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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 후 발생한 

수술이 필요했던 합병증

Surgical Management of Complications after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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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complications requiring surgical management related to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received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injection from June 2013 to March 
2020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Patients who had undergone intraocular surgical management within 6 months after implant 
injection, with the exception of cataract surgery, were included. Of them, only the cases in which the surgery was definitely re-
lated to complications with the Ozurdex implant were included. In these patients, underlying disease, intraocular pressure 
change, and the number of injections were analyzed. 
Results: A total of 1,168 injections of 473 eyes (439 patien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e mean number of injections was 2.5 
per eye. The mean age was 61.4 ± 11.3 years. The complications requiring an additional surgical procedure occurred in six 
(0.5%) injections. Of them, four, one, and one eyes showed uveitis, diabetic macular edema, and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respectively. Surgical management was performed to control the increased intraocular pressure in two eyes, inappropriate im-
plant location in two eyes, scleral wound leakage in one eye, and retinal detachment in one eye. The incidence of severe compli-
cations requiring surgical management was high in cases with a history of previous vitrectomy (p = 0.007, Fisher’s exact test) 
and uveitis (p = 0.007, Fisher’s exact test). 
Conclusions: Severe complications requiring surgical management occurred in 0.5% of cases (six cases) after intravitreal dex-
amethasone implant injections. These complications were related to a history of previous vitrectomy and uveitis. Five eyes re-
covered to favorable visual function after surgery, with the exception of one eye with retinal de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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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 0.7 mg 임플란트(Ozurdex®; Allergan, Irvine, 

CA, USA)는 유리체강 내에 삽입되어 덱사메타손을 저용

량으로 서서히 방출하는 삽입물로, 2009년 미국 식품의약

청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되었다. 당뇨황반부종과 망막정맥

폐쇄, 비감염성 중간포도막염, 뒤포도막염의 치료 약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1,2 그 외 코츠병 등 기타 망막질환으로 사

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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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injections Surgical management p-value*

Diagnosis
Diabetic macular edema 520 1 (0.2) 0.234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337 1 (0.3) 0.679
Uveitis 303 4 (1.3) 0.007
Others 8 0      1.000

Vitrectomy history 0.007
Vitrectomized eyes 186 4 (2.2)
Nonvitrectomized eyes 982 2 (0.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s based on Fisher’s exact tests.

Table 2. Relation between diagnosis or vitrectomy history with complications requiring surgical management after intravitreal dex-
amethasone implant

Demographic Value
Total number of eyes (patients) 473 (439)
Total number of injections 1,168           
Average number of injections per eye 2.5       
Diagnosis

Diabetic macular edema 520 (44.5)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337 (28.9)
Uveitis 303 (25.9)
Others 8 (0.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스테로이드는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키고, 백혈구와 염증

세포의 이동을 억제하며 내피세포를 안정화하고, 혈관내피

성장인자, 프로스타글란딘, 기타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억제

하는 등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4,5 유리체강내 

주입되는 대표적 스테로이드는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와 트

리암시놀론이고, 덱사메타손 임플란트가 트리암시놀론보다 

안압상승, 백내장 발생 빈도가 낮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6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안압상승, 백내장, 망막박

리, 유리체출혈, 안내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 그중 

백내장과 안압상승이 흔하다.7 백내장은 덱사메타손 임플

란트를 시행하지 않은 눈에서도 노화에 의해 발생하며, 영

구적 시력손상을 유발하지 않기에 두려운 부작용으로 생각

하지 않는다. 안압상승은 흔하지만 대부분 약물로 조절되

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적다고 알려져 있다.8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는 우수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 여겨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덱사

메타손 임플란트 삽입 후 수술이 필요했던 합병증들은 증

례로 다수 보고되었으나 그 발생 비율에 대한 보고는 없었

다. 저자들은 7년간의 사용 중 6예의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하였다. 발생 비율과 위험 인자를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원에서 2013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입각

하여 시행하였으며, 부산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H-2007-007-093).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후 6개월 이내 백내장을 제외한 안

내 수술을 받은 경우를 분석하였고,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주입술과 연관성이 분명한 합병증만을 포함하였다. 포함된 

환자들의 나이, 성별, 원인 질환,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주입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유리체절제술 시행 이력을 포함한 

환자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합병증이 발생한 원인과 발

생 시기, 합병증의 치료 방법 및 치료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고, 각 군의 차이 검정은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총 439명 473안에서 1,168회 임플란트를 시행하여 1안 

평균 2.5회 시행되었다. 남성이 193명, 여성이 246명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61.4 ± 11.3세였다(Table 1). 수술이 필요

했던 경우는 6회(6안)였다. 그중 2안은 안압상승, 2안은 임

플란트의 부적절한 위치, 1안은 누출, 1안은 망막박리로 수

술이 필요하였다. 안압상승이 있었던 2안 중 1안은 임플란

트가 유리체내 남아 있던 주입 2개월째 안압이 47 mmHg

로 조절되지 않아 임플란트 제거를 위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안은 임플란트 주입 6개월 후 조절되지 않는 

안압상승으로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안의 15.9%에서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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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Misplaced dexamethasone implant of case ll. (A) The anterior photograph shows the misplaced dexamethasone implant to 
the anterior chamber in the eyes with intraocular lens without lenticular capsule. (B) The anterior photograph showed mild corneal 
edema at the next day after removing the implant and injection sub-tenon triamcinolone. 

중에서 시행된 임플란트에서는 2.2% (4안)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되지 않은 눈에서의 발생 

0.2% (2안)보다 발생 빈도가 높았다(Table 2, p=0.007, Fisher 

exact test).

임플란트삽입술의 원인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44.5%, 분

지망막정맥폐쇄 28.9%, 포도막염 25.9%였고, 그 외 망막질

환이 0.7%였다. 포도막염을 위한 임플란트 후에는 1.3% 

(4회)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포도막염을 제외한 질환에서

의 발생률 0.2% (2회)에 비해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았다(p=0.007, Fisher exact test). 4명의 포도막염 

환자 중 1안은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 오인된 칸디다 감염

에서 덱사메타손 주입 후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수술을 시

행하였다. 베체트병 1안에서는 덱사메타손 임플란트가 중

심와 위에 부착되어 황반 손상 우려로 위치 이동 수술을 시

행하였다. 급성망막괴사 후 지속되는 후포도막염으로 덱사

메타손 임플란트를 시행 받은 1안에서는 누출이 지속되어 

봉합수술이 필요하였다. 인공수정체 경공막고정술이 시행

되었던 중간포도막염 1안에서는 덱사메타손 임플란트가 전

방으로 탈출하여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망막박리 1안을 

제외한 5안은 수술 후 양호한 시기능을 회복하였다.

증례 1

55세 여자 환자는 5년 전에 급성망막괴사로 진단되었다. 

전방수검사에서 헤르페스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항바이러

스제와 유리체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이후 후포

도막염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주기적 덱사메타손 임플란

트를 시행 중이었다. 5년 동안 2차례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강내 간시클로버 주사 9회,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이 

7회 시행된 상태였다. 잦은 수술 및 유리체주사로 인해 공

막의 얇아짐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 직후 저안압 소견을 보였으나 누출이 뚜렷하지 않아 

경과 관찰하였다. 시술 2일 후 저안압이 지속되고 공막 누

출 소견이 확인되어 공막 절개부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증례 2 

중간 포도막염으로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를 

시행한 후 2년간 포도막염 재발이 없었던 67세 여자 환자가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인공수정체 탈구가 관찰되

어 인공수정체 경공막고정술 및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

다. 인공수정체 경공막고정술 4개월 후 중간포도막염이 재

발되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를 주입하였다. 시술 8일 후 좌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내원하였고, 덱

사메타손 임플란트의 전방내 탈출이 관찰되었다(Fig. 1). 산

동 및 반듯이 누운 자세를 취한 후 임플란트는 유리체강 내

로 재위치되었으나 2일 후 재탈출되었다. 덱사메타손 임플

란트를 제거하고 후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주입술을 시행하

였다. 

증례 3

양안 베체트 포도막염으로 치료 중이던 50세 남자가 조

절되지 않는 포도막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시력은 우안 

광각불인지, 좌안 안전수동이었다. Methylprednisolone 

1 g/day을 3일간 정맥주사로 투여 후 염증은 조절되었으나 

심한 유리체혼탁이 지속되었다. 유리체혼탁을 제거하기 위

해 좌안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종료 직전, 덱사메

타손 임플란트를 삽입하였다. 수술 1일 후 안저검사 및 빛

간섭단층촬영에서 중심와 위에 임플란트가 위치한 것이 관

찰되었다(Fig. 2). 엎드린 자세, 눈의 회전 등을 포함한 여러 

노력에도 임플란트 위치가 이동되지 않았다. 임플란트 주

입 4일째, 수술을 시행하여 눈 속 겸자로 임플란트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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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 Dexamethasone implant adhered to macula in Case lll. The ultrawide fundus photo (A) and optical coherent tomography 
(B) show that the dexamethasone implant was attached to macula. The implant had not moved even after maintaining prone position 
or jumping repeatedly until four days after injection. Surgical intervention performed to move the implant to the peripheral vitreous 
remnant by micro-forceps. The ultrawide fundus photo (C) and optical coherent tomography (D) showed there was not any specific 
damage related to the implant. 

유리체가 일부 남아 있는 유리체 기저 쪽으로 이동하였다.

증례 4

양안 당뇨황반부종으로 치료 중이던 43세 여자 환자이

다. 양안 범망막 레이저광응고술이 시행된 상태였고, 항혈

관내피성장인자 주사에 반응하지 않아 양안 덱사메타손 임

플란트를 주사하였다. 주사 1달 후 안압이 우안 38 mmHg, 

좌안 32 mmHg로 상승하였으나 점안 안압하강제를 사용 

후 정상화되었다. 당뇨황반부종이 재발하여, 양안 덱사메타

손 임플란트를 주입하였다. 좌안은 안압상승이 없었고, 우

안은 1달 후 안압이 39 mmHg로 상승하였다. 주사 2달째 

안압하강제 사용 및 우안 마이크로펄스 레이저섬유주성형

술 후에도 47 mmHg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유리체절

제술을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제거 1달 후 안압

은 17 mmHg로 조절되었다. 

증례 5

63세 여자 환자가 조절되지 않는 좌안 포도막염을 주소

로 내원하였다.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이었고, 당뇨는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타 병원에서 3개월 전 좌안 포

도막염을 처음 진단받았고, 20 mg 경구 스테로이드로 조절 

시도하였으나 당뇨가 악화되어 중단하고, 좌안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병력이 있었다. 내원 후 시행한 안

저검사에서 톡소플라즈마 맥락망막염에 합당한 소견이 관

찰되고, 혈액검사에서 톡소플라즈마 항체 양성이 확인되어 

경구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과 클린다마이신 복용을 

시행하였다. 항톡소플라즈마 치료 7일째에 유리체혼탁이 

증가하여 안저가 잘 관찰되지 않아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를 

주입하였다. 10일간 약간의 호전을 보였으나, 2주 후 망막

박리가 발생하였다. 칸디다 망막염을 의심하고 수술을 권

유하였으나 환자가 원하여 타원으로 전원하였다. 진료 회

신서를 통해 칸디다가 배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증례 6 

좌안 분지망막정맥폐쇄에 의한 황반부종으로 좌안 반복

적 항혈관내피성장인자를 주입하던 59세 여자가 항혈관내

피성장인자 주사 후 안내염이 발생하였다. 안내염은 유리

체강내 항생제 주입으로 회복되었고, 이후 망막전막으로 

유리체절제술 및 망막주위막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년 동안 황반부종은 재발하지 않았다. 2년 후 분지망막정

맥폐쇄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황반부종으로 덱사메타손 임

플란트를 주입하였고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임플란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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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안압은 조절되

었다.

고 찰

덱사메타손은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일종으로, 항염증 및 

면역 억제 작용을 한다. 코르티솔보다는 30배, 트리암시놀

론보다는 6배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9 덱사메타손 

0.7 mg 임플란트는 덱사메타손을 저용량으로 서서히 방출

하는 삽입물로서, 망막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에 적용된 

이후, 비감염성 포도막염, 당뇨황반부종, 코츠병 등의 치료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총 6회(0.5%)에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하

였다. 또한 6회 중 5회에서 수술적 처치 이후 양호한 시기

능을 회복하였다.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의 빈도가 매우 낮으며, 대부분 영구

적 손상을 야기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판단된다.

증례 1은 급성망막괴사로 병변 안에 유리체강내 간시클

로버주입술 9회,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7회, 유리체

절제술 2회 시행 받은 과거력 있었던 환자였다.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는 22게이지 주입기를 통해 유리체강내로 삽입되

는데, 반복된 시술은 공막절개부의 치유 과정 중에 시술 전

과 동일한 상태로 재생되지 못하고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

되며, 이는 시술 부위에서 누출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Panjaphongse and Stewart10
은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유리

체절제술의 과거력, 동일한 위치에 반복적인 시술이 덱사

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시술 부위 누출의 위험인자라고 

보고하였다. Furino et al11
은 유리체절제술 시행한 눈에서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을 할 때, 시술 부위에 공막소

작술을 시행하여 저안압, 안내염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반복적 시술 혹은 수술 등으로 인해 공막 

얇아짐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특히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된 

경우에서는 22게이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입은 지속적 누

출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례 2는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의 전방이동이 발생하여 

수술을 통한 제거술이 필요하였다. 2년 전 발생했던 포도막

염이 재발했던 경우로 2년 전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우수한 

효과를 확인하였기에 재주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2년 전

과 달리 경공막 고정안내렌즈가 삽입된 상태였고, 경공막 

고정안내렌즈 및 수정체후낭파열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 

임플란트의 금기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테논낭하 스테로이드주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

라 생각한다. Khurana et al12
은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

플란트삽입술 후 전방 이동을 보인 15안을 보고하였다. 

15안 중 13안은 1번의 임플란트 전방 이동을 경험하였고, 

나머지 2안은 각각 2번, 3번으로 총 18회의 임플란트 전방 

이동이 있었다. 15안 모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은 눈이

었고, 그 중 14안(93.3%)은 수정체낭이 없었다. 14안에서 

각막부종이 발생하였고, 10안(71.4%)은 각막부종이 회복되

지 않았으며, 이들 중 6안(42.9%)은 각막이식을 필요로 하

였다. 본 연구의 증례 2에서도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된 상태

였다. 임플란트의 전방내 탈출이 관찰되었고, 산동 후 자세 

제한을 통해 유리체강 내로 재위치시켰으나, 재탈출이 발

생하여 수술로 제거하였다.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의 전방 

이동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각막부종이며, 이는 임플란

트의 화학적 독성으로 각막내피세포 부전이 일어나 발생한

다. 임플란트의 전방내 탈출이 발생한 경우 재위치시키기 

보다는 제거해야 할 것이며, 각막의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제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였다.13

Afshar et al14
은 망막박리수술 후 발생한 황반부종으로 

덱사메타손 임플란트가 주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리체절

제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임플란트의 

황반부 부착이 관찰된 증례를 보고하였다. 2달 후 황반부종 

및 시력은 호전되었으나 임플란트가 부착되어 있던 중심와 

부위에 색소성 망막전막이 관찰되었고, 임플란트로 인한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증례 3은 

안내 충전물이 없는 상태에서 황반에 부착되었다는 차이점

이 있다. Afshar et al14
의 증례를 통해 유착된 임플란트가 

시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플란트의 위치

를 이동하였다. 

본 연구의 증례 5는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 판단하고 덱

사메타손 임플란트를 주입한 뒤 망막박리가 발생하였고, 이

후 칸디다가 배양되어 감염성 포도막염으로 진단되었다. 감

염성 포도막염은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의 금기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감염성 포도막염과 비감염성 포도막염을 명

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감염성 포도막염을 완전히 배제하기 

전까지는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사용에 주의해야 하겠다.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안압상승이다. Choi et al15
은 덱사

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을 시행한 540안 중 68안(12.6%)에

서 안압상승이 발생하였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는 1안(0.2%)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 수술이 필

요했던 빈도는 0.2% (증례 4, 증례 6)로 유사하였다. 증례 

4에서는 안압 조절을 위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제거를 선

택하였다. 증례 4에서는 유리체출혈이 동반되었고, 반복적 

당뇨황반부종이 관찰되었으나, 유리체출혈이 경하고 당뇨

황반부종은 유리체내 주사로 조절되어 유리체절제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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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증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압하강제와 레이저섬유

주성형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안압이 47 mmHg로 측정되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제거를 위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

였고, 내경계막 제거술과 유리체출혈 제거를 동시에 시행

하였다.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주입술 후 수술이 필요

했던 합병증은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된 눈에서 시행되지 않

은 눈에 비해 빈도가 높았다. 유리체는 임플란트의 위치 이

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삽입을 위한 22게이지 공막창

으로의 누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유리체절제술이 시

행된 눈에서는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위치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높고, 주입 후 지속적 누출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고 추정된다. 유리체절제술 후 유리체내 주입이 제한적인 

트리암시놀론과 달리 덱사메타손 임플란트는 유리체절제

술이 시행된 눈에서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다. 유리

체절제술이 시행된 눈에서 임플란트를 삽입할 때 임플란트 

삽입 후의 위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누출 가능성에 대

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백내장수술

을 제외한 안내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은 0.5%로 빈

도가 높지 않았고, 대부분 간단한 수술적 처치 후 시기능이 

회복되었다.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은 비교

적 안전한 시술로 판단된다.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된 경우, 

포도막염이 원인 질환인 경우에서 합병증 빈도가 높았다.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된 눈에서 임플란트의 이동이 많고, 

공막창을 통한 누출의 위험이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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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 후 발생한 

수술이 필요했던 합병증

목적: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3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삽입술 6개월 이내 백내장을 제외한 안내 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 중 수술의 원인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 삽입과 분명한 연관성

을 보이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원인 질환, 시술 전 눈의 상태, 주사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439명 473안에서 총 1,168회 주사를 시행하여, 1안 평균 2.5회 주사가 시행되었고, 연령은 61.4 ± 11.3세였다. 유리체강내 덱사

메타손 임플란트 삽입 후 6회(0.5%)에서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4안은 포도막염, 1안은 당뇨망막병증, 1안은 

분지망막정맥폐쇄가 원인 질환이었다. 2안은 안압상승, 2안은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위치, 1안은 공막 창상 누출, 1안은 망막박리로 

수술이 필요하였다. 이전 유리체절제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p=0.007, Fisher’s exact test)와 원인 질환이 포도막염인 경우에서 수술

이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의 빈도가 높았다(p=0.007, Fisher’s exact test).

결론: 유리체강내 덱사메타손 임플란트삽입술 후 백내장수술을 제외한 안내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은 0.5% (6회)에서 발생하였

고, 유리체절제술이 시행된 경우, 포도막염이 원인 질환인 경우에서 빈도가 높았다. 망막박리 1안을 제외한 5안은 수술 후 양호한 

시기능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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