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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전방의 깊이는 술 전에 비하여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

체를 제거 한 후 수정체낭 내에 후방 인공 수정체를 삽

입하면 후방인공수정체의 두께가 수정체 보다 얇기 때

문에 각막 후면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1-3

또한, 전방으로 굴곡된 지지부(haptic)에 의하여 인

공수정체가 후방으로 전위되어 뒤로 리는 효과도 술

후 전방의 깊이를 증가 시키는데 관여 한다.
4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 수정체에 따른 전방 깊이와

인공 수정체의 위치변화에 대한 연구 있었고, 최근

accommodative IOL 이 등장하면서 유리체가 인공

수정체의 위치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5

이에 유리체가 인공 수정체의 지지구조로서 가지는 역

할을 알아보고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눈과 유리

체제술을 시행 받지 않은 눈에서 한 종류의 인공 수정

체를 이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만을 대상으로

수술 후 전방의 깊이를 측정하여 인공 공수정체의 위치

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굴절력의 변화를 알

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2001년 5월에서 2003년 3월까지 본원에서 백내장

적출 후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이전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안(1군)과 시행받지

않은 안(2군)을 대상으로 하여 술 전, 술 후 1, 3 개월

째 Orbscan II (Bausch & Lomb Surgical,

Germany)을 이용하여 전방 깊이를 측정하 다.

술 전 인공 수정체의 돗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음파

A-scan (Ultrasonic biometer Model 820

Humphrey, USA)을 이용하여 안구의 길이를 측정

하 고, 각막 굴절력의 측정은 각막곡률계(KM

500PS2 Nidek, Japan)를 이용하 다. 인공 수정체

의 돗수 결정에는 SRK-II 공식을 이용하 다.

수술은 두 명의 술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4%

lidocaine 점안 마취 후, 이측 각막 윤부에 2.75mm

절개를 통하여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 중 후낭 파열

이나 radial tear, 모양체 소대의 해리 등으로 인한 합

병증이 발생하여 후방 내에 안전하게 인공 수정체를 삽

입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 다. 인

공 수정체는 아크릴 재질인 연성 인공 수정체

(Sensar
TM
, AR40, AMO)를 사용하 다.

유리체가 백내장 수술 후 전방 깊이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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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유리체의 존재 여부에 따른 백내장 수술 후 전방 깊이의 변화 차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공수정체의 위치 변화

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굴절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21 안(1군)과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지 않은 22 안(2군)에서 술 전, 술

후 1, 3 개월 째 Orbscan II (Bausch & Lomb Surgical, Germany)를 이용하여 전방의 깊이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하 고, 술 전 목표 굴절치와 술 후 1, 3 개월째 굴절검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비교 하 다.

결과 : 술 후 1 개월 째 전방 깊이 변화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고(P=0.59), 술 후 3 개월 째에는 1군(유리

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전방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P=0.047). 백내장 수술 3 개월 후 1

군이 2 군보다 유의하게 원시로의 변화를 보 다(P=0.04).

결론 : 백내장 수술 후 인공 수정체의 위치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가 시행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후방으

로 편위되어 굴절 검사상 좀더 원시로의 변화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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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과 술 후 1, 3 개월 째 전방 깊이를 Orbscan

II (Bausch & Lomb Surgical, Germany)로 측

정하여 비교 하 으며, 안구의 길이에 따라 전방의 깊

이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안구의 길이에 대

한 전방 깊이의 비율 또한 술 전, 술 후 1개월, 3 개월

째 비교하 다.

술 전 목표 굴절치와 술 후 굴절검사를 1,3 개월째 실

시 하여 구면 렌즈 대응치를 얻어 결과를 비교하 다.

결 과

이전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1군)는 21

안이었고, 이중 남자가 14안, 여자가 7안이었고 평균

연령은 57 (20∼84)세 이었다. 유리체 절제술 전 진단

은 유리체 출혈이 9안, 망막 박리 5안, 망막 전막과 황

반 원공이 각각 4안, 2안 이었고, 맥락막 신생혈관이 1

안 이었다.

이전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지 않은 환자(2군)는

22안 이었고, 이중남자가 17안, 여자가 5안 이었으며

평균연령이 64 (41∼79) 세 이었다. 두군 간 나이나

성별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술 전 안구의 길이는 1군에서 평균 24.1±2.1mm,

2군에서는 23.5±0.6mm로1 군에서 보다 길게 측정

되었으나 두 군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Table 1. Preoperative Axial length (AL), pre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 (ACD)

AL (mm) Preop-ACD (mm) ACD/AL

Group 1

Group 2

P value

24.1 (±2.1)

23.5 (±0.6)

P=0.21

2.66 (±0.56)

2.77 (±0.43)

P=0.41

0.11 (±0.02)

0.12 (±0.02)

P=0.18

Table 2. The anterior chamber depth (mm)

ACD Preop. Postop. 1Month Postop.3 Month

Group 1

Group 2

p-value

2.65±0.56

2.77±0.43

0.41

3.91±0.65

4.01±0.39

0.86

4.11±0.63

3.74±0.55

0.03
*

ACD: anterior chamber depth.
*
: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Anterior chamber depth was deeper in group 1 than group 2.

Postoperative 3 months, statistically significant.(pvalue 0.03)

Figure 1. The change of anterior chamber depth (ACD), ACD/AL (Axial length). The post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

increased compared to pre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 in both groups. Anterior chamber depth of group 2 decreased in

postoperative 3 month compared to postoperative 1 month, but that of group 2 increased.

Group 1: vitrectomized eyes.

Group 2: non-vitrectomized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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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 전방 깊이는 1군에서 2.66±0.56mm, 2 군에서

2.77±0.43mm로 2군에서 보다 깊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Table 1).

술 후 1 개월째전방의깊이를보면 1 군에서는 3.91

±0.65mm, 2군에서는 4.01mm로 2 군에서 보다 깊

게 측정 되었으나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고

술 후 3 개월 째 전방 깊이는 1군은 4.11±0.63mm,

2 군은 3.74±0.55mm로 1군에서 1개월 째 보다 전

방이 깊어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Table 2, Fig. 1).

그러나 전방의 깊이가 안구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보

일 수 있으므로 안구길이에 대한 비율로 비교를 하여

보면(전방 깊이/안구의 길이), 술 전에는 1 군에서는

0.11±0.02, 2군에서 0.12±0.02으로 역시, 술 전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술 후 1 개월째는 1

군의 경우 0.16±0.03, 2군에서는 0.17±0.02, 술 후

3개월째는 1 군에서는 0.17±0.03,2 군에서는 0.16±

0.02로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Table 3).

술 후안구길이에대한 전방 깊이의 변화율(술 후 전

방 깊이/안구 길이술 전 전방 깊이/안구 길이)을 비교

한 결과 1 군에서 2 군보다 술 후 3 개월 째 술 후 1

개월에 비하여 전방이 깊어짐을 알 수 있었다

(p=0.034, Table3).

목표 굴절치와 술 후 굴절검사 차이를 비교한 결과

술 전 목표 굴절치는 1군은 -0.70 디옵터, 2 군의 경우

각각 -0.76 디옵터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4).

술 후 1 개월 째 굴절 검사치는1 군에서는 -0.58 디

옵터로 원시로 변화 됨을 알 수 있었고, 2 군에서는

-1.22 디옵터로 근시로 변화 함을 알 수 있었다. 술 후

3 개월째의 굴절 검사상 1 군은 -0.61 디옵터, 2 군은

-1.27 디옵터로 술 후 1개월째에 비하여 두 군 모두 약

간 근시로의 변화를 보 고, 1군에서는 목표 굴절치 보

다 원시로의 변화를, 2군은 근시로의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4, Fig. 2).

Table 4. The desired refraction, postoperative refraction (spherical equivalen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mean ± standard

deviation)

Desired refraction

(Diopter)

Postoperative refraction

1 month 3 months

Group 1

Group 2

P value

-0.70±0.79

-0.76±0.86

0.84

-0.58±1.23

-1.22±1.12

0.84

-0.61±1.10

-1.27±0.64

0.04
*

*
: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Table 3. Postoperative ACD/AL (3-1) and changes (3-2)

3-1

Postop. 1M Postop. 3 M

Group 1

Group 2

0.16±0.03

0.17±0.02

0.17±0.03

0.16±0.02

3-2

Postop. 1M Postop. 3 M

Group 1

Group 2

P-value

0.05±0.04

0.05±0.02

0.89

0.06±0.04

0.04±0.02

0.034
*

These numbers were calculated: (Post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Pre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axial length.
*
: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Figure 2. Postoperative refractive change between group 1

and group 2. In group 1, postoperative refracrion was more

hyperopic than desired refraction. In group 2, postoperative

refracrion was more myopic than desired refraction.

DR: desired re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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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여 유리체가 없는 눈

에서는 술 후 3 개월째전방이 깊어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인공 수정체가 후방으로 위치함을 간접적으로 반

한다. 그리고 후방으로 위치하게 된 인공수정체는 술

후 유리체가 있는 눈에서 보다 수술 전 예상 굴절치와

비교 할 때 수술 후 굴절 검사 값이 보다 원시로 변화함

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백내장 수술 후 원하는 굴절력을 얻고자 여러 가지

수술 방법 및 인공수정체의 도수 계산 방법 등이 제시

되어 왔으며 수술 후 굴절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

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의 정확도는 안구

의 길이, 각막 굴절력, 수술 후 전방 깊이의 예측 값과

같은 생체측정계수의 정확도, 그리고 선택 되어진 공식

의 정확도와 인공 수정체의 제작과정에서의 정확도에

의존하게 된다.

후방 인공 수정체가 삽입된 안구의 전방 깊이는 인공

수정체의 위치를 반 하며 이는 다시 술 후 굴절 이상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6

본 논문은 유리체가 인공 수정체의 위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눈과 유리

체 절제술을 시행 받지 안은 눈에서 술 후 3 개월까지

전방 깊이의 변화를 비교하 다.

Moon et al
7
은 백내장 수술 후 1 일 이후부터 전방

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 다. 또,

Kim et al
8
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 후 30 일째부터 전

방의 깊이가 감소한다고 보고 하 다.

저자들은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 는데

Hideyuki et al
9
은 아크릴 재질의 인공 수정체가 후

낭에 접촉하는데 약 11 일 정도가 소요되며, 술 후 인

공 수정체의 의미 있는 전방 전위를 보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술 후 3 개월까지 추적관찰 하 으

므로 추적 관찰 기간이 인공 수정체의 위치의 안정성을

충분히 얻어진 상태에서 전방 깊이가 측정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Oslen와 Holladay et al
10,11
은 전방 깊이의 0.1

mm 오차는 ±0.14 디옵터의 오차를 유발하며 이는 전

체 굴절력 오차의 20∼40%를 차지한다고 하 으며,

Kazuyuki et al
12
은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눈에

서 백내장 수술 후 1개월 째 0.3 디옵터의 근시 변화

후 점차 원시로의 이행을 보고하 으며 약 15%의 술

수 굴절이상이 유리체에 의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술 후 1 달 전까지는 전방 깊이를 측

정하지 않았으나, 1군에는 술 후 3 개월까지 전방의 깊

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2 군에서는 3 개월에 1

개월 보다 전방의 깊이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목표 굴절치와 술 후 굴절치를 비교해 보면 1 군에서

2군에 비해 3 개월 후에는 보다 목표 굴절치와 근접한

결과를 보 으며, 2 군에서는 오히려 근시 쪽으로 치우

치는 결과를 보 다. Kim et al
14
은 Sensar

TM
을 삽

입한 경우 0.11 디옵터 정도의 근시 변화를 보고 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2 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근시 변

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술자에 의한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초음파로 안구의 길이를 측정시 유리체가 없는

경우에서 매질 차이에 의한 초음파 속도의 차이도 인공

수정체의 도수 계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전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 백내장 수술 후에 전방의 깊이가 술 후 3 개

월까지 깊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목표 굴절

치보다 원시로의 변화를 보 다. 따라서 유리체 절제술

을 시행 받은 경우 백내장 수술 시 목표 굴절치 보다는

약간 원시로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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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Vitreous on the Anterior Chamber Depth

after Catarac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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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termine the changes of location of intraocular lens (IOL) and refractive errors in the cases

of vitrectomized eyes and non-vitrectomized eyes, we evaluated the anterior chamber depth and refractive

errors after phacoemulsification and posterior chamber IOL implantation.

Methods: In 21 vitrectomized eyes of 21 patients (group 1) and 22 non-vitrecomized eyes of 22 patients

(group 2), the anterior chamber depth was measured with Orbscan II (Bausch & Lomb Surgical, Germany)

for the evaluation of changes of anterior chamber depth preoperatively, at 1 month and 3 months

postoperatively. We compared the desired refraction by preoperative data, and postoperative manifest

refraction of postoperative 1 month and 3 months.

Results: In group 1, the anterior chamber was deeper than that of group 2 postoperative 1 month bu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3 months the chamber depth was significantly deeper in group

1 than group 2,(P=0.047), and refractive errors were significantly more hyperopic in group 1 than group 2.

Conclusions: The vitreous influenced the location of IOL after phacoemulsification and posterior chamber

IOL implantation, so in the cases of vitrectomized eyes IOL was more posteriorly located, and thus hyperopic

shift wa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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