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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눈물길 실리콘관삽입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실리콘관의 코벽 고정 효과

Effect of Nasal Wall Fixation with Nonabsorbable Sutures during Nasolacrimal 

Silicone Intubation in Adults

박민수⋅김상덕

Min Soo Park, MD, Sang Duck Kim, MD, PhD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ksan, Korea

Purpose: We explored the effects of silicone tube fixation using a nonabsorbable suture on the adult nasal wall during silicone 

tube intubation.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50; 54 eyes) diagnosed with nasolacrimal duct stenosis and canalicular lacerations 

who underwent silicone tube fixation to the nasal wall (using nonabsorbable sutures) during silicone tube intubation from 

January 2019 to June 2021 and who were followed-up for more than 3 months after surgery wer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We recorded the percentages of early silicone tube displacement and noted other complications.

Results: We enrolled 22 males and 28 females of average age 65.28 ± 8.88 years. The silicone tubes were maintained for an 

average of 9.13 ± 1.77 weeks in the nasolacrimal duct stenosis group and 20.13 ± 3.36 weeks in the canalicular laceration group. 

Early tube displacement occurred in two of 46 eyes (4.4%) in the nasolacrimal duct stenosis group and in 0 of eight eyes (0%) in 

the canalicular laceration group. Overall, early displacement occurred in only two of 54 eyes (3.7%). Other complications in-

cluded nasal irritation in four cases (7.4%), canaliculitis in three (5.6%), and loss of fixed nonabsorbable sutures in three (5.6%).

Conclusions: Silicone tube fixation to the nasal wall using a nonabsorbable suture during silicone tube intubation simply and ef-

fectively prevents early tube displacement and loss, associated with minimal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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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흘림은 안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눈물 과

다분비와 눈물배출의 감소라는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나

누어진다.
1
 이 중 눈물배출의 감소는 눈꺼풀의 위치 이상이

나 눈꺼풀 이완으로 인한 눈물 펌프 기능 장애 또는 코눈물

관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코눈물관 폐쇄에 의한 경우

가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된다.
2
 코눈물관 폐쇄의 치료 방

법으로는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이나 코눈물관 실리콘관삽

입술 등이 있다.
3

실리콘관삽입술은 1968년 Keith
4
에 의해 처음으로 눈물

주머니코안연결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시행된 이후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2.63.7.578&domain=pdf&date_stamp=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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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Silicone tube is loosely fixed on mucocutaneous junction of lateral nasal wall by non-absorbable suture. (A) Post-operative 

photograph of left nose. Silicone tube (red arrow), non-absorbable suture (yellow arrow). (B) Schematic diagram of the surgery. mu-

cocutaneous junction of lateral nasal wall (arrowheads).

로, 코눈물관 폐쇄, 외상성 눈물소관 열상 등 다양한 적응

증에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성공률이 보고되었다.
5-7

 또한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 비해 술기가 간단하고, 전신 상태

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8
 

하지만 실리콘관 탈출, 눈물점 미란, 육아종 형성, 각막 미

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실리콘관의 탈출

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9
 때문에 실리콘관

의 탈출을 예방하기 위해 실리콘 스펀지를 작게 잘라 실리

콘관을 스펀지에 통과시켜 묶어주거나, 실리콘관 끝을 두 

번 묶어주기도 한다.
10,11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코 안쪽에 

덩어리를 형성하여 탈출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이물감, 코막힘 등의 불편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코눈물관 부분 폐쇄 및 외상성 눈물

소관 열상 환자에서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할 때 실리콘관

의 조기 탈출을 예방하고, 실리콘관삽입 기간 동안 코 속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도록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해 실리

콘관 끝을 코벽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본원을 방문한 환자 중 

코눈물관 부분 폐쇄에 의한 눈물흘림 또는 외상에 의한 눈

물소관의 열상으로 실리콘관삽입술 및 코벽고정술을 시행

받고 3달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50명 54안을 대

상으로 하였다. 18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모든 수술은 한 시술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수술 

효과 및 합병증에 대해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았고(승인 번호: WKUH 2022-02-012),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

코눈물관 부분 폐쇄 환자의 경우는 국소마취 하에 실리콘

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30분 전 1:100,000 에피네프

린 용액을 적신 거즈를 하비도에 충전시켜 비점막을 수축시

키고, #00 크기의 Bowman 눈물길더듬자검사를 시행하여 

눈물길의 저항부위를 확인하였다. 그 후 0.64 mm 굵기의 

한 개 실리콘관(canaliculus intubtion set, Beaver-Visitec, 

Inc., Waltham, MA, USA)을 위쪽 눈물소관으로 삽입하였

다. 불필요한 기구 조작으로 인한 비강내 손상을 줄이기 위

하여 비강 내시경을 이용하여 실리콘관이 아래콧길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집게(alligator forceps)로 비강 밖으로 견인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눈물소관으로도 실리콘관을 

삽입하였다. 그 후 실리콘관을 잡아당긴 다음 6-0 nylon을 

이용하여 두 개의 실리콘관을 결찰한 후 2 mm 여분을 남

기고 잘라냈다. 실리콘관을 코벽에 고정시킬 때는 비흡수

성 봉합사인 6-0 nylon으로 두 줄의 실리콘관 사이를 통과

시킨 후 코 안의 외측 피부점막경계부에 고정시켰다. 이 때 

실리콘관이 코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봉합사를 코

벽에 느슨하게 묶어주었다(Fig. 1). 고정 과정에서 코 안의 

외측 피부점막경계부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의 

사용 없이 술기를 진행하였다. 눈물소관 열상 환자의 경우

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절단된 눈물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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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tenosis group (eye = 46) Trauma group (eye = 8) p-value Total (eye = 54)

Sex

Male 15 7 0.007
*

22

Female 27 1 28

Age (years) 66.19 ± 8.23 60.50 ± 11.17 0.097
†

65.28 ± 8.88

Side

Right 24 1 0.038
*

25

Left 22 7 2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p-value for two-group comparison by 
*

chi-square test and 
†
Mann-Whitney U test.

Variable Stenosis group (eye = 46) Trauma group (eye = 8) p-value Total (eye = 54)

Tube maintained time (weeks) 9.13 ± 1.77 20.13 ± 3.36 0.000
*

10.76 ± 4.44

Early displacement 2 (4.4) 0 (0.0) 0.548
†

2 (3.7)

Planned removal 44 (95.6) 8 (100.0) 52 (96.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p-value for two-group comparison by 
*

Mann-Whitney U test and 
†
chi-square test.

Table 2. Tube maintained time, early displacement and planned removal rate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원위부로 소식자를 통과시킨 후 수술 현미경을 이용하여 

절단된 눈물소관의 근위부를 찾아 코눈물관까지 탐침법을 

시행하여 실리콘관삽입을 시행하였다. 이후 건측 눈물소관 

부위의 실리콘관삽입을 시행하였다. 코 고정 방법은 코눈물

관 부분 폐쇄 환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수술 후에는 lev-

ofloxacin hydrate (Levotra
®
; Binex Co. Ltd., Busan, Korea)

와 0.5% loteprednol etabonate (Lotemax
®
; Bausch&Lomb, 

Tampa, FL, USA) 점안액을 하루 4번 점안하였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실리콘관의 조기 탈

출 및 코 불편감, 감염, 봉합사의 소실, 눈물점 및 눈물소관

의 열창 등의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코눈물관 부분 폐쇄 환

자는 수술 후 8주에서 12주 사이에, 눈물소관 열상 환자는 

수술 후 18주에서 20주 사이에 실리콘관을 제거하였으며 

계획된 기간보다 일찍 실리콘관이 빠진 경우를 조기 탈출

로 정의하였다. 실리콘관을 제거할 때는 봉합사와 실리콘

관 끝을 코 쪽에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래에서 내시경의 도움 없이 코 쪽에서 봉합사와 실리콘

관의 한쪽 끝을 각각 자르고 집게(forceps)로 그 끝을 잡아 

간단하게 제거하였다. 그리고 비흡수성 봉합사가 자연 소

실된 경우에는 눈물점 쪽에서 실리콘관을 제거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Statistics 18 소프트웨어(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어 모집단의 

정규성 검토를 위하여 Kolmogorov-Smirnov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을 보이지 않은 두 군은 Mann-Whitney 

U test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명목척도의 자료분석에는 

chi-squared test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모든 결과값은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총 54안(50명) 중 코눈물관 부분 폐쇄군이 46안, 눈물소

관 열상군이 8안이었다. 코눈물관 부분 폐쇄군에서는 남자 

15안, 여자 27안으로 평균 연령은 66.19 ± 8.23세였고, 눈

물소관 열상군에서는 남자 7안, 여자 1안으로 평균 연령은 

60.50 ± 11.17세였다(Table 1).

수술 후 실리콘관을 유지한 기간은 코눈물관 부분 폐쇄

군이 평균 9.13 ± 1.77주였고, 눈물소관 열상군은 평균 

20.13 ± 3.36주였다. 코눈물관 부분 폐쇄군 46안 중 2안

(4.6%), 눈물소관 열상군 8안 중 0안(0%)에서 실리콘관이 

조기 탈출되어 전체 54안 중 2안(3.7%)에서 실리콘관의 조

기 탈출이 발생하였다. 이 중 1안은 수술 후 1주 경에 탈출

이 발생하였으나 부분적으로 탈출하여 외래에서 쉽게 코 

안의 고정된 봉합사를 견인하여 실리콘관을 재위치시킬 수 

있었다. 나머지 1예는 실리콘관을 제거하기로 계획된 기간

인 8주 경에 탈출이 발생하여 외래에서 제거하였다(Table 2).

이 외의 합병증으로는 코 불편감이 4예(7.4%)에서 발생을 

하였다. 이 중 2예에서는 코 분비물 증가 및 간지러움을 호

소하였다. 나머지 2예는 이물감을 호소하였는데, 이 중 1예

에서 수술 3주째 이물감으로 스스로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실리콘관은 잘 유지되어 계획된 기간에 제거하였다. 

코막힘 등 심한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총 3예(5.6%)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 이 중 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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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 Case

Early displacement 2 (3.7)

Nasal irritation 4 (7.4)

Infection 3 (5.6)

Suture loss 3 (5.6)

Punctal slit 0 (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3. Complications after silicone tube intubation

에서는 실리콘관삽입 부위에 눈곱이 증가한 양상이 보여 

항생제 안약 점안으로 호전되었다. 나머지 1예에서는 실리

콘관삽입 부위에 눈곱, 부종, 압통이 지속되어 수술 4주째 

관을 조기에 제거하였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코벽에 고

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로 인한 코 안 감염은 관찰되지 않았다.

총 3예(5.6%)에서 수술 후 고정된 비흡수성 봉합사의 소

실이 발생하였다. 1예는 앞서 언급한 수술 후 3주째 이물감

으로 스스로 봉합사를 제거한 예이며, 나머지 2예는 자각증

상 없이 봉합사가 자연 소실되었고,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3예 모두에서 실리콘관은 잘 유지되었고 계획된 기간에 관

을 제거하였다.

이 외에 눈물길에 위치한 실리콘관으로 인해 발생한 눈

물점의 열창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3).

고 찰

실리콘관삽입술은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에 비해 수술 

시 코눈물관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이 적고, 수

술 후 회복 시간이 빠르다. 또한 비교적 술기가 용이하고 

수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코눈물관 

폐쇄뿐만 아니라 눈물소관 열상 등 여러 가지 적응증에 사

용되고 있다.
4,5,7,12

실리콘관삽입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는 실리콘관

의 탈출이다. Brookes and Olver
13
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실리콘관삽입술 후에는 약 17.5%, 눈물주머니

코안연결술 후에는 약 14%의 실리콘관 탈출이 발생할 정

도로 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리콘관의 탈출이 발생하면 

미용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막과 결막의 이물감, 결

막염 그리고 각막 미란을 야기한다.
14

 때문에 실리콘관 탈

출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Lee and 

Jang
10
은 실리콘관 끝에 5×5 mm 실리콘 스펀지를 끼워 넣

어 총 48안 중 실리콘관 탈출 3안(6.2%), 눈물점 열창 2안

(4.2%), 비출혈 1안(2.1%)의 합병증을 보고하였고, Yazici 

et al
15
은 실리콘관을 polygalactin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해 

코벽에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총 47안 중 실리콘관 탈

출 10안(21%), 눈물점 열창 2안(4.3%)의 합병증이 발생하

였다고 하였다. Sabermoghaddam and Hosseinpoor
16
는 또

한 2-3 mm 두께의 실리콘관 조각에 실리콘관을 통과시킨 

후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실리콘관 탈출을 예방하였다. 하

지만 이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코 불편감 등 주

관적인 부작용은 알기 어렵다.

본 연구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리콘관 탈출을 예방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 et al
17
은 실리콘시트를 실리콘

관에 통과시킨 후 관을 매듭을 지었으며 약 4.6개월의 실리

콘관 유지 기간 동안 총 59안 중 눈자극감 5안(8.4%), 실리

콘관 탈출, 눈물주머니염, 결막염, 각막 미란 각 2안(3.4%), 

눈물소관 열창 1안(1.6%)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

다. 같은 방식으로 실리콘시트를 이용하여 실리콘관 탈출

을 방지한 다른 연구에서는 약 5.1개월의 실리콘관 유지 기

간 동안 총 36안 중 점액농성분비물 4안(11.1%), 육아종 3안

(8.4%), 결막염 3안(8.4%), 각막 미란 1안(2.8%), 눈물소관

염 2안(5.6%)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실리

콘관 탈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8

 이처럼 코 안에 이물을 

삽입시켜 탈출을 예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긴 실리콘관 

유지 기간 동안에 본 연구와 비슷한 실리콘관 탈출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장력으로 인한 눈물소관 열창이나 코 안 이

물로 인한 자극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얇

은 봉합사를 사용하여 술기를 간단히 시행하였기 때문에 

코 안쪽에 덩이를 형성하지 않아서 코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오직 1예에서만 이물감으로 인해 스스로 봉합사

를 제거하였으며 코막힘 등의 심한 부작용은 없었다.

코 안에 이물을 삽입하지 않고 사용한 실리콘관 자체로 

코 안에 덩이를 형성하여 탈출을 예방한 연구들도 있다. 

Inatani et al
19
은 코눈물관 내부에 위치한 실리콘관의 직경

이 눈물소관에 위치한 관의 직경보다 더 큰 관을 사용하였

는데, 2-3개월의 실리콘관 유지 기간 동안 총 54안 중 실리

콘관 탈출이 4예(7.4%)에서 발생하여 튜브를 재위치시키지 

못하고 제거하였으며, 이 외에도 눈물점 열창이 10예

(18.5%)에서 발생하였다. Lee et al
20
은 실리콘관 끝을 서로 

묶어 매듭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약 6개월의 실리

콘관 유지 기간 동안 총 62안 중 실리콘관 탈출 7예

(11.3%), 눈물점 열창 4예(6.5%), 이물감 13예(21%)의 합병

증을 보고하였다. Lee et al
21
도 실리콘관의 두 끝을 수회 매

듭을 지었으며 약 5.7개월의 실리콘관 유지 기간 동안 총 

75안 중 실리콘관 탈출이 4예(5%), 소양감 11예(15%), 누

점 분비물 6예(8%), 결막충혈 3예(4%), 이물감 2예(3%), 누

낭염 2예(3%)의 합병증을 보고하였다. Kashkouli et al
22

 또

한 8-10회 매듭을 짓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약 9주의 실리

콘관 유지 기간 동안 총 22안 중 1예(4.54%)에서 실리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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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이 있어 관을 제거하였으며, 눈물점 열창이 3안

(13.64%)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실리콘관 자체만으로 코 

안에 덩이를 형성하여도 실리콘관 탈출과 눈물점 열창 혹

은 이물감 등 잦은 합병증이 보고되며, 실리콘관 탈출이 발

생하였을 경우 재위치시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비교적 낮은 실리콘관의 탈출 빈도(3.7%)를 보였고, 

탈출이 발생하였어도 완전 탈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벽

에 위치한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관을 쉽게 재위치

시킬 수 있었다.

Bleyen and Paridaens
23
는 본 연구와 같이 비흡수성 봉합

사를 사용하여 두 실리콘관을 결찰하고 외측 코벽에 고정

을 하였다. 약 10.4주의 실리콘관 유지 기간 동안 총 72안 

중 코피가 4예(5.6%)에서 발생하였으며, 실리콘관의 소실

이 6예(8.3%), 실리콘관의 탈출이 4예(5.6%), 눈물점 열창

이 4예(5.6%)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실리콘관을 외측 코벽에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관

이 코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봉합사를 코벽에 느슨

하게 묶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코피와 눈물점 열창을 예방

하고, 탈출이 발생하였어도 관을 재위치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비교적 단기간

의 경과 관찰로 치료 효과가 좋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실리콘관 유지 기간이 평균 10.8주로 이보다 길게 실

리콘관을 유지한 다른 수술 방법의 연구들과 합병증 발생 

비율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하나 과거에 비해 술 

후 실리콘관삽입 기간이 수술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아 이를 줄이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22,24,25

 경과 관찰 기간

이 과거 다른 보고에 비해 짧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관을 고정하

지 않고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받은 환자들과 비교를 해야 

할지, 혹은 실리콘관의 탈출을 예방하기 위해 코 안 고정하

는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비교를 해야 할지 

대조군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려워 대조군이 없으며, 대

신에 타 연구들과 비교를 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적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전 본원에서 실리콘관을 

고정하지 않고 성인 코눈물관 폐쇄 환자에서 실리콘관삽입

술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
26
와 단순 비교를 한다면, 이전 연

구에서는 실리콘관 탈출률이 8.3% (2/21안)로 비흡수성 봉

합사로 실리콘관을 고정한 본 연구(4.4%, 2/46안)보다 높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의 눈물길 실리콘관삽입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실리콘관의 코벽 고정 효과를 처음 분석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결과적으로 눈물길 실리콘관

삽입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실리콘관을 코벽

에 고정하는 술기는 실리콘관의 조기 탈출을 예방하고 완

전 탈출을 막으며 합병증이 적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술기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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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성인 눈물길 실리콘관삽입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실리콘관의 코벽 고정 효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인 눈물길 실리콘관삽입술에서 실리콘관을 비흡수성 봉합사로 코벽에 고정시킨 후 탈출 예방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눈물관 부분 폐쇄 및 눈물소관 열상으로 진단받고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받은 성인 

환자 중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해 실리콘관을 코벽에 고정시킨 후 3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50명 54안의 의무기록을 후향

적으로 분석하여, 수술 후 실리콘관이 조기 탈출되는 비율 및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과: 환자군은 남자 22명, 여자 28명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약 65.28 ± 8.88세였으며, 코눈물관 부분 폐쇄군은 평균 9.13 

± 1.77주, 눈물소관 열상군은 평균 20.13 ± 3.36주 동안 실리콘관을 유지하였다. 수술 후 코눈물관 부분 폐쇄군 46안 중 2안(4.4%), 

눈물소관 열상군 8안 중 0안(0%)에서 실리콘관이 조기 탈출되어 전체 54안 중 2안(3.7%)에서 실리콘관의 조기 탈출이 발생하였다. 

이외의 합병증으로는 코 불편감 4예(7.4%), 눈물소관 감염 3예(5.6%), 고정된 비흡수성 봉합사의 소실 3예(5.6%)가 있었다. 

결론: 눈물길 실리콘관삽입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실리콘관을 코벽에 고정하는 술기는 실리콘관의 조기 탈출을 예방하

고 완전 탈출을 막으며 합병증이 적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술기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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