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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코충전 물질로 Guardcel
®
의 

임상효과 

Clinical Effects of Guardcel® Nasal Packing on 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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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phthalm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1, Yangsan, Korea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2, Busan,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clinical effects of Guardcel® (Genewel. Co, Seongnam, Korea) and Nasopore® (Polyganics, Rozenburglaan, 
Groningen, The Netherlands), two types of absorbable nasal packing materials after 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Methods: A total of 41 patients (49 eyes) who underwent 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from March 2017 to January 2019 
were studied retrospectively. Twenty seven eyes were packed with Guardcel® and twenty two eyes with Nasopore®. We com-
pared the postoperative anatomical and functional surgical success rates between the groups at 1 week, 1 month, 2 months, and 
6 months , as well as the frequency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cluding bleeding.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uardcel® and Nasopore® groups in the postoperative anatomical and 
functional surgical success rate at 1 week, 1 month, 2 months, or 6 months.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Conclusions: The anatomical and functional surgical success rates and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cluding 
bleeding, synechiae, infection, granuloma, and revision were similar between the Guardcel® and Nasopore® groups. Therefore, 
Guardcel® can be used safely and effectively as an absorbable nasal packing material in 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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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충전 물질은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을 포함한 부비동 내시경수술에서 수술 부위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1 
수술 후 발생하는 비강 내 출혈은 

비강 점막 재상피화 과정에 영향을 주며 수술로 새로 형성

된 골공의 섬유화 및 반흔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코충전 물질의 사용은 그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견

이 있으나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술 후 합병증 감소를 위

해 흔히 사용되고 있다.2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은 코눈물관막힘에 사용되

는 수술적 치료법으로 1989년 McDonogh and Meiring3
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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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현 외 : Guardcel
®
의 임상효과-

Figure 1. Gross shape of Guardcel® (Genewl Co., Seongnam,
Korea). Newly developed absorbable nasal packing material 
consisting of collagen, hyaluronic acid and carboxymethylcellulose.

의 수술적 성공률을 나타낸다.4,5 수술의 주요 실패 원인은 

골공의 폐쇄이며, 수술 부위의 폐쇄는 비강 내 출혈, 창상 

기간 동안 발생한 육아종, 막 형성으로 인한 유착 및 협착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1 따라서 골공의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

한 코충전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코충전 물질은 크게 비흡

수성 물질과 흡수성 물질로 나눌 수 있다.1 Merocel® (Polyvinyl 

acetate sponge, Medtronic Xomed, Jacksonville, FL, USA)

과 같은 비흡수성 코충전 물질은 비용적인 면과 쉬운 조작 

및 충분한 지지력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코충전 물질 제

거 시 코 점막 손상 및 출혈을 유발하고 통증, 코 막힘 등 

불편감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12 따라서 비흡수성 코충전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흡수성 코충전 물질들이 

개발되었고, 흡수성 코충전 물질은 구성, 작용기전, 비용, 

사용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Guardcel® (Genewel 

Co., Seongnam, Korea)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카르복시메

틸셀룰로오스로 이루어진 새롭게 개발된 흡수성 코충전 물

질이다(Fig. 1). Guardcel®
의 구성 물질인 히알루론산은 수

술 부위를 습윤하게 유지시켜 주고, 유착 발생률 및 창상 

치유 기간을 감소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카르복시메

틸셀룰로오스는 다당류 폼으로 혈소판 응집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따라서 Guardcel®
은 위 구성

물질의 장점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생리식염수 세

척만으로 코에서 제거 가능하여 코충전 물질 제거 시 발생

하는 불편감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비인후

과 영역에서 Merocel®
과 Guardcel®

을 비교한 보고가 있었

으나 아직 안과 영역 수술, 특히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

결술에서 Guardcel®의 효과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 이에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Guardcel®
의 임상효과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흡수성 

코충전 물질인 Nasopore®
와 해부학적 및 기능적 성공률, 

출혈을 포함한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본원에서 한 

명의 집도의(JYP)에 의해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을 

시행 받은 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총 

49안이 포함되었다. 이전에 실리콘관삽입술이나 눈물주머

니코안연결술을 시행한 환자, 이차적인 원인(종양, 외상)에 

의해 코눈물관막힘이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환자군은 수술에서 사용한 코충전 물질에 따라 Guardcel®을 

사용한 환자군(27안) 및 Nasopore®
을 사용한 환자군(22안) 총 

두 군으로 나뉘었으며, 이 때 삽입한 코충전 물질은 무작위

로 결정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성별, 연령, 수술 받은 눈의 

방향, 실리콘관 제거 기간, 당뇨, 고혈압 유무,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항혈소판제 및 항응

고제 복용 시 수술 전후 1주일간 중단하도록 하였다. 

수술은 모든 환자에서 전신마취하에 시행하였으며, 한 

술자에 의해 동일한 술식으로 시행하였다. 수술 침대의 상

체를 약 30° 올린 상태에서 고개는 약 10° 술자 방향을 바라

보도록 한 후 경추 부위를 경하게 신전한 상태에서 진행하였

다. 중비갑개 주변과 하비갑개 주변에 Epinephrine 1 mg/mL 

(Bosmin solution®, Jeil Pharm., Seoul, Korea)에 적신 거즈

를 Bayonet forceps를 이용하여 채워 넣어 비점막을 수축시

키고, 4 mm wide 0° rigid 내시경(Karl Storz Endoscope, 

Tuttlingen, Germany)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눈물

주머니는 비강개의 앞쪽으로 위치해 있으므로 중비갑개가 

수술의 주요 지형물로 사용되었다. 20 gauge 광원을 위쪽 

눈물점으로 삽입하여 눈물주머니 부위를 확인하고, 처음 

제거할 뼈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4 mm-Kerrison rongeur을 

사용하여 골절단을 시행하였으며, 눈물주머니의 점막을 제

외한 눈물샘 오목을 덮고 있는 코 점막과 뼈를 제거하였다. 

코 점막과 뼈 제거는 눈물주머니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

록 아래위, 양 옆으로 넓혀가며 이루어졌고, 위쪽으로는 눈

물주머니의 개구부인 internal common opening (ICO)이 위

치하는 부위로부터 상측 약 4-6 mm 높이로 충분히 제거하

였고 아래쪽으로는 ICO 하측 6-8 mm까지 제거하였다. 눈물

주머니 점막은 Crescent knife (Beaver-Visitec International,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외측 뼈 절개 부위에 최대한 접근시켜 절개한 후, ICO

주변 점막을 최대한 보존한 채 절개된 점막을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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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GuardcelⓇ NasoporeⓇ p-value
Number of eyes 27 22
Age (years) 65.8 ± 10.6 64.3 ± 11.0 0.542*

Sex 0.507†

Male 8 (29.6) 4 (18.2)
Female 19 (70.4) 18 (81.8)

DM 8 (29.6) 6 (27.3) 0.856‡

HTN 11 (40.7) 5 (22.7) 0.181‡

Aspirin medication 7 (25.9) 2 (9.09) 0.160†

Mean time to tube 
removal (weeks)

18.0 ± 10.1 18.4 ± 11.5 0.3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Independent t-test;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data of subjects enrolled in
this study

제거하였다. 눈물주머니의 점막은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

였다. 실리콘관을 위와 아래 눈물점으로 통과시켜 골절단 

부위를 지나 코 안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관을 적절한 

장력이 가해지도록 하여 매듭을 형성한 후 중비갑개의 내

측으로 위치시켰다. 이후 Guardix®-sol 1.5 g (Sodium 

Hyaluoronate and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Hanmi 

Pharm., Seoul, Korea) 용액을 골절단 부위에 도포한 후 

Triamcinolone acetonide (Triamcinolone, Dong Kwang 

Pharm., Seoul, Korea) 40 mg/mL에 적신 4 cm 크기의 코충

전 물질(Guardcel® 
혹은 Nasopore®)을 4등분하여 수술 부

위와 중비갑개 사이에 유착이 일어나지 않고 적절한 지혈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전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비강

의 상태에 따라 4등분된 코충전 물질 2조각 혹은 3조각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술 

후 Moxifloxacin (Moroxacin, Hanmi Pharm.) 하루 4회, 

Dexamethasone (Maxidex, Novartis Korea, Seoul, Korea) 

하루 4회, Ofloxacin (Effexin oint, Ildong Pharm., Seoul, 

Korea) 연고를 하루 1번 점안하였다. 코충전 물질은 대부분 

술 후 7일째 코내시경 관찰하에 제거되었으며, 코충전 물질

을 제거한 날로부터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한 후, 비강 분

무제(Fluticasone furoate, GlaxoSmithKline UK, London, 

UK)를 각각 아침, 저녁으로 2회 사용하였다. 

Guardcel®의 임상효과를 알아보고자 각 군의 수술 후 1주, 

1, 2, 6개월에 해부학적 및 기능적 수술 성공률, 수술 부위 

출혈 여부, 총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합병증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해부학적 성공률은 눈물소관관류검사로 

평가하였으며 통과가 원활한 경우를 해부학적 성공으로 정

의하였고, 눈물소관관류검사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 및 통

과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기능적 성공률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

상 및 눈물 흘림의 정도를 Munk’s score를 사용하여 평가

하였다. Munk’s score에서 grade 1 이하는 기능적 성공, 

grade 2 이상은 기능적 실패로 정의하였다. 또한 코내시경

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 출혈, 감염, 육아종, 유착 등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평가하였다. 수술 부위 출혈은 코

충전 물질을 제거하는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7일 이내 코충전 물질이 제거되었

으나, 재출혈이나 과도한 딱지의 형성이 있을 경우 술 후 

14일째까지 일부 코충전 물질을 유지한 경우가 있어 수술 

후 15일을 기준으로 수술 부위 출혈을 분석하였다. 재출혈

은 코충전 물질과 비강 내 발생한 딱지 제거 시 발생하는 

출혈로 정의하였으며, 수술 후 15일 이후 발생한 모든 비강 

내 출혈은 술 후 출혈로 정의하였다. 수술 부위 감염은 수

술 부위 통증, 붓기, 고름이 포함된 유루증 등의 증상을 호

소하거나, 코내시경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관찰되어 경구

용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수술 부위 유착은 

코내시경에서 수술 부위와 중비갑개 사이의 유착이 있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p-value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각 충전 

물질의 회사와 이 논문의 상업적 이해 관계는 없다. 또한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입각한 본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IRB 승인 번호: 1907-030-081).

결 과

총 41명 49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Guardcel®
을 사

용한 군은 27안, Nasopore®
을 사용한 군은 22안이었다. 총 대

상 환자 41명 중 여성은 29명, 남성은 12명이었고 Guardcel® 

사용군에서 여성은 19안, Nasopore® 
사용군에서 여성은 18안

으로 각 군에서 성비는 모두 여성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07). Guardcel® 사용군의 평균 

연령은 65.8 ± 10.6세, Nasopore® 
사용군의 평균 연령은 

64.3 ± 11.0세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p=0.542). 두 군에서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 아

스피린 복용 환자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실리콘관 제

거 기간의 경우 Guardcel®
을 사용한 군이 18.0 ± 10.1주, 

Nasopore® 
사용군 18.4 ± 11.5주로 Guardcel® 

사용 그룹이 

실리콘관을 더 빨리 제거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72) (Table 1).

각 군의 수술 후 1주, 1, 2, 6개월 수술 성공률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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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period
Functional success rate Anatomical success rate

GuardcelⓇ NasoporeⓇ p-value* GuardcelⓇ NasoporeⓇ p-value*

Postoperative 1 week 19/27 (70.4) 18/22 (81.8) 0.507 27/27 (100) 21/22 (95.5) 0.449
Postoperative 1 month 20/25 (80.0) 19/21 (90.5) 0.429 24/25 (96.0) 21/21 (100) >0.990  
Postoperative 2 month 23/24 (95.8) 18/21 (85.7) 0.326 23/24 (95.8) 19/21 (90.5) 0.592
Postoperative 6 month 19/22 (86.4) 19/21 (90.5) >0.990 21/22 (95.5) 19/21 (90.5) 0.60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eye (%).
*Fisher’s exact test. 

Table 2. Comparison of functional success rate and anatomical success rate

GuardcelⓇ
(n = 27)

NasoporeⓇ
(n = 22)

p-value*

Re-bleeding 2/27 (7.41) 0/22 (0) 0.495
Post-op bleeding 1/27 (3.70) 2/22 (9.09) 0.58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arison of re-bleeding and post-op bleeding

GuardcelⓇ 
(n = 29)

NasoporeⓇ 
(n = 23)

p-value*

Synechiae 1/27 (3.70) 1/22 (4.55) >0.99
Post op infection 1/27 (3.70) 2/22 (9.09)    0.581
Granuloma 0/27 (0) 0/22 (0) >0.99
Revision 1/27 (3.70) 1/22 (4.55) >0.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isher’s exact 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4. Comparison of postoperative general complication

해부학적 성공률의 경우 Guardcel® 사용한 군은 수술 후 1달

째를 제외하고 Nasopore®
을 사용한 군에 비해 해부학적 성

공률이 높았고, 기능적 성공률의 경우 수술 후 2달째를 제

외하고 Nasopore®
을 사용한 군이 Guardcel® 사용한 군에 

비해 기능적 성공률이 높았다. 그러나 두 군 간 수술 후 1주, 

1, 2, 6개월 해부학적 및 기능적 성공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Table 2). 

수술 후 출혈의 분석에서 Guardcel® 사용군과 Nasopore® 

사용군에서 재출혈은  Guardcel® 사용군 2안, Nasopore® 사

용군 0안이었다. Guardcel®
군에서 재출혈이 발생한 2안은 

각각 수술 후 11일째, 수술 후 15일째 비강 내 발생한 딱지

를 제거 시 발생한 출혈이었고 모두 비강 내 코충전 물질이 

제거된 이후 발생한 출혈이었다. 이 때 발생한 출혈의 정도

는 지혈을 시행한 뒤 저절로 멈추는 정도였다. 수술 후 

15일 이후 발생한 비강 내 출혈로 정의한 술 후 출혈의 경

우 Guardcel®
을 사용한 군에서 1안, Nasopore®

을 사용한 군

에서 2안이 관찰되었다. Guardcel®
에서 발생한 출혈은 비

강 내 딱지를 제거할 때 발생한 출혈이었으며, Nasopore® 

군에서 발생한 2안은 환자가 코피가 나 병원을 내원한 경

우이며 이 중 1안은 코내시경에서도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하였고, 1안은 코내시경에서는 출혈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

았다. 즉 출혈면에서 수술 후 15일 이내는 Guardcel®
을 사

용한 군에서 7.41%, Nasopore®
을 사용한 군 0%에서 출혈

이 관찰되었고, 수술 후 15일 이후에는 Guardcel®을 사용한 

군에서 3.70%, Nasopore®
을 사용한 군 9.09%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각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495, p=0.581) (Table 3).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6개월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유착(Guardcel®군 3.70% vs. Nasopore®

군 4.55%), 감염(Guardcel®
군 3.70%, Nasopore®

군 9.09%), 

육아종(Guardcel®군 0% vs. Nasopore®
군 0%), 재수술 빈도

(Guardcel®
군 3.70% vs. Nasopore®

군 4.55%) 각각의 합병

증에서 모두 Nasopore®
군이 Guardcel®

군에 비해 합병증 발

생 비율이 높았으나 두 군 사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Table 4).

고 찰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의 흔한 실패 원인은 작은 

골공 부위의 형성, 육아종 생성, 골공 부위의 막성폐쇄, 골

공 부위와 비중격 혹은 중비갑개 간의 유착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수술의 해부학적, 기능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적절한 크기의 골공을 형성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골

공 부위의 유착과 육아종 생성, 막성폐쇄 발생률을 감소시

키고 술 중 그리고 술 후 출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2,14

위의 실패 원인을 막기 위해 눈물주머니의 앞쪽벽과 골

막을 고정시키거나,15 실리콘관을 이중으로 삽입하거나,16 

점막과 골막, 눈물주머니의 벽을 차례로 제거 후 트리암시

놀론을 적신 코충전 물질을 이용하거나,17 혹은 여러 흡수

성 및 비흡수성 코충전 물질을 수술 부위에 적용한 보고들

이 있다.18,19 그중 코충전 물질의 사용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비강의 점막 재상피화를 촉진시키고 육아종 

형성을 감소시키며 중비갑개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많

은 술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코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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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환자에게 통증이나 재출혈 등의 

불편감을 줄 수 있고 적절하지 못한 코충전 물질의 선택과 

사용, 코충전 물질의 제거 과정에서 생기는 비강 점막과 수

술 부위의 손상은 점막재생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20 
따라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많은 흡수성 코

충전 물질이 개발되었고, 최근 코내시경을 이용한 비강 수

술과 더불어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도 그 시도

가 지속되고 있다. Berlucchi et al13
은 내시경적 부비동수술

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수성 코충전 물질

이 비흡수성 코충전 물질에 비해 술 후 비강내 유착이 적고 

술 후 비강의 상태가 좋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oman et 

al21
은 흡수성 코충전물질인 Nasopore® 사용군이 비흡수성 

코충전 물질을 사용한 군에 비해 수술 초기 점막 상처의 치

유가 더 좋다고 보고하였고, Jang et al22
은 코경유눈물주머

니코안연결술에서 흡수성 코충전 물질인 Nasopore®
가 비

흡수성 코충전 물질인 Merocel®에 비해 재출혈 및 환자의 

불편 감면에서 우수하다 보고하였다. Kang et al23
은 내시경

적 부비동수술에서 흡수성 코충전 물질인 Guardcel®
이 

Merocel®
과 비교 시 지혈, 유착, 통증 발생 척도에서 우수

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Nasopore®
는 삽입 후 5-14일 안에 분해되는 합성 폴리우

레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흡수성 코충전 물질이다. Nasopore®

는 강한 탄력과 형태 복원력을 지녀 비강 내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 작용을 하고 본래 무게의 25배 이상의 혈액과 

유기체를 흡수해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21 이 외에도 코경

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Merocel®
에 비해 육아종의 

형성과 술 후 출혈의 예방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충전

물 제거 시에도 Merocel®
에 비해 통증이 작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Guardcel®
은 최근 국내에서 만든 흡수성 코충전 물질로 

생체 적합성이 높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로 구성되어 있다. Guardcel®은 수분 흡수 후 겔화가 

진행되어 고체 형태를 유지하며 분해되어 제거 시에 코 세

척이나 흡인만으로 쉽게 제거되는 장점이 있어, 수술 후 수

술 부위에 가해지는 손상 및 환자의 불편감이 적다고 보고

된 바 있다.23 Guardcel®의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보고를 보

면 Berlucchi et al13
은 MeroGel® (히알루론산)은 안전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크지 않는 충전 물질이며 폴리바이닐 아

세테이트 코충전 물질에 비해 유착의 형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Leunig et al24
과 Kastl et al25

은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부비동의 소독과 처치는 환자에게 큰 

불편감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Guardcel®
은 두 가지 

성분을 지니고 있어 위에서 보고한 히알루론산과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의 장점을 모두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저자들은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과 부비동수술

에서 사용되는 흡수성 코충전 물질 중 하나인 Nasopore®
와 

Guardcel®
을 비교해보고자 하였으며 두 군의 기능적, 해부

학적 성공률과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두 군의 1주, 1개월, 2개월 그리고 6개월째 

수술 성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부학적 성공률에서 Guardcel® 
사용군은 술 후 1개월 경

과 관찰을 제외하고 Nasopore®
를 사용한 군에 비해 성공률

이 높았다. 이는 총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수술 부위에 발

생한 유착 및 감염의 발생 빈도가 Guardcel® 
사용군이 

Nasopore® 
사용군에 비해 낮았다는 점과 일치된다. 특이한 

점은 수술 후 1주째 Guardcel®
군에서 해부학적 성공률이 

100%였음에도 기능적 성공률이 70.4%로 Nasopore®
군에 

비해
 Munk’s score가 높게 관찰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는 Guardcel®
의 구성 물질인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가 

비흡수성 물질이라는 점과 Guardcel®
과 Nasopore®

의 분해 

과정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Guardcel®

은 수분 흡수 후 겔화되어 분해되기 때문에 고체 상태를 유

지하며 분해되고, Nasopore®
은 2-4일간 압축 상태를 유지

하다 부서지는 형태로 흡수된다. 이러한 면에서 Guardcel®

은
 Nasopore®

에 비해 오랜 기간 수술 부위에 물리적 압박

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물리적 압박이 기

능적인 눈물 흘림 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코충전 물질이 제거된 이후인 술 후 1달, 2달째에서 해부학

적 성공률이 높은 군이 기능적 성공률도 함께 높게 나타나

는 결과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준다. Baek et al18
은 코경

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Nasopore® 
사용군의 수술 후 

3개월, 6개월째 성공률이 각각 98.6%, 82.9%라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 Nasopore®
군의 성공률은 3개월, 6개월째 

85.7%, 90.5%였으며, Guardcel®
군의 수술 후 3개월, 6개월

째 성공률은 91.7%, 81.0%였다. 이 수치는 본 연구의 수술

적 성공률이 기존의 연구와 대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점막에 대한 처치는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출혈, 유착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수술 후 코충전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26,27 
이와 관련된 Nasopore® 효과

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존재한다.

Shoman et al21
은 Nasopore®

가 점막 재생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줄여 섬유화를 억제하는 장점을 지닌다고 하였고, 

Ahn and Kim19
은 Nasopore®

를 사용한 군이 바세린 거즈 

사용군에 비해 코내시경 검사에서 유착 및 내층 누공의 좁

아짐이 통계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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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8
은 수술 후 지속적인 상처 부위의 염증이 Nasopore®

군에서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Baek et al18
은 Nasopore®

군에서 술 후 2개월째 골공 주위 점막 상피화가 지연되거

나 없는 환자의 수가 비흡수성 코충전 물질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나타난 술 후 합

병증(출혈, 유착, 감염, 육아종, 재수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Jang et al22
은 Nasopore®

와 Merocel® 비교시 

Nasopore®
군이 술 후 초기 재출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으며, Kang et al23
은 Guardcel®

이 Merocel®

과 비교 시 술 후 1주째 지혈 시간을 줄여 출혈 경향을 낮

추는 데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두 코충전 물질이 모두 초기 

재출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각각의 군을 출혈면에서 평가해 보면 재출혈은 Guardcel®

군 2안(7.41%), Nasopore®
군 0안(0%)으로 Nasopore®

군에

서 재출혈이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Guardcel®군에서 발생한 

출혈이 모두 Guardcel®
을 제거한 이후 시행된 술 후 11일, 

15일째 코내시경검사에서 관찰된 출혈이라는 점과 Guardcel®

군과 Nasopore®
군의 수술 후 15일 이내 발생하는 초기 출

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Guardcel®
은 

Nasopore®
와 기능적으로 대등한 수술 초기 지혈 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술 후 15일 이후 발생한 출혈에서는 Guardcel®
군 

3.70%, Nasopore®
군 9.09%로 Guardcel® 

사용군에서 적은 

빈도로 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출혈 또한 통계

적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수술 후 감염은 Guardcel®
군에서 

3.70%, Nasopore®
군에서 9.09%로 발생하였고, 이는 Baek 

et al18
이 Nasopore® 사용군에서 2.6%로 술 후 감염이 일어

났다고 보고한 수치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본 연구에서 유

착 발생률은 Guardcel®
군 3.70%, Nasopore®

군 4.55%로 

Choi et al29
의 보고에서 Algi-pack®

과 Nasopore® 
비교 시 

Nasopore®
군에서 4.8%에서 유착이 일어나고 Baek et al18 

보고에서 Nasopore®
군에서 2.2% 유착이 발생한 것과 유사

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합병증 발생률 

차이는 Nasopore® 사용군 환자 수가 본 연구에서는 22명인 

것에 반해 Baek et al18
은 227안, Choi et al29

은 86안으로 전

체 분석 환자 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육아종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두 군 모두에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는 Choi et al29
와 Baek et al18

의 보고에서 Nasopore® 사용

군이 각각 29.1%, 30.3% 발생한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결

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추

후 육아종의 발생률을 포함한 수술의 합병증 및 성공률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죽은조직제거술을 수술 후 1주째와 한 달째에 

각각 시행하였으며, 남아있는 Nasopore®
와 Guardcel® 

코충

전 물질을 수술 후 7일 이내 모두 제거하고, 재출혈이나 과도

한 딱지의 형성이 있을 경우 일부 코충전 물질을 남긴 상태에

서 코 세척과 비강내 분무제 사용을 시작하였으며, 수술 후 

14일째 재평가하여 모든 환자에서 코충전 물질이 제거하였

다. 본 연구에서 코충전 물질의 제거 시기는 Nasopore®
가 

5-14일 이내에 부서지면서 분해된다는 특성과 부비동 내시

경수술에서 코충전 물질이 수술 당일 혹은 수술 후 1주일 

이내 제거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23,30 

코충전 물질로서 두 물질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

하기 위해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지고 경과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코충전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

나는 경과에 대해서도 추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

만 Guardcel® 사용군이 기존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환자

에게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Nasopore®
군과 동등한 해부학

적, 기능적 성공률과 합병증 발생 빈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다. 환자 수가 부족하고, 

후향적인 분석이며, 환자의 통증에 대한 평가가 점수화되

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현재 저자들은 Nasopore®
군

과 Guardcel®
군을 내시경적 비점막 상태에 대한 점수화와 

함께 환자 통증에 대한 평가를 더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지

속하고 있어 향후 좀 더 발전적이고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이는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Guardcel®
의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

서 코충전 물질로의 사용은 해부학적 및 기능적 성공률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면에서 Nasopore®
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Guardcel®
은 코경유눈물주머니

코안연결술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흡

수성 코충전 물질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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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현 외 : Guardcel
®
의 임상효과-

= 국문초록 =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코충전 물질로 Guardcel
®
의 

임상효과 

목적: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흡수성 코충전 물질인 Guardcel
®
(Genewel. Co, Seongnam, Korea)과 Nasopore

® 
(Polyganics,

Rozenburglaan, Groningen, The Netherlands)의 수술 후 임상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원에서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을 받은 환자 41명(49안)의 전자의무기록을 후향

적으로 분석하였다. Guardcel
® 
사용군은 27안, Nasopore

® 
사용군은 22안이었다. Guardcel

® 
사용군과 Nasopore

®
 사용군의 술 후 

1주, 1개월, 2개월, 6개월째 해부학적 및 기능적 성공률, 출혈을 포함한 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를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Guardcel
® 
사용군과 Nasopore

®
 사용군의 술 후 1주, 1개월, 2개월, 6개월째 해부학적 및 기능적 성공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출혈을 포함한 술 후 합병증(유착, 감염, 육아종, 재수술)에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코충전 물질로서 Guardcel
®
은 Nasopore

®
와 해부학적, 기능적 수술 성공률에 있어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며, 수술 후 초기 지혈 효과와 합병증(유착, 감염, 육아종, 재수술)면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Guardcel
®

은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흡수성 코충전 물질로 생각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7):7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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