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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 제거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아기에 안구제거 후 적절한 안와삽입물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 

안와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안와의 비대칭이나 안면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전의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의 과거력을 가진 4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산화 단층촬영으로부터 무안구 측과 정상 측의 안와 부피를 

측정하여,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제거가 안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측정 결과,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 안와의 성장에 저하를 초래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수술 시 

삽입하는 안와삽입물은 직경 18mm 이상이 되어야 적절한 안와 부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안와의 

성장이 성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2세 이전에 

불가피하게 안구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후의 안와 성장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18mm 이상 

크기의 안와삽입물이 삽입되어야 안와 부피 성장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핵심 되는 말: 무안구증, 안구내용제거술, 안구적출술, 안와삽입물, 

안와 부피, 안와 성장, 전산화 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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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에 시행된 안구 제거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상 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국 경 훈 

 

I. 서론 

 

  일반적으로 안와의 부피는 생후 3개월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12세 경에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안와의 성장 시기에 안구를 

제거하면 안와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안와의 기형이나 안면 비대칭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장 저하 정도는 안구를 

제거하는 나이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2. Kennedy는 

토끼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Sarnat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장기에 시행된 안구 제거가 안와의 부피 성장에 

저하를 유발함을 보고하였다3,4.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제거가 

안와의 성장 저하를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나5,6, 1999년 

Fountain 등은 소아기에 단안 망막모세포종으로 안구적출술 및 

안와삽입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8.3년간 관찰한 결과 양측 안와의 크기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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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보고하였다7.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에서와 달리 직접적인 안와의 부피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연구들은 무안구 상태의 안와의 성장에 대한 평가의 

변수로서 2차원적인 안와의 수평 혹은 수직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차적인 안와삽입물의 삽입이나 

의안 착용 시의 미용적 교정 효과는 안와의 부피와 관계되므로 

안와의 성장의 평가에 대한 변수로써 안와의 부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 제거와 

안와 성장 정도 간의 관계는 안구 제거 시에 안와삽입물의 삽입 

여부와 삽입물의 크기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가 미비한 상태이다. 

저자는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제거가 안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안구제거 수술 시행의 나이와 안와 성장 저하 정도의 

관계를 밝히고, 안와삽입물의 삽입 여부 및 삽입물의 크기에 따라 

성장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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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환자군 대상 선정 

1991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안과에 내원한 

무안구증 환자 중, 과거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2차적 Hydroxyapatite 삽입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갑상선 항진증 등의 내분비 질환이 동반되었거나 

안와 골절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47명 환자 중 

이전에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과 동시에 안와삽입물 

삽입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가 27명 이었고 안와삽입물을 삽입하지 

않았던 경우가 20명 이었다. 전체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30.1세 

이었으며, 안와삽입물이 없는 군과 있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나이의 차이는 없었다(p>0.05). 안구적출 혹은 

안구내용제거술을 시행 받은 평균 나이는 11.0세 이었고, 수술 후 

전산화 단층 촬영까지의 평균 경과 기간은 19.0년 이었다. 

안와삽입물이 없는 군과 있는 군 간에 수술 시 나이, 경과 기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표 1).  

총 47명의 환자 중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13명이었고, 4세에서 6세, 7세에서 9세,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각각 9, 4, 6명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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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 군의 기본 자료 

 
환자 수 

(명)(남:녀) 

나이 

(세) 

수술1 시 

나이 (세) 

경과 기간2 

(년) 

안와삽입물

 없음 
20 (8:12) 30.7±11.7 10.3±7.9 20.4±8.0 

안와삽입물

있음 
27 (17:10) 29.6±12.5* 11.6±11.2* 18.0±9.5* 

합계 47 (25:22) 30.1±12.1 11.0±9.8 19.0±8.9 

1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 

2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과 전산화 단층촬영 간 기간 

*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른 군 간의 각 항목 비교 분석 결과로, 모두 p>0.05 임 

 

 

표 2. 안구적출술 / 안구내용제거술 시행 나이 별 환자 수(명) 

수술 시행 

나이 

안와삽입물 

없음 

안와삽입물 

있음 
합계 

3세 이하 5 8 13 (27.7%) 

4세 ~ 6세 4 5 9 (19.1%) 

7세 ~ 9세 2 2 4 (8.5%) 

10세 ~ 12세 2 4 6 (12.8%) 

13세 ~ 36세 7 8 15 (31.9%) 

합계 20 (42.6%) 27 (57.4%)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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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적출 혹은 안구내용제거의 원인으로는 외상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망막모세포종이 7명, 안구로 5명, 그 외 원인 미상이 

11명이었다. 총 47명 중 24명은 안구적출술을 시행 받았으며 

23명은 안구내용제거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외상이나 안구로가 원인인 경우에는 안구내용제거술을 시행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인 미상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들에서는 

안구적출술을 시행 받은 경우가 많았다. 망막모세포종 환자였던 

7명은 모두 안구적출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표 3). 

 

표 3. 후천성 무안구증의 원인 및 원인 별 시행된 수술 방법(명) 

원인 환자 수 안구적출술 안구내용제거술 

외상 24 (51.1%) 8 (33.3%) 16 (66.7%) 

망막모세포종 7 (14.9%) 7 (100%) 0 (0%) 

안구로 5 (10.6%) 2 (40%) 3 (60%) 

원인 미상 11 (23.4%) 7 (63.6%) 4 (36.4%) 

합계 47 (100%) 24 (51.1%) 23 (48.9%) 

 

2. 대조군 대상 선정 

  정상인에서 양측 안와 간의 부피 차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와 질환이 없으며 갑상선 항진증 등의 내분비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20세 이상 성인 20명의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로부터 양측 

안와 부피를 측정하였다. 대조 군의 평균 나이는 27.1세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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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나이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p>0.05). 

 

3. 안와 부피 측정 

  환자군 및 대조군 대상 들의 전산화 단층 촬영 사진을 디지털화 

하여 개인용 컴퓨터로 옮긴 후 관상 단면을 취하였다. 모든 환자의 

관상 단면 간의 간격은 3㎜이었으며, 각 관상 단면에서의 안와 

면적을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Scion image for Windows® (Scion 

Corporatio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와의 뒤쪽 경계는 

시각신경관이 관찰되는 단면으로 정하였고, 앞쪽 경계는 

뒤눈물샘오목이 관찰되는 단면으로 하였다. 위안와틈새와 

아래안와틈새는 그 경계에서 가상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안와의 

경계로 하였으며, 전두상악골봉합선 앞쪽 단면에서 안와의 외측 

경계가 없는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 안와의 끝부분을 잇는 

직선을 안와의 경계로 하였다8(그림 1). 

부피는 각 단면에서의 면적의 합으로 계산되어지며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측정된 각 단면의 안와의 면적과 각 단면 간의 

거리로부터 안와의 부피를 계산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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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안와 부피, h: 영상 간 간격, Si: i번째 영상의 면적, N: 영상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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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은 한 관찰자에 의하여 측정되었으며,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v8.1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안와의 앞, 뒤쪽 경계와 Scion Image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한 안와의 면적 측정. A-1: 뒤눈물샘오목을 지나는 

관상단면으로 우측 축상단면 사진에서 A의 위치에 해당되며 안와 

부피 측정의 앞쪽 경계가 됨. B-1: 시각신경관이 관찰되는 

관상단면으로 우측 축상단면 사진에서 B의 위치에 해당되며 안와 

부피 측정의 뒤쪽 경계가 됨.  A-2, B-2: 안와의 경계에서 안와 

골격이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 즉 앞쪽 단면에서 안와의 외측 

경계(A-2)와 위안와틈새 및 아래안와틈새(B-2)는 두 끝을 잇는 

직선을 그 경계로 하였다. 

A-1 A-2

B-1 B-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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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정상인에서 양측 안와 부피의 차이 

  정상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평균 안와 부피는 우측 

21.60㎖, 좌측 21.56㎖로 정상인에서 양측 안와 부피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정상 측 안와와 무안구 측 안와의 부피 성장 비교 

전체 환자의 평균 안와 부피는 정상 측이 22.4㎖, 무안구 측이 

20.8㎖로 1.6㎖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7.5%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보였다.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안와삽입물이 없었던 군의 경우 무안구 측 안와의 평균 부피는 

19.9㎖, 정상 측 안와의 부피는 21.8㎖로 1.9㎖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피 차이를 나타내어(p<0.05), 정상 측에 비하여 8.3%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보였다. 안와삽입물이 있는 군의 무안구 측 

안와의 평균 부피는 21.4㎖, 정상 측 안와부피는 22.9㎖로 1.4㎖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p<0.05) 6.8%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보였다. 그러나 안와삽입물이 없었던 군과 있었던 

군의 각각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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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른 성장 후 안와 부피의 비교 

 
정상 측 

안와 부피(㎖)

무안구 측 

안와 부피(㎖)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1 (%) 

안와삽입물 없음 21.8±3.2 19.9±2.9* 8.3±6.8 

안와삽입물 있음 22.9±3.0 21.4±4.0*  6.8±8.6† 

전체 22.4±3.1 20.8±3.6* 7.5±7.8 

1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 {(정상 측 안와 부피-무안구 측 안와 부피)/정상 측 안와 부피} X 100 

* 각 군에서 정상 측과 무안구 측 안와 부피 간의 비교 분석 결과로 p<0.05 임 

†안와삽입물 유무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비교 분석 결과로 p>0.05 임 

 

3. 안구제거 시행 나이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안와삽입물 유무와 관계 없이 안구제거 시행 나이의 영향 분석  

전체 환자에서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 시행 나이를 3세 

이하, 4세에서 6세, 7세에서 9세, 10세에서 12세, 13세 이상의 5개 

군으로 나누고 안와삽입물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4개의 군 모두 무안구 측의 안와 

부피가 정상 측의 안와 부피에 비하여 작았다(p<0.05). 또한 이들 

4군에서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은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p>0.05),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 가장 높은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을 보였다.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모든 군은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 비해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이 의미 

있게 높았으나(p<0.05),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는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이 2.6%로 의미 있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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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p>0.05)(표 5).  

 

표 5. 안구 적출 나이에 따른 성장 후의 안와 부피와 성장 저하율 

비교 

안와 부피 

차이 
수술 시 나이

(세) 

정상 측 

안와 부피 

(㎖) 

무안구 측

안와 부피

(㎖) (㎖) p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1 

(%) 

0 ~ 3 

( n = 13 ) 
21.5±3.6 18.8±4.5 2.7±2.0 .00 13.1±9.8 

4 ~ 6 

( n = 9 ) 
23.0±3.2 21.3±2.8 1.6±1.7 .00 6.9±6.6 

7 ~ 9 

( n = 4 ) 
22.4±1.8 20.3±1.8 2.1±1.4 .03 9.3±6.0 

10 ~ 12 

( n = 6 ) 
23.3±2.2 21.6±2.3 1.7±0.9 .01 7.2±4.1* 

13 ~ 36 

( n = 15 ) 
22.5±3.2 21.9±3.6 0.5±1.1 .07 2.6±5.0† 

1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 {(정상 측 안와 부피-무안구 측 안와 부피)/정상 측 안와 부피} X 100 

*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4개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차이 

분석으로 p>0.05 임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4개 군과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차이 분석으로 p<0.05 임 

 

 나. 수술 시행 나이에 따른 안와 부피 성장 

(1) 안와삽입물이 없는 환자에서의 안와 부피 성장 

안와삽입물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시행 나이에 따라 

안와 부피를 분석한 결과,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4세에서 6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는 정상 측 안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안구 측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가 



 １２

있었고(p<0.05), 7세에서 9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은 대상군이 적어 

통계적 분석은 불가능 하였으나 양측 안와 부피 간에 각각 2.5㎖, 

2.4㎖의 차이를 보여 무안구 측의 안와 부피 성장의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13세에서 36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는 양측 

안와 부피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표 

6).  

안구적출 수술 시행 나이와 안와 부피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수술 시행 나이가 증가할수록 안와 부피 성장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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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안와삽입물 유무와 안구 적출 나이에 따른 성장 후의 안와 

부피(㎖) 

안와삽입물 없음 안와 삽입물 있음 수술 시 

나이 (세) 정상 측 무안구 측 정상 측 무안구 측 

0 ~ 3 19.3±2.2 16.8±2.1* 22.8±3.8 20.1±5.2* 

4 ~ 6 24.9±3.5 22.5±1.7* 21.4±2.2 20.3±3.4† 

7 ~ 9 22.9±2.9 20.3±2.4‡ 22.0±0.1 20.3±2.1‡ 

10 ~ 12 22.7±1.6 20.3±0.5‡ 23.6±2.7 22.3±2.7* 

13 ~ 36 21.1±2.9 20.3±2.9† 23.7±3.1 23.3±3.8† 

*,† 각 군에서 정상 측과 무안구 측 안와 부피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p<0.05 

이며 †p>0.05 임 

‡ 대상군이 적어 통계 분석이 불가능 함 

 

그림 2. 안와삽입물이 없는 환자에서 수술 시행 나이와 안와 부피 

성장률 간의 관계. 안와 부피 성장률(%) = (무안구 측 안와 부피 / 

정상 측 안와 부피) X 1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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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와삽입물이 있는 환자에서의 안와 부피 성장 

    안와삽입물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시행 나이에 따라 

안와 부피를 분석한 결과,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는 무안구 측의 

안와 부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상 측 안와 부피보다 

작았다(p<0.05). 4세에서 6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1.1㎖의 안와 

부피 차이를 보이며 p=0.06으로 유의한 수준에 근접한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나타내었으며, 7세에서 9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은 대상군이 적어 통계적 분석은 불가능 하였으나 1.7㎖의 양측 

안와 부피 차이를 보여 무안구 측의 안와 부피 성장의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13세에서 36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는 양측 안와 부피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표 6).  

 

 다. 수술 시행 나이와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른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수술 시행 나이와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른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을 비교한 결과, 안와삽입물이 없는 군과 있는 두 군 

모두에서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4개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p>0.05), 

안와삽입물이 없었던 군에서는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의 안와 부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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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안와삽입물이 있었던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나(p=0.09),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간에 3.7%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의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7).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나(p>0.05), 안와삽입물이 

없는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이 같은 나이 군의 안와삽입물이 

있는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보다 모든 군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안와삽입물이 있는 경우에서는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을 보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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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술 시행 나이와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른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비교1 

수술 시 나이 

(세) 
안와삽입물 없음 안와삽입물 있음 

0 ~ 3 13.1±6.7 13.0±11.7* 

4 ~ 6 8.8±7.4 5.4±6.4* 

7 ~ 9 11.0±1.1 7.5±9.8* 

10 ~ 12 10.3±4.1† 5.6±3.5*† 

13 ~ 36 3.4±5.9‡ 1.9±4.3*Π 

1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 {(정상 측 안와 부피-무안구 측 안와 부피)/정상 측 안와 부피} X 100 

* 각 수술 시행 나이 군에서 안와삽입물 유무에 따른 안와 부피 성장률 간의 차이 

분석으로 모든 군에서 p>0.05 임 

†안와삽입물 유무의 각각 군에서,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4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비교 분석으로 p>0.05 임 

‡,Π 안와삽입물 유무의 각각 군에서, 10세 에서 12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13세 이후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차이 

분석으로 ‡p<0.05, Πp>0.0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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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술 시행 시기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2세 이전과 13세 이후의 안와 부피 성장률이 안와삽입물 유무와 

상관 없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만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안와삽입물이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와삽입물의 크기를 10~13㎜, 14~17㎜, 

18~22㎜의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나이의 차이는 없었다.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10~13㎜ 

이었던 군과 14~17㎜ 이었던 군에서는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안와 부피의 성장 저하가 관찰되었으며(p<0.05), 18~22㎜ 

크기의 안와삽입물을 삽입했던 경우에는 무안구 측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이 1%로 양측 안와 부피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10~12㎜ 이었던 군과 

13~16㎜ 이었던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니나 각각 13.4%, 11.7%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을 나타내어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클수록 안와 부피의 성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표 8). 또한 안와삽입물의 크기와 안와 부피 

성장률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상관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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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안와삽입물의 

크기에 따른 성장 후의 안와 부피 비교 

안와 

삽입물 

크기(㎜) 

수술 시 

나이 

(세)  

정상 측 

안와 부피

(㎖) 

무안구 측

안와 부피

(㎖)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1 

(%) 

10 ~ 13 

( n = 6 ) 
5.5±4.1 20.2±1.8 17.6±3.1† 13.4±9.8 

14 ~ 17 

( n = 7 ) 
4.1±3.6 22.9±3.0 20.2±3.3† 11.7±8.3Π 

18 ~ 22 

( n = 6 ) 
7.0±3.5* 24.4±2.3 24.1±2.4‡ 1.0±3.6§ 

1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 {(정상 측 안와 부피-무안구 측 안와 부피)/정상 측 안와 부피} X 100 

* 세 군의 나이를 서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p>0.05 임 

†,‡ 각 군에서 정상 측과 무안구 측의 안와 부피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p<0.05, 

‡p>0.05 임 

Π10~13㎜ 군과 14~17㎜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비교 분석으로 p>0.05 

임 

§14~17㎜ 군과 18~22㎜ 군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 간의 비교 분석으로 p<0.0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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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안와삽입물의 

크기와 안와 부피 성장률 간의 관계. 안와 부피 성장률(%) = 

(무안구 측 안와 부피 / 정상 측 안와 부피) X 100. *p<0.05 

 

5. 기타 요인 

그 외에 성별이나 시행된 수술 방법, 수술 후 전산화 

단층촬영까지의 경과 기간 등은 안와 부피 성장률에 대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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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병적인 원인으로 안구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크기의 

안와삽입물을 삽입하여야 향후 의안을 착용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미용적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구의 

부피는 7.2㎖이며 지름 20㎜의 안와삽입물의 부피는 4.2㎖이므로 

부족한 3.0㎖는 의안으로 보충하게 된다. 적절한 크기의 

안와삽입물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 의안 착용 후, 깊은 

위눈꺼풀고랑(deep superior sulcus), 안검하수, 의안의 함몰, 

위치 이동, 돌출, 하안검 처짐(lower lid sagging) 등과 같은 

안구적출술 후 증후군(postenucleation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환자의 안와 부피에 따라 결정되므로 

만족한 수술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술 전 안와의 부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술에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안와삽입물이 

필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안와의 부피는 생후 3개월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12세 경에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001년 Furuta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안와의 부피 성장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12세에서 14세 경에 안와의 부피는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였다8. 한국 성인의 정상 안와의 크기는 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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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한 측정으로 폭 38.0㎜, 높이 35.5㎜, 깊이 

42.6㎜로 보고되었으며10, 안와의 부피는 김 등의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한 측정으로 남자 24.5㎖, 여자 23.5㎖로 

보고되었다11.  

이러한 안와의 성장시기에 안구를 제거하게 되면 안와의 성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1960년대 Kennedy3 와 Sarnat4 은 각각 동물실험을 통하여 안와의 

부피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성장기에 안구제거가 안와의 성장을 

저하시킴을 보고하였는데, Kennedy는 안와삽입물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27.7%의 부피 성장 저하를, 안와삽입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약 19.5%의 저하를 보고하였다3. 그러나 1965년 Howard 등 

은 12세 이전에 안구적출술을 시행 받은 1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 방사선촬영을 통한 안와의 2차원적인 크기 측정 결과, 

안와의 비대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단안의 

안구적출이 약간의 안와 부피 감소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미용상 

장애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5. 하지만 이후의 여러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보고들에서, 안구제거 후 용적의 팽창이 

가능한 안와삽입물(expandable implant)을 삽입한 경우 안와의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어 안구제거가 안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12-15.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1년 Yago와 Furuta가 소아기에 안구적출술을 시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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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삽입물을 삽입 받지 않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산화 단층촬영으로부터 안와 부피를 

측정하여 평균 3.94㎖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보고하였으나16, 

대상 환자군의 수가 적어 수술 시행 나이 등의 변수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안와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직접적인 방법은 생체에서는 불가능 

하므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측정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그 중 

최근에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방법으로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안와의 부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다17-19.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하여 특정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은 1985년 

Forbes 등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에서 특정 

부위의 부피를, voxel이라고 불리는 부피의 측정이 가능한 3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직평형육면체 단위의 합으로 3차원 영상을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20. 이 후 1992년 McGurk 등은 

전산화 단층촬영 시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은 용량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연속 단면을 

촬영 후 이들의 각 면적으로부터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21. 이의 기본적인 원리는 각 단면의 면적과 단면의 간격, 

즉 두께의 곱들의 합으로부터 부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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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상 단면으로부터 각 단면의 면적을 측정하여 얻은 안와 부피와 

직접 측정한 안와 부피의 값 간에 0.96의 상관계수를 보여 이러한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한 간접 측정 방법이 비교적 정확함을 

증명하였다21. 또한 Ploder 등은 전산화 단층촬영의 관상단면들의 

면적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통한 측정 방법과 3차원 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방법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며, 

사용의 간편성과 시간 측면에서, 면적으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더 

선호된다고 하였다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와 부피 측정 방법은 각 관상 단면에서 

측정된 안와의 면적들로부터 안와 부피를 계산하였으며, 각 단면 

영상에서 안와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 

중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ower Macintosh®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NIH imag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MD, USA)의 

Windows® 형태인 Scion image for Windows® (Scion Corporatio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12세 이전의 안구제거는 안와 성장에 저하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3세 이전에 안구를 제거한 경우 

성장 저하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안와의 성장 시기와 본 연구의 결과가 대체로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안와삽입물이 없었던 환자 군의 경우, 안와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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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저하율은 나이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나이의 시점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각 나이 군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세 이하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4세에서 

6세에 수술을 시행 받은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근접한 두 군간의 차이를 보여(p=0.07), 3세 이전에 수술할 경우, 

안와 부피 성장 저하 유발의 정도가 이후 시기에 비하여 고려할 

만한 수준으로 큰 것으로 생각된다. 

안와삽입물의 크기의 경우, 본 연구에서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7mm 이하의 크기의 

안와삽입물이 삽입된 경우는 의미 있는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나타내었지만, 그 이상 크기의 안와삽입물이 삽입된 경우는 

통계적으로 양측 안와 부피간에 차이가 없었다. 임상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20mm 크기의 안와삽입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소아의 

경우는 성인에서와 같은 크기의 안와삽입물을 삽입하기에 수월하지 

않으며, 무리하게 큰 안와삽입물을 삽입한 경우, 이 후 

안와삽입물의 노출 등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소아 환자에서 안구제거 수술 시 향 후 

안와 부피 성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18mm 이상의 

안와삽입물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1998년 Fountain 등은 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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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모세포종으로 평균 2.3세에 안구적출술을 시행 받은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8.3년의 경과 관찰 후에 양측 

안와의 높이, 깊이 등의 2차원적인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7.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안구적출술 시행 시에 안와삽입물을 삽입하였으며 그 

평균 지름은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1예를 제외하고 16.8mm 

이었으므로 비교적 충분한 크기의 안와삽입물을 삽입하였던 것이 

그 이유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 받고 삽입된 안와삽입물의 평균 지름이 15.0mm 

이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12세 이전에 안구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경우, 안와삽입물의 삽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의미 있는 

정도의 안와 부피 성장의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같은 수술 나이 

군에서 안와삽입물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에 안와 부피 성장 

저하율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도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들의 안와삽입물의 지름이 평균 15.4mm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와삽입물보다 작은 크기가 사용되어 

안와삽입물을 넣지 않았더라도 안와 부피의 성장 저하 정도가 넣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4세에서 6세 사이에 수술을 시행 받고 안와삽입물이 있었던 군의 

경우, 양측 안와 부피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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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군에 사용된 안와삽입물의 평균 

크기가 16.2mm로 다른 연령 군에 비하여 크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안구제거 후의 안와 부피 성장 저하 정도는 수술 시행 나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는데, 망막모세포종이나, 

심각한 외상 등으로 인하여 최대한의 조기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안구제거 수술 후 전산화 단층촬영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은 안와의 부피 성장 저하 정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환자 군의 

평균 경과기간이 19년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 시 

이미 안와 성장이 완결되어 안구제거 수술의 영향이 안정된 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아기에 안구제거가 계획되는 경우 향후 

안와 부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 하고, 최대한의 

미용적 교정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와 연관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한 크기의 

안와삽입물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전에 소아기에 

안구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2차 수술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와 부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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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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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제거가 안와 부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전의 안구적출술 혹은 

안구내용제거술로 인하여 유발된 후천성 무안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안구 측과 정상 측의 안와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소아기에 시행된 안구제거 혹은 안구내용제거술은 안와 부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는 수술 시행 나이와 수술 시행 시 

안와삽입물의 크기가 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1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후 안와 부피 성장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으로 대상 환자의 

수술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술 후 의안을 통한 최대한의 

미용적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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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nucleation in childhood 

on orbital volumetric growth 

Koung Hoon Koo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Yeul Lee) 

 

  The growth of orbit is believed to be closely related with 

the growth of eyeball and other surrounding tissue. So after 

enucleation in childhood without implanting sufficient sized 

orbital implant, asymmetry between both orbits and facial 

deformity can be developed from retardation of orbital growth. 

The volumes of both anophthalmic and normal orbit were 

measured from CT scans of 47 patients those need secondary 

hydroxyapatite implantation due to previous enucleation or 

evisceration. Besides, the orbital volumes of 20 normal 

subjects were measured to prove the existence of difference 

between both orbits in normal subjects using same method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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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orbits in normal subjects. In patients group, 

significant delays of orbital volume growth were developed in 

patients those had got enucleation or evisceration before 12 

years old. And same or larger than 18mm sized of orbital 

implants could induce the significant orbital volumetric 

growth. In conclusion, the effect of early enucleation on 

orbital volume growth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younger 

than 12 years old. And when doing the operation, the implant 

with size larger than 18mm should be used to prevent the 

retardation of orbital volumetr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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