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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중 낙하된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에 대한 유리체 내 

회전진동방식 수정체유화술의 결과 

Surgical Outcomes of Intravitreal Torsional Phacoemulsification for Dropped 
Lens Fragments during Cataract Surgery

김상범⋅이승우

Sangbum Kim, MD, Seungwoo Lee, MD, PhD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yeongju,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surgical outcomes of microincision pars plana vitrectomy (PPV) and intravitreal torsional phacoemulsi-
fication in eyes with dropped nuclear fragments following complicated cataract surgery.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22 eyes of 22 patients who underwent microincison PPV for lens fragments dropped into 
the vitreous cavity during cataract surgery between January 2014 and December 2017 with a minimum 6-month follow-up was 
performed. Pre- and postoperative visual acuity, and intra-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retinal detachment, retinal tear, 
cystoid macular edema, and thermal burns of the sclerotomy site) were recorded.
Results: The study included 17 males and 5 females.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71.3 ± 8.2 years. The mean interval between 
cataract surgery and PPV was 0.4 ± 0.8 days, and all PPV procedures were performed within 3 days after cataract surgery. The 
mea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was 1.37 ± 0.79 in the preoperative state, which improved significantly to 0.21 ±
0.15 in the postoperative state (p < 0.001). No complication such as thermal burns of the sclerotomy site and retinal damage due 
to lens fragments occurred during intravitreal torsional phacoemulsification. Postoperative cystoid macular edema occurred in 
two eyes, which was managed medically. No retinal detachment was noted.
Conclusions: Microincision PPV and intravitreal phacoemulsification using a torsional phacoemulsification probe for lens frag-
ments dropped into the vitreous cavity during cataract surgery was a safe and effective method, which resulted in visual improve-
ment without any complication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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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은 최근 수술기구 발전, 안과의사들의 숙련된 술기에 힘입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수

술 중 섬모체 소대 혹은 후낭의 파열로 인해 수정체 전체 또

는 일부가 유리체 내로 떨어지는 합병증의 빈도는 0.18-1.1%

로 흔하지는 않지만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은 낭포황반부

종, 녹내장, 포도막염, 및 망막박리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1-4 
유리체 내로 떨어진 수정체를 수술적 치

료나 보전적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정립된 것이 없지만, 보전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고안압

이 조절되지 않거나, 심한 염증이 있거나 혹은 수정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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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dures of intravitreal 
torsional phacoemulsification. (A) 
The sclerotomy for intravitreal pha-
cotip was made with 20 gauge mi-
crovitreoretinal blade after the peri-
tomy at superonasal area. (B, C) 
After removing the sleeve from the 
tip of phacohandpiece and locking 
the irrigation fluid. (D, E) Intravitreal 
phacoemulsification was performed 
through the sclerotomy. (F) As need-
ed, perfluorocarbon liquid was in-
jected to protect macula during the 
intravitreal procedures.

이 큰 경우 등에는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5

최근 발달된 수술  기구 및 수술  기법으로 유리체 내로 낙

하된 수정체 조각에 대한 23게이지, 25게이지를 이용한 미

세절개 유리체절제술을 이용한 수술 결과는 많이 소개되었

지만 여전히 큰 수정체 조각이나 딱딱한 수정체 조각의 경

우에는 23게이지나 25게이지는 20게이지 유리체절단기에 

비해 직경이 작고 관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절단

침의 유연성이 커서 수정체 조각의 제거가 어려워 수술 시

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6-8 이럴 경우 공막절개를 만들어 수

정체분쇄기(fragmatome)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사용하고 있는 수술 장비는 유리체절제기 장비에 

회선진동방식 초음파(torsional ultrasound)를 사용할 수 있

는 수정체유화기가 있어서 직선운동방식의 수정체분쇄기

에 비해 수정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저자들은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과 유리체 내 회

선진동방식 수정체유화기를 이용하여 백내장수술 중 유리

체 내로 떨어진 수정체를 제거했던 경우에 대해서 임상성

적 및 합병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백내장수술 중 유리체 

내로 수정체가 떨어져 23게이지 혹은 25게이지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과 유리체 내에서 회선진동방식 수정체유화

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22명 22안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의 안압, 최대교

정시력 및 합병증에 대해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기관 연구윤

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 승

인을 얻었으며(승인 번호: 110757-201804-HR-02-02), 헬싱

키선언에 따라 진행되었다.

수술은 한 명의 술자(S.W.L)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유리

체절제술은 23게이지 혹은 25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하여 각

막윤부에서 3-3.5 mm 떨어진 곳에 비스듬하게 결막, 공막, 

모양체 평면부에서 각막윤부와 평행하게 상비측, 상이측, 

하이측 부위에 삽입하였다. 관류 주입관을 삽입한 후 눈속 조

명, 유리체절제기와 유리체망막수술용 콘택트렌즈(MiniQuad 

XL®, Volkoptical Inc., Mentor, OH, USA)를 사용하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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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ex
Age

(years)
Size

Preop
BCVA

Final
BCVA

Preop IOP
(mmHg)

Final IOP
(mmHg)

IOL
site

Complication

1 M 73 3 1 0.6 11 10 SF CME
2 M 64 3 3 0.1 48 16 Sulcus
3 M 74 2 3 0.3 39 12 Sulcus
4 M 96 4 2 0.3 43 12 Sulcus
5 F 83 4 0.78 0.3 17 19 Sulcus
6 M 68 3 2 0.4 45 14 Sulcus
7 M 57 3 2 0.18 11 11 Sulcus
8 F 64 2 0.7 0.18 11 19 Sulcus
9 M 77 4 1 0.48 18 15 SF CME
10 M 67 4 0.9 0.18 17 18 Sulcus
11 M 68 4 0.78 0.1 19 10 Sulcus
12 F 79 3 0.9 0.3 30 14 Sulcus
13 M 68 3 0.9 0.18 14 10 Sulcus
14 M 74 2 2 0.18 6 11 Sulcus
15 M 65 3 0.4 0 17 13 Sulcus
16 F 78 4 2 0 17 13 Sulcus
17 M 72 4 1 0.3 16 13 Sulcus
18 M 74 4 1 0.18 15 13 Sulcus
19 F 65 4 2 0.1 13 18 Sulcus
20 M 64 4 2 0.18 11 11 Sulcus
21 M 66 2 0.4 0.1 16 14 Sulcus
22 M 74 3 0.4 0 12 14 Sulcus

Lens fragment in the vitreous was graded by the operating surgeon as follows: size 1 = <25% of the nucleus; size 2 = 26-50% of the nucleus; 
size 3 = 51-75% of the nucleus; size 4 = >75% of the nucleus.
Preop = preoperative;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IOP= intraocular pressure; IOL = intraocular lens; M = male; SF = scleral fix-
ation; CME = cystoid macular edema; F = female. 

Table 1. Clinical feature of patients

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정체유화기를 위한 공막절개는 

11시 방향에 윤부결막절개를 시행한 후 20게이지 미세유리

체망막도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수정체유화기는 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Fort Worth, TX, USA)안에 내장되어 

있는 Infiniti® (Alcon)를 이용하였다. 경사면 30°의 mini-flared 

Kelman 타입의 0.9 mm Advanced Bypass System tip® 

(Alcon)을 사용하였고, 최대 초음파출력(torsional ampli-

tude)은 80%, 최대 진공음압 한계는 150 mmHg, 흡인율은 

30 mL/min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체유화기의 소매

(sleeve)를 벗긴 후에 관류가 되지 않도록 관류액 부분을 잠

근 후 공막절개를 통해 유리체 내 회선진동방식 수정체유

화술을 시행하였다(Fig. 1). 수정체 조각을 제거한 후 공막

절개와 윤부 결막절개는 8-0 Vicyl을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유리체절제술 과정에서 필요하면 과불화탄소액을 이용하

였으며, 수정체를 제거한 후 공막누르개를 이용하여 주변

부망막을 철저히 관찰하였고, 일부 환자에서는 동반된 망

막 상태에 따라 안내 레이저광응고술을 같이 시행하였다. 

인공수정체의 삽입은 수정체 전낭과 모양체소대의 충분한 

지지가 있으면 섬모체 고랑내 삽입을 하였으며,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후에 스넬렌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을 최소각도해

상력(minimum angle resolution, MAR)을 로그로 치환하여 

logMAR로 대응시켜 비교하였다.

통계적분석은통계프로그램 SPSS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수술 전후의 최대교정시력과 안압

의 비교는 Wilcoxon sign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의 기준은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전제 연구 대상 22명 중 남자는 17명(77.3%), 여자는 5명

(22.7%)이었다. 연령은 57세에서 96세 사이로 평균 67.6 ± 

9.1세였다. 총 22안 중 우안 10안(45,5%), 좌안은 12안

(54.5%)이었다. 22안 중 16안(72.7%)은 백내장수술 당일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3안(13.6%)은 1일째, 2안(9.1%)

은 2일째에 1안(4.5%)은 3일째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백내

장수술 이후 유리체절제술까지는 기간은 평균 0.4 ± 0.8일

이었다. 떨어진 수정체의 크기는 전체 수정체 크기를 기준

으로 25% 단위로 4단계(1 =<25%; 2=26-50%, 3=51-75%, 

4=>75%)로 구분하였다. 1단계가 0안, 2단계가 4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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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mparison of the tip of phacohandpiece and phacofragmatome. The tip of phacohandpiece is 2.25 cm and that of pha-
cofragmatome is 2.0 cm. Thus their length difference is negligible. PE = phacoemulsifier. 

3단계가 8안(36.4%), 4단계가 10안(45.4%)이었다(Table 1).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은 수술 전 1.37 ± 0.79에서 수술 

6개월 후 0.21 ± 0.15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p<0.001), 

안압 또한 수술 전 20.2 ± 12.2 mmHg에서 수술 6개월 후 

13.6 ± 2.8 mmHg로 유의하게 낮아졌다(p=0.38).

수정체유화기의 평균 사용 시간은 21.5 ± 19.7초였으며, 

공막절개창 부위에 화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중 회선

진동방식 수정체유화기 사용에 의한 망막출혈이나 망막째

짐 등과 같은 망막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인공수정체는 

모양체고랑에 삽입한 경우가 20안(90.9%)이었으며, 2안

(9.1%)에서는 수정체 전낭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수정체낭

을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망막박리, 안내염 등과 같은 합병증은 관찰이 되지 않았

으며 낭포황반부종이 2안에서 관찰되었으나 보전적인 치료

로 모두 호전되었다.

고 찰

백내장수술 후 수정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유리체 내로 

떨어지면 대부분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유

리체 내로 낙하한 수정체 조각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법

으로는 기존의 고식적인 방법이 유리체 내에서 수정체분쇄

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 둘째 떨어진 수정체를 과불

화탄소액을 이용하여 전방 부위까지 띄어 초음파유화기로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유리체 내에서 초음파유화기로 제거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소개된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은 공막절개를 최소

화하여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염증 반응 및 난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적은 장점이 있어 망막

전막 혹은 황반원공과 같은 황반부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

에는 열공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에 동반된 견인망막박리

와 증식유리체망막병증 등과 같은 대부분의 망막 질환의 

수술에 사용이 되고 있다.9-12 
최근 수술기구의 발달로 유리

체 내로 떨어진 수정체 조각에 대해서도 미세절개 유리체

절제술이 기존의 20게이지 유리체절제술을 대신할 수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에서도 핵경화도가 

심한 경우나 떨어진 조각이 클 경우에는 수정체분쇄기를 

사용하여 제거가 필요하였다고 보고하였다.5,6,8 
수정체 조

각이 크거나 전체가 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도 과불화탄소액을 이용하여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을 홍

채면까지 띄워 기존의 각막 절개창으로 수정체유화기를 이

용하여 수정체 조각을 제거할 수 있다.13 하지만 이러한 수

술 방법의 경우 동반된 홍채 손상, 섬모체 소대의 손상, 수

정체 전낭의 손상이 있거나 기존의 수술 과정에서 각막내

피세포의 손상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서 각막부종이 심한 환자에게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체분쇄기를 이용하여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정체분

쇄기가 미리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세팅을 사용하

게 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수정체분쇄기의 초

음파유화 방식은 첨단부의 종축을 따라 진동하면서 착암기

에너지(jack-hammer)를 통해 수정체 핵을 분쇄하는 고전적

인 직선운동방식이기 때문에 수정체 유화능력은 뛰어나지

만 이로 인해 생기는 반발력(repulsion)으로 수정체의 조각

이 튀어 나가면서 망막출혈이나 망막 째짐에 의해 수술 후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방식으로 수정체가 유화된 상태로 첨단부에 파묻혀 수정체 

조각으로 막히는(clogging)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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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소개된 수정체유화기인 Ozil® (Alcon)의 경우 

첨단부가 측면으로 비틀림 운동을 하여 수정체 반발력이 

감소하고 흡입력(followability)이 높으며, 공동화 에너지

(cavitation)에 의한 유리기(free radical) 발생이 적고 흡입력

이 좋아 초음파유화기를 적게 움직여 눈의 구조적 손상을 

덜 일으키고 초음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기계는 Infiniti® (Alcon)가 안에 내장되어 이러한 

수정체유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기존의 수정체분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정체 

조각이 튀어나가거나 첨단부에 막히는 경우가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첨단부의 길이도 거의 차이가 없어 과

불화탄소액을 이용하면 고도근시안에서도 쉽게 수정체 조

각을 제거할 수 있었다(Fig. 2). 최근 연구에서는 회전진동

방식 수정체유화기의 장점 중 하나로 연구에서는 과불화탄

소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을 안정적

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4

낙하된 수정체 조각의 유리체절제술 시기는 백내장수술 

당일 시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3주 이내에 수술을 

한 경우 좋은 시력예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5 그러한 

이유로는 유리체 내 존재하는 수정체 조각은 그 자체로 항

원으로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유

리체혼탁, 낭포황반부종, 녹내장 및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도 좋은 시력예후를 가질 수 있

었던 이유로 모든 증례에서 백내장수술 이후 3일 이내에 

유리체절제술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16안(72.7%)은 수술 

당일 유리체절제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수술 후 시력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자들은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 전 시력, 술 후 망막박

리, 안구 내 렌즈삽입 상태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15 
유리체 내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약 10%에서 망막찢김에 의한 망막박리가, 10%에서 낭포황

반부종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수정체분쇄기를 사용한 경

우에는 망막박리는 약 5%, 낭포황반부종은 약 9%에서 발

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1,5,6,14,16 유리체 내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한 경우가 고식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 망막박리가 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종축 방향의 운동을 하는 수정체

유화기를 사용한 경우였으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과불화탄

소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체분쇄기보다

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기구이지만 종축 방향의 작동 방법

에 따른 수정체 조각이 튀어 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과불화탄소액을 사용하지 않아 튀어 나간 수

정체 조각에 의한 망막찢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회선진동방식의 초음파유화기

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망막박리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14 본 증례에서도 수술 후 최대교정시력이 0.5 미만인 

경우는 총 3안이었는데 그중 2안은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

을 시행하였던 경우이고, 나머지 1안은 홍채손상이 너무 커

서 동공 편위가 발생한 경우이었다.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

을 한 1안에서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공막고정에 따른 수술 조작이 많아지고 수술 시간

이 늘어나면서 섬모체 혹은 남아 있는 유리체에 염증 반응

을 촉진시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보

전적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었다. 그리고 수술 후 망막박리

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수술 과정에서 수정

체 조각이 튀어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유리체부근에서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였고 대부분 과

불화탄소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이며, 6개월의 상대적으로 짧은 

경과 관찰기간과 적은 대상자, 그리고 환자의 선택편견

(selection bias)이 제한점이다. 하지만, 유리체 내 회선진동

방식의 초음파유화기의 사용은 떨어진 수정체 조각의 핵 

경화가 심하거나 크기가 큰 경우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만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수정체 

조각이 첨단부에 막히거나 튀어나가는 것이 휠씬 적어 기

존의 수정체분쇄기나 고식적인 수정체유화기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향후 더 많

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수정체분쇄기를 사용하는 수

술법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전향적으로 관련 인자들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추적 관찰하는 비교 연구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술 방법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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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백내장수술 중 낙하된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에 대한 유리체 내 

회전진동방식 수정체유화술의 결과 

목적: 백내장수술 중 유리체 내로 떨어진 수정체 조각에 대해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과 같이 시행한 유리체 내 회선진동방식 수정체

유화술의 치료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백내장수술 중 유리체 내로 떨어진 수정체 조각에 대해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

과 유리체 내 회선진동방식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한 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22명 22안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수술 전후의 최대교정시력과 수술 후 망막박리, 망막 째짐, 낭포황반부종, 공막절개 부위의 화상 등과 같은 합병증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남자 17명, 여자 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71.3 ± 8.2세였다. 백내장수술 후 유리체절제술까지는 평균 0.4 ± 0.8일이었으며, 모두 

3일 이내에 시행되었다.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은 수술 전 1.37 ± 0.79에서 수술 후 0.21 ± 0.15로 유의하게 호전이 되었다

(p<0.001). 수술 중 공막절개 부위의 화상이나 수술 중 망막의 손상은 관찰이 되지 않았다. 수술 후 낭포황반부종 2예가 발생하였으나 

보전적 치료로 모두 호전되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결론: 유리체 내로 떨어진 수정체 조각에 대한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과 유리체 내의 회선진동방식 초음파유화기를 이용한 수술 방법

은 수정체유화기의 첨단부에 의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시력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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