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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가장 많이 시행되는 안과 수술중의 하나인 백내장 수술은 수술 방법 및 여러 기구들의 발전에 따라 현저한 임상적 결과
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백내장 수술에 관여되는 여러 요소들이 임상적 결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연
구된 바는 없었다. 저자들은 현재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에 관여된 의사, 환자의 특성 및 수술방법의 차이가 수술 후 결과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1997년 4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국내 14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89명을 대상으로, 의사 및
환자의 특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수술결과의 차이와 수술 중, 수술 직후, 수술 후 3~4개월, 수술 후 12개월에 다른 안질환의 발
생률을 살펴보았다.
결과 : 수술방법은 수정체유화술(Phacoemulsification)이 85%, 백내장낭외적출술(ECCE)이 14%였고, 의사의 특성을 보면
수술경력이 11년 이상인 의사와 연간 백내장 수술횟수가 201회 이상인 의사가 수정체 유화술을 더 많이 시행하였다. 수술 후
12개월 이내에 후발백내장(PCO) 발생과 관련된 요소는 수술경력이 11년 이상인 의사는 후발백내장의 발생이 적었다.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2개월에 최대교정시력의 변화정도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수술 전 시력이 20/200 이하인 경우
시력이 20/40 이상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다른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향상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의 방법의 차이는 환자의
임상적 진료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백내장 수술의 시술의의 수술경력이 수술방법의 선택과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수술 전 시력과 동반 질환 여부 또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안지 42(3):420-427, 2001>

백내장 수술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안과 수술중의 하
나로서 수술 방법 및 여러 기구들의 발전에 따라 현저
한 임상적 결과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내에
서 이러한 백내장 수술에 관여되는 여러 요소들이 임상
적 결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없었다. 의
료의 질과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의 향상을 위
해 임상적 진료형태의 변이가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R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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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1에서 캐나다 마니토바 지역을 56개의 소지역
으로 구분하여 시행된 백내장 수술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 수술치와 최소 수술치가 약 4.2배로 큰 차이가 있
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지역의료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백내장의 입원
율, 건당 진료비 및 건당 재원일수의 변이수준에서 차
이가 있고,2 이를 안과의사별로 분석한 결과, 재원일수,
건당 진료비의 변이계수가 차이가 있음3을 고려해 볼
때,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환자별, 의사별, 술식별 요
소의 차이가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국외에서 이와 관계된 연구로는 시술의간의 시술방법
뿐 아니라,4,5 특정한 수술전의 검사들과 마취방법의 차
이가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어진 바 있다.6-8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임상의간의 시술 방법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는 매년 단면적 조사로 그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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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상적 수술기법의 변화가 임상결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현재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에 관여된 의사,
환자의 특성 및 수술방법의 차이가 수술 후 결과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Steinberg
등의 백내장환자결과연구팀(Cataract Patient Outcomes Research Team, PORT)이 시행한 수술방법,
환자 및 의사의 특성 등과 같은 임상적 처치의 다양성
과 수술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13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및
환자의 특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수술결과의 차이와 수
술 중, 수술 직후, 수술 후 3~4개월, 수술 후 12개월
에 다른 안질환의 발생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14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20명의 안과전
문의로부터 1997년 4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백내장 수
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안과전문의
는 연간 백내장 수술을 50예 이상 실시하는 의사들이었
으며 이들 의사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이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수술전 조사대상자 389명 중 수술직
후 시점에는 344(88.4%)명, 수술 후 3~4개월 시점에
는 343(88.2%)명을 조사하였으며 수술 후 12개월에는
2명의 사망과 106명의 주소변경과 연락 불가로 281
(72.2%)명을 추적조사할 수 있었다.
자료수집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수술 전 1주일 이내에 제 1회 자료수
집이 있었고, 2회는, 수술직후로 수술 후 안대를 제거
하고 정상적 활동이 가능한 시점이며, 3회는 수술 후
3~4개월, 4회는 수술 후 12개월이었다. 환자에 대한
설문에서 수술 전 조사와 수술직후 조사는 환자의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되었고, 수술 후 3~4개월과 수술 후
12개월 조사는 훈련된 조사요원에 의해 전화조사로 실
시되었으며, 의사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환자에 대한 설문 항목으로는 일반적 특성, 진료력,
전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시력에 대한 인식, 환자만족
도 등이, 의사에 대한 설문 항목은 시술자의 특성, 수
술에 대한 환자의 인식, 시력 특성, 수술 후 합병증 등
이 포함되었다.

2. 통계적분석방법
이와 같은 조사자료를 기초로, 수술과 임상결과 사이
의 연관관계를 보기 위해 환자 특성과 의사 특성을 구
분하였으며, 환자의 특성으로는 수술전 환자의 일반적
인 특성, 안과적 특성으로 시력정확도, 백내장의 종류,
백내장 이외의 다른 안과적 질환의 유무 및 종류, 의사
의 특성으로는 의사의 수술경력기간, 연간 백내장 수술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된 환자 및 의사
의 특성이 수술방법 및 마취방법, 수술 후 시력정확도
(수술한 눈, 다른 눈)의 정도 및 합병증 발생에 차이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1) 의사와 관련된 변수
기존에 시행되었던 수술경력에 대한 분류방법에 따라
시술의는 수술경력에 따라서는 1~10년, 11년 이상의
두 군으로. 수술횟수에 따라 연간 50~200회, 201회
이상의 두 군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시력에 관련된 변수
시력은 스넬렌 시력표에 의한 시력을 수술전후 측정하
였다. 분석에서는 최소각도해상력(minimum angle
resolution, MAR)14을 로그 치환한 로그 MAR를 이용
하였다. 이때 스넬렌 시력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지변별(count fingers), 안전수동변별(hand
motions), 광각 가능(light perception)은 최소각도해
상력을 각각 1000, 2000, 4000으로 부여하였다.
3) 통계처리
환자 및 의사의 특성에 따라 수정체유화술(phacoemulsification)을 선택할 가능성과, 환자 및 의사의 특
성과 수술방법의 차이에 따라 후발백내장 발생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술
전과 수술 후 12개월에 수술한 눈의 시력정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수술
방법인 수정체 유화술과 백내장 낭외적출술(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ECCE)을 비교하기 위해
수술 중, 수술직후, 수술 후 3~4개월, 수술 후 12개월
의 동반된 안과적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산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대상인 20명의 대학 및 종합병원의 안과전
421

— 대한안과학회지 제 42 권 제 3 호 2001년 —

문의의 수술경력과 연간 백내장 수술횟수에 따른 분포
는 다음과 같다(Table 1). 수술경력이 10년 이하 5명,
11년 이상 15명이었고, 연간 백내장 수술횟수가 200회
이하 5명, 201회 이상이 15명이었다. 수술경력이 11년
이상인 의사 중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연간 백내장
Table 1. Number of participating ophthalmologists by year of
practice and volume stratum
Ophthalmologists(n=20)
Ophthalmologist’s year of
practice, yrs
1-10
11-35
Ophthalmologist’s volume
stratum, per yr
50-200
>=201

5
15

5
15

수술횟수가 201회 이상이고, 수술경력이 10년 이하인
의사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간 백내장 수술횟수가
200회 이하이었다.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전 일반적인 특성들
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63세이고 여자가
54%, 남자가 46%이었다. 수술한 눈의 수술 전 시력의
중위값은 20/100이고 수술을 받지 않은 다른 눈 시력의
중위값은 20/50이었다. 백내장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빈
도를 차지하는 것은 피질 및 후낭하 백내장(cortical
an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이 같이 존재하
는 형태였고 단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피질백내장(cortical cataract)이었다. 수술 전 백내장
외의 존재하는 안질환으로서는 당뇨망막증(Diabetic
retinopathy), 노인성 황반부 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녹내장(Glaucoma),
포도막염(Uveitis) 등이 있었다(Table 2).
수술방법은 수정체 유화술(Phacoemulsification)이
85%, 백내장 낭외적출술(ECCE)이 14%였고, 전낭절

Table 2. Preoperativ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n=389)
Characteristics

Value

Age, yrs

63±13
24-91
54

Mean±SD
Range
Sex, %
female
Operated eye visual acuity
Median(Range)
Fellow eye visual acuity
Median(Range)
Cataract type
Cortical an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Cortical cataract alone
Nuclear cataract alone
Nuclear, Cortical an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Nuclear and Cortical cataract

Preoperative ocular comorbidity
Prior intraocular surgery
Diabeitc retinopathy
AMD
Glaucoma/ocular hypertension
Uveitis/Keratitis
Retinal detachment
Dry eye/external disease
Amblyopia
Corneal disease
Nonglaucomatous optic nerve disease
HM: hand motions, NLP: no light perception, 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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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0-HM)
20/50(20/10-NLP)
No.

%

263

67.7

163
43
28
17
12

41.9
11.1
7.2
4.4
3.1

63

16.2

23
13
7
6
5
4
3
1
1
0

5.9
3.3
1.8
1.5
1.3
1.0
0.8
0.3
0.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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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erative procedure(n=389)
Operative procedures
Anesthesia
Retrobulbar
Topical
Pinpoint
Peribulbar
General
Extraction technique
Phacoemulsification
ECCE
Endocapsular aspiration
Capsulotomy
Capsulorhexis
Continuous tear capsulotomy
Scissors capsulotomy
Can opener
Iris surgery
None
Peripheral iridectomy
Peripheral iridotomy
Sector iridectomy
IOL
Standard PC IOL directed to capsular bag
Foldable PC IOL
Standard PC IOL directed to sulcus
AC IOL
Planned suturing PC IOL
Unplanned suturing PC IOL

No.

%

173
84
72
7
2

51.2
24.9
21.3
2.1
0.6

290
49
2

85.1
14.4
0.6

131
102
61
41

39.1
30.4
18.2
12.2

333
4
2
1

97.9
1.2
0.6
0.3

161
108
10
3
1
1

55.7
37.4
3.5
1.0
0.3
0.3

ECCE=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AC IOL=an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개는 수정체낭원형절개(CCC)가 69.5%, 통조림따기낭
절개(can opener)방법이 12.2%, 가위낭절개(scissor
capsulorrhexis) 방법이 18.2%였다. 마취방법으로는
구후마취(retrobulbar anesthesia)가 51.2%, 점안마
취(topical anesthesia)가 24.9%, 테논낭하 마취
(pinpoint anesthesia)가 21.3% 사용되었다. 백내장
수술시 홍채수술은 97.9%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
며, 인공수정체는 모든 경우에서 삽입을 하였으며,
55.7%가 수정체낭내 PMMA재질의 lens를 넣었고,
37.4%가 수정체낭내에 접는 인공수정체(foldable
lens)를 넣었으며 3.5%에서 모양체고랑(sulcus)에
PMMA lens를 넣었다(Table 3).
수술방법을 수정체 유화술로 할지 백내장 낭외적출술
로 할지 선택하는데 있어 환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성별, 수술 전 시력정확
도, 백내장의 종류 및 백내장 외의 다른 동반된 안질환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and ophthalmologist characteristic and
the likelihood of performance of phacoemulsification(n=389)
Predictors

Odd Ratio

Patient characteristics
Age, yrs(ref. 50~74)
>=75
0.41
Female(ref. male)
2.10
Baseline operated eye VA
(ref. 20/40 or better)
20/50~20/70
3.08
20/80~20/100
0.89
20/200 or worse
0.87
Type of cataract (ref. other cataract)
nuclear cataract
1.35
Ocular comorbidity(ref. no)
0.75
Ophthalmologist characteristics
Years of practice, yrs(ref. 1~10)
>=11
3.64
volume of surgery, per yr
(ref. 50~200)
>=201
4.74

95% CI

0.14~1.17
0.83~5.28

0.69~13.81
0.29~2.66
0.26~2.84
0.52~3.46
0.28~2.05

1.07~12.40

1.45~15.55

CI=confidence interval. Model chi-square(significance=46.21,
p<0.001). VA=visual acuity.

등의 환자의 특성과 수정체유화술 선택과의 관계를 알
아보았다. 또한 수술방법 선택에 있어서 의사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의 수술경력 및
연간 백내장 수술횟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환자 특성에 따른 수술방법의 차이는 없었으
며 의사의 특성을 보면 수술경력이 11년 이상인 의사가
10년 이하인 의사에 비해 수정체 유화술을 3.64배 더
시행하였으며 연간 백내장 수술횟수가 201회 이상인 의
사가 200회 이하인 의사들에 비해 수정체 유화술을
4.74배 더 많이 시행하였다(Table 4).
백내장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은 전체의 13.8%(47건)
에서 보고되었고, 이 중 51.1%인 24건이 수술 후 3~4
개월 이후 발생하였다. 후발백내장(posterior capsular
opacity, PCO)이 합병증 중 48.9%인 23건을 차지하
였다(Table 5). 수술방법별로 보면 수정체 유화술인 경
우 14.8%인 43건, 백내장낭외적출술인 경우 8.2%인 4
건의 합병증이 있었다. 수술 후 12개월 이내에 후발백
내장(PCO) 발생과 관련된 요소들을 알아본 결과, 수술
경력이 11년 이상인 의사는 수술경력 10년 이하인 경우
에 비해 후발백내장의 발생이 0.02배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6).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2개월에 최대교정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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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verse events occurring intraoperatively, perioperatively, within 3 months and 12 months postoperatively(unit : no, %)

Intraoperative events by surgical technique
Posterior capsular or zonular rupture
Anterior chamber hemorrhage
Residual posterior capsule opacity
Anterior vitrectomy
Incomplete cortical cleanup
Subtotal

ECCE
(n=49)

Phacoemulsification
(n=290)

Total
(n=339)

0(0.0)

5(1.7)
1(0.3)
1(0.3)
2(0.7)
1(0.3)
10(3.4)

5(1.5)
1(0.3)
1(0.3)
2(0.6)
1(0.3)
10(2.9)

1(0.3)
1(0.3)

1(0.3)
1(0.3)

1(2.0)

5(1.7)
1(0.3)
1(0.3)
1(0.3)
1(0.3)
1(0.3)

6(1.8)
1(0.3)
1(0.3)
1(0.3)
1(0.3)
1(0.3)

1(2.0)

16(5.5)
1(0.3)

17(5.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Perioperative adverse events by surgical technique
Hyphema
Retained lens materials
Postoperative adverse events occurring within 4 mo of cataract surgery
Posrerior capsule opacification
Hyphema
Cystoid macular edema
Corneal edema
Wound leak or rupture
Retained lens materials
Postoperative adverse events occurring within 12 mo of cataract surgery
Posrerior capsule opacification
Hyphema
Intraocular pressure >30 mmHg
Cystoid macular edema
Corneal edema
Wound leak or rupture
Retained lens materials
Retinal tear or detachment
Total events

1(2.0)
1(0.3)
1(0.3)
1(0.3)
1(0.3)
1(2.0)
4(8.2)

43(14.8)

47(13.9)

ECCE =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IOL = intraocular lens.

의 변화정도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수술 전 시력이 20/200 이하인 경우 시력이 20/40 이
상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백내
장 외의 다른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시력향
상 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Table 7).

고

찰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백내장 수술 시술자의
수술경력이 수술방법의 선택과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술 전 시력과 동반 질환 여부
또한 임상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비슷한 술식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
에서의 연구들과 유사한 것으로4,15 백내장 수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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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안과 수술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질병 진행 상
태와 시술자의 기술적, 경험적 요소에 영향받음을 시사
한다. 심혈관 계통의 수술을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간 수술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연간
수술환자 수가 적은 병원보다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
률 등이 적다고 보고된 바 있다.16-19 이러한 결과는 수술
건수가 많을 수록 임상결과가 좋으며, 합병증과 사망률
이 적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백내장수
술에 있어서는 아직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준 기존의
논문은 없었다.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수정체 유화술 도입 초기
에는 환자의 특성인 백내장 진행정도, 술전 시력이 영향
을 주어왔지만, 현재는 환자의 특성보다는 의사의 특성
에 따라서 백내장낭외적출술 및 수정체 유화술 중에서
한가지 수술방법이 선택되어 지는 것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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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associated with occurrence of posterior capsule opacification within 12 months
postoperatively(n=389)
Predictors
Patient characteristics
Age, yrs(ref. 50~74)
>=75
Female(ref. male)
Baseline operated eye VA(ref. 20/40 or better)
20/50-20/70
20/80-20/100
20/200 or worse
Type of cataract(ref. other cataract)
nuclear cataract
Ocular comorbidity(ref. no)
Ophthalmologist characteristics
Years of practice, yrs(ref. 1~10)
>=11
volume of surgery, per yr(ref. 50~200)
>=201
Phacoemulsification(ref. ECCE)

Odd Ratio

95% CI

4.42
1.05

0.89~21.90
0.23~4.77

1.50
2.30
1.04

0.19~12.06
0.36~14.84
0.11~9.64

3.48
3.99

0.77~15.78
0.82~19.31

0.02

0.01~0.71

6.06
0.07

0.38~96.71
0.01~1.10

CI=confidence interval. Model chi-square(significance=14.97, not significant).
VA=visual acuity.
Table 7. Predictors of change in visual acuity and from preoperative to 12 months postoperative
Predictors
patient characteristics
Age(ref. 50-74 yrs)
>=75
Female(ref. male)
Baseline operated eye VA(ref. 20/40 or better)
20/50-20/70
20/80-20/100
20/200 or worse
Any posterior subcapsular opacity(ref. other)
Ocular comorbidity(ref. no)
Ophthalmologist characteristics
Years of practice(ref. 1-10 yrs)
>=11
volume of surgery(ref. 50-200)
>=201
Phacoemulsification(ref. ECCE)

Coefficient

T-Value

–0.02
–0.06

–0.22
–0.77

0.21
0.30
0.97
–0.06
–0.21

1.89
1.87
7.24***
–0.58
–2.23*

0.04

0.17

0.03
–0.13

0.18
–0.80

*p<0.05, ***p<0.001. VA=visual acuity.

이 연구가 시행된 시점인 1997년 한국 백내장굴절수
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수술경향과 본
연구에 포함된 시술의의 수술경향은 매우 유사하다. 수
정체유화술의 비율, 마취방법, 사용된 인공수정체에 있
어 일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만, 백내장굴절수술

학회 연구에서는 사용 인공수정체를 바로 제시하지 않
고, 5.5~6.0 mm 절개가 39%, 이보다 작은 소절개창
인 경우 PMMA수정체가 21%인 것으로 제시하여 추
정적으로 본 연구의 PMMA 수정체 55%와 비슷한 사
용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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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수술방법이 수술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환자특성이 후발백내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내장 술식의 발전에 따라 점차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백내장낭외적출술과 수정체 유화술의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안과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술후
최대교정시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비록 백내장낭외적출
술이 오래 걸리지만, 수술 중, 수술직후, 수술 후 3-4
개월 및 수술 후 12개월에 발생한 합병증 및 수술 후
12개월에 비교한 최대교정시력에서 수정체 유화술과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15 술식의 발전 및
선택에 있어 최종적인 술후 시력보다 환자의 사회복귀
기간의 단축이나 회복기간 중의 환자 만족도, 삶의 질
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술식의 대체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후발백내장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며
그 중 젊은 사람일수록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환자의
요소가 없어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나타났
다.20,21 수술방법에 따른 후발백내장의 발생은 수정체
유화술에서 후발백내장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일정 기간 동안의 백내장 수술과 임상 결
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향후 변화하는
새로운 술식과 안과기구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수술방법의 선택과 질적 향상에
있어 근거 있는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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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in Cataract Surgery Practice and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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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riations of the clinical outcomes of cataract
surge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surgeons and surgical technique.
Methods : The survey was conducted at 4 stages : preoperative period(389), perioperative period(344,
88.4%), postoperative 3~4 months(343, 88.2%), and postoperative 12 months(281, 72.2%).
Results : Eighty-five percent of surgery was performed by phacoemulsification and 14% by standard
extracapsular (ECCE) techniques. The performance of phacoemulsification was associated with years of
practice(11 years or more) and annual volume of cataract surgery(201 cases or more). The reported
occurrence of posterior capsular opacification within 12 months of surgery was decreased in the patients
operated by surgeons with years of practice(11 years or more).
Conclusions : The factors influencing to better outcomes at 12 months after surgery were visual acuity of
baseline operated eye(20/200 or less) and the absence of ocular morbidity.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were some variations with cataract surgery practice, but the variations with cataract surgery practice did
not give much influence to the patient’s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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