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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모세포종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발성 악성 안종양으로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생아 15,000~20,000명당 한 

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의 치

료에 있어서 안구의 보존적 치료방법들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안구적출술은 여전히 진행된 망막모세포종에서

의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5,6

1885년 Mules가 안와내용물제거술 후 유리로 된 

삽입물을 삽입한 이래 세라믹,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등의 여러가지 재질과 다양한 형태의 안와삽입물이 개

발되어 왔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공성 안

와충전물은 hydroxyapatite 안와삽입물과 고 도 폴

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Medpor
Ⓡ 
(POREX Sugical 

Inc., U.S.A)가 있는데, 그 중 calcium-phosphatate 

salt의 복합체인 hydroxyapatite는 우수한 생체적합

성, 경량성, 무독성, 높은 강도 및 미용과 기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제거술 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7-9
 이 두 가지 다공성 안와충

전물 모두 수술 방법 및 술 후 경과에 따라 다양한 합병

증이 보고 되고 있는데, 창상의 열개나 삽입물의 노출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연

구가 계속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공성 안와삽입물을 소아환자에서 안

구제거 후 삽입할 경우 소아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 양

상은 성인과는 다를 수 있다. Medpor
Ⓡ
를 소아 망막모

세포종 환자에서 안구적출술 후 삽입한 경우에는 삽입

물의 노출이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22∼33% 정도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
10-12
 Hydroxyapatite 안와삽입

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몇몇의 국외 임상보고는 

있느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13-15

이에 본 저자들은 망막모세포종으로 진단 받고 hydro 

xyapatite 안와삽입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소아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hydroxyapatite 삽입술의 임상결

과를 보고하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994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본원에서 망막모

망막모세포종 소아 환자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안와삽입물 

삽입술의 임상결과

문종욱․윤진숙․이상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연구소

목적 : 망막모세포종 소아 환자에서 hydroxyapatite 안와삽입술의 임상결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1994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본원에서 단일술자에 의해 일차 안구적출술 및 hydroxyapatite 

안와삽입술 또는 이차 hydroxyapatite 삽입술을 시행 받은 망막모세포종 소아 환자 31명(31안)을 대상으로 그 임상 

결과를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에 의해 분석하 다. 

결과 : 수술 시 평균나이는 64.1개월(1∼247), 술 후 평균경과관찰기간은 35.3개월(3∼139)이었다. 20 mm 

크기의 hydroxyapatit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35.4%), 피복 재료로는 Tutoplast
Ⓡ, Vicryl meshⓇ, 

Neuropatch
Ⓡ가 사용되었다. 31안 중 총 8안에서 합병증의 발생하 는데, 아래 눈꺼풀 처짐이 6안(19.4%), 육아종

성결막증식 1안(3.2%), 결막낭 수축 1안(3.2%)이었으며 삽입물의 노출은 1안(3.2%)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 망막모세포종 소아 환자에서 hydroxyapatite 안와삽입술은 우수한 수술결과와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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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종으로 진단받고 일차 안구적출술 및 hydro 

xyapatite 안와삽입술을 받은 경우와 이전에 안구적

출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이차적 hydroxyapatite 삽

입술을 받은 소아 환자 총 31명, 31안을 대상으로 후향

적 의무 기록 조사를 시행하 다. 조사한 항목은 수술 

당시 나이와 성, 술 후 추적관찰기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유무, hydroxyapatite 안와삽입물의 크

기, 합병증 발생 시기와 양상, 이에 대한 치료 및 합병

증과 관계된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 다.

수술 과정 중 hydroxyapatite의 안와내 삽입과 외

안근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며, hydroxyapatite의 거

친 표면에 의해 테논낭이나 결막이 자극을 받아 삽입물

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피복 재료를 사용하

게 되는데,
16
 본 연구에서는 Tutoplast

Ⓡ
, Vicryl 

meshⓇ (polyglatin 910 mesh), NeuropatchⓇ 

(polyester-urethane)를 사용하 다. 본원에서 사

용한 Tutoplast
Ⓡ
 (BIODYNAMICS INTERNA 

TIONAL GmbH, Wetterkreuz, Germany)는 동

종의 경막을 gamma irradiation으로 멸균처리를 한 

것이고, Vicryl mesh
Ⓡ
, Neuropatch

Ⓡ
는 인공합성

물로써 구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술기가 간단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6,17

안구적출술의 수술 방법은 먼저 안검을 개검기로 벌

리고 결막을 각막윤부를 따라 360도 절개한 후, 결막과 

테논낭을 공막으로부터 박리하 다. 네 직근을 찾아 

6-0 vicryl로 제어사를 건 후 부착부위에서 절단하고 

두 사근을 절단한 후, 안구를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당

기면서 가위를 안구 후방쪽으로 넣어 시신경을 절단하

고 전기소작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안와내 지혈을 하

다. Hydroxyapatite의 크기는 삽입물이 위치할 

안와내의 공간에 따라 결정하 는데, 짝수 크기의 

hydroxyapatite가 삽입될 안와내 공간에 비해 큰 경

우에는 이를 15번 칼날로 앞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caliper로 잰 지름이, 1 mm 작은 크기가 되도록 한 

후 삽입하 다. 삽입물은 섬유혈관조직 증식이 빠르고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Gentamycin 용액에 적신 

hydroxyapatite에 19 G 바늘로 6개의 소공을 만들

었다. hydroxyapatite를 피복재료의 중앙에 놓고 서

로 마주보는 모서리를 당겨서, 겹쳐서 남는 부분은 잘

라내고 5-0 Dacron으로 봉합하여 피복하 다. 직근을 

부착시킬 부위의 뒤쪽에 섬유혈관조직의 증식을 촉진시

키기 위한 4×2 mm 크기의 4개의 창을 만든 후, 주위 

후테논낭 및 조직들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네 방향에

서 직근의 제어사와 테논낭 및 결막을 충분히 당기면서 

삽입기를 사용하여 삽입물을 안와내에 삽입하 다. 분

리한 4개의 직근을 4개의 창 앞 피복재료에 봉합한 후, 

전테논낭과 후테논낭을 각각 5-0 vicryl로 단단히 층

별 단속봉합하고 결막은 6-0 vicryl을 사용하여 연속

봉합을 하 다. 모든 시술은 전신마취하에 시행되었으

며 수술 종료 후 Ofloxacin 안연고를 넣고 pressure 

dressing하 다.

이차 hydroxyapatite 삽입술은 수술 전에 전산 

단층 촬 으로 안와내의 상태를 파악하 다. Pseu 

docapsule을 제거한 후, 네 직근을 찾아 6-0 vicryl

를 이용하여 피복재료에 고정하고, 이후에는 일차 안구

적출술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 다.

술 후 1주, 2주, 3주∼1달, 2달, 3달, 그 이후는 2∼

3달 간격으로 삽입물의 노출, 결막 충혈, 결막창상열

개, 감염, 안검의 모양 등의 합병증과 환자의 자각증상

을 관찰하 다. 수술 방법과 피복 재료,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유무 등의 요인들에 따라 합병증 발생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isher’s 

exact test와 Pearson Chi-square (SPSS 13.0)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분석하 다.

결     과

총 대상 환자 31명, 31안의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64.1개월(1∼247)이었으며, 술 후 평균 추적관찰 기

간은 35.3개월(3∼139)이었다. 남아가 13명, 여아가 

18명이었으며 망막모세포종이 한눈에서만 발견된 경우

가 26명, 두 눈에서 발견된 경우가 5명이었다. 31명 모

두 한눈에서만 수술을 받았는데, 이 중 일차 안구적출

술이 21안, 이전에 안구적출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이차적 

안와삽입물 삽입술을 받은 경우가 10안이었으며 안와

삽입물은 모두 hydroxyapatite가 사용되었다(Table 1).

일차 안구적출술을 시행한 21안 중 4안은 제거된 안

구의 병리조직검사에서 종양세포의 맥락막 침범 소견

이, 2안은 공막 침범 소견이 보 으며, 1안은 시신경 

유두부 침범 소견이 관찰되었다.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Mean follow up period (months) 35.3 (range, 3 - 139)

Sex / mean age (months) 

  Male

  Female

 

13 / 74.7

18 / 56.4
Type of Surgery / mean age (months)

  Enucleation

  Secondary HAI*

 

21 eyes / 28.5

10 eyes / 125.1
* HAI=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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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을 받은 사람은 총 8명이었는데(Table 2),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수술 전에만 항암요법을 받

은 환자는 3명이었고, 수술 전과 수술 후 항암요법을 

모두 받은 사람은 3명으로 모두 종양이 양측성이었다. 

수술 후에만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은 2명이었는데 1명

은 제거된 안구의 병리조직검사에서 종양세포가 공막을 

침범하 고, 다른 1명은 종양세포의 안와 침범 소견이 

관찰되어(Fig. 1) 항암요법을 받았다. 한편, 방사선 치

료를 받은 환자는 1명이었는데, 수술 후에만 시행하

고 항암요법은 받지 않았다.

삽입한 안와삽입물 hydroxyapatite 크기는 16-21 

mm의 것을 사용하 는데 20 mm 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 으며(11/31, 35.4%), 20 mm를 19 mm크

기로 만든 경우가 5안, 22 mm를 21 mm 크기로 만들

어 삽입한 경우가 2안이었다(Table 3).

Hydroxyapatite 안와삽입술시 사용된 피복재료로

는 안구적출술, 이차 삽입물 삽입술 모두 Neuropatch
Ⓡ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15/31, 48.4%), 다음으로 

Tutoplast
Ⓡ
, Vicryl mesh

Ⓡ
순으로 사용되었다(Table 

4).

수술 후 합병증은 총 8안(25.8%)에서 관찰되었는

데,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 눈꺼풀 처짐이 6안

(19.4%), 육아종성결막증식이 1안(3.2%), 결막낭 수

축이 1안(3.2%)에서 발생하 으며, 육아종성결막증식

이 있던 1안(3.2%)에서 후에 삽입물의 노출이 발견되

었다. 그 이외에 안와삽입물 자체의 감염이나 심한 염

증, 삽입물의 탈출 등의 다른 합병증 소견은 전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수술 종류별 합병증은 안구적

출술에서 1안, 이차 hydroxyapatite 삽입술에서 7안

의 합병증이 발생하 는데, 수술 종류에 따른 합병증은 

이차 hydroxyapatite 삽입술을 시행한 군에서 합병

증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isher’s exact 

test, p=0.009)(Table 5). 또한, 아래 눈꺼풀 처짐

이 발생한 6안이 모두 이차 hydroxyapatite 삽입술

을 시행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제 치료 유무와 합병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sher’s exact test, p>0.05). 또한 수술 전 항암

제 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경우와, 수

술 후 항암제 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경우에도 각각 합병증 발생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Fisher’s exact test, preo 

perative chemotherapy: p>0.05; postoperative 

chemotherapy: p>0.05). 

피복재료 종류별 합병증은 NeuropatchⓇ에서 4안, 

Tutoplast
Ⓡ
에서 3안, 그리고 Vicryl mesh

Ⓡ
에서 1

안의 합병증이 발생하 는데 피복재료간의 합병증 빈도

Table 2. Use of Chemotherapy

Chemotherapy (CT) type No. of eyes (%)

Preoperative CT
Postoperative CT
Preoperative & postoperative CT

3
2
3

Total 8 (25.8)

Figure 1. Gross specimen of retinoblastoma with multifocal 
necrosis and calcification, invasion of the orbit through the 
sclera and involvement of the entire globe.

Table 3. Size of hydroxyapatite implants used

Size of hydroxyapatite 
implants (mm)

No. of eyes (%)

Enucleation
Secondary 

HAI* Total

16
18
19
20
21

1
7
4
9
0

2
3
1
2
2

3 (9.7)
10 (32.3)
 5 (16.1)
11 (35.4)

2 (6.5)

Total 21 10 31 (100)
* HAI=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ation.

Table 4. Wrapping materials

Wrapping No. of eyes (%)

NeuropatchⓇ

TutoplastⓇ

Vicryl meshⓇ

15 (48.4)

11 (35.5)

 5 (16.1)

Total 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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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earson Chi 

–square test, p>0.05)(Table 6).

수술 후 각각의 합병증이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아래 눈꺼풀 처짐이 평균 14.0개월, 결막낭수축이 1개

월, 육아종성결막증식은 수술 후 30개월에 발생하 으

며 삽입물의 노출은 31개월에 발견되었다. 아래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6안 중 3안은 그 양상이 비교적 경미하

여 의안 조정 및 단순 경과 관찰 중 호전되었고, 3안은 

점막이식에 의한 결막낭 재건술 및 하안검 수평지지 강

화술 시행 예정이다. 결막낭 수축은 1안에서 발생하

는데 이 환자의 경우 1세 때 안구적출술을 타병원에서 

시행받고 19세에 이차적 hydroxyapatite 삽입술을 

받은 환자로 이차적 결막낭 재건술을 계획하고 있다. 

육아종성결막증식이 발생한 1안의 경우, 육아조직 제거

술을 시행하던 중 hydroxyapatite 삽입물의 노출이 

발견되었는데, 크기가 비교적 커서 기존의 삽입물을 제

거하고 이차적 hydroxyapatite 삽입술을 시행한 결

과 삽입물의 노출교정과 복원이 잘 이루어져 2개월째 

경과 관찰 중에 있다.

고     찰

1980년대 후반 Perry가 hydroxyapatite를 소

개한 이래 일차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 및 

hydroxyapatite 안와내 삽입술 또는 hydroxyapatite 

이차 삽입물 삽입술은 흔히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그 성공적인 술 후 결과가 보고되어 왔

다.
9,18,19

 Hydroxyapatite는 산호에서 추출한 물질로 

그 성분이 사람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무기물인 

calcium phosphate salt (Ca10(PO4)6(OH)2)
2
복

합체의 다공성 골대용품으로 인체에 독성이 없고 비알

레르기성이므로 거부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며, 종전의 

안내삽입물보다 가볍고 섬유혈관조직의 증식이 용이하

다.
20
 또한 테논막과 결막에 완전히 매몰되어 삽입물의 

Table 5.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surgery

Enucleation (%) (n=21) Secondary (%) (n=10) Total (%) (n=31)

Major complication

  Implant exposure

  

 1†
  

0

  

1 (3.2)

Minor complication

  Granulation tissue overgrowth

  Conjunctival sac contracture

  Lower lid sagging*

  

 1†

0

0

  

0

1 

6

  

1 (3.2)

1 (3.2)

 6 (19.4)

Total* 1 (4.8) 7 (70.0)  8 (25.8)
† Same patient.
* Fisher’s exact test (p<0.05).

Table 6.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ccording to wrapping materials

NeuropatchⓇ (n=15) TutoplastⓇ (n=11) Vicryl meshⓇ (n=5) Total (%) (n=29)

Major complication

  Implant exposure

 

 1†
 

0

 

0

 

1 (3.2)

Minor complication

  Granulation tissue overgrowth

  Conjunctival sac contracture

  Lower lid sagging

 

 1†

0

3

 

0

1

2

 

0

0

1

 

1 (3.2)

1 (3.2)

 6 (19.4)

Total 4 3 1  8 (25.8)
†Same patient.
Pearson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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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되며 안와내 조직과 

일체성이 좋아 이탈이나 이동 등이 적고 peg을 끼워 의

안과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성 또한 다른 재료

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다.
8,18
 하지만 hydroxyapatite

는 외안근을 삽입물에 부착시키기 위한 피복재료가 필

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술 후 경과관찰기간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으며, hydroxyapatite의 노출과 이로 

인한 감염과 탈락은 여전히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

나이다.21,22

삽입물 노출의 원인은 삽입된 hydroxyapatite 내

부로의 섬유혈관조직의 성장이 지연된 경우, hydro 

xyapatite의 거친 표면에 의한 마찰 효과, 이물질에 

대한 염증반응, 감염, 충전물과의 생체 부적합성, 너무 

큰 충전물의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이 걸린 경우, 

테논낭과 결막의 부적절한 봉합 상태 등이 있다.22,23 

Hydroxyapatite의 노출 빈도는 성인 환자에서 높게

는 10∼20%까지 보고되고 있지만, 수술 기술의 향상

으로 1∼2%로 크게 감소하 다.24,25

이러한 성인 환자에서와 달리 hydroxyapatite 안

와삽입물이 소아 환자에서 사용될 경우, 소아는 외상이

나 수술,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 성인에 비해 크고 의안 

제작이 쉽지 않으며 의안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이 성인과는 다르다. De 

Potter et al13은 망막모세포종으로 진단된 소아 51

명, 51안에서의 일차 안구적출술 및 hydroxyapatite 

안와삽입물을 삽입한 결과, 삽입물의 노출 및 탈출, 이

동, 감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소아에서 

hydroxyapatite 삽입물은 안정적이고 합병증이 적어

서 우수한 의안 운동성을 제공해 준다고 보고하 다. 

Christmas et al14은 소아에서의 일차 안구적출술 및 

안와삽입물 삽입술 후에 여러 안와삽입물의 종류에 따

른 다기관 임상결과를 발표하 는데, 그 중 hydro 

xyapatite는 삽입물의 노출과 같은 주요 합병증과는 

연관이 없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Lee V et al
15
은 

망막모세포종 소아 107명, 108안에서의 일차 안구적

출술 및 안와삽입물 삽입술 후에 안와삽입물의 종류에 

따른 노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 Vicryl mesh
Ⓡ
–

wrapped hydroxyapatite 18안 중 2안(11%), 

MedporⓇ 13안 중 8안(53%), plain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50안 중 4안(8%), 

Mersilene-wrapped PMMA 17안 중 9안(53%) 

그리고 Castroviejo implant 10안 중 7안(70%)에

서의 삽입물 노출을 보고하면서 hydroxyapatite 삽

입물은 낮은 노출 비율과 더불어 drilling과 peg삽입

을 통해 보다 우수한 의안의 운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많

은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발

표하 다. 본 연구에서도 망막모세포종으로 hydro 

xyapatite 안와내 삽입술을 시행받은 소아 31명, 31

안 중 1안(3.2%)에서 삽입물의 노출이 발견되었으며 

삽입물 자체의 감염이나 심한 염증 및 hydroxyapatite

의 탈출 등은 전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MedporⓇ를 소아 망막모세포종 환자에

서 안구적출술 후 삽입한 경우에 삽입물의 노출에 관하

여는 국내외에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Kim et 

al12은 33안 중 11안(33%), Heimann et al10은 32

안 중 7안(22%), Karcioglu et al
26
은 37안 중 9안

(22%)의 높은 빈도로 Medpor
Ⓡ 
삽입물의 노출이 발

생하 다고 보고하 다. Kim et al12은 망막모세포종 

환자에서 Medpor
Ⓡ 
삽입물의 노출률이 높은 것은 

Medpor
Ⓡ 
사용시 피복재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표

면에 튀어나온 spicule과 의안사이의 압박 및 마찰로 

인한 결막 미란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보고

하 다. 한편, Kim et al
11
은 Medpor

Ⓡ
 삽입물의 앞 

쪽 표면에 안와 지방 이식술을 시행하여 MedporⓇ 삽

입물의 노출을 비교하 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Medpor
Ⓡ
 삽입물을 삽입한 경우는 39안 중 13안(33%)에서 

삽입물 노출이 발생한데 반해, 안와 지방 이식술을 시

행한 경우에는 38안 중 삽입물의 노출이 없었다는 결과

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Li et al27은 안구제거술 후 안와삽입물 삽입시 이를 

피복한 경우와 피복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노출 빈도에 

관한 연구에서, 내구적인 피복재료를 사용하여 다공성 

안와삽입물을 삽입한 안에서는 노출이 발생하지 않았으

나, 피복하지 않은 다공성 안와삽입물 삽입술을 시행한 

21안 중 2안에서는 삽입물 노출이 발생한 것을 보고하

면서, 특히 18세 이하의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외상이

나 수술,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 크기 때문에 다공성 안

와삽입물을 삽입할 경우에는 이를 내구적인 피복재료로 

피복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hydroxyapatite 삽입시 Neuropatch
Ⓡ
, 

Tutoplast
Ⓡ
, Vicryl mesh

Ⓡ
의 다양한 피복 재료를 

사용하여 낮은 삽입물 노출율(3.2%)을 보 다고 생각

된다.

수술 종류에 따른 합병증은 이차 삽입물 삽입술을 시

행한 군에서가 안구적출술을 시행한 군에 비해 합병증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아래 눈꺼풀 처짐이 발

생한 6안 모두 이차 hydroxyapatite 삽입술 후 관찰

되었다. 이는 이차 삽입물 삽입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 술 전 안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이나 연부 조

직의 위축, 안와지방조직의 소실, 안와조직과 안윤근의 

반흔 등으로 인하여 수술전에 이미 원개부 위축이나 

superior sulcus의 결함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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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8
 하지만, 이 같은 합병증도 부

가적으로 안와 재건술과 안검 성형술을 시행하므로써 

미용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여

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9,29
 본 연구에서 발생

한 환자들 역시 점막이식에 의한 결막낭 재건술을 시행

할 예정이다.

항암요법 유무에 따른 합병증은 항암치료를 전혀 받

지 않은 군과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은 

군들과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항암화학요법은 섬유모세포나 상피세포의 분열

을 억제하여 상처치유의 지연을 유발하는 등의 향을 

주므로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환자 수가 많지 않았고, 삽입

물의 노출과 같은 합병증이 1안에서만 발생하 기 때문

에 항암화학요법과 합병증간의 연관성을 논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cryl mesh
Ⓡ
, Neuropatch

Ⓡ
등의 합성물질의 경

우 가격이 저렴하고 전파성 질환의 감염 위험성이 없다

는 장점이 있으나 노출 등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고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3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삽

입물의 노출이 1안에서만 발견되어 피복재료의 종류와 

합병증 발생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그 증례 수와 종

류가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망막모세포종 소아 환자에서 일차 안구

적출술 및 hydroxyapatite 안와삽입술은 피복재료의 

사용 및 수술 술기의 발전으로 낮은 합병증 발생 빈도

를 보 다. 향후 삽입물의 노출과 같은 주요 합병증의 

발생 여부와 항암화학요법 및 피복재료와 합병증과의 

연관성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추적관찰과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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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in Pediatric Patients with 
Retinoblastoma

Jong Wook Moon, M.D., Jin Sook Yoon, M.D., Sang Yeul Lee,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results of implantation of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in patients with 
retinoblastoma.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31 children who had undergone hydroxyapatite implantation after 
enucleation or secondary hydroxyapatite implantation, for retinoblastoma from April 1994 to January 2006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The mean age at the time of operation was 64.1 months (range, 1 to 247 months).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35.3 months (range, 3 to 139 months). The diameter of the orbital implants most used 
was 20 mm (35.4%, range, 16∼21 mm). TutoplastⓇ, Vicryl meshⓇ, and NeuropatchⓇ were used as the 
wrapping materials for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Of 31 patients (31 eyes), 8 eyes were found to have 
complications: 6 eyes showed lower lid sagging (19.4%), 1 eye granulation tissue overgrowth (3.2%) and 1 
eye conjunctival sac contracture (3.2%). Exposure of the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occurred in 1 eye 
(3.2%).
Conclusions: Hydroxyapatite implantation in children with retinoblastoma showed good surgical results and 
minimal complications.
J Korean Ophthalmol Soc 47(8):1225-12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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