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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5-0 Polypropylene 실을 이용해 인공수정체를 플랜지 형태로
고정하는 공막고정술
Intraocular Lens Scleral Fixation by Flanged Fixation Using 5-0 Polyprophylene
최수영⋅김남영⋅권윤형
Soo Young Choi, MD, Nam Yeong Kim, MD, Yoon Hyung Kwon, MD, PhD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urpose: In patient with intraocular lens dislocation, surgery was performed to fix the existing intraocular lens to the sclera by
flanged fixation using 5-0 polypropylene without replacing the existing intraocular lens, and this is to be introduced.
Case summary: One mm incisions were made in the cornea at 11 and 2 o'clock and the prolapsed vitreous was removed.
Through the incised cornea, the 5-0 polypropylene is inserted through one hole of the intraocular lens and drawn out of the eye,
and the other end of the 5-0 polypropylene is also drawn out of the eye through the vitreous. The ends of the 5-0 polypropylene
were melted with a Low-Temperature Cautery to form a flanged shape and fixed to the sclera. No significant complications occurred after the operation.
Conclu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flanged type of scleral fixation using 5-0 polypropylene is a useful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lassic scleral fixation.
Ann Optom Contact Lens 2022;21(2):79-82
Key Words: Flanged fixation; Intraocular lens dislocation; Polypropylenes; Scleral fixation

백내장수술 후 후방에 위치한 인공수정체의 탈구 환자는

있다.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수정체 공

본 증례에서는 인공수정체 탈구 환자에서 기존의 인공수

막고정술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전방 출

정체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인공수정체를 5-0 polypropylene

혈, 난시, 녹내장 등이 있으며 또한 술 후 인공수정체의 기

실과 저온 소작기(Low-Temperature Cautery, Accu-Temp ;

1-3

®

근래에는 이를 보완하

Beaver-Visitec International Inc., Waltham, MA, USA)를 이

기 위해 인공수정체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 안구 내에서 위

용한 플랜지형 고정(flanged fixation) 방식으로 공막에 고

치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내부고정술이 소개된 바

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울임 현상과 중심 이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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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2020년 1월 본원 초진 후 우안의 가성비늘증후군 및 고
안압증, 좌안 분지망막정맥폐쇄 진단 하 본원 망막 및 녹내장
외래로 경과 관찰하던 74세 남자 환자가 4월경 갑작스런
우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본원 외래로 내원하였다. 2015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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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에서 양안 백내장수술력(인공수정체는 enVista® [Bausch

haptic 부위가 탈구되어 있었으며(Fig. 1A), 유리체가 전방

+ Lomb Inc., Laval, Canada]를 사용함)이 있으며, 2020년

으로 탈출되어 아메드 밸브의 tip을 막아 안압이 33 mmHg

1월 본원에서 우안 아메드 밸브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내원

로 높아져 있었다. 안압 상승의 원인인 유리체 전방 탈출과

당시 우안의 후낭이 접혀 있었고 인공수정체의 2개의 haptic

인공수정체 탈구를 교정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중 2시 방향의 haptic은 안정적으로 보였으나 8시 방향

전신마취 후 윤부 근처 투명 각막의 11시, 2시 방향에 1 mm

A

B

Figure 1. Intraoperative findings. (A) Dislocated intraocular lens. (B) 5-0 polypropylene was inserted to vitreous and passes through
one end of the intraocular lens.

A

B

C

D

Figure 2. Intraoperative findings. (A) 5-0 polypropylene is drawn out of the eye. (B) The ends of the 5-0 polypropylene were cut.
®
(C) The ends of the 5-0 polypropylene were melted by Low-Temperature Cautery (Accu-Temp ; Beaver-Visitec International Inc.,
W altham, M A, USA). (D) Sclera and conjunctiva was su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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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작은 절개창을 만든 뒤 전방과 아메드 밸브의 tip을

삽입되어 있던 인공수정체의 탈구 등으로 인해 인공수정체

막고 있는 전방내 탈출된 유리체를 27게이지 유리체 절제

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4 또한, 기존의

침을 전방 내로 삽입하여 제거하였다. 인공수정체를 고정

고식적인 공막고정술 방법은 각막 절개창이 크며 각각의

할 위치인 8시 방향의 결막을 절개한 후 구부린 26게이지

인공수정체의 다리를 공막에 실로 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

바늘을 윤부에서 2 mm 떨어진 인공수정체를 고정하고자

에 수술 시간 또한 오래 걸리고, 고정된 실이 오래되면 실

하는 공막 부위에 통과시켜 위치시키고 각막 절개창을 통

이 손상되어 끊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해 5-0 polypropylene 실을 집어넣어 인공수정체에 있는 구

Yamane and Ito5는 인공수정체의 2개의 각 haptic의 끝부

멍으로 통과시켰다(Fig. 1B). 26게이지 바늘 끝에 실의 한

분을 저온 소작기로 녹여 공막에 고정하는 방법을 처음 보

쪽 끝부분을 집어넣고 바늘을 빼내어 실을 안구 밖으로 빼

고하였고, Canabrava et al6은 무수정체 환자에서 4개의

냈다(Fig. 2A). 실의 반대쪽 끝부분 또한 각막 절개창으로

haptic을 가지고 있는 인공수정체를 polypropylene 실을 이

집어넣은 뒤 반대쪽 실이 통과한 공막 바로 옆 부위로 26게

용한 플랜지 형태로 공막에 고정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이지 바늘을 집어넣고 바늘 끝부분을 통해 안구 밖으로 빼

본 증례에서와 달리 Canabrava et al6은 수술 중 결막 절개

냈다. 실을 당겨서 인공수정체가 중앙에 위치하게 한 뒤 공

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수술 후 결막충혈, 염증 등을 줄

막에서부터 약 1 mm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 저온 소작기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후 이러한 방법으로

®

(Low-Temperature Cautery, Accu-Temp ; Beaver-Visitec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International Inc., Waltham, MA, USA)로 실의 끝부분에

또한, Kurimori et al7은 Yamane의 방법으로 인공수정체

열을 가해 뭉툭한 플랜지 형태(flanged)로 만든 후 공막으

공막고정술을 시행한 후 인공수정체가 중심 이탈된 환자에

로 밀어 넣어 고정하였다(Fig. 2B, C). 이후 10-0 Nylon 봉

서 인공수정체의 haptic을 잘라내고 길이를 감소시킨 후 저

합사로 결막을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Fig. 2D).

온 소작기로 다시 플랜지를 만들어 공막에 재고정하여 위

수술 후 1주, 4주, 8주, 3개월, 6개월째에 외래 경과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술 6개월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는

치를 교정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Canabrava et al6이 사용하였던 방식과 유

양호하였고 안압은 14 mmHg였으며 각막지형도검사상 난

사하게 polypropylene 실을 이용하여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시는 1.3 디옵터(수술 전 1.2 디옵터)로 측정되었다(Fig. 3).

구멍에 실을 걸어 공막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

최대교정시력은 0.5 (+Sph 1.00 –Cyl 3.00 Axis 90’)였다.

하였으며, 수술 중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을 위해 Kurimori

유의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et al7이 보고하였던 대로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실을
잘라내고 다시 저온 소작기로 플랜지를 만들어 공막에 고

고

찰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위치를 조정하였다. 본 증례에서
시행한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공막고정술은 상기 방법들의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은 무수정체안이나 백내장수술

장점들을 적용하여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인공수정체를

중 후낭이 파열되어 후낭의 지지가 불안정한 경우, 기존에

고정하고자 하였다. 각막 및 결막의 절개 범위가 작아 이로

Figure 3. Postoperative finding. Three months after surgery, intraocular lens is well posi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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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수술 시간 감축 효과 및 술 후 염증의 감소를 기대할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

수 있으며, 기존의 공막고정술의 단점이었던 인공수정체를

만 본 증례에서와 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이라 생

고정한 실이 끊어지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 이전에 공막고

각되며 추후 더 많은 증례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완

정술을 시행하였던 환자에서 술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증례
®

에서는 Bausch + Lomb 사의 3-Piece 인공수정체인 enV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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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5-0 Polypropylene 실을 이용해 인공수정체를 플랜지 형태로
고정하는 공막고정술
목적: 인공수정체 탈구 환자에서 기존의 인공수정체를 교체하지 않고 5-0 polypropylene 실을 이용해 플랜지 형태로 공막에 고정하
는 수술 방법을 소개한다.
증례요약: 각막의 11시와 2시 방향에 1.0 mm 크기의 절개창을 만든 뒤 전방으로 탈출된 유리체를 제거하였다. 구부린 26게이지 바늘
을 윤부에서 2 mm 떨어진 인공수정체를 고정할 공막 부위에 통과시키고, 절개된 각막을 통해 5-0 polypropylene 실을 집어넣어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지지부(intraocular lens haptic) 근처 구멍으로 통과시켜 26게이지 바늘 안으로 밀어넣은 후 바늘을 빼내어 실을
빼내고 실의 반대쪽 끝도 같은 방식으로 빼냈다. 실을 당겨 인공수정체를 잘 위치시킨 후 실의 양쪽 끝을 저온 소작기(low-temperature
cautery)로 녹여 뭉툭한 플랜지 형태(flanged)로 만들어 공막에 고정하였다. 수술 후 유의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5-0 polypropylene 실과 저온 소작기를 이용한 플랜지 형태의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은 구멍이 있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인공
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재고정을 시행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2;21(2):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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