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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윤부절개 백내장 수술 후의 안압의 변화: 정상안과의 비교

김 태 임·차 흥 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안과학교실

목적 : 각막윤부절개법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 후 안압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각막윤부절개법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 중 백내장을 제외한 안과적 질병을 가지지 않고, 수술 직후 30

mmHg 이상 안압 상승이 없었던 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안의 안압을 수술 전과 수술 후 3, 6, 12, 24시간, 1주, 2~3개월,

6개월에 측정하였다.

결과 : 수술 후 6시간에 가장 높은 안압의 상승을 보였으며 1주 후부터 안압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6개월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안압 감소 소견을 보였고(p=0.007) 수술하지 않은 반대편 건강한 눈의 경우는 6개월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 상승을

보였다.(p=0.045)

결론 : 각막윤부절개법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 후 안압의 저하가 영구적이라면, 연령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안압의 증가를 줄이

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안지 43(1):42-46, 2002>

백내장 수술 이후의 안압의 변동에 대한 이전의 연구

들은 수술 직 후와 장기간의 안압 변동에 대해 보고하

고 있다.1 - 4 안압은 수술 직후 6 ~ 8시간 사이에 가장 높

은 것으로 보고되어진 바 있으며5 - 7 그 원인으로는 수술

후 점탄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거나8

수술 중에 발생하는 섬유주 손상,9 혈관을 빠져 나온 혈

장성분,1 0 자유이온,1 1 구후 마취,1 2 프로스타글란딘1 3 등

이 고려되고 있다. 수술 후 장기간의 안압 변동에 대해

서는 방수의 유동적 흐름의 변화, 맥락막공막 통로를

통한 유출의 증가,1 4 혈액안구장벽의 유출률 증가 등1 5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각각의 수술 방법에 따라 정

도의 차이가 있는 안압의 감소를 보고1 , 4하고 있으나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다는 보고2 , 3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수술 방법에 따라 수정체 낭외적출과 수정체

유화술 후의 안압변화와3 수정체 유화술에서 투명각막

절개법과 공막터널식 절개법2 사이에서의 안압변화가 보

고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 받은 눈과 수술 받지 않은

반대편 정상안의 안압 변화를 비교 한 예와 각막윤부절

개법을 사용한 백내장수술 후의 안압의 변화에 대한 보

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막윤부절개법을 투명각막

절개법과 공막터널식 절개법의 단순한 중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창상 치유의 과정과 방수 유출구조와의 위

치 관계로 백내장수술 후 안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각막윤부절개술을 사용하여 백내장 수

술을 받은 9 4명의 환자를 전향적인 방법으로 수술한 눈

과 수술받지 않은 반대편 건강한 눈의 안압의 변화를 장

기간과 단기간에 나누어 비교 하여 백내장 수술이 안압

의 자연 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1 9 9 8년과 1 9 9 9년 사이 본원에서 한 명의 술자에 의해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 중 녹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 등

의 안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1 6 0명의 환자를

전향적인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안압을

측정하였다.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반대쪽 눈에 백내장수

술을 포함한 안과적 수술을 받은 5 5명과 1 0 5명 중 수술

도중 후낭파열이 있었던 3명과 수술 직후 급격한 안압의

상승(30 mmHg)이 있어 전방천자나 안압하강제제의 투

약을 필요로 했던 8명의 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백내장수술은 4% Lidocaine과 0.5% Proparacain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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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안마취를 한 후 상측 윤부의 회색부와 백색부의 사

이에 넓이 3 mm, 길이 1.5 mm 절개를 하는 각막윤부

절개법을 사용 하였다. 점탄 물질( H e a l o nⓇ, Healon

G VⓇ)이 사용되었으며 수정체낭 원형 열개술, 수력분리

술 후 수정체 유화술( D i p l o m a xT M, Allergan)로 수정

체 핵을 제거한 후 나머지 수정체 피질은 관류흡입장치

로 제거하였다. 후낭에 인공수정체 삽입 후 가능한 한

남아있는 점탄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였고 수술 절개부는

방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이 있는 경우는 절개부

위의 각막 실질에 B S S를 주입하여 부종을 만들었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 0.3% Ofloxacin

( T a r i v i dⓇ, 산텐제약)과 1% prednisolone acetate

(Pred forteⓇ, Alcon)를 하루에 4번 8주간 점안하였

다. 안압은 모두 T o n o p e nT M( M e n t o r )으로 양안을 측정

하였으며 수술 직전과 수술 후 3, 6, 12, 24시간, 1주,

2 ~ 3개월, 6개월에 측정하였다. 수술 전, 수술 후 양안

의 안압은 paired -t test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6 7 .±2 10.2(범위 4 7 ~ 8 9 )세

였고 여자가 5 1명 남자가 4 3명이었다. 수술 받을 눈의

안압은 수술 전 1 4 . 3 3±3.74 mmHg(범위 7~20), 반

대편 눈의 안압은 수술 전1 4 . 2 3±3.89 mmHg(범위

7 ~ 2 1 )으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6시간에 1 9 . 5 6±

5.60 mmHg(범위 5 ~ 2 8 )로 안압이 가장 많이 상승되었

고 1 2시간부터 안압은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1주일 후부

터는 수술 전보다 안압이 더 낮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환자 중 수술 후 2 4시간 내에 21 mmHg 이상의

안압 상승을 보인 8명에서 가장 높은 경우가 28 mmHg

였고, 특별한 투약 없이 일주일 내 모두 21 mmHg 이

내로 하강하였다.

수술 후 6개월째 안압은1 3 . 2 6±2.96 mmHg

( p = 0 . 0 0 7 )로 수술 전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

감소가 관찰되었다. 반대쪽 건강한 눈의 경우수술 후 첫

째 주에는 약간의 안압 하강이 관찰되었으나 2 ~ 3개월부

터는 안압의 상승이 관찰되었고6개월 후에 1 4 . 2 6±3 . 0 2

m m H g (범위8 ~ 2 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의 상승

이 관찰되었다(p=0.045)(Table 1). 경과 관찰중 수술한

눈에서 21 mmHg 이상 안압이 측정된 경우는 1주와

2 ~ 3개월 사이 6명이 있었고(6.36%) 그 중 1명은

(1.06%) 6개월 이후까지 안압 상승이 지속되어 안압하

강제점안을 시작하였다.

고 찰

백내장 수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술 후 안압을 조

절하는 것이 백내장낭내적출술이나 낭외적출술 만을 하

던 시기에 비해 용이해지고 있다.4 , 1 4 백내장낭외적출술

과 수정체 유화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초기의 안압

상승과 장기간의 안압 하강 경향이 수 차례 보고되어진

바 있다.1 - 7 이에 본 저자들은 수정체 유화술과 후낭내

인공수정체삽입술 후 안압 변화를 관찰하는데 있어 각막

윤부절개법에 초점을 맞추어 수술 받지 않은 눈의 정상

적인 안압의 변화와의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각막윤부

절개법은 공막터널식 절개법에 비해 마취가 용이하고 수

술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출혈이 적고 미용

적으로 우수한 장점을 가진다.1 6 - 1 8 투명각막윤부 절개법

에 비해서는 각막내피의 손상을 적게 가져오며 상처의

치유와 안정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1 9 상측

각막윤부절개법의 경우 투명각막절개법에 비해 1 mm

까지 후방에서 이루어지고 혈관이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

며 방수유출통로에 더 근접한 위치에서 절개가 이루어지

므로 안압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김태임 외 : 백내장수술후 안압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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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 and post-operative IOP change

operative eye opposite eye

mean IOP (mmHg) P-value mean IOP (mmHg) P-value

pre-operative 14.33±3.74 14.23±3.89

post-operative

3 hours 18.84±6.01 0.000

6 hours 19.56±5.60 0.000

12 hours 17.94±5.06 0.000

24 hours 15.73±5.03 0.041

1 week 13.68±3.52 0.059 14.09±3.04 0.708

2~3 months 13.60±3.18 0.025 14.46±3.08 0.119

6 months 13.26±2.96 0.007 14.26±3.02 0.045

Paired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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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초기의 안압 상승은 Gross 등7에 의해 백

내장낭외적출술 후 2 ~ 3시간 후에 8 . 9±9.8 mmHg 정

도의 안압의 상승이 보고되어진 바 있고 Lagrese 등5은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후 5 ~ 7시간 사이에 백내장낭외

적출술 후 2 0 . 2±7.9 mmHg, 공막터널식 절개법을 사

용한 수술에서 봉합을 하고 수정체 유화수술을 한 경우

1 1 . 2±8.3 mmHg, 봉합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4 . 7±8.7 mmHg의 안압의 상승을 보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6시간째 5.23 mmHg의 안압의

상승을 보여 봉합 하지 않은 공막터널식 절개법과 유사

한 정도의 안압상승을 보였다. 이 정도의 일시적 안압

상승은 정상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약 5

m m H g의 단기간의 안압 상승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기 녹내장 환자의 경우 수술 직후 예방적으로 안압하강

제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이런 환

자에서 수술 후 안압 상승을 측정할 때는 안압 상승이

최고조에 달하는 수술 후 6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것으

로 생각된다.

백내장 수술 직후 30 mmHg 이상의 안압 상승이 있

었던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8명 모두 다른

환자와 비교해서 초음파의 사용 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

었고 충분히 점탄 물질을 제거하였음에도 가파른 안압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그들 중 4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

었지만 그 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보아 정상적으로 행하여진 각막윤부절개 후 수정체

유화술 이후에도 수술 다음날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 수

술 후 환자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신경

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안압을 측정하는 것

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안압이 30 mmHg 이상이었

던 모든 환자들은 수술 다음날 세극등 하에서 전방천자

를 하거나 경구 안압하강제제와 점안제의 사용으로 안압

을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안압 상승은 없었다.

장기간의 안압 변동에 대해서 각막윤부절개의 경우는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바 없었고, Kim3이 백내장낭외

적출술과 7~8 mm의 공막터널식 절개법을 사용한 경

우에 있어서 안압 하강의 경향은 보고하였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Tennen 등2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막절개법을 사용한 경우는 안압의 감소

경향 만이 관찰되었으나 투명각막 절개법을 사용한 경

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 감소가 있었다.

녹내장과 백내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 백내장 수술이

안압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수 차례 보고 되

어진 바가 있는데 Kim 등4은 원발성 광우각형 녹내장

에서 수정체 유화술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의 감

소와 약물치료제수의 감소를 보고 하였다. Shingleton

등1은 녹내장, 녹내장의증, 녹내장이 없는 환자에 있어

서 투명각막절개법을 사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

3군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의 감소 소견과

녹내장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제의 사용의 감소를 보

고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다른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반대편

눈과의 안압 변동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수술 하지 않

은 눈이 6개월이 지났을 때 안압의 상승을 보여준 데

비해 수술 한눈은 유의한 안압의 하강을 보여주었다.

반대편 눈의 경우 상당수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백내

장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었고 연령의 증가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고려할 때 각

막윤부절개법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이러한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장기간의

안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6명의 환자가 21 mmHg 이

상의 안압 상승을 보였고 그 중 1명이 6개월이 지났을

때 녹내장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전에 연

구에서는 후낭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에서 1 . 6 %

에서 3.5% 인공수정체 녹내장이 발생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2 0 , 2 1 본 연구에서는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수술 받

은 눈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녹내장은 1예로 0 . 9 %의

발생률을 보였다.

수술 후 수시간 내 안압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Table 2. Previous reports of post-operative IOP change

name methods follow up pre-op IOP* post-op TOP* significance

JW Kim3 ECCE** 6months 13.3±3.1 12.6±2.2 no

scleral pocket 14.5±2.6 13.5±2.6 p<0.05

Tennen2 scleral pocket 12months 16.72 14.86 no

clear cornea 15.57 13.38 p=0.019

DD Kim4 clear cornea 16.4months 18.1±3.1 15.2±2.9 p<0.001

Shingleton1 clear cornea 6months

normal 16.42±2.77 14.37±2.97 p<0.001

glaucoma suspect 17.59±4.15 15.68±3.38 p=0.012

glaucoma 16.97±4.86 15.86±4.40 no

*mmHg, **ECCE: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차례 보고에서 그 원인이 연구되어 증명 되어진 바 있

다.8 - 1 3 수술 후 장기간의 안압 변화에 대해서는 그 기전

에 관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 되고 있는 과정이

다. Bigger 등2 2은 방수유출의 정도와 관련 없이 방수

생성의 저하가 안압 저하의 원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하

였고, Handa 등1 4은 혈액방수장벽의 변화와 더불어 섬

유주와 포도막공막 통로를 통한 방수의 배출의 증가가

모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최근에

Meyer 등2 3은 수정체 유화술 후 방수 유출에 관한 상수

가 수술 전에 비해 감소함을 보고 하고 그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닫힌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의 유체의 흐

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섬유주에 쌓여있던 글리

코스아미노글리칸 등이 씻겨 나가는 효과 혹은 초음파

유화술 자체가 섬유주에 기계적 손상을 일으켜 세포분

화와 섬유주에 걸린 잔유물의 탐식작용을 유도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술 후 전방의 깊이의

증가2 4와 방수 내에 높은 정도의 프로스타글란딘( F2)
2 5

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투명각막절개법을 사용한 백내

장 수술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안압 감소가 나타났던

결과1와 같이 각막윤부절개법을 사용하여 수술 한 후 수

술 하지 않은 반대 눈에 비해 안압의 감소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6개월의 경과 관찰 과정 중에 점차로

그 감소의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술 하지

않은 눈의 경우 6개월 동안 안압이 상승하였다. 현재까

지 국내에서는 수정체낭외적출술과 공막터널식 절개법

을 이용한 수정체 유화술 후의 안압의 비교3만이 보고

된 바 있어 본 연구는 각막윤부절개술 후의 안압변화를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으리라 생각되고 차후 한 환자

에서 투명수정체 절개법과 각막윤부절개법을 동시에 시

행한다면 절개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6개월간의 경과 관찰의 결과이므

로 이러한 안압 하강이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감소의 경향이 계속 유지 된다면 각막윤부절개

법을 사용한 수정체 유화술이 나이가 들면서 안압이 증

가 하는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장기간의 안압 변

동에 관한 관찰과 반대편 눈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비

교 관찰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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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and Long-term Effect of Mid-limbal Incision on
Intraocular pressure: Compare to Normal eye

Tae-Im Kim, M.D., Hungwon Tchah,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P u r p o s e : To evaluate short- and long- term intraocular pressure (IOP) change after cataract surgery using

mid-limbal incision and to assess wheth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 operative IOP change.

Methods : We prospectively checked IOP of 94 patients who had mid limbal incision cataract surgery

and excluded the patients with preexisting glaucoma or other proven ocular diseases and high elevation

(30 mmHg) of IOP immediately after the surgery.

Results : At 6 months after the surgery, the mean IOP of operated ey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n operated opposite eye, but the mean of normal eye was significantly elevated.

Conclusions : This IOP lowering effect of mid limbal incision cataract surgery suggests that control of

IOP elevation related aging would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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