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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Mules
1
가 안와내용물제거술 후 유리로 된 

삽입물을 삽입한 이래 세라믹,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등의 여러 가지 재질과 다양한 형태의 안와삽입물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 칼슘 포스파테이트(calcium- 

phosphatate salt)의 복합체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

트는 우수한 생체적합성, 경량성, 무독성, 높은 강도 및 

미용과 기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물제거술 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3
 하이

드록시아파타이트 삽입술 후 섬유혈관조직이 내부로 증

식되어 안구 주변의 조직과 단단히 고정된 후에, 의안

의 운동성을 좋게하여 최대의 미용효과를 얻기 위해 2

차 수술인 드릴링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삽입된 운동축이 홈이 파진 의안과 맞물

려, 볼과 소켓의 원리로 연결되게 된다.
4,5
 운동축의 재

료로서 과거 수년간 PMMA (polymethyl metha 

crylate)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재질의 

운동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운동축의 이탈이나 육아

증식 및 노출의 증가로 최근에는 생체적합성이 높은 타

이타늄 재질의 운동축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지금까지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 운동축에 대한 

국내 임상보고는 있으나 타이타늄 운동축에 관련된 보

고는 없으므로,
6
 이에 본 저자들은 무안구증 환자에서

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삽입술 후 타이타늄 운동축을 

삽입한 7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이타늄 운동축의 

합병증 및 다른 재질의 운동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로 하 다.

대상과 방법

2000년 5월 25일부터 2005년 4월 20일까지 본원

에서 안구적출술, 안구내용제거술 또는 이차적 하이드

록시아파타이트 삽입술 후 타이타늄 운동축(P-K
TM
 

Titanium motility peg system
Ⓡ
)를 사용한 77명, 

77안을 대상으로 후향적인 의무 기록 조사를 시행하

다. 이중 안구적출술이 25안, 안구내용물제거술이 28

안, 이차적 삽입술이 24안이었다. 전체 77명중 남자가 

42명, 여자가 35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각각 32.9세, 

37.1세 다. 술 전 진단은 외상이 72안(93.5%)으로 

타이타늄 운동축을 삽입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안와삽입물의 

합병증에 관한 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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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무안구증 환자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의안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타이

타늄 운동축(titanium motility peg)의 합병증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2000년 5월 25일부터 2005년 4월20일까지 본원에서 드릴링(drilling) 후 타이타늄 운동축을 삽입

한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에 의해 합병증을 알아보았다.

결과 : 드릴링 후 평균 16.8개월(1∼92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총 14안(18.2%)에서 24예의 합병증이 발생하 으

며, 이중 심한 눈곱(major discharge)이 8예(10.4%), 육아종성결막증식이 7예(9.1%), 슬리브(sleeve)의 노출이 

3예(3.9%), 운동축의 이탈이 4예(5.2%), 운동축 주위 삽입물 노출이 2예(2.6%)이었다.

결론 : 타이타늄 운동축의 합병증 중에서 운동축 주위 삽입물 노출이 가장 적었으며(2.6%) 생체불활성 소재인 타이타

늄은 운동축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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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안구내 종양이 3안, 망막박리가 2안이었

다(Table 1).

안와충전물 삽입 후 평균 5개월 후부터 Techne 

tium-99m-MDP 골주사를 시행하여 섬유혈관 증식

을 확인한 후 grade Ⅲ 이상에서 드릴링을 실시하

다.
7
 드릴링 순서는 우선 환자가 앉은 상태에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결막에 gentian violet으로 반대편 동

공 위치와 대칭이 되는 중앙부위에 표시를 한 후에, 상

하좌우로 안구를 움직여 본 뒤 좌우 운동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드릴링 할 위치를 약간 변화시켜 주었다. 

환자를 눕히고 부피바케인과 리도케인을 1:1로 섞어 

구후마취 및 2% 리도케인으로 결막 마취를 한 뒤에 표

시된 부위의 결막을 3∼4 mm 수평방향으로 절개하고 

20, 18, 16, 14 게이지 주사바늘 순서로, 직경 3 mm, 

깊이 12∼13 mm 정도되는 수직 구멍을 만들었다. 구

멍이 완성되면 식염수로 세척한 뒤 결막부종을 감안하

여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표면의 앞 표면에서 1∼2 

mm 아래 정도에 위치하도록 슬리브를 끼워 넣은 후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머리가 평편한 운동축을 삽입하

다. 약 4주 후에 머리가 둥근 형태인 구적인 타이

타늄 운동축으로 바꾸었다.
8

각 수술종류별 합병증에 대해 Fisher’s exact test 

(SPSS 13.0)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 다

(Table 2).

결     과

드릴링 후 평균 16.8개월(1∼92개월) 동안 추적 관찰

한 결과, 이 연구에서 총 14안(18.2%)에서 24예의 합

병증이 발생하 으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심한 눈곱

(major discharge)이 8예(10.4%), 운동축 주위로

의 결막 과증식을 포함한 육아종성결막증식이 7예

(9.1%), 슬리브 머리(sleeve head)의 노출이 3예

(3.9%), 운동축의 이탈이 4예(5.2%), 운동축 주위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노출이 2예(2.6%)로 가장 빈

도가 높은 합병증은 심한 눈곱이었다(Table 2)(Fig. 

1). 육아종성결막증식이 있었던 7명 모두 심한 눈곱을 

호소하 다.

수술 종류별 합병증은 안구적출술후 드릴링을 한 군

에서는 육아종성결막증식이 3예(12.0%), 슬리브 머리

의 노출이 1예(4.0%), 심한 눈곱이 3예(12.0%), 운

동축의 이탈이 1예(4.0%), 그리고 하이드록시아파타

이트의 노출이 1예(4.0%)에서 관찰되었다. 심한 눈곱

을 호소한 3명 모두 육아종성결막증식이 동반된 환자

다. 슬리브 머리의 노출과 주변 삽입물 노출은 한 환자

에서 발생하 다(Fig. 2). 안구내용물제거술후 드릴링

을 한 군에서는 심한 눈곱이 3예(10.7%), 육아종성결

Table1. Patients Characteristics

Mean follow up period (months)

Sex / mean age (years) 

  Male

  Female

Type of Surgery 

  Enucleation

  Evisceration

  Secondary HAI*

Size of hydroxyapatite implants

  18 / 20 / 22 (mm)

Cause of visual loss  

  Trauma

  Intraocular malignancy

  Retina detachment

16.8 (range, 1-92)

 

42 / 32.9 years

35 / 37.1 years

 

25 (32.5%)

28 (36.4%)

24 (31.1%)

 

19 (24.7) / 45 (58.4) 
/ 13 (16.9) (%)

 

72 (93.5%)

3 (3.9%)

2 (2.6%)
* HAI: Hydroxyapatite implantation.

Table 2.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titanium pegged hydroxyapatite (HA*) implant according to the type of surgery

Enucleation (%)
(n=25)

Evisceration (%)
(n=28)

Secondary (%)  
(n=24)

Total (%) 
(n=77)

p-value

Peg extrusion
Granulation tissue overgrowth

HA* exposure around peg
Exposure of sleeve head
Major discharge

1 (4.0%)
3 (12.0%)
1 (4.0%) 
1 (4.0%) 

3 (12.0%)

1 (3.6%)
2 (7.1%)
1 (3.6%)
1 (3.6%)

3 (10.7%)

2 (8.3%)
2 (8.3%)

0
1(4.1%) 

2 (8.3%)

4 (5.2%)
7 (9.1%)
2 (2.6%)
3 (3.9%)

8 (10.4%)

0.834
0.887
1.000
1.000
1.000

Fisher’s Exact Test (p>0.05).
* HA: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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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증식이 2예(7.1%),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노출이 

1예(3.6%)에서 발생하 으며 슬리브 머리의 노출과 

주변 삽입물 노출은 한 환자에서 발생하 다. 육아종성

결막증식이 있었던 2명 모두 심한 눈곱을 호소하 다. 

이차적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삽입술 후 드릴링한 군에

서는 심한 눈곱과 육아종성결막증식의 발생이 2예

(8.3%), 운동축의 이탈이 2예(8.3%), 슬리브 머리의 

노출이 1예(4.1%)이었으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노출은 없었다. 슬리브 머리의 노출과 운동축의 이탈은 

한 환자에서 동시에 발생하 다. 세 수술종류 별 합병

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sher’s 

exact test, p>0.05)(Table 2).

드릴링후 각각의 합병증이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운동축의 이탈이 평균 1개월, 슬리브의 노출이 평균 28

개월, 육아종성결막증식은 평균 13개월, 심한 눈곱은 

평균 8개월에 발생하 으며, 운동축 주위 하이드록시아

파타이트의 노출은 평균 11개월에 나타났다(Table 

3).

운동축의 이탈이 발생한 4안중 슬리브 머리의 노출이 

동시에 발생한 2안을 포함한 3안에서 드릴링을 다시 시

행하여 운동축을 교체하 고, 나머지 1안은 경과 관찰

중이다. 심한 눈곱이 있었던 8안 중 육아종성결막증식

이 7예에서 동반되었다. 이 중 5안은 외래에서 점안마

취하 육아종성결막증식을 제거하 고, 2안은 크기가 작

아 경과 관찰하 으며 모두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점안

액 투여 후 호전되었다. 안구내용물제거술 후 운동축주

위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노출이 있었던 1안에서는 삽

입물 노출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여 운동축을 제거 후 

진피이식술을 시행하 으며, 더 이상의 노출은 발생하

지 않았다. 안구적출술 후 슬리브 머리의 노출과 주위 

삽입물 노출이 동반된 1안에서는, 슬리브 머리의 노출

은 스크류(screw)로 슬리브를 더 어 넣은 후 호전되

었고, 삽입물의 노출은 크기가 작아 경과 관찰 중 저절

로 호전되었다. 

고     찰

타이타늄과 같은 생체불활성(bioinert) 소재는 그 

표면이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나 체액에 화학적으로 반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골 내부로 삽입되었을 때 안정된 

골유착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생체활성물질(bioactive)

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와 결합되었을 때 단단한 접촉 

및 주변 골조직과의 화학적 접합에 의한 골-삽입물 계

면(bone-implant interface)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

해 타이타늄 운동축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골유착

이 가능하게 되어 의안의 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Fig. 3).
9,10

Edelstein et al
11
은 고온 폴리카보네이트(high 

temperature polycarbonate) 재질의 운동축을 이

용한 연구에서 주된 합병증으로 운동축의 이탈 및 육아

종성조직의 증식이라 발표하 고 슬리브가 없는 운동축

(nonsleeved peg)을 사용한 환자 47명중 26%에서 

운동축의 이탈이 있었으며 슬리브가 있는 운동축

(sleeved peg)을 사용한 환자에서는 운동축의 이탈은 

없었다고 발표하 다. Lee et al6은 슬리브가 없는 운

동축을 사용한 227명의 환자 중, 일차적 및 이차적 수

Figure 1. Conjunctival overgrowth over the peg. Figure 2. Exposure of sleeve head with implant exposure.

Table 3. The mean intervals from drilling to occurrence of 
complications

Type of complications Average (months) 

Peg extrusion
Granulation tissue overgrowth
Implant exposure around peg head
Exposure of sleeve head
Major discharge

5.0 
13.0 
10.0
1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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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각각 27.2%, 44.4%의 운동축의 이탈이 있었

고 슬리브가 있는 운동축을 사용한 88명의 환자에선 각

각 10.8%, 28.5%의 빈도로 운동축의 이탈이 감소하

음을 보고하 다. 두 보고에서 모두 슬리브가 없는 

운동축에 비해 슬리브가 있는 운동축의 경우가 유의하

게 운동축의 이탈의 빈도가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폴

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슬리브가 있는 운동축 191안중 

52안(27.2%)과 슬리브가 없는 운동축 74안 중 8안

(10.8%), 그리고 타이타늄 재질의 운동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77안 중 4안(5.2%)에서 운동축의 이탈이 

있었고 이 세 그룹을 Pearson chi-square로 비교하

으며 그 결과 타이타늄 재질의 운동축의 이탈률이 나

머지 두 그룹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01).6 최근에 Jordan and Stephen12

은 하이드록시로 코팅된 타이타늄 운동축(hydroxyl 

-coated titanium peg)이라는 새로운 운동축 시스

템을 도입하여 삽입술을 받은 54명의 환자들을 연구하

는데, 합병증으로 심한 눈곱이 9.2%, 화농성증식 

14.8%, 운동축의 이탈은 9.2%, 운동성저하는 1.8%, 

딸깍거림(clicking)이 3.7%, 결막과증식 1.8%, 슬리

브의 노출 9.2%, 안와삽입물의 운동축 주변으로의 노

출 3.7%, 슬리브의 헐거워짐이 3.7%의 빈도로 관찰되

었다. 이는 기존의 폴리카보네이트 운동축과 합병증의 

종류는 비슷하나, 화농성증식은 기존의 운동축 시스템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운동축

보다 안정성을 갖는다고 발표하 다.

Liao et al
13
은 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제거술

과 동시에 타이타늄 운동축을 삽입한 환자 30명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 는데, 3안에서 슬리브의 노출이 있었고 

나머지 27안의 경우 결막을 일부 제거한 뒤 운동축을 

삽입한 후에는 2안에서 중심이탈이 있었다고 보고하면

서 타이타늄 운동축은 환자만족감, 간편한 술기면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발표하 다.

운동축과 관련된 합병증 연구에서 운동축주변의 육

아종성 조직증식도 보고되고 있는데 Jordan et al
14
은 

타이타늄 운동축과 슬리브 주변 결막에 검은색 물질의 

증식이 있는 5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 5

명중 3명은 조직학적 검사에서 혼합된 염증성 침윤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2명에서는 철 염색에 대해 양성반응

을 보 다. 환자 1명의 조직을 중성자 유도 방사화합분

석(neutron activation analysis)으로 확인한 결과 

타이타늄, 알루미늄, 바나디윰(vanadium)을 포함하

는 타이타늄 합금물질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5명 모두는 

1년에서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별한 합병증은 보이

지 않았다고 발표하 다.

결론적으로, 타이타늄 재질의 운동축은 기존의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운동축의 슬리브 시

스템보다도 운동축의 이탈과 슬리브나 삽입물 노출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생체적합성이 높고 안정적

인 재질의 운동축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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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Study of the Complications in Titanium Motility Pegged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Jin Pyo Hong, M.D.1, Jin Sook Yoon, M.D.1, Sang Hoon La, M.D.2, Sang Yeul Lee, M.D.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1,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2, Wonjoo,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complications of titanium motility pegged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records of 77 patients who underwent drilling with titanium 
motility peg hydroxyapatite orbital implant from May 2000 to April 2005.
Results: Of 77 patients (77eyes), 22 complications in 14 eyes (18.2%) occurred: 8 cases of major discharge 
(10.4%), 7 cases of granulation tissue overgrowth (9.1%), 3 cases of sleeve head exposure (3.9%), 4 cases 
of peg extrusion (5.2%) and 2 cases of hydroxyapatite exposure around pegged hole (2.6%).
Conclusions: Hydroxyapatite exposure around pegged hole was most infrequent among complications of 
titanium motility peg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the use of titanium motility pegs will increase, as a bioinert 
material.
J Korean Ophthalmol Soc 47(7):1037-1042, 2006

Key Words: Drilling, Hydroxyapatite, Titanium motility 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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