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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굴절교정 수술방법으로는 엑

시머레이저에 의한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photo-

refractive keratectomy; PRK)과 레이저 각막

절삭가공성형술(laser in situ keratomileusis; 

LASIK) 외에 방사상 각막절개술, 투명수정체적출술 

등이 있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유수정체용 인공수정

체의 삽입은 PRK나 LASIK 수술과 같은 정도의 근시

교정 효과를 보이면서도 이들에 비해 교정 가능한 근시

의 정도에 비교적 제한이 없고, 대비감도의 저하가 적

으며, PRK에서 보다 굴절률의 안정화가 빠르다는 장

점이 있다.
1,2
 또한 각막 고유의 비구면성에 향을 주

지 않아 향후 백내장 적출술시 인공수정체의 돗수 선택

에 어려움이 적을 뿐 아니라 삽입된 유수정체용 인공수

정체는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역적인 

근시 교정방법이다.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는 그것이 고정되는 위치에 따

라 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anterior chamber 

phakic intraocular lens)와 후방 유수정체용 인공

수정체(posterior chamber phakic intraocular 

lens)로 나뉜다. 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는 전방에

서의 고정 방식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인공수정

체의 집게 모양의 고정부가 홍채를 잡는(enclavation) 

홍채 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와 고정부가 전방각에 

위치하는 전방각 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이다. 인

공수정체 삽입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전방염증, 각막 내

피세포 손상, 안압상승, 백내장 그리고 전방출혈 등이 

있다.
3-5
 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는 그것의 고정위

치나 수술 중 조작이 모두 전방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

술 중 또는 수술 후 수정체에 대한 기계적 외상이나 수

정체와 방수간의 대사물 교환장애에 따른 백내장 발생 

빈도가 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에 비해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3,6
 하지만 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는 각막내피에 가까이 위치하고 수술 중 모든 조작이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후 

각막 내피세포의 단기 변화

이은석․조 재․김응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연구소

목적 :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후 내피세포의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

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10명 11안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후 각막 내피세포의 변화

를 관찰하였다.

결과 :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후 1개월째 각막 내피세포의 변화는 세포의 밀도가 감소하고(p=0.02), 

내피세포 크기와 모양의 다변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나(p<0.05), 수술 후 1주와 1달 째 측정값 사이에 통계학

적 차이는 없었다(p>0.05). 내피세포의 감소는 수술 전 측정된 각막곡률도나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돗수, 크기, 광학부

와 내피세포간의 거리, 그리고 수술 순서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p>0.05), 전방 깊이가 얕을수록 감소가 많이 일어

났다(상관계수=-7.600; p>0.05). 

결론 :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각막내피세포 변화는 대부분 수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

각되며, 안구 전방의 깊이가 얕을수록 많이 일어나므로 그러한 환자의 경우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의한 각막 내피세포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안지 46(3):410-415, 2005>

<접수일 : 2004년 6월 23일, 심사통과일 : 2004년 12월 15일>

통신저자 : 김  응  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

Tel: 02-361-8450,  Fax: 02-312-0541

E-mail: eungkkim@yumc.yonsei.ac.kr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진흥 사업의 지원에 의하
여 이루어 진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02-PJ1-PG1-CH02-003)



― 이은석 외 : 아티산 렌즈 삽입후 각막내피의 변화 ―

411

전방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렌즈삽입에 의한 내피세포 감

소의 위험을 증가할 수 있다.
7-9
 30대 성인의 경우 각막 

내피세포수는 3000~3500개/mm2로 400개/mm2 이

하로 감소 시 각막부종이 생기며 투명도 감소하여 시력

감소를 유발하고 수포성 각막염으로의 진행이 가능하

다.10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

정체 삽입 후 내피세포의 감소원인은 수술에 의한 외상

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11
 본 연구에서는 

전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인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

수정체 삽입수술 후 내피세포의 감소 여부 및 정도를 확인

하고 이에 향을 주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3년 9월초까지 연세의료원 안

과에서 근시교정을 위해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

정체인 Artisan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Ophtec, 

Groningen, The Netherlands) 삽입술을 시행 받

은 10명 11안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조사하 는데 남

자가 3(4안), 여자는 7명(7안)이었다. 홍채고정 유수

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검사로 나안시력, 최대교정시력, 세극등 검사, 안압 

측정, 안저검사 등의 일반적인 안과 검사와 굴절검사, 

각막곡률도 검사, 그리고 초음파 A/B scan system 

(Humphrey instrument, California, USA)을 

이용한 전방각깊이 측정 등을 시행하 다. 인공수정체

의 광학부의 주변부와 각막 사이의 거리(critical dis-

tance)는 Ophtec사에서 제공한 critical distance 

Artisan phakic IOL to endothelium 표를 참조

하여 구하 으며, -15.5 디옵터 이하의 인공수정체는 

광학부가 6.0 mm인 것을 사용하 으며 -16.0 디옵터 

이상의 경우에는 광학부가 5.0 mm인 것을 사용하

다. 대상 환자는 최소 만 20세 이상으로 근시가 진행하

지 않고, 전방 깊이가 최소 3.0 mm 이상이며 각막내

피세포가 2,000개/mm2 이상으로 각막의 투명도가 

유지되는 경우 다. 단 한 환자에 있어서 전방깊이가 

2.91 mm이었으나, critical distance가 2.12 mm

이었고, 다른 방법의 굴절 교정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못해서 본 시술을 시행하 고,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안구 내 수술의 기왕력이 있거나, 포도막염을 앓

았던 경우, 안압이 20 mmHg 이상인 녹내장 환자, 또

는 전, 후 홍채유착이 있는 경우 등의 안질환이 있는 경

우는 수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수술은 한명의 동일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유

수정체용 인공렌즈 삽입 후 안압 상승을 막기 위해 수술 

시행 약 2주 전에 Argon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시행하 다.

수술 시행 1시간 전부터 15분 간격으로 2% pilo-

carpine을 5회 점안하여 축동이 이루어진 후 2% 

lidocaine 3 cc로 구후마취를 시행하고 충분한 안구 

마사지로 술전 안압상승을 방지하 다.

10:30~1:30분 위치의 공막에 5.0 또는 6.0 mm 

크기의 절개창을 만들어 Artisan 유수정체용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 으며, 고정부의 홍채고정을 위해 

11:00와 2:00 위치에 각각 약 0.5 mm 크기의 각막

절개창을 만들었다. 렌즈 삽입 전과 홍채 고정 전에 충

분한 양의 점탄물질을 안구내 주사하여 수술 중 내피세

포 손상을 최소화하 고 enclavation needle을 이용

하여 양쪽 고정부를 주변 홍채에 고정시키고, 안구내 

점탄물질 제거 후 10-0 nylon 봉합사로 공막과 결막 

절개창을 봉합하 다.

수술 후 0.3 % ofloxacin과 0.12 % prednisolone 

점안재를 수술 후 1주까지는 2시간 간격으로, 그 후 

2달째 까지는 하루 4회 점안하도록 하 다.

모든 환자에서 각막 내피세포의 변화를 알기 위해 다

음 항목들이 측정되었다: 가. 내피세포의 도(cells/ 

mm
2
); 나. 내피세포 크기의 다변성을 나타내는 지수

인 세포 면적의 변이계수; 그리고 다. 세포 모양의 다변

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육각세포의 비율(%). 각막 내피

세포 검사는 숙달된 1명의 검사자에 의해 비접촉성 경

면현미경(SP-8000; Konan, Tokyo, Japan)을 이

용하여 수술 전, 수술 1주, 그리고 1달 째 이루어졌다. 

Artisan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 전과 후 1

주, 1달의 각막내피세포의 도, 면적의 변이계수, 그

리고 육각세포의 비율을 비교하여 그 값의 변화가 있는 

지 정량적으로 검사하 고 또한 그 변화가 수술 전 환자

의 각막곡률도, 전방의 깊이,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돗

수 및 광학부와 내피세포와의 거리(critical distance)

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술자의 수술

에 대한 숙달 정도가 내피세포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

기 위해 수술 순서(1-11: 첫 번째 수술부터 가장 후에 

이루어진 11 전째 수술)와의 관계도 알아보았다. 통계

적 분석은 SPSS 11.5를 이용하 고 p value는 0.05 

이하일 때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34.7±9.9세(22~46세)

으며 수술 전 안구 전방의 깊이는 3.34±0.26 mm 

(2.91 to 3.76 mm), 각막 곡률도는 43.99±1.25D 

(42.25~45.50D), 삽입된 홍채고정용 유수정체용 인

공수정체의 돗수는 -15.05±3.69D (-8.00~-19.50D), 

그리고 critical distance는 2.01±0.20 mm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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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mm)이었다(Table 1). 

11안 중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광학부의 크기가 6.0 

mm인 경우는 5안이었으며 나머지 6안에서는 5.0 

mm 크기의 광학부의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었다. 추적 

관찰 기간은 8.5±6.1주(2~23주)로 1달 이하로 추적 

관찰되어 수술 후 1달 검사에서 제외된 경우는 2안 이

었다. 모든 경우에서 수술 중 특이사항 없었으며, 수술 

후 안압상승, 인공수정체 이탈, 백내장 발생 등의 합병

증이 발병된 경우도 없었다.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1주, 1달의 각막 내피세포

의 측정값과 변화는 Table 2와 3에 표시되었다. 평균 

내피세포 감소율은 수술 후 1주에 3.57±2.78%, 수술 

후 1달에 4.69±3.41%로 각막 내피세포의 도는 수

술 전보다 감소하 지만(Fig. 1, p=0.020), 수술 후 

1 주와 1달 째 측정값 사이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p=0.206). 수술 후 각막 내피세포 감소율은 안구 전

방깊이가 얕을수록 컸으나(Fig. 2, 상관계수=-7.600; 

p=0.003) 각막의 곡률도,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돗수, 

광학부의 크기나 광학부 주변부와 각막 내피세포 사이의 

거리, 수술 순서 등의 향을 받지 않았다(p>0.05). 내

피세포 크기의 다변성을 나타내는 세포 면적의 변이계

수는 수술 후 증가하 으며(p=0.027), 수술 후 1주와 

1개월 째 측정값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p= 

1.000). 육각세포의 비율은 수술 후 감소하여(p= 

0.005) 수술 뒤 내피세포 모양의 다변성이 증가함을 

나타내었고, 수술 후 1주와 1개월 째 측정값에는 통계

학적 차이가 없었다(p=0.122).

고    찰

내피세포는 각막 후면을 형성하는 다각형의 세포들

로서 단층으로 구성되며 전방수와 친수성의 간질 사이

Table 3. Change in corneal endothelial characteristic over time after iris-fixed phakic intraocular lens insertion

Cell Density 

(cell/mm2)

Cell Loss
(%)

Frequency of 
Hexagons (%)

Coefficient of 
Variation in Cell Area

Preoperative 2794±403 - 62.09±3.9 0.275±0.015

Postoperative
1 week
1 month

2694±393
2682±416

3.57±2.78
4.69±3.41

52.72±3.1
44.56±2.8

0.339±0.016
0.344±0.01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Range of cell density and cell loss after iris-fixed phakic intraocular lens insertion

Examination
Cell Density (cell/mm2) Cell Loss (%)

Minimum Maximum Minimum Maximum

Preoperative 2049 3472

Postoperative
1 week
1 month

1964
1959

3380
3362

-2.83
-1.95

5.63
11.25

Table 1. Preope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iris- fixed phakic intraocular lens insertion

Measurement Mean±SD Range

Anterior Chamber depth (mm)
Keratometry (D)

Implanted power (D)
Critical distance (mm)

 3.34±0.26
43.99±1.25

-15.05±3.69
 2.01±0.20

2.91 to 3.76
42.25 to 45.50
-8.00 to -19.50
1.63 to 2.2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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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 endothelial cell density over 1 month after 
iris-fixed phakic IOL inser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endothelial cell density after the surgery 
which indicate cellular damage (p=0.020; RMANOVA),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endothelial 
cell density between 1 week and 1 month postoperatively
(p>0.05).

Figure 2. Relation between endothelial cell loss (%) in 
postoperative 1 week and anterior chamber depth. There w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R= -7.600; p>0.05) between 
cell loss and anterior chamber depth.

에 존재하여 내피를 통한 용질이나 물의 유동을 중재하

므로 각막투명도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각막내피세

포의 창상치유과정은 활주, 재배열, 확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출생 후 각막내피세포의 분열은 거의 없어 

수술이나 외상, 안구내 염증, 그리고 안내 이물질의 내

피자극 등에 의해 내피세포가 감소하면 다시 회복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각막부종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이 일

어날 경우 전층각막이식술을 통해 내피세포를 이식해야 

한다.
12,13
 이러한 점은 안정적이고 정확한 굴절교정 결

과와 낮은 백내장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전방 유수정

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굴절교정의 방법으로 선택하

는 데 어려움을 주어 아직까지 많은 안과의사에게 외면

되어왔다.
11
 각막내피세포 감소의 원인으로는 인공수정

체 삽입 중에 일어나는 내피세포의 손상, 수술 후 만성

적인 염증반응, 자연적 노화현상에 의한 세포 감소, 그

리고 전방의 인공수정체와 내피세포간의 간헐적인 접촉 

등이 있다.
14-16
 

Budo et al17은 130안을 대상으로 홍채고정 유수정

체용 인공수정체 삽입 후 각막 내피 세포감소율을 조사

하여 수술 후 6개월에 4.8%, 수술 후 1년에서 2년 사

이에 1.7%, 그리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0.7%라고 보

고하 다. Menzo et al
11
도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

공수정체 삽입에 의해 일어나는 내피세포수의 감소나 

세포의 형태와 크기변화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대부

분 일어나며 수술 4년째에는 그들의 크기나 모양이 수

술전과 같아지며 추가적인 내피세포의 소실도 없다고 

하 다. 현재까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인식되고 있는 

초음파 유화술에 의한 백내장 제거술의 경우에도 수술

에 의한 각막내피세포 감소율이 8.5~9.9%
18,19
 정도

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홍채고정 유

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 후 내피세포 감소 등은 임상

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아니며 이들은 대부분 수술 중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삽입술 시행 중 이러한 내피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굴

절교정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Artisan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 1주, 1

달 뒤 내피세포의 감소율은 각각 3.57±2.78%와 4.69

±3.41%로 기존의 문헌들에서 보고된 감소율
11,16,17

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 술 후 1주와 1달의 각막내피세

포 도에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Menzo 

et al
11
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피세포의 감소가 대부분 

수술 중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후의 감소는 내피세포의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피세포의 손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알려진 모양과 크기의 다변

성도20,21 수술 후 증가하 으나 세포 도에서와 마찬가

지로 수술 1주와 1달 뒤의 값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

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내피세포의 감소가 대부분 수술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채고정용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삽입은 그

것의 고정부를 주변 홍채에 물리도록 고정시키는

(enclavation) 과정이 있는데 이는 안과의사에게 익

숙하지 않은 술기로 술자의 수술에 대한 숙달 정도가 

내피세포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술자가 홍채고정용 유수정체

용 인공수정체삽입을 시행한 첫 11안을 대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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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 때문에 그의 숙달 정도가 결과에 향을 주었는

지 보기 위해 수술순서가 수술 전 각막골률도와 전방깊

이,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돗수나 광학부의 크기, 그리

고 광학부 주변부와 각막내피세포간의 거리 등과 함께 

각막내피세포 감소에 향을 주는 지 보았으나 결과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방깊이 외에는 통계학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p>0.05).

본 연구의 11안 중 1안에서는 각막내피세포 도가 

수술 전 2724개/mm2에서 수술 후 1주와 1달에 각각 

2801개/mm
2
와 2777개/mm

2
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

었다. 이는 경면현미경에 의한 측정값의 재현성의 문제

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14 만성적 콘택트 렌즈 착용으

로 생긴 저산소증에 의한 내피세포 손상이 없어지며 생

긴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
22-24
 향후 홍채고정 유

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굴절

교정수술이 각막내피세포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 즉, 렌즈 착용 여부와 굴절교정

수술 자체의 향을 분리해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시술을 시작한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수가 적고, 장기간의 관찰로 얻은 결

과가 아니며, 술자의 술기에 대한 숙련 정도가 각막내

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Artisan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

정체 삽입술 후 각막 내피세포의 변화를 1달 간 조사하

여 수술 후 그 도가 감소하고, 세포 크기와 모양의 다

변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이러한 변화는 수술 

후 첫 1주일 내에 일어나며, 그 후 보이는 내피세포의 

변화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는데 이는 홍채고정 유수

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에 의한 내피세포 손상이 대부

분 수술 과정 중에 일어나며 그 이후의 변화는 세포의 

추가적 손상보다는 창상치유과정에서 일어나는 내피세

포의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의한 내

피세포의 감소는 수술 전 측정된 각막곡률도나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돗수, 크기, 광학부와 내피세포간의 거

리, 그리고 수술 순서 등에 향을 받지 않았으며, 전방 

깊이가 얕을 수록 감소가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안구 

전방의 깊이가 얕은 환자의 경우 홍채고정 유수정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의한 각막 내피세포 손상에 유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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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rt-term Change in Corneal Endothelium after Iris-Fixed 
Phakic Intraocular Lens Insertion 

Eun-Suk Lee, M.D., Young-Jae Cho, M.D., Eung-Kweon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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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o investigate endothelial change in phakic eyes implanted with Artisan phakic IOL inserts and to 
identify the associated factors. 
Methods: We prospectively examined the endothelial change in 11 phakic eyes implanted with Artisan phakic 
IOL inserts. Noncontact specular microscopy was performed preoperatively, and at 1 week and 1 month 
postoperatively. 
Results: The mean endothelial cell loss was 3.57% at 1 week, and 4.69% at 1 month.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endothelial cell density and an increase in pleomorphism and polymegathism of the 
cells after the surgery which indicate cellular damage (p<0.05).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endothelial cell density, shape, or size between 1 week and 1 month postoperatively (p>0.05). No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ell loss and corneal curvature, critical distance, IOL optic size, IOL 
diopter, or serial order of the operation.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R=-7.600; 
p>0.05) between cell loss and anterior chamber depth.
Conclusions: Endothelial damage occurred primarily during the surgical procedure an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patients with shallow anterior chamber depth for iris-fixed phakic IOL inserts to avoid 
unintended endothelial damage.
J Korean Ophthalmol Soc 46(3):410-4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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