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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의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Efficacy of Lacrimal Syringing under General Anesthesia
차은향⋅김주현⋅이현규⋅박진환⋅이 화⋅백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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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 Lee, MD, PhD, Sehyun Baek, MD, PhD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results of lacrimal syringing performed in clinical practice and under general anesthesia, and the clinical efficacy of lacrimal syringing under general anesthesia before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and dacryoscintigraphy.
Methods: The study included 148 eyes of 82 patients who underwent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and silicone tube intubation from August 2018 to April 2019. The patients were examined with lacrimal syringing in clinical practice and re‐examined
under general anesthesia. Based on the change in lacrimal syringing, the patients were assigned to inconsistent and consistent
groups. The inconsistent group was subclassified into complete (‘regurgitation’ of lacrimal syringing changes to a ‘passage’ pattern) and partial improvement groups (the degree of regurgitation improves under general anesthesia).
Results: Twenty (13.5%) eyes showed inconsistent results of lacrimal syringing performed in clinical practice and under general
anesthesia; all showed improved passage under general anesthesia. The surgical resul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p = 0.336)
between the consistent and inconsistent groups, but did between the complete and partial improvement groups (p < 0.01).
Conclusions: Lacrimal syringing under general anesthesia may enable an accurate preoperative diagnosis of the degree of
obstruction. The combined results of dacryoscintigraphy and lacrimal syringing performed in clinical practice and under general
anesthesia allow surgeons to evaluate the lacrimal drainage anatomy precisely and may be useful for predicting the functional
success of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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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발생하는 눈물흘림에 대한 감별이 진단과 치료에 매
우 중요하다.3,4
눈물의 과다분비와 눈물배출장애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병력 청취,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통한 눈꺼풀, 눈물점
이상 여부 확인, 코눈물관 더듬자검사, 눈물소관 관류술, 플
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 눈물주머니조영술 및 눈물길신
5,6

티그라피 등의 검사가 있다.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

는 주관적인 검사로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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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검사자의 숙련이 필요한 눈물소관 관류술에 비해 쉽게
7‐9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는 2% 플루오레세인 용액 한

눈물길신티그라피는 방사

방울을 아래눈꺼풀 결막주머니에 점안하고, 5분 후에 남아

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값비싸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있는 색소의 양상에 따라 0에서 4+까지 분류하였다. 0은 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검사로 눈물소관

루오레세인 색소가 결막주머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의 기능 및 생리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고, 해부학적인

1은 얇은 색소 띠가 남아 있는 경우, 3은 거의 모든 색소가

정보도 일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그 사용이 늘

남아있는 경우, 2는 1과 3의 사이만큼의 색소가 남아있는

고 있다. 또한 검사 시행 시 상대적으로 환자의 불안감 및

경우로 분류하였다. 0과 1은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 음성,

통증이 적어 코눈물관막힘의 진단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2와 3은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 양성으로 분류하였다.

10‐12

눈물소관 관류술은 생리식염수를 넣은 3 mL 주사기에

수 있다.

눈물소관 관류술은 코눈물관의 협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

연결된 26게이지 관류용 바늘을 눈물점을 통해 눈물소관

해 시행하는 중요한 검사이다. 하지만 좁은 눈물점으로 눈

내로 삽입한 뒤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코나 목 뒤로 넘어

물소관 캐뉼라(lacrimal cannula)를 삽입하여 관류 상태를

가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역류되는 생리식염수의 양과 코

파악해야 하는 다소 침습적인 검사이기에 시술자의 숙련도

나 목 뒤로 넘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통과’, ‘부분 통과’ 및

에 따라 검사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의 협조

‘완전 역류’로 분류하였다. 환자가 코나 목 뒤로 식염수가

13‐15

정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눈물흘림 증상에 이용되는 각 검사의
7‐9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었으나,

넘어오는 것을 느끼고, 눈물점으로의 역류가 전혀 없는 경
우를 ‘통과’, 환자가 식염수가 넘어오는 것을 느끼기는 하

눈물소관 관류

였으나, 검사자가 눈물점으로의 역류 소견을 관찰할 수 있

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 시행한 결과를 마취 없이 시행한

는 경우를 ‘부분 통과’, 환자가 식염수가 넘어오는 것을 전

검사 결과와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

혀 느끼지 못하고, 검사자가 눈물점으로 역류되는 소견을

전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과 전신마취 하 시행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완전 역류’로 정의하였다. ‘부분 통

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를 비교하고, 눈물길신티그라피와

과’의 경우 역류되는 양에 따라 50% 이상 역류 시 중증 역

전신마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가 가지는 임상

류, 25‐50% 역류 시 중등도 역류, 25% 이하 역류 시 경도

적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역류로 분류하였다.
눈물길신티그라피는 Millennium VG nuclear imaging

대상과 방법

system (GE Medical System, Milwaukee, TX, USA)을 이
용하여 촬영하였다. 환자를 감마카메라 앞에 앉히고 0.5%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본원에서 원발코눈물관

proparacaine을 이용하여 점안마취한 후 양안 아래 결막낭

막힘 또는 기능코눈물관막힘으로 진단되어 전신마취 하 코

에 100 μCi의 99mTc‐Pertechnetate 10 μL씩을 각각 점안한

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또는 실리콘관삽입술을 받은 환

후 30분까지 5분마다 눈물길신티그라피를 촬영하였다. 검

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술 후 경과

사 결과 양상에 따라 정상군, 눈물주머니 앞 폐쇄군, 코눈

관찰 기간이 4개월 이내인 환자, 급성눈물주머니염, 연조직

물관 앞 폐쇄군, 코눈물관 내 폐쇄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의

염이 동반된 환자, 항암 치료의 과거력, 안와골절 수술력 등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차코눈물관막힘 의심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0,17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은 코눈물관 완전폐쇄와 코

수술 전 눈물소관 관류술,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

눈물관 부분폐쇄로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눈물길신티그라피를 시행하였으며, 전신마취 후 수술

시행하였다.18,19 실리콘관삽입술은 코눈물관 부분폐쇄 또는

시작 직전 동일 검사자에 의해 눈물소관 관류술을 재시행

기능적 폐쇄로 진단받았으며 눈물흘림 증상이 1년 이내인

하였다.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에서 양성, 눈물길신티

경우로 환자가 전신마취 하 실리콘관삽입술만을 원하는 경

그라피에서 눈물지연, 눈물소관 관류술에서 역류가 관찰되

우 술자의 판단 하에 시행하였다.

는 경우 ‘원발코눈물관막힘’으로 정의하였다. 눈꺼풀이완

20,21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4개월 시기에 실리콘관 제거 후

및 눈꺼풀겉말림과 같은 눈꺼풀에서의 눈물배출에 영향을

수술 성공 유무를 판정하였으며, 해부학적 성공은 코내시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플루오레세인 염색소실검사

경검사 결과에서 육아종 형성이 없으면서 골공의 완전한

양성, 눈물길신티그라피에서 눈물지연, 눈물소관 관류술에

개방 상태로 정의하였다. 기능적 성공은 환자의 주관적 증

서 통과가 관찰되는 경우 ‘기능코눈물관막힘’으로 정의하

상 및 눈물흘림의 정도를 Munk’s score를 사용하여 평가하

16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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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9 Munk’s score에서 grade 0은 ‘호전’, grade 1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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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grade 2 이상은 ‘실패’로 정의하였다.

여자 56명이었다. 원발코눈물관막힘으로 진단된 경우가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와 전신마취 하

124안, 기능코눈물관막힘으로 진단된 경우가 24안이었다.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변화가

환자의 평균 연령은 67.0 ± 10.0세(40‐83)였다. 눈물길신티

없는 경우 눈물소관 관류술 비변화군, 변화를 보일 경우 변

그라피의 폐쇄 양상에 따른 분류에서는 눈물주머니 앞 폐

화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눈물소관 관류술 변화군을 전

쇄를 보인 군은 148안 중 19안(13.0%), 코눈물관 앞 폐쇄를

신마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에서 ‘통과’로 결과

보인 군이 148안 중 48안(32.8%), 코눈물관 내 폐쇄를 보인

가 변하는 경우 완전호전군, 역류의 정도가 호전된 경우 부

군은 148안 중 60안(40.2%)이었다.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을 시행받은 118안 중 해부

분호전군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4.0 (IBM Corp., Armonk,

학적 성공률은 112안(94.9%), 실패는 6안(5.1%)이었다. 기능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속형 자료는 독립표본 Mann‐

적 성공률은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을 시행받은 118안

Whitney의 U 검정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자료는 chi 제곱

중 108안(91.4%),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받은 30안 중 27안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

(89.9%)이었다.

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와 전신마취 하

학교 구로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전신마취

고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다(IRB 승인번호 2022GR0018).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에서 결과의 변화를 보이는 경
우는 20안(13.5%)이었으며, 모두 호전 양상을 보였다. 외래

결

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에서 역류 소견을 보였지만

과

전신마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에서 ‘통과’ 소견으로
전체 환자 82명, 148안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남자 26명,

변화된 결과를 보인 완전호전군은 20안 중 12안(60%), 역
류 정도가 호전된 부분호전군은 8안(40%)이었다(Table 1).
눈물소관 관류술 비변화군과 변화군에서 성별에 따라 통

Table 1. The comparison of results of lacrimal syringing performed in clinical practice and under general anesthesia
Lacrimal syringing
In clinical practice
Complete regurgitation
Severe regurgitation
Moderate regurgitation
Mild regurgita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Mild regurgitation
Passage
Moderate regurgitation
Mild regurgitation
Passage
Passage

Eyes
4
*
2
2
2
*
2
8*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에서 전신마취 하
눈물소관 관류술 변화 비율이 더 높았다(남성 25%, 여성
8%, p<0.01) (Table 2). 눈물소관 관류술 비변화군과 변화
군에서 나이, 유병 기간, 추적 관찰 기간, 치료 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눈물소관 관류술 비변화군에서 수술 후 증상의 경과는
호전 116안(90.6%), 양호 8안(6.25%), 실패 4안(3.13%)이
었고, 눈물소관 관류술 변화군에서 수술 후 증상의 경과는
호전 16안(80.0%), 양호 3안(15.0%), 실패 1안(5.0%)이었

*

Complete improvement group.

Table 2. Demographic of patients and associated factors affecting the results of lacrimal syringing (in clinical practice/under general
anesthesia)
Sex
Male
Female
Age (years)
Duration of epiphora (months)
Duration of follow up (months)
Surgical method
DCR
STI

Consistent group (n = 20 eyes)

Inconsistent group (n = 128 eyes)

36
92
66.1 ± 9.9 (40‐79)
31.8 ± 15.1 (6‐60)
10.6 ± 1.8 (6‐13)

12
8
65.7 ± 8.6 (50‐83)
32.7 ± 13.9 (6‐60)
9.9 ± 1.8 (6‐13)

110
18

8
12

p‐value
<0.01*

0.87†
0.79†
0.10†
0.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DCR = dacryocystorhinostomy; STI = silicone tube intubation.
*
Mann‐Whitney U test;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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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ctional success between the consistent group and Inconsistent group (p = 0.336, chi‐square test).

*

Figure 2. Functional success between the complete improvement group and partial improvement group ( p < 0.01, chi‐square test).

다. 두 군의 수술의 기능적 성공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관 이외의 눈물길 근위부(33.3%)에서 해부학적 폐쇄 소견

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336) (Fig. 1).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눈물소관 관류술 변화군 중 완전호전군의 수술 후 증상의
경과는 호전 9안(75%), 양호 2안(16.7%), 실패 1안(8.3%)이

고

찰

었고, 부분호전군의 수술 후 증상의 경과는 호전 7안(87.5%),
양호 1안(12.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Fig. 2).

눈물소관 관류술은 코눈물관의 협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가장 대표적인 외래검사이다. 검사가 용이하고 외래에

눈물소관 관류술 완전호전군과 부분호전군의 눈물길신

서 시행 가능하며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티그라피에서 확인되는 폐쇄 양상을 확인하였다. 눈물소관

그러나 관류용 바늘을 이용해 좁은 눈물점으로 삽입해야

관류술 완전호전군에서는 코눈물관 폐쇄가 8안(66.7%), 눈

하는 검사로 외래에서 시행할 경우 환자의 순응도 및 협조

물주머니 앞 폐쇄가 4안(33.3%), 눈물소관 관류술 부분호

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기능적 폐쇄를 배제할 수

전군에서는 코눈물관 폐쇄가 8안(100%)이었다. 눈물길신

없다는 단점이 있다.

티그래피를 통해 ‘눈물소관 관류술 완전호전군’은 코눈물

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을 외래에서 시행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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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dacryoscintigraphy in complete improvement group and partial improvement group
Preoperative dacryoscintigraphy
Presac
Preduct
Intraduct

Lacrimal syringing
Complete improvement group (n = 12 eyes)
Partial improvement group (n = 8 eyes)
4 (33.3)
0 (0.0)
0 (0.0)
0 (0.0)
8 (66.7)
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비교하였을 때 13.5%에서 검사 결과의 변화를 보였으며,

22
으며 특히 눈물길 근위부의 폐쇄를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

모두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

27
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에

히 8%에서는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에서 역류

서 역류 소견을 보이더라도, 전신마취 하 눈물소관 관류술

소견을 보였지만 전신마취 하 눈물소관 관류술을 시행하였

을 시행하여 위양성군에 대하여 감별하고, 눈물길신티그라

을 때 통과 소견을 보였다. 외래에서 눈물소관 관류술을 시

피를 통하여 객관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성이

행할 때에는 환자의 불안감과 불편함으로 인해 눈을 꽉 감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협착의 정도와 협착의 위치를 종합

거나 힘을 주게 되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못할 수 있으므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코눈물관막힘 환

로, 위양성에 주의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자의 수술 적응증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24‐26

다. 전신마취 하 눈물소관 관류술을 시행할 경우 검사 결과

또한 수술 후 눈물소관의 해부학적 폐쇄가 호전되었음에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불구하고 지속적인 눈물흘림을 호소하는 ‘기능적 실패’의

부학적 폐쇄의 유무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발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

생각된다.

다.19,28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의 성공률은 원발 코눈물관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후 눈물길의 해부학적 문

막힘군에서 97%, 기능 코눈물관막힘군에서 84% 정도로 보

제가 없고, 눈꺼풀 위치 이상이나 안구 표면의 문제 등 눈

22,23

고되고 있으며

기능 코눈물관막힘의 경우보다 해부학적

물흘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원인일 경우 수술적 성공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

지속적인 눈물흘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기능적

17,22

기존 연구24‐26에 따르면 눈물길신티그라피는 검사

실패’로 정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차 실리콘관삽입술, 존스

시 환자의 불안감 및 통증이 적어 생리적인 정상환경에서

관삽입술이 기능적 실패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눈물의 배출을 관찰할 수 있으며 눈물길의 기능적 폐쇄를

다.29,30 기존 여러 연구들19,29에 따르면 코경유눈물주머니코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

안연결술 후 실리콘관 삽입 상태에서는 증상이 호전되었다

관 관류술의 경우 환자 순응도, 협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가 실리콘관 제거 후 눈물이 발생하는 기능적 실패의 치료

요소에 의한 위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전신마취 하 시행한

에는 이차 실리콘관삽입술이 효과적이며, 이를 실리콘관

눈물소관 관류술 및 눈물길신티그라피를 상호 보조적으로

삽입을 통한 눈물소관 확장으로 눈물소관의 관류문제(flow

사용하여, 원발코눈물관막힘과 기능코눈물관막힘의 감별 진

system)를 개선하는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코경유눈물

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수술 후 결과 예측을 보다 정

주머니코안연결술은 눈물주머니 이하에서 발생하는 흐름

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기능코눈물

의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눈물

관막힘 환자들의 수술 결과가 원발코눈물관막힘 환자에 비

소관의 해부학적 폐쇄로 인해 흐름의 저항성이 있는 경우

해 수술 성공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

효과의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눈물

고, 이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길신티그라피를 이용하여 눈물길의 해부학적 구조, 눈물의

다.

본 연구의 경우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에서

배출 기능 및 눈물 펌프 기능에 대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역류 소견을 보였지만, 전신마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

수 있다고 하였다.10,25,27,31 또한 Peter and Pearson27은 눈물

술에서 통과 소견을 보인 ‘눈물소관 관류술 완전호전군’은

길 근위부의 폐쇄를 진단하는 데 있어 눈물길신티그라피가

눈물길신티그라피에서 코눈물관 이외의 눈물길 근위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눈물길신티그라피를 통해 눈물

(33.3%)에서 해부학적 폐쇄 소견을 보였으며, 기능적 성공

펌프 기능평가와 눈물주머니 이하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률이 75%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물길신티

정보를 파악하여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후 발생할

그라피를 통해 눈물소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

수 있는 기능적 실패에 취약한 군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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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물소관 관류 문제와 관련된 기능적 실패 치료에서
이차 실리콘관삽입술을 고려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눈물소관 관류술의 결과가 객관적
인 수치가 아닌 한 명의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분류
된 점을 들 수 있으며, 전신마취 하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
받은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로 인한 선택적 비뚤림
(selection bias)이 있다. 또한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및 실리콘관삽입술의 경우 장기 추적 관찰 시 수술 성공률
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4개월
시기에 실리콘관 제거 후 두 수술의 성공 유무를 판정하였
으며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실리콘관삽입술 성공률32,33
22

92% 및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성공률

96%을 확

인하였다. 실리콘관삽입술의 성공률은 비교적 단기간의 경
과 관찰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나, 장기간 경과
관찰 시 증상의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어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 추적 관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외래에서 눈물소관 관류술을 시행할 경우 환
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긴장감을 줄여 안정된 상태에
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코눈물관막힘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또한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전에
전신마취 하 눈물소관 관류술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코눈물관 협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눈물길신티그라
피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협착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수
술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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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전신마취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의 임상적 유용성
목적: 수술 전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과 전신마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를 비교하고, 눈물길신티그라피와 전신
마취 하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가 가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본원에서 원발 또는 기능코눈물관막힘으로 진단되어 전신마취 하 코경유눈물주머니코
안연결술 또는 실리콘관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과 전신마취 하 시행한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비변화군과 변화군으로 나누었다. 또한 변화군을 ‘역류’에서 ‘통과’로 결과가 변하는 경우 완전호전군, ‘역류’의
정도가 호전된 경우 부분호전군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결과: 외래에서 시행한 눈물소관 관류술 결과와 전신마취 하 시행한 검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20안(13.5%)이었으며, 전신마
취 하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눈물소관 관류술 비변화군과 변화군의 수술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나(p=0.336), 완전호전군에서는 수술 후 호전 9안(75%), 양호 2안(16.7%), 실패 1안(8.3%)이었고, 부분호전군에서는 수
술 후 호전 7안(87.5%), 양호 1안(12.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론: 코경유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전에 전신마취 하 눈물소관 관류술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코눈물관 협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눈물길신티그라피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협착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수술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4):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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