical patency and resolution of patient symptoms
Results: There were 32 patients (25 female and 7 male) and four had bilateral surgery. Patient ages ranged from 20 to 81 (mean
61). Anatomical patency was achieved in 36 cases (100%) and symptoms had improved in 32 of 36 cases (88.9%). Remaining
four failed cases had continued symptoms even anatomical patency.
Conclusions: Revision endoscopic DCR had a high success rate (88.9%) when an injection of triamcinolone was administered
intraoperatively.
Ann Optom Contact Lens 2018;17(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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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다.1-3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점
막의 상처 치유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육아종 형성으로

비루관 폐쇄에 있어서 내시경을 이용한 비강내 누낭비강

인한 골공의 막성 폐쇄이다. 연구에 따르면 누낭비강문합

문합술은 비강내 접근법을 통하여 비루관 폐쇄를 해결하는

술을 받은 22명의 환자에서 수술 직후 평균 11.84 mm의

방법으로 피부 절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회복이

직경을 가지는 골공이 수개월 안에 평균 1.80 mm로 작아

빠르며 생리적 눈물 분비 배출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누낭비강문합술의 실패 원인으로
골공의 폐쇄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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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반흔형성으로 인한 문합 실패율을 낮추기 위하여 상
처회복과정에서 염증기, 증식기의 섬유모세포 성장을 억제
하여 반흔형성을 줄이는 목적으로 누낭비강문합술시 술중
비점막 개구부에 국소적으로 프레드니솔론 도포 및 주입,
마이토마이신 C, 5-플루오로우라실 주입술을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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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러한 부가적인 약물 주입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

신 C가 적셔진 거즈를 5분간 비강 내에 유지하였고 트리암

문마다 약물의 농도 및 적용시간, 적용방법 등이 표준화 되

시놀론(40 mg/mL)을 1 mL 주사기 안에 0.2 mL 용량으로

어있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보고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26 gauge 주사바늘을 구부려 골공 주위의 연부조직에 주입

4-7

있다.

또한 이러한 치료들 중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연

하였다. 이후 비강을 항생제로 적인 합성스폰지(Merocel®,

구는 아직 많은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지 않아 저자들은 비

Beaver-Visitec International, Waltham, MA, USA)로 채워

강내 누낭비강문합술 이후 막성폐쇄가 발생한 환자 32명

수술을 마무리지었다. 수술 종료 3주 후에 2차 트리암시놀

36안을 대상으로 교정수술 이후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고

론 주입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다음 날부터 한 달간 점안

추적 관찰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항생제를 하루 4번씩 점안하였고, 수술 2-3일째 수술 중 지

하였다.

혈을 위하여 비강에 넣어 뒀던 합성스폰지를 제거하였다.
수술 후 첫 한 달간은 매주마다, 그 다음 한 달간은 2주마
다, 그 이후 약 4개월간은 한 달마다 경과관찰하면서 유루

대상 및 방법

증상의 호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내시경을 이용하여 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누네안과병원에서 비

강내 골공 부위의 상처 치유 상태를 검사하였다. 이 교정수

루관폐쇄증으로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 후 막성폐쇄로 진

술의 성공은 환자의 증상이 소실되며, 내측 누공이 개통되

단받은 환자 32명 36안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조사하였

어있고, 형광색소검사에서 비강 내시경 관찰 하에 형광색소

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비강의

가 비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하였다. 최종 성공 여부는 술

크기, 비강내 다른 병변의 유무 및 비중격만곡 등의 비강내

후 6개월간 경과관찰하여 마지막 내원 시의 상태에 의해 정

상태를 확인하였고 심한 비중격만곡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

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서 제외하였으며 국소마취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의 실패는 실리콘관을 제거한 후
환자가 유루증을 호소하거나 비강 내시경 관찰 하에 비내

결

과

측 누공이 폐쇄되거나 형광색소검사에서 형광색소가 비강
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막성폐쇄의 교정수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1세(20-81세)였으며, 남자가 7명

술은 2% 리도케인(Xylocaine®, Daihan Pharm, Seoul, Korea)

9안, 여자가 25명 27안이었으며 양안을 수술한 환자는 총

과 1:100,000 에피네프린 혼합액 2.5 mL, 부피바케인 2.5

4명,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이었다. 비강내 누낭비강문합

mL를 5 mL 주사기에 혼합해 그 용액을 눈물점과 비측 사

술 후 막성 폐쇄로 진단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9개

이로 국소마취한 후, 눈물점확대기를 통하여 눈물점을 확

월(6-20개월)이었다(Table 1). 트리암시놀론 주입 이후 골

대시켜 0.89 mm 굵기의 transilluminator (endoilluminator®,

공의 유지는 교정 수술 6개월 뒤에 평가되었고, 교정 수술

Alcon, Fort Worth, TX, USA)를 눈물점과 눈물소관을 통해

의 성공은 환자의 증상이 소실되며, 내측 누공이 개통되어

눈물주머니 내에 위치시켰다. Transilluminator의 광선을 비

있고, 형광색소검사에서 비강 내시경 관찰 하에 형광색소

강내 내시경을 통하여 확인한 후 2% 리도케인(Xylocaine®,

가 비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하였다. 막성폐쇄의 교정 수

Daihan Pharm)으로 다시 비강 내를 국소마취 하였으며 ra-

술 및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받은 36안 중 36안(100%)에

diofrequency surgical unit (Ellman ntl. Inc., NY, USA)을

서 교정수술 6개월 후 평가 시 골공의 해부학적 개통이 유

이용해 점막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후 0.04% 마이토마이

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32안(88.9%)에서는 골공
의 해부학적 기능적 개통이 모두 유지되었으나 4안(11.1%)

Table 1. Patient profiles
Variable
Number of patients (eyes)
Age (years)

에서는 해부학적으로 골공의 개통이 유지되었으나 경미한
Parameter

Range

32 (36)
61

20-81

Variable

Gender
Male

7

Female

25

Numer of bilateral surgery

4

Mean time to onset of MO (months)

9

MO = membranous obstruction.

Table 2. Results of triamcinolone injection
Ostial patency
Symptoms

6-20

Parameter

Percentage

36

100

Better

32

88.9

Unchanged

4

11.1

Worse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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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루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4안 모두 술

실은 피리미딘 유사물(pyrimidine analogue)로 1957년 Dushinski

전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추

et al16이 최초로 합성하였고 1982년 Blumenkranz et al17이

가적인 교정수술을 원하지 않았다(Table 2). 트리암시놀론

안과영역에서는 처음 사용하였으며 DNA 합성에 필요한

주입술 후 시간경과에 따른 유루증상 호전의 누적발생률은

thymidylate synthetase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섬유아세포

수술 5주 후에 21안(58.3%), 10-15주 후에 28안(77.8%), 20주

의 증식을 억제시켜 반흔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후에 31안(86.1%), 24주(6개월) 후에 32안(88.9%)로 평가

2010년 Kong et al 은 연구를 통하여 수술 후 위 두 약물의

되었다(Fig. 1).

보조적 사용이 코 점막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수술 결과를

11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19 본 논문에서

고

사용한 스테로이드는 오랫동안 안과적 질환에서 사용하던

찰

물질로 항염증작용, 면역억제작용, 유사분열 촉진을 억제하
비강경유 누낭비강문합술의 성공률은 연구마다 다양하

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 후 막성

게 제시되고 있으며, 일차 내시경적 누낭비강문합술의 경

폐쇄가 발생한 환자의 교정수술에서 점막 주위 상처 치유

우 65-95%, 교정수술(revisional dacryocystorhinostomy)의

의 지연효과, 골공주위 막성조직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

경우는 50% 미만에서부터 76%까지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

는 작용을 통해 골공의 기능적, 해부학적 유지를 가능하게

8-10

비강경유 누낭비강문합술의 실패원인으로는 창상치

할 것이라 여겨진다.20 2005년 Zeldovich and Ghabrial20은 비

유 과정에서 비강측 누공의 육아종, 반흔조직의 과다형성

강내 누낭비강문합술 후 막성폐쇄가 발생환 환자의 교정수

다.

11

등으로 인한 폐쇄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술에서 베타메타손 주입술을 통하여 골공의 해부학적 호전

에 누공과 중비갑개, 비중격간의 유착과 총누소관의 폐쇄

84% 및 유루증의 증상 호전 89%를 보고한 바 있으며 동반

12-14

등이 실패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반흔의 형성

된 부작용은 어느 환자에게서도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 약제가 수술과 더불어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시행된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 후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Streoptomyces caepito-

발생한 막성폐쇄 환자에게서 교정수술 시 시행된 트리암시

sus에서 추출된 항대사물질인 마이토마이신 C는 DNA와

20
놀론 주입술은 Zeldovich and Ghabrial 이 보고한 베타메

교차결합을 일으켜 DNA합성을 억제하고 DNA에 의존하

타손 주입술의 해부학적 호전율 84%에 비하여 더 나은 해

여 형성되는 RNA 합성을 억제하여 세포의 증식을 막는 것

부학전 호전율 100%을 나타냈으며, 유루증상에 대한 기능

5,15

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항대사물질인 5-플루오로우라

적인 호전은 베타메타손 주입술과 동일한 정도의 기능적
호전율 89%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리암시놀
론은 다른 스테로이드 제제에 비하여 그 작용시간이 길며
주입 시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이 있고 결정 형성 비
율이 적어 소혈관 폐쇄 합병증 비율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21,22

기대된다.

또한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자체가 특별한 숙

련된 기술 없이도 가능한 치료이며, 저렴한 비용과 실패 시
반복해서 주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누낭비강문합술 실
패 후 발생한 막성폐쇄 환자에게서 효과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전향적으로 연구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대
조군 없이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후향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추후 마이토마이
신, 5-플루오로우라실의 치료와 그 성공률, 부작용 등을 비
교하는 통제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비강내 누낭비강문합술 후 막성폐쇄가 발생한 환자에게서
교정수술 시 동반한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은 골공 주위 과
도한 막성조직의 성장을 억제하여 골공의 해부학적 기능적
Figure 1. Cumulative incidence of epiphora improvement after
triamcinolon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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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 김돈경⋅이태수 : 누낭비강문합술의 트리암시놀론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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