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2년 제 21 권 제 1 호
Ann Optom Contact Lens 2022;21(1):34-39
ISSN 2384-0919 (Print)⋅ISSN 2384-0927 (Online)
https://doi.org/10.52725/aocl.2022.21.1.34 Case Report 

공막 내 인공수정체고정술 후 급격히 진행된 견인성 망막앞막 

Rapidly Progressed Tractional Epiretinal Membrane after Intrascleral 
Intraocular Lens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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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Purpose: To report a case of a tractional epiretinal membrane that rapidly progressed after intrascleral intraocular lens (IOL) fix-
ation (Yamane technique).
Case summary: A 59-year-old male presented with acute-onset decreased visual acuity in the left eye, which occurred 2 days 
previously. He was diagnosed with IOL dislocation, and underwent vitrectomy and intrascleral IOL fixation following dislocated 
IOL removal. Choroidal detachment related to ocular hypotony was checked for 1 day after surgery, but there were no signs of 
leakage at the wound. Two months after the surgery, a tractional epiretinal membrane was present in the superior arcade. and 
cystoid macular edema was seen on fundoscopy.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had deteriorated to 0.6. Vessel tortuosity and 
cystoid macular edema deteriorated due to progressive tractional epiretinal membrane 3 months after the surgery, while visual 
acuity decreased to 0.2. The tractional epiretinal membrane and internal limiting membrane were removed through secondary 
vitrectomy. Visual acuity recovered to 0.6 1 month after the surgery, and remained stable thereafter.
Conclusions: We report this case because there have been no previously reported cases of rapidly progressing tractional epi-
retinal membrane after application of the Yaman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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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막 내 인공수정체고정술(야마네 술기)은 2017년 Yamane 

et al1
에 의해 제안된 방식으로 27게이지 혹은 30게이지의 

주사 바늘 2개를 이용하여 공막을 통해 three piece 인공수

정체를 봉합사 없이 공막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봉합사를 

이용한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은 많게는 27.9%까지도 봉합

사손상에 따른 문제 발생이 보고된 데에 반해 봉합사로 인

한 인공수정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최근 

무수정체안에서 야마네 술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2 또한 

야마네 술기는 이전에 Gabor and Pavlidis3, Agarwal et al4

에 의해 보고된 22게이지 주사 바늘을 이용한 공막 내 인공

수정체고정술보다 27게이지 혹은 30게이지 주사바늘을 이

용하기 때문에 저안압의 위험성이 이론적으로 낮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 실제로 25게이지와 27게이지만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27게이지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술 후 합병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이러한 점은 수술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창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2725/aocl.2022.21.1.34&domain=pdf&date_stamp=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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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undus photographs and optical coherence to-
mography (OCT) scan image after surgery. (A) Choroid de-
tachment (white arrows) was found 7 days after surgery. (B, C)
Choroid detachment disappeared and a normal B scan image 
was checked on OCT 1 month after surgery. The uncorrected 
visual acuity was 1.0 at the time.

상절개도 최소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병증으로는 동공

물림, 유리체출혈, 각막부종, 저안압으로 인한 맥락막박리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백내장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

증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6 백내장수술 후 발생하는 

망막앞막은 의인성 망막앞막 중에서는 비교적 흔한 합병증

이다. 빠르게는 수술 후 1개월 뒤에도 발견되고, 레이저 시

술 후에는 평균 11개월 후에 발생하는 등 시기는 다양하지

만 망막앞막의 진행 및 악화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얼마간

의 시간을 가지고 일어나거나 유지 퇴행하는 것이 대부분

이라 알려져 있다.7-9

본 증례는 인공수정체 탈구로 인해 탈구 인공수정체제거

술, 유리체절제술 및 야마네 술기를 이용한 인공수정체공

막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견인성 망

막앞막 및 낭포황반부종이 발생한 경우이다. 망막앞막은 

보통 잘 진행하지 않거나 서서히 악화되지만 야마네 술기 

이후에 발생한 급격히 진행하는 견인성 망막앞막의 경우 

국내외 보고된 바가 없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9세의 남자 환자가 이틀 전부터 발생한 우안의 시력저

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년 전 타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고, 당뇨병,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

었다.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나안 시력은 우안 

0.04, 좌안 1.0이었다. 전안부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우안 인

공수정체가 하부로 탈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좌안

은 인공수정체안 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안저검사 및 빛

간섭단층촬영검사에서 양안에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구후부 국소마취하 우안 유리체절제술, 탈구 인공수정체

제거술 및 야마네 술기를 이용한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먼저 측면절개창을 만들어 점탄물질

을 채운 후 2.75 mm 폭의 상측부 투명각막절개술로 주절

개창을 만든 후 23게이지 미세집게(endgripping forcep)를 

이용하여 홍채 위에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위치시켰다. 그

리고 vannas 가위로 인공수정체 광학부의 중심부를 80%까

지 절단한 후 미세집게를 이용하여 인공수정체를 제거하였다. 

이후 23게이지 평면부 유리체절제술(EVA®; Dutch Ophthalmic 

Research Center Inc., Zuidland, The Netherlands)을 시행하

였다. 중심부 유리체절제술 후 유리체절제침을 이용하여 

후유리체박리를 유도하였고, 주변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하였다. Three piece 인공수정체(Tecnis® ZA9003; Johnson 

& Johnson vision, Jacksonville, FL, USA)를 30게이지 바늘

(Ultra-thin wall needle; TSK Laboratory Europe, Oisterwijk, 

The Netherlands)을 이용한 야마네 술기로 공막에 고정시켰

다. 각막의 주절개창에 한 땀 봉합을 시행하였고 3개의 포

트를 제거 후 누출 소견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수술을 마무

리하였다.

수술 후 1일째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우안 안압은 

5 mmHg로 측정되었고, 안저검사상 이측과 비측에 맥락막

박리가 관찰되었다. 수술 부위에 누출 소견이 없어 전방내 

평형염액을 주입하였고, 이후 안압이 11 mmHg로 측정되

어 퇴원 후 외래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수술 후 7일째 외래 방문 시 안압은 9 mmHg로 측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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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undus photograph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can images at 2 months after the surgery. (A, B) Tractional epi-
retinal membrane at the superior arcade was developed (white arrow) and (C) macular edema was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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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fundus photograph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can images 3 months after surgery. (A, B) The tractional epi-
retinal membrane was progressed (white arrow) and the superior arcade dragged to the fovea direction. (C, D) Macular edema was 
also aggravated.

며, 시행한 광각안저촬영(Optomap®; Optos PLC, Dunfermline, 

UK)에서도 이측과 하비측 망막 부위에 맥락막박리가 여전

히 관찰되었다(Fig. 1A). 수술 후 1개월째 우안의 나안 시

력은 1.0, 안압은 10.5 mmHg로 측정되었으며 인공수정체

는 적절한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었다. 광각안저촬영에서 

맥락막박리는 호전되었으며 빛간섭단층촬영(AngioVue®; 

Optovue, Fremont, CA, USA)에서도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Fig. 1B, C). 

수술 후 2개월째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상 우안 나안 시

력은 0.6, 안압은 13 mmHg로 다소 떨어졌으며, 안저검사

상 낭포황반부종 및 상이측 혈관궁 부위에 국소적인 견인

성 망막앞막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 환자에게 현재 상

태 및 앞막 제거 재수술을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 일단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

다. 수술 3개월째 안저검사상 낭포황반부종이 악화되었으

며, 견인성 망막앞막이 더욱 진행하여 혈관궁이 황반부로 

당겨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Fig. 3), 나안 시력도 0.2로 떨

어졌다. 환자분에게 수술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하여 2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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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fundus photograph and optical coherence to-
mography scan image 1 month after second  surgery. (A, B) 
Decrease in vessel tortuosity and normal foveal contour was 
observed and uncorrected visual acuity was recovered to 0.6.

리체절제술, 망막전막 및 내경계막제거술을 계획하였다.

23게이지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스테로이드(Maqaid®; Wakamoto Pharmaceutical,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견인 부위의 망막앞막을 제거하였다. 이

후 인도시아닌그린(DID-Indocuanine Green®; DongKwang 

Pharm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내경계막을 염색하

여 혈관궁 주변과 황반부의 견인성 망막앞막과 내경계막을 

제거하였다. 9시 방향의 주변부 망막에 열공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관찰되어 예방적으로 안내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

하였고 망막이 구겨진 혈관 궁 바깥쪽에 미세한 망막열공

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예방적으로 레이저광응고술을 추가

로 시행 후 수술을 마쳤다. 

두 번째 수술 후 1개월째 우안 나안 시력은 0.6, 안압은 

16 mmHg로 호전되었다. 안저검사상에서도 혈관 구부러짐

이 완화되었으며 황반부종도 중심 망막두께 511 µm에서 

289 µm로 감소된 안정적인 소견을 관찰하였다(Fig. 4).

고 찰

일반적으로 망막앞막의 발생은 불완전한 후유리체박리 

혹은 유리체 층간분리 상황에서 유리체세포의 증식으로 특

발성으로 발생하거나 망막혈관질환, 망막열공, 망막박리, 

백내장수술, 레이저 치료 등에서 이주된 세포 및 세포 외 

성분의 증식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7,10-12 백내장수술 후의 망막앞막 발생은 익히 보고된 바

가 있으나 그 진행은 일반적으로 더디거나 드물다고 알려

져 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망막앞막은 약 20% 정도가 서

서히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며, 나머지는 유지 혹

은 퇴행하는 경과를 보인다.7 

본 증례는 유리체절제술 및 탈구 인공수정체제거술 후 

야마네 술기를 이용한 공막 내 인공수정체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술 후 2개월째 견인성 망막앞막 및 낭포황반부종

의 발생이 발견된 후 급격히 진행한 경우이다. 급격히 진행

하는 양상뿐 아니라 황반부 내경계막 위가 아닌 황반 상부

에 매우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소견은 일반적인 망막앞막과

는 거리가 있으며, 세포증식으로 인해 막이 형성된다는 점

에서 증식유리체망막병증과도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

나 마찬가지로 발생 시기, 부위 및 양상에 차이가 있다.13-15 

야마네 술기 시행 후 견인성 망막앞막이 발생하고 급격하

게 진행하는 경우는 저자들이 알기로 국내외에 보고된 바

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견인성 망막앞막이 발생 가능한 기

전과 그 예방적인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첫 번째 수술 당시 일부 남은 뒤유리체피질잔여물, 

즉 유리체막의 불완전한 제거(층간분리)와 두 번째 수술 당

시 발견된 주변부 망막열공을 급격히 진행하는 견인성 망

막앞막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 유리체피질잔

여물은 보통 황반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van Overdam16
은 최근 유리체피질잔여물이 조금 더 광범위

하게 여러 질환에 관계하고 있으며, 주변부 뒤유리체피질

잔여물이 증식유리체망막병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보

고한 바 있다. 유리체잔여물의 유리체세포도 마찬가지로 

섬유세포증식에 이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16 

본 증례에서 두 번째 수술에서 섬유증식막을 제거할 때 많

은 유리체피질잔여물이 관찰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으나 첫 

번째 수술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남은 유리체피질잔

여물을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위쪽 혈관궁

과 중간주변부 견인성 망막앞막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수술 시 발견한 주변부 망막열공 또한 일반

적으로 망막앞막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이므로 

원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Lee et al17
이 주변부 

망막열공으로 인한 망막앞막이 특발성 망막앞막에 비해 그 

모양이 비구심성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바는 있었으나 

본 증례에서 보이는 소견은 비구심성을 넘어서 혈관궁 부

위로, 아예 동떨어진 부위에 국소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진행이 급격한 것으로 이러한 예는 저자들이 알기로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크기가 작았으며 열공이 의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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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한 것으로 본 증례에서 주된 요

소로서 망막앞막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1일째부터 환자는 저안압 및 맥락막박리의 합병

증 소견이 한동안 관찰되었다. 관련하여 수술로 인한 염증 

상황 및 저안압 등을 발생 관련 기전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

다. Yamane et al1
는 야마네 술기 후 저안압을 보고하였으

나 이는 인공수정체 제거를 위한 각공막절개 부위 혹은 유

리체절제술 시 공막절개 부위에서 유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Vote et al18
도 저안압 증례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야마네 술기는 보통 인공수정체 탈구 혹은 아탈구

로 인해 유리체절제술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해당 증

례에서도 시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야

마네 술기 자체보다는 이와 동반되는 수술 과정으로 인해 

유발된 저안압으로 인한 맥락막박리와 염증이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맥락막박리와 염증이 

유리체증식망막병증의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우리 증례에

서도 일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9 

망막앞막도 일종의 유리체 및 망막세포가 증식하고 막을 

형성하는 경한 증식망막병증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망막박

리수술 뒤 잘 발생할 수 있는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의 생성 

과정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다만 누출된 성분들은 보통 하

부에 축적되어 증식막의 발생이 하부에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이번 증례는 상측 혈관궁 부위에 일차적으로 증식막

이 발생하여 급격히 진행하였다는 점과 망막박리 등의 추

가 소견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증식유리체망막병증과는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차망막전막 혹은 증식

막들이 수술 후나 세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염증 상황

들에서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명확한 기

전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저안

압의 상황은 그 원인이 유리체절제술 혹은 인공수정체고정

술이든지 간에 망막앞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창상의 누출 소견이 없었다는 점에

서는 야마네 술기 방법 그 자체가 모양체손상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어 술 후 저안압 및 견인성 망막앞막을 발생시키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유리체절제술 후 맥락막 

혹은 모양체박리는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보통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20,21 최근 무봉합 유리체절제술 후 창

상누출 관련 일시적 저안압 및 맥락막박리가 적지 않게 발

생하지만 10일 전후로 잘 회복되고는 한다. 모양체박리의 

경우 보통 공막절개부를 너무 앞에 만들거나 좁게 만들 시 

발생할 수 있다. 야마네 술기를 이용한 공막고정술을 시행

해 보면 일시봉합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인공수정체 

제거를 위한 절개창 때문에 창상유출이 일어나기 쉽고, 유

리체절제술까지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후 27게이지 혹은 30게

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터널을 만들 때 생각보다 안구에 많

은 힘이 가해지는 것을 이따금씩 경험하게 된다. 윤부로부

터 2 mm 부위에 인공수정체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

해 20° 정도로 비스듬하게 모양체고랑 부위로 터널을 시도

하는데,1 이때 안구 및 모양체 부위에 힘이 가해진다. 여러 

보고에서 더 얇은 게이지의 바늘을 이용한 수술이 상대적

으로 여러 합병증을 줄이고 좋은 수술 결과를 낳는다는 보

고들이 있다.5 바늘이 얇아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몇 차례 터널 공막절개 시에 

창상을 통한 누출 및 절개지연을 경험한 바 망막전막의 발

생 양상 및 진행 경과로 유추했을 때 이것이 저안압 및 이

차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각 

3시, 9시 방향에서 4시, 10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부위

에 박리가 발생한 점도 이러한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수술 후 초음파 생체현미경이 없어 정확한 

모양제 상태 측정을 시행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상이측과 

하비측 맥락막 부위는 야마네 술기 시 힘이 가해지는 방향

이기도 하지만 유리체절제술 시 이 부위에 23게이지 포트 

또한 꽂혀 있기도 하므로 1차 수술 후 창상누출이 없는 것

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기는 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저안압 및 염증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추가적

으로 1차 수술 시 뒤유리체피질잔여물의 발생 여부를 스테

로이드로 확인하였다면 조금 더 기전에 대해 명확하게 고

민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적은 야마네 술기를 이용

하여 수술한 환자에서 드물게 급격히 진행하는 견인성 망

막앞막을 경험하고 이에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질병 양

상 및 경과로 미루어 볼 때 불충분한 유리체막 제거와 저안

압으로 인한 맥락막박리 그리고 염증 등이 그 원인으로 생

각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야마네 술기 후에도 후안부 

망막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야마네 술기를 시행할 

때는 유리체막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수술 마지

막 단계에서 저안압 유무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합병증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봉합 공막고정술은 그 이점이 

명확하지만 아직까지 장기 합병증에 대한 연구 보고가 부

족하기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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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막 내 인공수정체고정술 후 급격히 진행된 견인성 망막앞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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