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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치료콘택트렌즈와 안약 치료를 적용한 임상 결과

Clinical Outcomes of Applying Therapeutic Contact Lenses and Eye Drops 
after Cataract Surgery

조  진⋅김재영⋅황영훈⋅김경남

Jin Cho, MD, Jaeyoung Kim, MD, PhD, Young Hoon Hwang, MD, PhD, Kyoung Nam Kim, MD, PhD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safety of applying therapeutic contact lenses and eye drops after cataract surgery.
Methods: Immediately after cataract surgery, 947 eyes (group 1) used therapeutic contact lenses and eye drops and 914 (group 
2) applied antibiotic ointment and wore a gauze eye patch for the first postoperative day. Clinical outcomes including best cor-
rected visual acuity (BCVA), IOP, degree of anterior chamber inflammation, wound leakage, and postoperative endophthalmitis 
were compared in the two groups 1 day, 1 week, and 1 month after surgery.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pre- and postoperative BCVA and IOP at 1 day, 1 week, and 1 month 
between groups 1 and 2. There was no difference in anterior chamber inflammation between the two groups at 1 day (p = 0.302), 
1 week (p = 0.437), or 1 month (p = 0.960) after surgery. On the first postoperative day, 10 eyes in group 1 and nine eyes in group 
2 had wound leakage (p = 1.000). There was no endophthalmitis in either group.
Conclusions: The risk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group 1 was not higher than in group 2. Therefore, wearing therapeutic 
contact lenses and using eye drops is a relatively safe management method after catarac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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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백내장 수술의 방법과 장비가 비약적으

로 발전하였으며, 수술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1,2 오늘날 표준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정체유

화술은 백내장낭내적출술이나 백내장낭외적출술에 비해 절

개창의 크기가 작아 수술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짧

으며,3 수술 중 전방의 안압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 및 유

지할 수 있어, 후낭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유리체탈출이 드

물고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맥락막상강출혈과 같은 합병증

의 위험이 낮다.3-5 이와 같이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안전성

이 높아지면서 수술 중 안구나 눈꺼풀의 운동성을 제한하

기 위한 구후부 마취와 안면 마취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

다.1,2,6,7 또한 수술을 받는 환자도 투명각막절개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에서 점안마취만 시행했을 때의 만족도가 구후

부 마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9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안내 수술이나 각막과 

결막에 대한 수술 직후에는 거즈 안대를 착용하는데,10,11 이

는 수술 후 눈꺼풀이 감겨져 있게 함으로써 마취된 상태에

서는 각막 또는 결막의 지속적인 노출을 막고, 마취가 풀린 

후에는 눈깜박임에 의한 수술 부위의 마찰을 줄여 상피세

포의 회복을 도우며, 통증, 눈부심 등의 불편함을 줄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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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의 점안마취하에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은, 수술 후 심한 통증 등의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고, 정상적인 안구운동과 눈깜박임이 가능하여 

거즈 안대의 착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안마취하에 백내장 수

술을 시행한 직후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안약을 바로 

점안하기 시작했을 때의 수술 후 시력 회복 및 염증이나 감

염 등을 포함한 임상 경과를 분석하여, 수술 후 처치 방법

으로 유용할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하에 진행되었으며(승인 

번호: 2021-04-072),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다. 2016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숙련된 

동일 술자에게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을 시행 받은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인 

관찰연구로 환자들에 대한 동의서 취득은 면제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1개월 이내에 세극등현미경검사, 

최대교정시력검사, 안압검사, 산동 후 안저검사, 안축장검

사, 각막곡률검사, 경면현미경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를 시행하였다. 백내장의 핵경화도는 세극등현미경검

사를 통한 Wilmer식 분류법을 이용하여 1-4등급으로 분류

하였으며, 전낭하 또는 후낭하 혼탁이나 피질혼탁은 등급

을 나누지 않았다. 핵경화도가 1등급보다 낮은 경우는 1등

급으로 간주하였고, 갈색백내장 또는 흑색백내장은 4등급

으로 간주하였다. 시력은 한천석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고, 통계적 분석 시에는 logMAR로 환산하였으며, 최종 

표기는 decimal로 나타내었다. 수술 후 1일, 1주일, 1개월째

에 세극등현미경검사, 최대교정시력검사, 안압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1개월째에 산동 후 안저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였다. 안압검사는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하였다.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수술 준비 단계에서 5% povidone-iodine을 점안하였고, 

10% povidone-iodine을 수술 시야에 노출되는 눈꺼풀 피부에 

충분히 넓게 도포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Alcaine® (propacaine 

hydrochloride 0.5%; Alcon, Fort Worth, TX, USA)으로 점안

마취를 시행하였고,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은 이측에서 2.2 mm 

투명각막절개를 통해 시행하였다. 인공수정체는 낭내 삽입

술이나 섬모체고랑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2016년 10월 1일

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투명각막

절개창 봉합을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봉합을 시행하

지 않은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투명각막절개

창 봉합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봉합을 시행한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후 처치 및 안약 사용법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는 백내장 수술을 마치면서 Neodex® (dexamethasone, neo-

mycin sulfate, polymyxin B sulfate; Hanlim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 연고를 결막낭에 도포한 후 거즈 안대를 

착용하였고, 수술 후 1일째 거즈 안대를 제거한 뒤 Cravit® 

(levofloxacin 1.5%;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Osaka, Japan)와 Fumeron® (fluorometholone 0.1%; Hanlim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은 1일 4회, Bronuck® 

(bromfenac sodium; Taejoon Pharm., Seoul, Korea)은 1일 

2회 점안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안약을 4주 동안 유지하였

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는 수술 직후 치료콘택트렌즈 ACUVUE® OASYS® Brand 

Contact Lenses와 HYDRACLEAR® PLUS senofilcon A +0.00D 

(Johnson & Johnson Vision Care, Inc., Jacksonville, FL, USA)

를 착용하고 Cravit®와 Fumeron®
은 1일 4회, Bronuck®

은 1일 

2회 점안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안약은 4주 동안 유지하였

다. 치료콘택트렌즈는 수술 후 1일째 제거하였다. 수술 후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안약 점안을 시작한 환자들을 

1군으로, 수술 후 연고를 도포하고 거즈 안대를 착용한 환

자들을 2군으로 분류하였다. 초음파수정체유화술과 인공수

정체삽입술 외에 병행한 술기를 조사하였으며, 평형염액과 

점탄물질을 제외하고 사용된 약제를 조사하였다. 수술 후 1일, 

1주일, 1개월째의 전방 염증 정도, 절개창 누출 여부, 안내

염을 포함한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은 SPSS for Windows statistical software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두 군 사이의 비교 분석은 독립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고, 범주형인 경우에는 Pearson’s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또는 linear by linear as-

sociation test를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1군 947안과 2군 914안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

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68.57 ± 12.00세와 68.10 ± 13.61세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97). 남녀 성비, 전신질환의 

기왕력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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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ns fitting 
group

(n = 947)

Gauze patching 
group

(n = 914)
p-value*

Age (years) 69.57 ± 12.00 68.10 ± 13.61 0.597
Sex (M/F) 431/516 440/474 0.265†

Right eye 493 (52.1) 469 (51.3) 0.781†

Systemic disease
DM 266 (28.1) 254 (27.8) 0.918†

HTN 451 (47.6) 444 (48.6) 0.710†

CVA 95 (10.0) 86 (9.4) 0.696†

Ocular disease 0.617‡

POAG 68 (7.2) 67 (7.3)
DMR 66 (7.0) 67 (7.3)
PACG 59 (6.2) 55 (6.0)
NTG 41 (4.3) 39 (4.3)
PXF 32 (3.4) 21 (2.3)
AMD 28 (3.0) 19 (2.1)
Secondary 

glaucoma
19 (2.0) 17 (1.9)

Uveitis 18 (2.0) 23 (2.5)
RVO 13 (1.4) 14 (1.5)
RRD 2 (0.2) 2 (0.2)

Previous ocular 
surgery
LI 35 (3.7) 25 (2.7) 0.294†

TRAB 18 (1.9) 14 (1.5) 0.595†

AGV 14 (1.5) 10 (1.1) 0.540†

PPV 5 (0.5) 2 (0.2) 0.453†

Keratometry (D) 44.28 ± 1.74 44.30 ± 1.69 0.870
Axial length (mm) 23.55 ± 1.52 23.64 ± 1.70 0.401
BCVA (decimal) 0.42 ± 0.34 0.42 ± 0.32 0.649
IOP (mmHg) 17.85 ± 4.67 17.56 ± 4.33 0.192
Medication, 

eye drops
Steroid 5 (0.5) 7 (0.8) 0.574†

NSAIDs 4 (0.4) 3 (0.3) 1.000†

Anti-glaucoma 173 (18.3) 168 (18.4) 0.95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M = male; F = female; T-lens = therapeutic contact lenses;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CVA = cardiovascular 
attack; POAG = primary open-angle glaucoma; DMR = diabetic 
retinopathy; PACG = primary angle-closur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XF = pseudoexfoliation; AMD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RVO = retinal vascular occlu-
sion; RRD =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LI = laser iri-
dotomy; TRAB = trabeculectomy; AGV = Ahmed glaucoma 
valve implantation; PPV = pars plana vitrectomy;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IOP = intraocular pressure ; NSAIDs =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Student t-test; †Fisher’s exact test;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tients

T-lens fitting 
group

(n = 947)

Gauze patching 
group

(n = 914)
p-value*

IOL implantation 0.395
In the bag 938 (99.0) 901 (98.6)
Sulcus 9 (1.0) 13 (1.4)

Combined surgery
Anterior vitrectomy 9 (1.0) 11 (1.2) 0.657
Synechiolysis 37 (3.9) 32 (3.5) 0.713
ICG capsule 

staining
30 (3.2) 25 (2.7) 0.588

Iris retraction 
(small pupil)

19 (2.0) 30 (3.3) 0.110

Capsule retraction 
(zonular dialysis)

6 (0.6) 7 (0.8) 0.787

Pupilloplasty 12 (1.3) 10 (1.1) 0.831
Intravitreal Avastin 

injection
16 (1.7) 9 (1.0) 0.228

Capsular tension 
ring insertion

8 (0.8) 5 (0.5) 0.580

Operation time 
(minutes)

13.42 ± 4.20 15.88 ± 6.74 0.309†

Nuclear sclerosis 0.869‡

Grade 1 133 (14.0) 123 (13.5)
Grade 2 372 (39.3) 352 (38.5)
Grade 3 326 (34.4) 316 (34.6)
Grade 4 116 (12.2) 123 (1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lens = therapeutic contact lens; IOL = intraocular lens; ICG = 
indocyanine green.
*Fisher’s exact test; †Student’s t-test; ‡Pearson’s chi-square test.

Table 2. Intraoperative characteristics

백내장 이외의 동반된 안과적 질환으로는 원발개방각녹내

장, 당뇨망막병증, 원발폐쇄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거

짓비늘증후군, 연령관련황반변성, 속발개방각 또는 폐쇄각

녹내장, 포도막염, 망막정맥폐쇄, 열공망막박리가 있었다. 

이전의 안내 수술력으로는 레이저홍채절개술, 섬유주절제

술, 아메드밸브삽입술, 유리체 전절제술이 있었다. 수술 전 

최대교정시력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0.42 ± 0.34 decimal과 

0.42 ± 0.32 decimal (p=0.649)이었으며, 안압은 1군과 2군

에서 각각 17.85 ± 4.67 mmHg와 17.56 ± 4.33 mmHg 

(p=0.192)이었다. 각막곡률, 안축장, 수술 전 사용 중인 안

약에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1군의 938안(99.0%)과 2군의 901안(98.6%)에서 인공수

정체를 낭내에 삽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섬모체고랑에 삽입

하였다(p=0.395). 백내장 수술 시 병행한 유리체부분절제

술, 홍채후유착해리술, 인도사이아닌그린을 이용한 수정체

전낭 염색, 홍채 견인, 수정체낭 견인, 동공성형술, 유리체

강내 아바스틴 주사, 수정체낭팽창고리삽입술의 빈도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모두 p>0.05). 수술에 소

요된 시간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13.42 ± 4.20분과 15.88 ± 

6.74분으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309), 

수정체의 핵경화도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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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in therapeutic contact lenses (T-lens) fitting group (n = 947) and gauze patching 
group (n = 914). BCVA improved significantly on the postoperative day (POD) 1 compared to preoperative BCVA, and improved 
more on the postoperative day 7. Mean BCVA and standard error bar, *p-value < 0.05.

Figure 2. Intraocular pressure (IOP) in therapeutic contact lenses (T-lens) fitting group (n = 947) and gauze patching group (n =  
914). IOP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postoperative day (POD) 1 compared to preoperative IOP, and decreased more on the post-
operative day 7. Mean IOP and standard error bar,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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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ns fitting 
group

(n = 947)

Gauze 
patching group

(n = 914)
p-value*

Wound leakage 10 (1.05) 9 (0.98) 1.000†

Maintain T-lens 
fitting

10 7

Suture 0 2
AC inflammatory 

reactions
POD#1 day 0.64 ± 0.42 0.62 ± 0.36 0.302
POD#1 week 0.04 ± 0.19 0.03 ± 0.14 0.437
POD#1 month 0.00 ± 0.03 0.00 ± 0.03 0.960

Endophthalmitis (n) 0 0 N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lens = therapeutic contact lenses; AC = anterior chamber; POD 
= postoperative day. 
*Student t-test; †Fisher’s exact test; *AC inflammatory reactions 
were divided into grade 1 to 4 depending on the severity and trace 
was graded as 0.5. Grades were considered as continuous variables.

Table 3. Postoperative complications

(p=0.869) (Table 2).

백내장 수술 후 1일째와 1주일째에 두 군 모두 시력이 지

속적으로 호전되었으며, 이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Fig. 1). 백내장 수술 후 1일째와 1주일째에 두 군 모두 안

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

었다(Fig. 2). Standardization of uveitis nomenclature12
의 등

급 기준에 따른 전방의 염증 정도는 수술 후 1일째에는 1군

과 2군에서 각각 0.64 ± 0.42 grade와 0.62 ± 0.36 grade였

고(p=0.302), 1주일째에는 각각 0.04 ± 0.19 grade와 0.03 ± 

0.14 grade였으며(p=0.437), 1개월째에는 각각 0.00 ± 0.03 

grade와 0.00 ± 0.03 grade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60). 

수술 후 1일째 1군의 10안과 2군의 9안에서 절개창 누출이 

관찰되었다(p=1.000). 이들 중에서 1군의 10안과 2군의 7안

은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고, 2군의 2안은 각막 봉합

을 추가하였다. 수술 후 1주일째에는 모든 안에서 절개창 

누출이 소실되었다. 두 군 모두에서 안내염은 발생하지 않

았다(Table 3).

고 찰

본 연구 결과 백내장 수술 후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

고 안약 점안을 바로 시작한 환자들(1군)의 수술 후 시력 

회복과 안압의 변화는 거즈 안대를 하루 동안 유지한 환자

들(2군)과 비슷한 경과를 보였다. 1군에서 전방의 염증 정

도가 더 심하지 않았으며, 안내염은 두 군 모두에서 발생하

지 않았다. 두 군에서 발생한 절개창 누출은 모두 치료콘택

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절개창에 봉합을 추가한 후 1주일 이

내에 소실되었다.

거즈 안대의 착용은 안과 영역에서 다양한 적응증에 사

용되고 있으며, 외상 후 발생한 각막찰과상이나 반복각막

진무름과 같은 각막 질환에서는 눈꺼풀의 움직임을 제한하

고 통증 및 눈부심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된다.13 Prat et al14

은 익상편 절제술 후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한 27안과 거

즈 안대를 착용한 70안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거즈 안대를 

착용한 군에서 수술 후 첫 24시간 동안 통증 및 이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와 같은 불편함이 유의하게 적었다고 하였

으며, 따라서 거즈 안대로 인한 불편함과 단안시를 감수하

더라도 거즈 안대의 착용이 익상편 절제술 후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Asrani et al15
은 섬유주절제술 후 

여과포 누출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고하였는데, 35건에서 

거즈 안대를 이용한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였을 때 6건

(17.1%)에서는 다른 치료 없이도 누출이 멈췄다고 하였다. 

Demers et al16
은 치료레이저각막절제술 후 발생한 각막찰

과상의 회복 속도를 시간 경과에 따른 찰과 부위의 직경 변

화로 측정하였는데 거즈 안대를 착용한 군이 착용하지 않

은 군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하였다.

거즈 안대의 착용은 백내장 수술과 같은 안내 수술 후에

도 외상과 감염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눈꺼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7,18 하지만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시 점안마취만 시행하고 절개창에 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으며,1,2 이에 따라 수술 후 거즈 안대를 착용

하지 않음으로써 즉각적인 시력 회복을 얻는 것에 대한 연

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11,19,20 Stifter et al20
은 60명의 

환자에서 점안마취하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후 한쪽 눈

에는 안대를 하루 동안 착용하고, 반대쪽 눈에는 안대를 착

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안대를 착용하지 않은 눈에서 

즉각적인 시력 회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설문 조사 결과 

65%의 환자가 안대 착용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

로 통증과 이물감이 적었고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

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근 Gazit et al19

은 백내장 수술 후 1일째의 각막두께 증가가 안대를 착용

한 50안에서 안대를 착용하지 않은 50안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고 하였으며(138 µm vs. 70 µm, p=0.001), 수술 후 1일

째 최대교정시력도 안대를 착용한 군에서 0.5 logMAR로 

착용하지 않은 군의 0.3 logMAR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고 하였다(p=0.01).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시행된 연구들에서와 달리 거즈 

안대를 착용하지 않은 눈에 수술 후 통증 및 이물감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다. 치료콘

택트렌즈는 반복각막진무름, 수포각막병증, 실모양각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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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포진과 대상포진에 의한 영양각막궤양, 열화상 및 화

학화상, 수술 후 상처치유 불량, 안약 독성 및 신경마비각

막염으로 인한 만성각막상피결손과 같은 다양한 각막질환

에서 창상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13 또한, 각막 열상의 봉합이나 굴절교정레이

저각막절제술과 같은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써 통증을 줄이

고 각막상피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콘텐트렌즈는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로 산

소투과율이 높아서 각막의 상처 치유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안내염의 발생률은 0.04-0.59%로 

보고된다.22-25 최근에는 수술 부위의 소독 방법과 수술 방

법의 발전 및 수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으로 그 빈도

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백내장 수술의 가장 심각한 합병

증 중 하나로, 심한 경우에는 수일 내에 부분적이거나 완전

한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

생의 위험 요인으로 수술 중 후낭파열과 유리체 절제술 및 

다른 술기의 병행, 당뇨병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26-28 수술 

후 초기에 눈의 위생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안내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철저한 환자 교

육이 필요하다. Povidone-iodine은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

균, 진균 및 바이러스에 대해 광범위한 활성을 가진 강력한 

살균제로 수술 전 결막낭에 5% 용액을 점안한 후 10% 용

액으로 피부를 소독하는 것이 안내염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도 모든 환자에서 

povidone-iodine으로 소독을 시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연구가 

후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수술 후 염증 반응이나 감염, 수술 후 합병증과 같은 타

각적인 지표만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통증이나 이물감 등

의 불편감과 즉각적인 시력 회복에 따른 만족도 등을 포함

한 자각적인 지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양안 백내장 수술 환자에서 수술 후 처치 방법을 양

안에 각각 다르게 적용한 후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거

즈 안대를 사용한 군에서는 각막절개창에 봉합을 시행하였

으며, 치료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군에서는 봉합을 시행하지 

않아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각

막 봉합은 절개창의 너비가 크거나 누출이 우려될 때 시행

하여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의 위험을 낮춰 줄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21,25,29 이를 고려할 때 각막 봉합을 하

지 않았음에도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군에서 안내염이 발생

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수술 후 처치 방법으로 볼 수 있

겠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유병률이 매우 낮은 

합병증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콘

택트렌즈의 사용이 안내염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치료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는 것은 오히려 항생제를 포함한 안

약의 안구내 전달률을 낮춰서 수술 후 염증 조절과 안내염 

예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30 백내장 수술 

후 1일째 제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 환자에서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고 거즈 안대를 수술 후 다음날까지 유지하

는 대신,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항생제 점안을 시작

하였을 때 수술 후의 전방 염증 정도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

아지지 않았으며, 안내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백내

장 수술 후의 처치 방법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안이 실명한 환자나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는 환자와 같이 즉각적인 시력의 회복이 필요한 환

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Wi JM, Moon HS, Kim KH, Shyn KH. 2012 Survey of KSCRS and 
KOS member: current trends in cataract surgery in Korea. J Korean 
Ophthalmol Soc 2015;56:1181-7.

  2) Leaming DV. Practice styles and preferences of ASCRS mem-
bers-2003 survey. J Cataract Refract Surg 2004;30:892-900.

  3) L inebarger EJ, H ardten D R, Shah G K , Lindstrom  RL. 
Phacoemulsification and modern cataract surgery. Surv Ophthalmol 
1999;44:123-47.

  4) Nicoli CM, Dimalanta R, Miller KM. Experimental anterior cham-
ber maintenance in active versus passive phacoemulsification flu-
idics systems. J Cataract Refract Surg 2016;42:157-62.

  5) Sharif-Kashani P, Fanney D, Injev V. Comparison of occlusion 
break responses and vacuum rise times of phacoemulsification 
systems. BMC Ophthalmol 2014;14:96.

  6) Malik A, Fletcher EC, Chong V, Dasan J. Local anesthesia for cata-
ract surgery. J Cataract Refract Surg 2010;36:133-52.

  7) Hutchisson B, Nicoladis CB. Topical anesthesia-a new approach to 
cataract surgery. AORN J 2001;74:339-40, 342, 344-6, 348-50.

  8) Kershner RM. Topical anesthesia for small incision self-sealing 
cataract surgery. A prospective evaluation of the first 100 patients. 
J Cataract Refract Surg 1993;19:290-2.

  9) Jacobi PC, Dietlein TS, Jacobi FK. A comparative study of topical 
vs retrobulbar anesthesia in complicated cataract surgery. Arch 
Ophthalmol 2000;118:1037-43.

10) Frucht-Pery J, Stiebel H, Hemo I, Ever-Hadani P. Effect of eye 
patching on ocular surface. Am J Ophthalmol 1993;115:629-33.

11) Honda S, Matsuo A, Toda H, Saito I. Effect of eye patching on 
postoperative inflammation after cataract surgery. J Cataract Refract 
Surg 2004;30:273-4.

12) Jabs DA, Nussenblatt RB, Rosenbaum JT; standardization of uvei-
tis nomenclature (SUN) working group. Standardization of uveitis 



274

-대한안과학회지  2022년  제 63 권  제 3 호-

nomenclature for reporting clinical data. Results of the first inter-
national workshop. Am J Ophthalmol 2005;140:509-16.

13) Kim HS. Therapeutic contact lenses. In: The Korean Contact Lens 
Study Society. Contact lens: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Koonja, 
2015; chap. 9.

14) Prat D, Zloto O, Ben Artsi E, Ben Simon GJ. Therapeutic contact 
lenses vs. tight bandage patching and pain following pterygium ex-
cision: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Graefes Arch 
Clin Exp Ophthalmol 2018;256:2143-8.

15) Asrani SG, Wilensky JT. Management of bleb leaks after glaucoma 
filtering surgery. Use of autologous fibrin tissue glue as an alternative. 
Ophthalmology 1996;103:294-8.

16) Demers P, Thompson P, Bernier RG, et al. Effect of occlusive pres-
sure patching on the rate of epithelial wound healing after photo-
refractive keratectomy. J Cataract Refract Surg 1996;22:59-62.

17) Bainbridge JW, Smith JM, Reddy G, Kirwan JF. Is eye padding 
routinely necessary after uncomplicated phacoemulsification? Eye 
(Lond) 1998;12:637-40.

18) Carpel EF. The use of eye pads after cataract surgery. Am J 
Ophthalmol 1990;110:318-9.

19) Gazit I, Dubinsky-Pertzov B, Or L, et al. Eye patching after cata-
ract surgery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short-term cor-
neal oedema. Acta Ophthalmol 2021;99:e81-5.

20) Stifter E, Menapace R. “Instant vision” compared with postoperative 
patching: clinical evaluation and patient satisfaction after bilateral 
cataract surgery. Am J Ophthalmol 2007;143:441-8.

21) Fay J, Juthani V. Current trends in pain management after photo-
refractive and phototherapeutic keratectomy. Curr Opin Ophthalmol 
2015;26:255-9.

22) Creuzot-Garcher C, Benzenine E, Mariet AS, et al. Incidence of 
acute postoperative endophthalmitis after cataract surgery: a na-
tionwide study in France from 2005 to 2014. Ophthalmology 2016;
123:1414-20.

23) Kim SH, Yu MH, Lee JH, et al. Endophthalmitis after cataract sur-
gery in Korea:  nationwide study evaluating incidence and risk fac-
tors in a Korean population. Yonsei Med J 2019;60:467-73.

24) Pershing S, Lum F, Hsu S, et al. Endophthalmitis after cataract sur-
gery in the United States: a report from the intelligent research in 
sight registry, 2013-2017. Ophthalmology 2020 Feb;127:151-8.

25) Thoms SS, Musch DC, Soong HK. Postoperative endophthalmitis 
associated with sutured versus unsutured clear corneal cataract 
incisions. Br J Ophthalmol 2007;91:728-30.

26) Wu PC, Li M, Chang SJ, et al. Risk of endophthalmitis after cata-
ract surgery using different protocols for povidone-iodine pre-
operative disinfection. J Ocul Pharmacol Ther 2006;22:54-61.

27) Endophthalmitis study group, European society of cataract & 
Refractive surgeons. Prophylaxis of postoperative endophthalmitis 
following cataract surgery: results of the ESCRS multicenter study 
and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s. J Cataract Refract Surg 2007;33:
978-88.

28) Kessel L, Flesner P, Andresen J, et al. Antibiotic prevention of 
postcataract endophthalm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cta Ophthalmol 2015;93:303-17.

29) Matossian C, Makari S, Potvin R. Cataract surgery and methods of 
wound closure: a review. Clin Ophthalmol 2015;9:921-8.

30) Haq Z, Farooq AV, Huang AJ. Infections after refractive surgery. 
Curr Opin Ophthalmol 2016;27:367-72.



275

-조  진 외 : 백내장 수술 후 치료용 콘택트렌즈 착용-

= 국문초록 = 

백내장 수술 후 치료콘택트렌즈와 안약 치료를 적용한 임상 결과

목적: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항생제 점안을 시작하는 백내장 수술 후 처치 방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백내장 수술 후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항생제 점안을 시작한 947안(1군)과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고 거즈 안대를 

착용한 914안(2군)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두 군에서 수술 후 1일, 1주, 1개월째의 최대교정시력, 안압, 전방 염증의 정도, 절개창 누출 

여부, 안내염 발생을 포함한 임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 전과 수술 후 1일, 1주일, 1개월째의 평균 최대교정시력과 평균 안압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전방 

염증의 정도는 1일(p=0.302), 1주(p=0.437), 1개월째(p=0.960)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1일째 1군의 10안

과 2군의 9안에서 절개창 누출이 있었으며(p=1.000), 두 군 모두에서 안내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치료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항생제 점안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고 거즈 안대를 착용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지 않아 백내장 수술 후 처치 방법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3):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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