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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 조각에 대한 23게이지와 25게이지의 

유리체절제술 결과 비교

Comparison between 23-gauge versus 25-gauge Vitrectomy Outcomes for 
Dropped Lens Fragments in the Vitreous Cavity

김수환⋅전준우⋅이승우

Suhwan Kim, MD, Junwoo Chun, MD, Seungwoo Lee, MD, PhD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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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surgical outcomes of 23-gauge (g) micro-incision vitrectomy surgery (MIVS) and 25-g 
MIVS for lens fragments that dropped into the vitreous cavity during cataract surgery.
Methods: This study was a comparative, retrospective, and interventional case series study based on a medical records review. 
Sixty-six eyes of 66 patients with dropped lens fragments in the vitreous cavity during MIVS, performed between January 1, 2014 
and December 31, 2017, were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nd their visual acuity, operation time duration, and 
complication rate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Results: 23-MIVS and 25-g MIVS were performed on 41 and 25 eyes, respectively. The mean value of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improved significantly from 1.79 ± 1.12 to 0.36 ± 0.63 in the 23-g group and from 1.82 ± 1.15 to 0.31 ± 0.53 in the 
25-g group (p < 0.001). The mean operation time was 33.0 ± 6.8 minutes in the 23-g group and 32.3 ± 6.9 minutes in the 25-g 
group,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 = 0.694). There were two cases of postoperative cystoid macular 
edema in the 23-g group;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gard to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p = 0.262).  
Conclusions: 23- and 25-g MIVS for lens fragments dropped into the vitreous cavity during cataract surgery is a comparably safe 
and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the size of the incision and shortening the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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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과정에서 유리체내로 수정체 전체 혹은 조각

이 떨어지는 합병증은 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한 합병

증이다. 이렇게 유리체내로 떨어진 수정체 조각의 제거의 

치료로 유리체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23게이지, 25게

이지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의 경우 기존의 20게이지 유리

체절제침에 비해 기구의 직경이 작고 흡입률이 낮아 최근

까지도 유리체내 수정체를 제거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

었다.1-6 하지만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은 20게이지 유리체

절제술에 비해 결막의 외상을 최소화하고, 공막봉합을 하

지 않아 이에 따른 난시의 발생이 줄어들고 공막절개와 관

련된 망막 찢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게이지 

기구의 유연성은 25게이지에 비해 적고, 유속은 표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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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절제술인 20게이지와 유사하여 최근 들어 유리체내로 떨

어진 수정체 조각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20게이지, 25게

이지 수술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소개

된 25게이지 유리체절단침은 기구의 강도가 향상되었고, 

절단침 끝의 흡입구 크기도 넓어져서 보다 높은 효율을 가

지게 되었다.7 이로 인해 최근에는 유리체내 수정체 조각을 

제거할 때에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저자들은 

백내장수술 중 유리체내로 떨어진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 23게이지와 25게이

지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의 임상 성적 및 합병증을 비교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백내장수술 도중 유리

체 내로 수정체가 떨어져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를 대상

으로 유리체절제술의 종류, 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의 

크기, 수술 전후의 안압, 수술 전후의 시력 결과, 수술 시간 

및 합병증에 대해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

였다. 인공수정체가 모양체고랑 내에 삽입되어 있거나, 수

정체 전낭이나 섬모체소대의 충분한 지지가 없어 인공수정

체공막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막고정술 자체가 수술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동

국대학교 경주병원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하에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110757-201804-HR-02-02).

수술은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유리체절제기

(The 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를 사용하여 23게이지, 25게이

지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유리체절제술은 

23게이지 혹은 25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하여 각막윤부에서 

3-3.5 mm 떨어진 곳에 비스듬하게 결막, 공막, 모양체 평면

부에서 각막윤부와 평행하게 상비측, 상이측, 하이측 부위

에 삽입하였다. 주입관을 삽입한 후 눈 속 조명과 유리체절

제침과 유리체 망막수술용 콘텍트렌즈(MiniQuad XL®, 

Volkoptical Inc., Mentor, OH, USA)를 사용하여 유리체절

제술과 낙하된 수정체 조각을 제거하였다. 수정체 조각의 

제거 시에는 절단 속도를 1,500-2,500 cuts/minutes으로 낮

추고 흡입압은 650 mmHg으로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필요

시 과불화탄소액을 이용하였으며 수정체를 제거한 후 공막

누르개를 이용하여 주변부 망막을 철저히 관찰하였다. 일

부 환자에서는 동반된 망막 상태에 따라 안내 레이저광응

고술을 함께 시행하였고, 인공수정체는 섬모체고랑에 삽입

하였다. 큰 수정체 조각이나 딱딱한 수정체 조각은 최근 소

개된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intravitreal phacoemulsifica-

tion)을 이용하여 수정체 조각을 제거하였다. 이때 공막절개

는 11시 방향에 윤부결막절개를 시행한 후 20게이지 미세

유리체망막도를 이용하여 절개를 만들고 수정체유화기의 소

매(sleeve)를 벗긴 후에 관류가 되지 않도록 관류액 부분을 

잠근 다음 공막절개를 통해 유리체내 수정체유화술을 시행

하였다. 유리체절제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수정체유화기

(Ozil®, Alcon, Fort Worth, TX, USA)를 이용하였다. 경사

면 30°의 mini-flared Kelman 타입의 0.9 mm Advanced 

Bypass System tip® (Alco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술 전과 후에 스넬렌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을 최소각도해상력(minimum angle resolution, MAR) 

로그로 치환하여 logMAR로 대응시켜 비교하였다. 떨어진 

수정체의 경도는 낙하된 수정체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백내장수술이 여러 병원에서 이루어져 의무 기록지

만을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전체 수정체 

크기를 기준으로 낙하된 수정체의 크기만을 구분하여 25%

단위로 4단계로(1, ≤ 25%; 2, 26-50%; 3, 51-75%; 4, >75%) 

분류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각 게이지별 환자의 나

이, 수술 전후의 최대교정시력, 안압, 평균 수술시간의 비교

는 stu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유리체절단기만 사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와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을 시행한 경우의 

평균 수술 시간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

다. 환자의 성별, 유리체내 수정체 조각의 크기, 수술 중 유

리체내 초음파유화술 사용의 비교와 수술 후 합병증은 카

이제곱검정(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낙하된 수정체 

조각의 크기, 나이와 수술시간의 상관관계는 단순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수술 전후의 

최대교정시력과 안압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의 기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

하였다.

결 과

백내장수술 중 유리체내로 수정체 조각이 떨어져 23게이

지, 25게이지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총 86명 86안이었으며, 이들 중 인공수정체가 모양체고랑

내에 삽입되어 있거나 공막고정술을 시행 받은 20명 20안 

제외한 66명 66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23게이지 유

리체절제술은 41안,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은 25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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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23 gauge 25 gauge p-value
Eye 41 25
Age (years) 68.3 ± 9.9 66.5 ± 6.5 0.877*

Sex (male/female) 25/16 17/8 0.585†

Size of dropped lens 
fragment
1 11 (26.8) 6 (24.0) 0.786†

2 20 (48.8) 10 (40.0)
3 7 (17.1) 6 (24.0)
4 3 (7.3) 3 (12.0)

Preop BCVA 
(logMAR)

1.79 ± 1.12 1.82 ± 1.15 0.873*

Preop IOP (mmHg) 20.4 ± 10.4 18.8 ± 11.8 0.771*

Lens fragment in the vitreous was graded by the operating surgeon 
as follows: 1 = ≤ 25% of the nucleus; 2 = 26-50% of the nucleus, 
3 = 51-75% of the nucleus, 4 = >75% of the nucleu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
erwise indicated. 
Preop = preoperative;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IOP = 
intraocular pressure.
*Student t-test; †chi-square test.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23 gauge 25 gauge p-value
Total Eyes 41 25

Operation time (minutes) 33.0 ± 6.8 32.3 ± 6.9 0.694*

PPV without intravitreal phacoemulsification 27 (65.9) 19 (76.0)
Operation time (minutes) 30.5 ± 9.8 29.1 ± 8.9 0.803†

PPV with intravitreal phacoemulsification 14 (34.1) 6 (24.0)
Operation time (minutes) 38.2 ± 7.7 36.7 ± 8.6 0.423†

Size of dropped lens fragment 0.670‡

2 4
3 7 3
4 3 3

Lens fragment in the vitreous was graded by the operating surgeon as follows: 1 = ≤ 25% of the nucleus; 2 = 26-50% of the nucleus, 3 = 
51-75% of the nucleus, 4 = >75% of the nucleu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PPV = pars plana vitrectomy.
*Stu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chi-square test.

Table 2. The mean surgical time and surgical procedure

23 gauge 25 gauge p-value*

BCVA (logMAR) 0.36 ± 0.63 0.31 ± 0.53 0.774
IOP (mmHg) 15.1 ± 4.7 15.7 ± 4.3 0.565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IOP = intraocular pressure;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Paired t-test (analysis of variance).

Table 3. Postoperative outcomes. BCVA, IOP at postoperative 
6 months

수술 전 대상군의 특징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모든 증례

에서 백내장수술 이후 7일 이내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

였으며, 그중 35예(53.0%)는 백내장수술 당일 유리체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평균 나이는 23게이지군이 68.3 ± 9.9세, 

25게이지군이 66.5 ± 6.5세였고, 수술 전 최대교정시력, 안

압, 떨어진 수정체 조각의 크기는 두 군 간 차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평균 수술 시간은 23게이지군이 33.0 ± 6.8분 그리고 25게

이지군이 32.3 ± 6.9분으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p=0.694). 낙하된 수정체 조각과 평균 수술 시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23게이지군에서는 0.635 (p<0.001), 25게이지

군에서는 0.575 (p=0.003)로 서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이와 평균 수술 시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23게

이지군에서는 0.100 (p=0.532), 25게이지군에서는 0.287 

(p=0.164)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 중 큰 수정체 조각이나 딱딱한 수정체 조각일 경우 

최근 소개된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intravitreal phacoe-

mulsification)을 이용하였으며 23게이지군은 14안, 25게이

지군은 6안에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평균 수술 시간은 23

게이지군이 38.2 ± 7.7분, 그리고 25게이지군이 36.7 ± 8.6

분으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p=0.423). 그리고 유리체

절제기만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23게이지군에서 27안이

었고 평균 수술 시간 30.5 ± 9.8분, 그리고 25게이지군에서 

19안, 평균 수술 시간은 29.1 ± 8.9분으로 두 군 간의 차이

는 없었다(p=0.803).

수술 6개월 후 평균 최대시력(logMAR)은 23게이지군에

서는 0.36 ± 0.63, 25게이지군에서는 0.31 ± 0.53으로 두 군 

모두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Table 3, p<0.001). 

수술 6개월 후 안압은 23게이지군에서 15.1 ± 4.7 mmHg, 

25게이지군에서 15.7 ± 4.3 mmHg으로 두 군 모두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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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p<0.001).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은 두 군 모두에서 망막박리는 발생

하지 않았다. 낭포황반부종이 23게이지군에서만 2안(4.9%)

이 발생하였고 25게이지군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보전적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었다. 두 군 간 합병증

의 발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62). 

고 찰

백내장수술 후 수정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유리체 내로 

떨어지는 빈도는 0.1-1.6%이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

이며 반드시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8-12 최근

의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은 캐뉼라(Cannula)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기구의 출입이 용이하고 결막 및 공막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염증 반응 및 

난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적은 

장점이 있어 최근 대부분의 망막질환에 미세절개유리체절

제술이 사용되고 있다.7,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를 제거할 때에는 20게이지 유리체절단침에 

비해 작은 직경으로 인한 낮은 주입률과 흡입률 때문에 미

세절개유리체절제술에서 수정체 조각을 제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술 기구의 발달

로 유속은 20게이지와 비슷하며 25게이지보다는 기구의 유

연성이 적은 23게이지 유리체절제술로 수정체 제거가 충분

히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도 수정체 제거가 가능함이 보고되

었다.14-16 Scupola et al17
은 40명 40안에서 25게이지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 낙하된 수정체를 제거할 수 있었고 수술 평

균시간은 35.4 ± 16.9분이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23게이지,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 이용하여 유리체내

로 낙하된 수정체 조각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으며 평균 

수술 시간은 23게이지군이 33.0 ± 6.8분, 그리고 25게이지

군이 32.3 ± 6.9분으로 두 군 간의 평균 수술 시간의 차이

는 없었으며(p=0.694), 기존의 연구와도 차이는 없었다.

유리체내로 낙하한 수정체조각은 유리체절제기만으로 

제거가 가능하나 큰 수정체 조각의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럴 경우 국소마취로 진행하는 경우에

는 환자들이 연속된 두 번의 수술에 의한 불안감으로 협조

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막부

종, 홍채결손, 수정체낭의 손상 등과 같이 전안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후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어려

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들로 떨어진 수정체를 과불화탄소액을 이용하여 전방부위

까지 띄어 초음파유화기로 제거하는 방법과 유리체내에서 

수정체분쇄기나 수정체 유화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유리체절제기(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안에 내장되어 있는 첨단부가 측면으로 비

틀림 운동을 하는 수정체유화기(Ozil®, Alcon)를 사용하여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을 시행하여 종축방향의 직선운동

방식을 하는 수정체분쇄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정체

핵을 제거할 수 있었다.18 
본 연구에서도 유리제절단기만 

사용하였던 23게이지군에서 평균 수술 시간 30.5 ± 9.8분, 

그리고 25게이지군에서 평균 수술 시간은 29.1 ± 8.9분이었

으나 수정체 조각이 큰 경우나 딱딱한 경우에는 회선진동

방식의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한 경우의 평균 수술 시간은 

23게이지군이 38.2 ± 7.7분, 그리고 25게이지군이 36.7 ± 

8.6분으로 평균 약 8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초음파유화기의 작동시간은 평균 41.5 ± 25.7초였으므로, 

차이가 나는 수술시간의 대부분은 결막절개 및 공막창을 

만들고 수술 후 봉합하는 데 결린 시간으로 생각된다(Table 3).

낙하된 수정체 조각의 수술 시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

나 당일 즉시 시행한 수술의 결과가 매우 좋게 보고되었

다.19  그 이유는 유리체내에 존재하는 수정체 조각은 그 자

체로 항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유리체 혼탁, 낭포황반부종, 녹내장 및 속발망막박

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12 본 연구에서도 모든 증례

에서 백내장수술 이후 7일 이내에 유리체절제술이 이루어

졌으며, 그중 35안(53.0%)은 수술 당일 유리체절제술이 이

루어졌다. 실제 의뢰되어 오는 환자들 중 각막부종, 고안압, 

수정체낭의 상태 등으로 바로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지만 의뢰된 환자의 불안, 같은 병원에서 수술 중 의

뢰되었을 경우, 의뢰된 의사와의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실

제로 수술을 빨리 시행한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인자 중 하

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수술 후 시력의 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은 수술 전 동반된 안과

질환, 수술 후 망막박리, 안구 내 렌즈삽입 상태, 난시 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2,19,20 본 연구에서 낭포황반부종이 

23게이지군에서 2안(4.9%)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는 모두 보

전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이며, 6개월의 상대적으로 짧은 

경과 관찰 기간, 그리고 수정체 조각이 크기와 경도에 따른 

술자의 수술 기구의 선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편견

(selection bias)이 제한점이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유리체내 

초음파유화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23게이지, 25게이지 유리

체절제술의 효용을 비교하는 것에 한계점이 되고 있다. 하

지만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두 

군 간의 수술 시간이 차이가 없었던 점에서, 그리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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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짧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23게이지군에서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의 사용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25게이지를 사용한 수술도 23게이지와 비교해서 절개창의 

크기도 줄이면서 만족할 만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

술 방법으로 판단된다.

수술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수정체의 경화

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 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으며, 나이가 고령일수

록 수정체가 경화가 심해지므로 나이가 수정체 경화와 연

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나이와 수술 시간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였으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정체 조각이 크거나 딱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많은 경

우에는 유리체내 수정체유화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3게이지, 25게이지 

미세절개 유리체절제술은 유리체내 수정체 조각이 작은 경

우에는 유리제절단기만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며, 수

정체 조각이 큰 경우에는 유리체내 초음파유화술과 같은 

수술법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수정체 조각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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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 조각에 대한 23게이지와 25게이지의 

유리체절제술 결과 비교

목적: 백내장수술 도중 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 조각에 대한 23게이지와 25게이지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의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 조각에 대해 23게이지,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은 66명 66안을 대상으로 유리체절제술 종류, 평균 수술 시간, 시력, 합병증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3게이지,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각각 41안, 25안이었다. 수술 전 평균최대교정시력(logMAR)은 23게이지

군에서는 1.79 ± 1.12에서 0.36 ± 0.63으로, 25게이지군에서는 1.82 ± 1.15에서 0.31 ± 0.53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01). 평균 

수술 시간은 23게이지군이 33.0 ± 6.8분, 25게이지군이 32.3 ± 6.9분으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p=0.694). 수술 후 합병증은 

23게이지군에서 2안(4.9%)에서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하였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62).

결론: 백내장수술 도중 유리체내로 낙하된 수정체 조각에 대한 23게이지, 25게이지 미세절개유리체절제술은 절개창 크기를 줄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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