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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눈의 질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해 실명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증가하

고 있으며 시력과 함께 외관 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

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눈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의안은

매우 귀중한 보장구이다. 안구를 제거한 후 안구가 차지

하고 있던 공간을 안와삽입물로 보충시켜 주어야만 눈

의 구조를 잘 유지시키고 의안의 모습을 좋게 할 수 있

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충분

치 않거나 안와 조직의 위축이 일어난 경우 의안을 크

게 해서 눈의 모습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의안의 무게는 무거울수록 아래쪽으로 중력이 가해

져 아래눈꺼풀의 장력이 약해지며, 이로 인해 안와 조직

의 처짐, 아래 눈꺼풀의 처짐과 이차적으로 안검하수가

나타나 미관상 좋지 않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의안이

빠지기도 한다.
1,11-13

또한 의안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눈 깜박임 기능의 장애로 인해 거대 유두상 결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안와 주위의 분비물이 증가

하고 만성적인 자극을 유발하게 된다.
2-4
따라서 의안은

가능한 가벼울수록 눈에 미치는 향이 적으므로 의안

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제작법의 개발은 시력을 잃은 장

애인의 재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거운 의안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

화 하기 위해 의안 내부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5
이 경우 의안의 후면에

대한 지지가 약하여 의안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단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안의 내부에 형성한 공간

부에경량재료인 폴리스티렌(polystyrene, styropor
Ⓡ
)

을 충전시킴으로써 기존의 polymethylmethacry-

late (PMMA)로 만들어 진 의안보다 훨씬 가벼우면

서도 의안의 후면을 지지할 수 있어 충격에 강한 경량

화 의안을 개발하고자 하 다.

경량의안 제작에 관한 연구

이상렬·백승운·오상준·국경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 연구소

목적 : 기존의 의안보다 훨씬 가벼운 경량 의안을 제작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무안구증 환자에서 장기간의 의안착용으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교정하는데 있다.

대상과 방법 : 경량의안을 제작하는 방법은 의안내부의 일부를 제거하고 경량물질인 pol yst yrene으로 대치하여 무게

를 감소시켰다. Ameri can Opt i cal Corporat i on에 의해 제작 판매되는 의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pol ymethyl -

met hacryl at e(PMMA)로 제작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안인 대조군을 제작하고, 똑 같은 형태와 크기로 경량의안인

시험군을 제작하여 무게를 비교하 다. 3g대, 4g대, 5g대의 일반의안을 각각 8개씩 대조군으로 제작하 으며, 이 대

조군과 형태와 크기가 같은 경량의안을 각각 8개씩 제작하여 각 군에서의 무게 감량률을 비교하 다.

결과 : 3g대, 4g대, 5g대 의안에서의 경량의안의 무게 감량률은 각각 22. 6%, 40. 2%, 46. 7%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결론 : 의안내부를 경량물질로 대치하여 의안을 제작한 결과 의미 있는 의안의 무게 감소가 있었으며, 무거운 의안일

수록 더 많은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안은 가벼울수록 눈 주위 구조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으므로 경량의안의

개발은 무안구증 환자의 재활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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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경량의안의 비교를 위해 미국의

American Optical Lens Company에서 제작하여

시판하고 있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를 기준으로 하 다.

이 제품은 모양에 따라 난형(oval), 표준형(stan-

dard), 삼모서리형(three cornered)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크기에 따라서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그리고

홍채의 색깔에 따라 여러가지의 다양한 의안을 제작하

여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크기 및 모양에 따라 각각

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Table 1).

일반적으로 의안을 제조하는 과정은 치과 역에서

의치의 제조 공정과 유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6
경량

의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의안을 먼저

제작한 후 이를 다시 경량 의안으로 제조한다.
7,8

일반의안 제작 과정

1. 파라핀 왁스로 의안 초본의 제조

의안의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결막주머니(con-

junctival sac)에 적당한 크기의 파라핀 왁스를 연화하

여 적당한 눈의 모양 및 크기로 성형하고 동공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여 의안 초본을 형성한다.

2. 석고틀 제작

상기와 같이 만든 파라핀 왁스의 의안 초본을 플라스

크(flask)를 이용한 석고틀 속에 넣어 의안이 만들어질

공간을 석고틀 속에 형성하는 단계이다.

3. PMMA로 의안 형태 제작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MMA 가루와 액체를

혼합하여 겔(gel) 상태로 만들고 석고틀 속에 넣어 수지

로 된 의안 형태를 제작하는 단계이다. PMMA는

Stanley, F. Erff에 의해 개발된 아크릴수지로서 보건 위

생상 안전하고 적합하여 오늘날 의안의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9

4. 절삭(hand pice) 과정

의안 형태로 성형된 PMMA에 색상을 칠할 수 있도

록 연마하는 가공 단계이다.

5. 페인팅 과정

오일칼라 물감 및 rayon fiber를 사용하여 반대편

눈의 색상과 비슷하게 홍채, 공막 및 충혈 부분을 그려

넣는 단계이다.

6. 투명 수지(clear resin) 도포 과정

채색이 완료된 의안 표면에 투명 PMMA 용액을 도

포하는 단계이다.

7. 절삭 및 연마 과정

투명 PMMA가 도포된 다음 열 경화 과정을 거쳐 플

라스크로부터 의안을 분리하며, 이때 이것의 표면이 거

칠기 때문에 표면을 절삭하고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

하는 단계이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의안의 크기는 약 가로 20∼25

mm, 세로 24∼30 mm정도이며, 두께는 홍채 부분이

약 9∼11 mm이고 홍채를 제외한 나머지 공막 부분은

약 7∼9 mm이다.

Table 1. Artificial eyes produced by American Optical Corporation

Contour Size Code number Size of artificial eye (mm)

Oval

Standard

Three cornered

Midium

Large

Small

Midium

Large

Small

Medium

Large

2

3

4

5

6

7

8

9

21×26

24×28

19×22

22×26

22×27

20×22

24×25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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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렬 외 : 경량의안 제작 ―

경량의안 제작과정(Fig. 1)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경량의안은 상기의 과정에서 제

작된 일반의안으로부터 제작되며 공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8

1. 의안 내 빈 공간 형성

완성된 의안의 내부를 의안 후면에서부터 드릴로 파

내어 의안 후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Polystyrene 충전

가벼운 물질인 polystyrene을 의안 후면에 형성된

빈 공간에 가득 채운 후 접착제인 초산비닐수지

(ethylene vinyl acetate) 용액을 소량 첨가하여

polystyrene을 뭉쳐지게 한다.

3. Clear PMMA 도포

Polystyrene으로 가득 채워진 의안의 후면을

clear PMMA로 도포하여 경량 의안을 완성한다.

American Optical Corporation의 의안을 기준

으로 3g, 4g, 그리고 5g 대의 의안 8개씩을 임의로 선

정하여 상기 의안제작 방법에 따라 제작하고, 똑 같은

형태와 크기의 경량의안을 각각 제작하 다. 일반의안

과 경량의안의 무게를 각각 측정하여 paired t- test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 다.

결 과

PMMA로 제작된 일반의안과 같은 형태와 크기인

의안의 내부를 일부 제거하고 경량물질인 polys-

tyrene으로 채운 경량의안의 무게를 비교하 다. 평균

3.28g인 일반의안을 경량물질로 채운 결과 무게가 평

균 2.54g인 일반의안은 22.6%의 무게 감소가 있었으

며(p=0.0004), 평균 4.63g인 일반의안은 2.77g으로

평균 40.2%의 무게 감소(p〈0.0001)를, 그리고 평균

5.49g인 일반의안은 평균 2.93g으로 평균 46.7%의

무게 감소(p〈0.0001)를 보 다(Table 2-4).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light artificial eye: the inside of the

artificial eye was replaced with the

polystyrene.

Table 2. Reduction rates of weight in 3-gram artificial eye

group

Number Control (g) Case (g) Reduction rates (%)

A1

A2

A3

A4

A5

A6

A7

A8

Average

3.32

3.47

3.07

3.68

3.00

3.11

3.19

3.36

3.28

2.32

2.70

2.15

2.96

2.38

2.73

1.98

3.13

2.54

30.1

22.2

30.0

19.6

20.7

12.2

37.9

6.8

22.3

Table 3. Reduction rates of weight in 4-gram artificial eye

group

Number Control (g) Case (g) Reduction rates (%)

B1

B2

B3

B4

B5

B6

B7

B8

Average

4.05

4.57

4.83

4.52

4.70

4.97

4.67

4.72

4.63

2.50

2.73

2.62

3.62

2.75

2.07

2.94

2.91

2.77

38.3

40.3

45.8

19.9

41.5

58.4

37.0

38.3

40.2

Table 4. Reduction rates of weight in 5-gram artificial eye

group

Number Control (g) Case (g) Reduction rates (%)

C1

C2

C3

C4

C5

C6

C7

C8

Average

5.07

5.86

5.04

5.15

5.67

5.49

5.66

5.98

5.49

2.48

2.63

3.05

3.34

2.65

3.22

3.03

3.02

2.93

51.1

55.1

39.5

35.1

53.3

41.3

46.5

49.5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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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오늘날의 사회는 일상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눈의

질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이나

산재재해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실명과 같은 불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력과 함께 눈의

모습을 잃어버려 외관상 많은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서 눈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은 장애인의 재활에 참

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환자에게 의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보장구이다.

의안의 역사는 기원전 4000∼6000년경부터 존재했

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

안조제법 이나 사용되는 소재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문헌에는 유리를 소재로 하여 이태리의 베네

치아 유리 가공법과 거의 비슷한 방법인 흡입성형법

(browing)에 의해 의안이 제작되었음이 소개되어 있

으나 자세한 설명은 없다.
10
이러한 유리제품을 사용하

여 의안을 제조하는 기술들도 비 스럽게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수되어 왔을 뿐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

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의안은 유리로 만들어

져 왔으며 전쟁 중에 Stanley, F. Erff에 의해 의안의

대체재료로서 PMMA가 개발되어 이를 사용한 의안의

제조 방법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
9
미

국특허 제5,326,346호에는 의안의 재료로서 PMMA

대신에 uretane dimethacrylate를 사용하여 의안

을 제조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의안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1994년

일본에서 의안 내부를 공간으로 만들어 의안을 무게를

감소시킨 바 있다.
5
그러나, 의안의 내부를 제거하고 이

공간을 빈 공간으로 만들고 의안의 후면을 얇은

PMMA로 덮었을 때 의안의 후면에 대한 지지가 약하

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의

안의 후면을 파내고 그 내부에 공간를 형성하고 이 공

간에 경량물질인 polystyrene을 충전시키고 PMMA

로 후면을 봉함으로써 의안의 후면을 지지할 수 있어

충격에 강하며 또한 기존의 의안보다 훨씬 가벼운 경량

의안을 개발하 다. 본 경량의안은 인체의 결막에 직접

닿는 후면이 PMMA로 봉되어 있어 내부에 충전한

polystyrene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없고 외관 또한

기존의 의안과 동일하다. Polystyrene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 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부피의 98%가 공

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로 구성되어 있어 무척 가볍

다. 또한 수많은 기포(약 1,000만개/cm
3
)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열전도율이 낮고 보건위생상 안전하며 습기나

물의 차단성이 높아 장기간에도 성능에 변함이 없어 반

구적이다.
8

의안의 크기나 형태는 수술 전 눈의 상태 혹은 수술

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안구를

제거할 때 안구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적절한 크기의

안와삽입물로 보충시켜 주어야만 눈의 형태를 잘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적절한 크기

의 안와삽입물을 보충시킬 수 없어 결막주머니의 공간

이 큰 경우 의안을 크게 해서 눈의 모양을 유지할 수밖

에 없으며, 이때 의안의 무게는 무거워지게 된다. 의안

은 평생 착용해야 하는 보장구이기 때문에 의안의 무게

가 무거울수록 아래눈꺼풀에 중량이 가해져 오래 착용

하면 아래눈꺼풀의 장력이 약해지며 아래로 처지는 현

상이 나타나 미관상 좋지 않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의

안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11-13

또한 의

안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눈 깜박임 기능이 감소하고

결막에 만성적인 자극 및 과민반응으로 인한 거대 유두

상 결막염이 발생하여 눈 주위의 분비물이 증가하게 된

다.
2-4
따라서 의안은 가능한 가벼울수록 눈에 미치는

향이 적으므로 의안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경량의안의

개발은 시력을 잃은 무안구증 환자의 재활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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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Manufacturing Light Artificial Eye

Sang Yeul Lee, M.D., Seung Woon Paek,

Sang Joon Oh, M.D., Koung Hoon Kook,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manufacture a light artificial eye that is lighter in weight than a conventional artificial eye and

to correct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long-term use of artificial eyes in anophthalmic patients.

Methods: The light artificial eyes were manufactured by substituting their posterior portions with a

lightweight material, polystyrene. The conventional artificial eyes manufactured with polymethylmethacrylate

(PMMA) and sold by the American Optical Corporation were used as the control. The control was grouped

according to 3, 4, and 5 grams in weight with 8 sets in each group. The light artificial eyes that have the

same volume and shape as the conventional ones was compared in terms of the reduction rates of weight

with each group.

Results: The reduction rates of weight in the light artificial eyes were 22.6%, 40.2%, and 46.7% in the 3-,

4-, and 5-gram group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light artificial eyes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from the conventional ones.

Conclusions: The light artificial eye, the posterior portion of which was substituted with a lightweight

material,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weight, and the rate of weight reduction was higher with the

heavier groups. Therefore, the lightweight artificial eye, which has fewer side effects to the orbit and adnexa,

could contribute to the rehabilitation of the anophthalm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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