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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망막박리에서 유리체절제술 시 동반된 360도 안내레이저와
공막두르기술의 장기 임상 성적
Long-term Clinical Outcomes of Vitrectomy with 360° Laserpexy or Scleral
Encircling in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김민진⋅이성진⋅최경식
Min Jin Kim, MD, Sung Jin Lee, MD, PhD, Kyung Seek Choi, MD, PhD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long-term clinical outcomes of pars plana vitrectomy (PPV) combined with intraoperative 360° laserpexy
and pars plana vitrectomy combined with scleral encircling for the treatment of primary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RRD).
Methods: This retrospective, comparative case study included 70 patients who had at least 1 year of follow-up after vitrectomy
for primary uncomplicated RRD from 2015 to 2019.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I included 34 patients who
underwent PPV + 360° laserpexy (LP), while group II included 36 patients who underwent PPV + scleral encircling (SE). Main
outcome measures were the anatomical success rate, the functional success rate, final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 also examined the long-term changes in axial length, corneal curvature, and
refractive error before and after surgery.
Results: LP and SE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primary anatomical success rate (97.05% and
94.44%, respectively; p = 0.592) or the functional success rate (BCVA ≥ 20/40 at final follow-up; 82.35% and 77.78%, respectively; p = 0.635). Detachment reoccurred in three cases (one in the LP group and two in the SE group) because of proliferative vitreoretinopathy; both cases in the SE group had successful anatomical re-attachment after repeating the PPV
procedure. Complications included post-operative epiretinal membrane and cystic macular edema, as well as increased intraocular pressure.
Conclusions: Primary vitrectomy combined with 360° laserpexy has effectiveness similar to vitrectomy combined with scleral encircling in patients with RRD in long-term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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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진 외 : 열공망막박리수술 시 360° 안내레이저 -

열공망막박리수술의 목표는 모든 망막열공을 발견하고

위해 수술 중 360° 안내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보고들

유리체견인을 해소하여 망막의 재유착시키고 이에 따른 시

이 있다.9,10 하지만 유리체절제술과 같이 시행한 공막두르

력과 시야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1 유리체절제술은 최근 미

기술과 360° 안내레이저 광응고술 후 오랜 기간의 임상 성

세 절개침, 고속절제시스템, 광각 관찰 시스템 등 기술의

적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공

발전으로 인해 열공망막박리 치료에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망막박리에서 일차 수술로 유리체절제술 시행 시 수술 중

수술 방법이다. 유리체절제술은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일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와 공막두르기술의 장기 임상 성적

차 수술 성공률이 64-96%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여러 연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5

구들에서는 8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열공망막박리수술의 실패 요인은 수술 중 놓친 열공이

대상과 방법

있거나, 기존 열공이 유리체견인에 의해 다시 열리거나, 열
공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망막 재박리를 막아 수술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본원에서 열공망막박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유리체절제술과

수술을 받고 최소 1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동반되어 시행된다. 유리체절제술과 동반된 공막두르기술

들 중 연속 증례를 모두 포함하였다. 일차 열공망막박리를

은 유리체 기저부를 지지해서 유리체견인을 감소시키고 가

진단받은 환자들 중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없거나 A, B단

스주입술의 효과가 크지 않은 하부 망막박리의 경우나 증

계의 경도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있는 비합병성 열공망막

식유리체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효과적이나, 수술 시간

박리를 대상으로 하였다.11 C단계의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이 길어지고 수술 중 저안압 또는 맥락막출혈이 생길 수 있

있거나 당뇨망막병증, 거대열공망막박리, 포도막염 등에 의

6
으며, 수술 후 환자의 불편감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 이차적인 견인망막박리, 이전에 망막박리수술 또는 유

수술 후 안축장 길이의 변화에 따른 굴절 변화, 복시, 삽입

리체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녹내장이나 각막

물의 감염 또는 노출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지만 망막

질환 같은 다른 안과적인 질환이 동반된 합병성 열공망막

박리의 유형에 따른 술자의 선택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다.

박리는 제외하였다.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70명 70안의 의

유리체절제술과 동반하여 수술 중에 망막의 앞쪽부터

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에

360°로 3줄의 중간 백색의 레이저 반흔을 만들어 맥락망막

시력검사, 안압검사,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

유착을 형성하는 방법은 망막박리를 포함한 다양한 망막질

영,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도상검안경 및 삼면경을 이

환들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용하여 열공의 개수와 위치 및 망막박리의 범위를 기록하

6,7

할 수 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외에 크게 부작용

였다.

이 없으나 망막앞막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8

수술은 숙련된 두 명의 망막 전문의에 의해 전신마취를

국내에서도 유리체절제술 시 망막박리의 치료 및 예방을

통해 진행하였다.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한 명의 술자는 유

A

B

Figure 1. Postoperative wide-angle fundus photographs of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1 year after primary pars plana
vitrectomy. (A) The photography shows an attached retina with 360-degrees laserpexy prophylaxis in the right eye of a 57-year-old
woman. (B) The photography shows an attached retina with an effect of encircling band and laser scar at 9 o’clock in the right eye
of a 50-year-ol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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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절제술과 함께 정상적인 망막의 주변부에 예방적인

는 1주 동안 수술 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였다. 최종 방문

360°로 안내레이저를 시행하여 360° laserpexy (LP)군이라

시의 최대교정시력, 안축장 길이, 각막곡률(D)을 조사하였

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의 술자는 유리체절제술과 함께 공막

고, 경과 관찰 기간 중 확인된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최대

두르기술을 시행하여 scleral encircling (SE)군이라 하였다

교정시력은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Fig. 1).

(logMAR) 시력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모든 수술은 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Fort

두 군에서 일차 수술 성공률, 최종 수술 성공률, 기능적

Worth, TX, USA)을 이용하여 3포트 20 또는 23게이지 평

성공률, 수술 후 최대교정시력,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수

면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25게이지 샹들

술 전후 안축장 길이 변화, 각막곡률 변화, 굴절력 변화를

리에 내부조명기를 사용하였다. 안저관찰은 접촉식 렌즈

비교하였다. 일차 수술 성공은 일차 수술 후 망막이 해부학

®
또는 비접촉광각관찰장치(Oculus BIOM , Oculus surgical,

적으로 재유착한 뒤 안내충전물을 제거하고 최종 경과 관

®

Wetzlar, Germany) 및 RESIGHT 광각관찰 시스템(Resight

찰까지 망막의 완전한 재유착이 유지되는 경우로 정의하였

700, Carl Zeiss, Jena, Germany)을 이용하였다. 백내장이

으며, 최종 수술 성공은 추가적인 수술을 포함하여 안내충

있는 경우 유리체절제술과 동시에 수정체초음파유화술과

전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최종 방문까지 망막의 완전한 재

인공수정체삽입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트리암시놀론을 이

유착을 달성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능적 성공률은 최종

용하여 유리체를 가시화하였고 열공 주변의 견인이나 주변

방문 시 최대교정시력이 logMAR 시력 0.3 이하(Snellen 시

부 유리체는 공막을 눌러 최대한 제거하였다. 증식유리체

력 20/40 이상)로 측정된 비율로 계산하였다.12,13 유수정체

망막병증에 의해 망막 표면에 증식막이 있는 경우 눈속 집

안에서는 백내장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 수술 전 목

게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망막하액은 기존의 망막열공을

표 굴절력과 수술 후 실제 굴절력의 차이인 평균 절대오차

통하거나 필요에 따라 망막절개를 하거나 과불화탄소액을

(mean absolute error)를 비교하였고, 인공수정체안에서는

사용하여 내배액술로 배액하였다. 열공 주위는 안내레이저

수술 전후 굴절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광응고술을 하였다. 술자의 판단에 따라 비팽창성 가스(SF6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또는 C3F8) 또는 실리콘기름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실리콘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술 전후의 변화 및

기름주입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망막의 유착이 유지된

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경우에 실리콘기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U test를 이용하였다. 군 내 수술 전과 수술 후 변화를 비교

LP군에서는 공막누르개를 사용하여 거상연 앞쪽부터

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3-4줄의 360° 안내레이저를 시행하였다. 레이저는 200 mW

통계 분석에서 유의도(p-value)는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의 세기와 0.2초의 노출 시간으로 회색 또는 회백색의 레이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저 광응고반이 생기도록 하였으며, 레이저반 사이의 간격

준수하였고 인증된 본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은 하나의 레이저반 크기 정도로 하였다. SE군에서는 윤부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 계획을 승인(승인

에서 2 mm가량 떨어져서 360° 결막절개를 한 후에 테논낭

번호: 2020-12-020)을 받아 진행하였다.

과 공막 사이를 박리하였고, 4개의 직근을 훅으로 걸어서
4-0 실크 봉합사를 이용하여 견인봉합을 하였다. 윤부에서

결

과

13 mm 떨어진 곳에 지름 4 mm 원형의 #504 실리콘 스펀
지(DORC, Associate® 2500, Zuidland, The Netherlands)를

대상 환자는 총 70명 70안으로, LP군은 34명이었고 SE

5-0 에치본드 봉합사로 공막의 4분면에 고정하였다. SE군

군은 36명이었다. LP군의 평균 나이는 55.76 ± 5.84세였고,

에서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할 때 공막두르기 효과로 안

SE군의 평균 나이는 56.89 ± 8.10세였다. 평균 경과 관찰

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 굴절값보다 1 diopter

기간은 LP군은 25.85 ± 14.17개월이고 SE군은 28.72 ±

(D) 높은 값을 목표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였다.

10.97개월이었다. 평균 수술 전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0.5% 목시플록사신(Vigamox,

은 LP군에서 1.09 ± 1.21, SE군에서 0.86 ± 0.92로 두 군

Alcon, Fort Worth, TX, USA)과 0.5% 로테프레드놀(Lotepro,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92) (Table 1). 수술 전 평

Hanlim, Yongin, Korea) 점안액을 하루 4회, 1% 사이클로

균 안축장의 길이는 LP군에서 25.45 ± 1.95 mm, SE군에서

®

펜톨레이트(Ocucyclo , Samil Co., Ltd., Seoul, Korea) 점안

25.40 ± 2.75 m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액을 하루 2회 총 4주간 사용하였다. C3F8 가스나 실리콘기

(p=0.315), 고도근시를 안축장 길이 26.0 mm 이상으로 측

름을 주입한 환자는 수술 후 2주, SF6 가스를 주입한 환자

정된 경우로 정의했을 때 LP군에서 9안(26.47%), SE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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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안(25.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는 20안(55.56%), SF6는 13안(36.11%), 실리콘기름은 3안

(p=0.552). LP군에서는 유수정체안이 23안(67.65%), 인공

(8.33%)에서 사용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정체안이 11안(32.35%)이었고, SE군에서는 유수정체안

(p<0.001). 마취 시간을 제외한 평균 수술 시간은 LP군에서

이 28안(77.785%), 인공수정체안이 8안(22.22%)으로 통계

105 ± 26분, SE군에서 141 ± 49분으로 측정되어 통계적으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47). 유수정체안은 술자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의 선택에 따라 백내장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는데 LP군에

일차 수술로 망막의 재유착을 성공시키고 최종 관찰 때

서는 23안 중 4안에서 수정체를 보존하였으나 추후 1년 이
내에 백내장이 심해져 수술을 시행하였다. SE군에서는 유
수정체안 28안에서 모두 백내장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열공의 수와 위치는 두 군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열공 위치는 두 군 모두 상부가 가장 많았다(Table 2).
망막박리의 범위는 사분면으로 계산했는데 LP군에서 2.09
± 0.83사분면, SE군에서 2.17 ± 0.91사분면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67). 망막중심와를 침범한 경우
가 LP군에서 17안(50.00%), SE군에서 18안(50.00%)이었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Parameter

27 (79.41)

25 (69.44)

Inferior

4 (11.76)

8 (22.22)

Unclear

1 (2.94)

1 (2.77)

Superior + inferior
Retinal tears (n)

(8.82%), SE군에서 2안(5.5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Foveal detachment

이는 없었다(각각 p=0.594, p=0.669). 안내충전물로 LP군에

Size of RD (n of
quadrants)

리콘기름은 2안(5.88%)에서 사용한 반면, SE군에서는 C3F8

2 (5.88)

2 (5.55)

1.18 ± 0.52

1.11 ± 0.40

17 (50.00)

0.451

†

0.594

*
†

PVR

3 (8.82)

2 (5.55)

0.669

*

Saved lens

4 (11.76)

0

0.051

*

<0.001

*

<0.001

†

SF6 gas

0

p-value

Mean age (years)

55.76 ± 5.84

56.89 ± 8.10

0.934

*

C3F8 gas

32 (94.12)

Baseline BCVA
(LogMAR)

1.09 ± 1.21

0.86 ± 0.92

0.692

*

Silicone oil

2 (5.88)

Preoperative IOP
(mmHg)

14.91 ± 2.73

15.92 ± 2.96

0.084

*

Axial length (mm)

25.45 ± 1.95

25.40 ± 2.75

0.315

*

9 (26.47)

9 (25.00)

0.552

†

0.247

†

Surgery time (minutes)

105 ± 26

13 (36.11)
20 (55.56)
3 (8.33)
141 ± 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LP = laserpexy; SE = scleral encircling; RD = retinal detachment;
PVR = proliferative vitreoretinopathy; SF6 = sulfur hexafluoride;
C3F8 = octafluoropropane.
*
†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Phakia

23 (67.65)

28 (77.78)

Pseudophakia

11 (32.35)

8 (22.22)

Diabetes mellitus

2 (5.88)

5 (13.89)

0.239

†

Parameter

Hypertension

8 (23.53)

8 (22.22)

0.561

†

Table 3. Success rate and change of BCVA after surgery

Previous ocular
surgery

LP (n = 34)

SE (n = 36)

p-value

SSAS

33 (97.05)

34 (94.44)

0.552

*

Final anatomical
success

34 (100)

36 (100)

1.000

*

1.09 ± 1.21

0.86 ± 0.92

0.692

†

0.11 ± 0.14

0.16 ± 0.25

0.380

†

28 (82.35)

28 (77.78)

0.635

*

-0.98 ± 1.18

-0.70 ± 0.86

0.934

†

LASIK

2 (5.88)

4 (11.11)

0.365

†

IOL dislocation
operation

0

1 (2.78)

0.514

†

Preoperative
BCVA (logMAR)

0.110

*

Postoperative
BCVA (logMAR)

28.72 ± 10.97

*

0.867

SE (n = 36)

25.85 ± 14.17

0.725

2.17 ± 0.91

LP (n = 34)

Follow-up duration
(months)

p-value

2.09 ± 0.83

Parameter

Lens status

18 (50.00)

Intraocular tamponade
materials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High myopia

SE (n = 36)

Superior

고,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가 LP군에서 3안

서는 가스는 32안에서 모두 C3F8 (94.12%)를 사용하고 실

LP (n = 34)

Location of tear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LP = laserpexy; SE = scleral encircling;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logarithm of minimum angle of resolution;
IOP = intraocular pressure; LASIK = laser-assisted in situ keratomileusis; IOL = intraocular lens.
*
†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Functional success
Change in BCV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P = laserpexy; SE = scleral
encircling; SSAS = single surgery anatomical success; logMAR=
logarithm of minimum angle of resolution.
*
†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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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재발이 없었던 환자는 LP군에서 33안(97.05%), SE군

제거술을 받았다(Table 5). 수술 후 안압이 25 mmHg 이상

에서 34안(94.44%)이었다(p=0.552, Table 3). 망막박리 재

상승한 경우가 LP군에서는 수술 후 1일째 3안(8.82%) 있

발은 LP군에서 1안, SE군에서 2안이 발생하였고, 모두 증

었으나 녹내장 안약 등 보존적 치료 이후 정상화되었으며,

식유리체망막병증이 발생하면서 수술 3달 이내에 재발하였

SE군에서는 수술 후 1일째 9안(25.00%)이 있었고 그중 1주

다. 이차 유리체절제술과 후에는 망막이 성공적으로 유착

일째까지 지속된 경우가 3안이었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

되어서 최종 수술 성공률은 두 군에서 100%였다. 수술 후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12).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

최대교정시력은 LP군에서 0.11 ± 0.14, SE군에서 0.16 ±

은 SE군에서만 3안(8.33%) 관찰되었으나 두 군 간에 통계

0.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80). 기능적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240), 0.1% 브롬페낙점

성공은 LP군에서 28안(82.35%), SE군에서 28안(77.78%)이

안액(Bronuck® Ophthalmic Solution; Taejoon Pharm., Seoul,

달성하여 그 성공률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전후

Korea)을 점안하고 수개월 이내에 호전되었다. 수술 후 홍

안축장의 길이 변화는 LP군에서 0.05 ± 0.18 mm로 수술

채후유착은 LP군에서 1안(2.94%), SE군에서 4안(11.12%)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328), SE군에서

발생하였다. 인공수정체 탈구는 두 군에서 각각 1안에서 발

평균 0.39 ± 0.46 mm가 증가하여 수술 전후 통계적으로 유

생하여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유리체출혈은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수술 전후 안축장 길이 변화는

SE군에서만 1안(2.78%) 관찰되었으나 수술 1달 이내에 저

두 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9,

절로 호전되었다. 모든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에 두 군

Table 4). 수술 전후 평균 각막곡률의 차이는 LP군에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0.12 ± 0.41 D, SE군에서 0.02 ± 0.32 D를 보여 수술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p=0.153, p=0.589).

고

찰

유수정체안에서 평균 절대오차는 LP군에서 0.41 ± 0.40 D,
SE군에서 0.52 ± 0.47 D로 측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본 연구에서 유리체절제술과 동반한 360° 안내레이저와

차이는 없었다(p=0.629, Table 4). 인공수정체안에서 수술

유리체절제술과 동반한 공막두르기술은 모두 해부학적 및

전후 굴절력의 변화는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LP군

기능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얻었다. 본 연구는 평균 경과 관

에서는 0.08 ± 0.68 D로 수술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찰 기간 27.3 ± 12.61개월의 장기 경과 관찰이 가능했으며

가 없었지만(p=0.625), SE군에서는 -0.92 ± 0.76 D로 수술

두 군의 환자 특성이나 망막박리의 형태에서 통계학적인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3). 인공수정

차이가 없는 조건에서 수술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LP

체안에서 수술 전후 굴절력의 변화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

군에서 비교적 적은 합병증이 발견되었지만 두 군에서 합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2, Table 4).

병증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망막앞막은 LP군에서 8안(23.53%)

일차 수술 성공률은 LP군에서 97.05%, SE군에서 94.44%,

이 발생했고 그중 1안은 추후 망막앞막제거술을 받았으며,
SE군에서는 7안(19.44%)에서 있었고 그중 2안은 망막앞막
Table 4. Long-term changes in axial length, corneal power,
and refractive error
*

Table 5. Comparison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between
each group
Complication

LP (n = 34)

SE (n = 36)

p-value

ERM

8

7

0.774

ERM operation

1

2

1.000

3

9

0.112

Parameter

LP (n = 34)

SE (n = 36)

p-value

Axial length change
(mm)

0.05 ± 0.18

0.39 ± 0.46

0.029

Corneal power change
(D)

0.12 ± 0.41

0.02 ± 0.32

0.308

1 day after surgery
1 week after surgery

0

3

0.240

Postoperative MAE in
phakic RD (D)

(n = 23)
0.41 ± 0.40

(n = 28)
0.52 ± 0.47

0.629

Cystoid macular edema

0

3

0.240

Postoperative shift of
refractive error in
pseudophakic RD (D)

(n = 11)
0.08 ± 0.68

(n = 8)
-0.92 ± 0.76

0.0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LP = laserpexy; SE = scleral encircling; D = diopter; MAE = mean
absolute error; RD = retinal detachment.
*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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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ocular pressure rise

Posterior synechiae of iris

1

4

0.358

Intraocular lens
dislocation

1

1

1.000

Vitreous hemorrhage

0

1

1.000

LP = laserpexy; SE = scleral encircling; ERM = epiretinal
membrane.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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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성공률은 LP군에서 82.35%, SE군에서 77.78%였다.

는 사용한 공막 버클의 종류와 술자가 버클을 얼마나 조이

이는 기존에 유리체절제술 단독 또는 유리체절제술과 공막

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버클이 이

두르기 병합수술의 수술 성공률을 조사하였던 다른 연구들

완되거나 봉합사가 미란되면서 공막두르기술의 효과가 적

14

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이다. Stangos et al 은 인공수정체

어질 수 있다고 한다.18 본 연구에서는 SE군 중 인공수정체

안의 열공망막박리에서 전향적으로 수술 결과를 비교했는

안에서 최종 관찰 시까지 안축장의 길이는 0.39 ± 0.46 mm

데, 일차 수술 성공률이 유리체절제술 단독군에서는 97.78%,

가 늘어났고, 굴절이상은 -0.92 ± 0.76 D만큼 근시로의 변

공막두르기술 병합 수술군에서는 92.31%였다. 기능적 성공

화가 있어 공막두르기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었

률은 두 군에서 각각 60%와 69%였으며 통계학적인 차이

을 것이라 생각한다. SE군의 유수정체안에서는 안축장 길

는 없었다. 수술 전후 굴절 이상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이가 길어질 것을 예상해 경험적으로 목표 굴절값보다 1 D

유리체절제술 단독군은 -0.05 D, 공막두르기술 병합 수술

높은 값을 목표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였는데, 두 군의 유

15

군은 -1.43 D의 변화가 있었다. Wickham et al 은 하부 망

수정체안에서 평균 절대 오차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SE군

막박리를 대상으로 3개월 경과 관찰하였는데, 일차 수술 성

에서도 수술 후 목표와 비슷한 굴절력을 얻었다. SE군의

공률은 유리체절제술 단독군에서 89%, 공막두르기술 병합

유수정체안에서 목표 굴절값을 1 D 높게 설정함으로써 수

수술군에서는 73%였다. 공막두르기술 병합 수술군에서 수

술 후에 목표와 비슷한 굴절력을 얻은 것은 인공수정체안

술 후 망막앞막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와 관련하여

에서 수술 후 -0.92 ± 0.76 D의 굴절이상 변화를 보인 것과

수술 후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의 발생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상응하는 결과이다.

16

분석하였다. Schaal et al 은 일차 수술 성공률이 유리체절

유리체절제술 후 주변부에 남아 있는 유리체는 지속적으

제술 단독군에서는 90%, 공막두르기술 병합 수술군에서는

로 수축하여 망막의 재유착을 방해한다. 대부분 망막의 재

94%였지만 공막두르기술 병합 수술군에서 수술 후 낭포

박리는 이러한 유리체견인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염증

황반부종, 굴절이상의 변화가 많고 수술 시간도 길었다.

및 섬유화 변화에 의해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형성되어 발

13

19

Falkner-Radler et al 은 유리체절제술과 함께 360° 안내레

생한다.

이저를 한 경우와 공막두르기술 병합수술을 비교하였는데

유리체절제술에 공막두르기를 추가하면 유리체견인을 해

일차 수술 성공률은 두 군에서 모두 93.3%였고 기능적 성

소하고 주변부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열공을 커버할

공률은 안내레이저를 시행한 군에서 더 높았다(66.67% vs.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에서 공막두르기 병합수술이

40.0%). 유리체절제술과 동반하여 360° 안내레이저를 하는

유리체절제술 단독수술에 비해 우월하다고 입증되지 않았

것이 공막두르기 병합 수술보다 굴절이상의 변화가 적고

으며 공막두르기술을 함께 시행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불편감이 적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공막두르기술 후

위의 연구들에서 유리체절제술 단독 수술과 공막두르기
병합 수술의 성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두 경과 관찰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았으며 유
리체절제술과 360° 안내레이저 동반 수술에 대한 연구는
17

주변부 유리체견인은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막돌륭의 높이가 낮아지면 그 효과가
없어져 망막의 재박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리체절제술의 역할은 대부분의 유리체와 유리체 내의
증식세포, 염증세포, 혈액을 제거하고 망막 표면의 증식막

부족했다. Wang et al 은 공막돌륭술 여부는 상관없이 유

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리체

리체절제술 시 360° 안내레이저를 하는 경우와 관련된 요

절제술 기술의 발전으로 유리체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게

인을 분석하는 대규모 후향적 다기관 연구를 하였다. 360°

되어 열공망막박리수술 시 공막두르기술 없이도 주변부 유

안내레이저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연령이 젊거나, 열공이

리체견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막두르기술 대신

많거나, 망막박리의 범위가 넓은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

360° 안내레이저를 함으로써 수술 중 발견하지 못한 망막

하였고 해부학적 및 기능적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망막박

열공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열공이 있어도 망막박리를

리 케이스의 복잡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360° 안내레

예방할 수 있다. 이는 큰 합병증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저를 한 경우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후향적 연

방법이어서 유용하다.

구였으며 데이터가 불완전하여 다른 요인이 생략되었을 수

Koh et al6은 망막박리를 제외한 다른 망막질환들로 인해

있다고 하여 360° 안내레이저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할 때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가 수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술자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므로

후 망막박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 Iwase et al 은 액

이를 배제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체가스교환술 및 가스충전술을 시행하면 가스의 효과로 인

공막두르기술에서 안축장 길이 변화나 굴절 이상의 변화

7

해 360° 안내레이저가 맥락망막유착이 형성될 충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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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360° 안내레이저가 실
리콘기름제거술 이후에도 망막박리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들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20,21 망막박리수술뿐 아니
라 다른 망막질환으로 유리체절제술을 받는 환자들 중 망
막박리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서 예방적으로 안내레이저
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며 환자 수가 적고 두 군에서 모
두 상부 망막박리의 비율이 높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2명의
다른 술자가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수술 방법으로 시
행했기 때문에 술자 요인이 작용하였고 술자에 따라 선택
한 안내 충전물의 종류도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다. 본원
에서는 유리체절제술 시 360° 안내레이저나 공막두르기술
을 시행하지 않은 단독 유리체절제술의 증례가 부족하였는
데 추후 이를 포함하여 3군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긴 경과 관찰을 바탕으로 수술 성공률, 합병
증, 및 수술 전후의 안축장 길이, 각막곡률, 굴절 이상의 장
기 임상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과적
으로 유리체절제술 중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는 주변부
유리체견인을 해소하여 공막두르기 병합수술만큼 좋은 장
기 임상 경과를 보여주었다. 유리체절제술 중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는 안전하며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인공수정체안 열공망막박리에서 굴절 이상 변화를 피
하는 성공적인 수술법이다. 열공망막박리 환자의 일차 유
리체절제술 시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와 공막두르기술 모
두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기 임상 성적을 보이며
공막두르기술에 의한 안축장의 길이 변화와 이에 따른 굴
절력 변화 외에는 두 수술 방법 모두 열공망막박리의 유용
한 치료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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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진 외 : 열공망막박리수술 시 360° 안내레이저 -

= 국문초록 =

열공망막박리에서 유리체절제술 시 동반된 360도 안내레이저와
공막두르기술의 장기 임상 성적
목적: 열공망막박리에서 일차 수술로 유리체절제술 시행 시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와 공막두르기술의 장기 임상 성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합병성 열공망막박리로 수술을 시행한 70명 70안을 유리체절제술과 술 중 예방적인 360°로
안내레이저를 시행한 360° laserpexy (LP)군(34안)과 유리체절제술과 공막두르기술을 시행한 scleral encircling (SE)군(36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차 수술 성공률, 최종 수술 후 성공률, 기능적 성공률, 수술 후 최대교정시력, 합병증 발생률, 수술 전후의 안축
장 길이, 각막곡률, 굴절 이상의 장기 변화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일차 수술 성공률은 그룹 1은 97.05%, 그룹 2는 94.44%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592). 기능적 성공률(최종 방문 시 최대
교정시력 20/40 이상)은 LP군은 82.35%, SE군은 77.78%였다(p=0.635). 망막박리의 재발은 LP군에서 1안, SE군에서는 2안에서 발생
했는데 모두 이차 유리체절제술 시행 후에는 해부학적인 망막유착을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에는 안압상승, 망막앞막, 낭포황반부종,
홍채후유착 등이 있었고 적절한 치료 후 호전되었다.
결론: 열공망막박리 환자의 일차 유리체절제술 시 동반된 360° 안내레이저와 공막두르기술 모두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기
임상 성적을 보이며 공막두르기술에 의한 안축장의 길이 변화와 이에 따른 굴절력 변화 외에는 두 수술 방법 모두 열공망막박리의
유용한 치료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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