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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론:  친수성 아크릴재질 인공수정체의 섬모체 고랑 고정시 근시 

편위에 관여하는 인자를 밝혀내고자 한다. 

방법: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섬모체 고랑 고정술을 받은 

91명 91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립형 인공수정체로는 AcrylSof 

MA60BM, Sensar AR40e가 사용되었으며, 일체형 인공수정체로는 

AcrylSof SA60AT와 BioVue가 사용되었다.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안축장에 따른 근시 편위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근시 편위도

는 SRK/T 공식을 이용한 예측 굴절력의 구면렌즈 대응치에서 실제 

측정된 굴절력의 구면렌즈 대응치의 차이로 구하였다. 

결과:  친수성 아크릴재질 인공수정체는 평균 –1.04 (D) ±0.85 SD 의 

근시 편위를 보였다. 조립형 및 일체형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른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p=0.100, independent t-test), 근시 편위는 안

축장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r=0.223, p=0.033, Pearson’s correlation). 

2.0D 이상의 근시 편위의 유일한 위험인자는 짧은 안축장이었다 

(p=0.040). 회귀모형에서 근시 편위도는 안축장의 역함수에 비례하였

다 (r2=0.054, p=0.026). 근시 편위도를 이론적으로 유도한 방정식에서

는 섬모체 고랑과 수정체낭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고 안축장의 제곱

에 반비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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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친수성 아크릴 재질 인공수정체의 섬모체 고랑 고정 시 발생

하는 근시 편위는 안축장에 따른 영향을 받으므로 인공수정체 도수 

산정 시에는 안축장을 고려해야 한다. 

------------------------------------- 

주요어: 백내장 수술, 섬모체 고랑 고정, 아크릴재질 인공수정체 

학번: 2010-2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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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의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수정체의 굴

절력을 대신하는 인공수정체로 대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공

수정체를 눈 안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수

정체의 후낭을 남겨 인공수정체를 본래의 수정체낭 내에 위치시키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공수정체가 수정체낭 안에 포획되어 안정

적인 위치를 가짐과 동시에 본래 수정체의 위치에서 인공수정체의 

굴절력이 작용하므로 굴절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지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중이나 혹은 수술 이전의 외상으로 수정체 후낭이 

파열된 경우에는 수정체낭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을 경우 인공수정

체가 유리체강 내로 편위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예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 안이거나, 백내장 수술 이후 시

일이 지남에 따라 인공수정체의 혼탁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의 교

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백내장 수술후의 경과에 따라 수정체 후낭과 

전낭 사이를 박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수정체낭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

체 전낭과 홍채 사이에 인공수정체를 위치시키거나 공막에 인공수

정체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수정체 전낭의 지지구조가 안정

적인 경우라면 인공수정체를 수정체 전낭과 홍채 사이의 섬모체 고

랑에 위치시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인공수정체의 위치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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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틀림이 적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더 짧기 때문이다. 

섬모체 고랑 고정시 인공수정체는 수정체낭보다 더 앞쪽에 위치

하게 되고 이는 광학적으로 근시 편위를 유발하게 된다 (Figure 1). 

Suto등은 –0.78±0.47 Diopter (D)의 근시 편위를 보고한적 있으며1 

Bayramlar등은 polymethylmethacrylate (PMMA) 재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때에 –1.02±0.96 D의 근시 편위를 보고하였다.2 하지만 이러

한 연구들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친수성 아크릴재질의 인공수

정체가 아닌 인공수정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수정체낭 내에 위치시킬 때에도 인공수정체의 디자인이나 재질에 

따라 수술후의 굴절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보고되어있으므로3-6 

이러한 차이는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더욱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섬모체 고랑 고정시에는 더 커질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친수성 아크릴재질의 

인공수정체의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 발생하는 근시 편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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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친수성 아크릴 재질

의 인공수정체를 섬모체 고랑에 고정한 154명 154안에 대해 후향적

으로 의무기록 조사를 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수술 중 발생한 후낭 

파열로 인하여 섬모체 고랑 고정을 실시하였다. 앞 유리체 절제술이 

아닌 유리체전절제술이 같이 시행된 경우, 한쪽 수정체 지지부에 대

해서는 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이 

무 수정체 안에서 시행된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 수술 후 1

달 이상 추적 관찰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 91명 91안

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술 자에 따라 세세한 술기의 측면에서는 차

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환자는 국소 마취 하에 각막의 소

절개창을 이용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주된 평가 지표는 근시 편위도로 수술 후 1달째에 관찰된 굴절력

과 예측한 굴절력과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비교를 위해서는 양 축 

방향의 굴절력의 평균인 구면렌즈 대응치를 이용하였다. 수정체낭 

내에 위치할 때의 예측 굴절력은 SRK/T formula 를 이용하여 구하였

다.7 수술 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사용한 인공수정체의 

종류, 안축장의 길이, 앞 유리체 절제술의 동반 시행 여부, 수술 후 

축동제의 사용 등을 분석하였다. 수술 전 인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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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는 수술 전 각막지형도 검사가 있던 65안에 대해 전방각 

깊이, 각막 직경, 동공 크기에 대해 분석하였다.  

4가지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연구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크게 인

공수정체의 광학부와 지지부가 다른 재질로 만들어 조립되어있는 

조립형 인공수정체와 인공수정체의 광학부와 지지부가 한번에 제조

된 일체형 인공수정체로 나눌 수 있다. 조립형 인공수정체의 경우 

AcrylSof MA60BM (Alcon Inc, Fort Worth, Texas, USA), Sensar AR40e 

(AMO, Santa Ana, California, USA)을 사용했으며 일체형 인공수정체의 

경우 BioVue (Ophthalmic Innovations International, Ontario, California, 

USA)와 AcrylSof SA60AT (Alcon Inc, Fort Worth, Texas, USA)을 사용하

였다.  

근시 편위도는 명목척도에 대해서는 independent-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등간척도에 대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안축장과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집단

을 나누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Kruskal-

Wallis 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회귀분석 및 곡선 추정을 이용하

여 근시 편위도에 대한 안축장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원시 편위가 

일어나거나 근시 편위도가 -2.0 D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tion 18.0 (SPSS, Chicago,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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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와 Stata 13.0 (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를 이용하여 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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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91명 91안에 대해 분석이 시행되었다. 47명 (52%) 은 여성이었

으며, 50안 (55%)은 좌안 이었다. 평균 연령은 64.7±13.4 세였다. 인

공수정체는 54안에서 AR40e가, 18안에서 MA60BM, 13안에서 SA60AT, 

6안에서 BioVue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술 후 1달째에 근시 편

위도는 –1.04±0.85 D로 관찰되었다.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른 변화 

 4가지 종류의 인공수정체에 따른 근시 편위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461, Kruskal-Wallis test). 두 개의 일체형 인공수정체를 한 

집단으로 고려하여 시행한 비교에서도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른 

근시 편위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0.197, ANOVA comparison). 

조립형 인공수정체간 (MA60BM vs. AR40e) 간에도 근시 편위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p=0.428, independent t-test). 인공수정체를 조립형 인공

수정체와 일체형 인공수정체로 구분한 경우 조립형 인공수정체 집

단에서 일체형 인공수정체 집단보다 더 큰 근시 편위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0.100, independent t-

test, Table 1). 조립형 인공수정체와 일체형 인공수정체 삽입 집단간에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도수나 (20.00±4.34 D vs. 19.93±3.39 D, p=0.927, 



7 

independent t-test) 안축장 길이에는 (24.01±2.43 mm vs. 23.79±1.53 

mm, p=0.595, independent t-test) 차이가 없었다.  

 

안축장에 따른 변화 

근시 편위도는 안축장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223, 

p=0.033, Pearson’s correlation). 이러한 경향성은 조립형 인공수정체 집

단을 따로 분석해도 유지되었다 (r=0.269, p=0.022, Pearson’s 

correlation).  

안축장에 따라 안구를 4 종류로 구분하여 22 mm 미만을 짧은 눈 

(n=5), 22 mm 이상, 24.5 mm 미만을 보통 눈 (n=68), 24.5 mm 이상, 26 

mm 미만을 긴 눈 (n=10), 26 mm 이상을 아주 긴 눈 (n=8) 으로 나누

면, 안축장이 길어질수록 근시 편위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Figure 2, p=0.001, Kruskal-Wallis test). 이러한 변화는 조립형 인공

수정체를 별도로 분석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p=0.003, 

Kruskal-Wallis test). AL 24.5 mm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축장이 긴 눈

에서 근시 편위도가 작았으며 (p<0.001, Mann-Whitney U-test), 조립형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집단을 별도로 분석 하여도 참 이었다 

(p=0.001, Mann-Whitney U test, Table 2).  

안축장과 근시 편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항식을 이용하여 곡

선 추정을 해보면 안축장이 길어지면 근시 편위도가 줄고, 안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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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면 가파르게 근시 편위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회귀 분석시 곡선 추정을 하면 안축장과 근시편위도의 관

계는 선형 (r2=0.050, p=0.033), 로그함수 (r2=0.052, p=0.029), 역함수 

(r2=0.054, p=0.026) 중에서 역함수에 가장 잘 들어맞았다. 

 

그 밖의 변수에 따른 변화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도수는 근시 편위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

졌다 (r=–0.207, p=0.049, Pearson’s correlation). 하지만 20 D를 기준으로 

높은 굴절력의 인공수정체와 낮은 굴절력의 인공수정체로 나누어 

비교를 하면 근시 편위도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10±0.91 D 

vs. –0.92±0.72 D, p=0.330, independent t-test). 동공 크기 (p=0.715), 각

막 직경 (p=0.137), 수술 전 전방 깊이 (p=0.274) 는 모두 근시 편위

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earson’s correlation). 연령은 근

시 편위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r=–0.231, p=0.027, Pearson’s 

correlation), 연령과 안축장의 길이 역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438, p<0.001, Pearson’s correlation). 수술 후 축동제의 사용은 80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용 유무가 근시 편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1.05±0.82 D vs. –0.95±1.09 D, p=0.729, Mann-Whitney U test). 

앞 유리체 절제술은 53안에서 동반 시행되었으며 역시 시행 유무가 

근시 편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14±0.80 D vs. –0.90±0.89 D, 



9 

p=0.193, independent t-test). 역시 근시 편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심한 근시 편위의 위험인자 

–2.0 D 미만의 근시 편위도를 보인 경우는 12안에서 관찰되었다. 

나이, 성별,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종류 (조립형 vs. 일체형), 안축장, 

각막 직경, 동공크기, 수술 전 전방각의 깊이, 수술 후 축동제의 사

용과 앞 유리체 절제술의 동반 시행 여부의 위험인자에 대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짧은 안축장이 유일한 위험인자였다 

(Table 3).  

 

원시 편위의 위험인자 

예측치 보다 원시로 편위가 일어난 경우는 6안에서 관찰되었다. 

나이, 성별,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종류 (조립형 vs. 일체형), 안축장, 

각막 직경, 동공크기, 수술 전 전방각의 깊이, 수술 후 축동제의 사

용과 앞 유리체 절제술의 동반 시행 여부의 위험인자에 대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위험인자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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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yopic shift from the predicted refraction after sulcus implantation 

in each type of IOL. 

Myopic shift (D)±SD 

Multi-piece IOL Single-piece IOL p 

AR40e  

(n=54) 

MA60BM 

(n=18) 

SA60AT 

(n=13) 

BioVue 

(n=6) 
 

–1.16±0.80 –0.99±0.76 –0.65±1.16 –0.99±0.62 0.461* 

–1.11±0.79 –0.75±1.02 0.100† 

*Kruskal-Wallis test 

†Independent t test 

IOL = intraocula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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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yopic shift from the predicted refraction after sulcus implantation 

in different axial length groups. 

 Myopic shift (D)±SD  

 AL<22 22AL<24.5 24.5AL<26 26AL p* 

Total 

–1.96±0.91 

(n=5) 

–1.11±0.83 

(n=68) 

–0.46±0.48 

(n=10) 

–0.56±0.65 

(n=8) 

0.016 

Multi-

piece 

IOL 

–2.43±0.22 

(n=2) 

–1.20±0.73 

(n=57) 

–0.47±0.51 

(n=8) 

–0.56±0.86 

(n=5) 

0.046 

*Kruskal-Wallis test 

IOL = intraocula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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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ependent variable being the 

large myopic shift (<-2.0 D). 

 Univariate Multivariate 

 β  

(standard error)

p* β  

(standard error)

p* 

Age 0.068 (0.036) 0.060 0.056 (0.041) 0.171 

Female 

gender 

0.311 (0.627) 0.620   

Single-piece 

IOL 

–0.316 (0.822) 0.701   

Axial length –0.925 (0.399) 0.020 –0.830 (0.404) 0.040 

WTW 0.837 (0.603) 0.165   

Pupil 

diameter 

0.333 (0.306) 0.276   

Pre ACD –0.790 (0.735) 0.282   

Miostat –0.442 (0.852) 0.604   

Vitrectomy 0.413 (0.653) 0.527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with p<0.10 in the univariate analysis 

were included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Significant values (p<0.05) are 

shown in boldface.  

IOL = intraocular lens; WTW = white to white diameter (horizontal corneal 

diameter); PreACD = pre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 Vitrectomy = 

anterior vi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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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ependent variable being the 

hyperopic shift 

 Univariate 

 β (standard error) p* 

Age –0.031 (0.025) 0.227 

Female gender –0.071 (0.845) 0.933 

Single-piece IOL 0.693 (0.907) 0.445 

Axial length 0.077 (0.188) 0.684 

WTW –0.944 (1.292) 0.465 

Pupil diameter –0.148 (0.603) 0.807 

Pre ACD 0.475 (0.946) 0.616 

Miostat –1.440 (0.935) 0.123 

Vitrectomy –0.357 (0.846) 0.67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ince there were no variables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10, multivariate analysis was not performed. 

IOL = intraocular lens; WTW = white to white diameter (horizontal corneal 

diameter); PreACD = preoperative anterior chamber depth; Vitrectomy = 

anterior vi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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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 of effective lens position in the sulcus fixation 

 

Note: the anteriorly positioned IOL let the light be focused more anteriorly 

leading to myopic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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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in myopic shift based on the change in axial length 

 

Note: Steady decline with increased axial length. Bar indicates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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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wo-way fractional-polynomial prediction plots between axial 

length and myopic shift 

 

Note: Two-way fractional-polynomial prediction plots clearly show that the 

myopic shift decreases with the axial length increas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correlation is explained better with the inverse (r2=0.054, p=0.026) 

rather than linear (r2=0.050, p=0.033) or logarithmic (r2=0.052, p=0.029)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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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oretical formula for determining myopic shift after sulcus 

fixation 

 

Ideal vergence at IOL plane: 	 	 , 	  

Ideal vergence at corneal plane:  

	 	 	 	
100	
	

 

	 	 	
100	

 

Myopic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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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본 연구에서 친수성 아크릴 재질 인공수정체의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 나타나는 근시 편위도는 평균 –1.04±0.85 D 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Bayramlar등이 보고한 PMMA 재질의 인공수정체에서 

관찰된 –1.02±0.96 D 의 근시 편위와 유사한 결과였다.2 Suto 등은 

평균 안축장의 길이가 23.11±0.63 mm 인 30안을 대상으로 하여 –

0.78±0.47 D 의 근시 편위를 보고한 적 있다.1 우리의 연구에서 근

시 편위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은 근시 편위가 더 심하게 나타난 

안축장이 짧은 눈도 포함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연구에서 Suto의 연구에서보다 안축장이 긴 눈과 짧은 눈이 모두 포

함되어있지만 짧은 눈에서는 –1.96±0.91 D 의 근시 편위도를 보였

고 긴 눈에서는 –0.56±0.65 D 의 근시 편위도를 보여 짧은 눈에서

의 근시 편위의 편향이 더 심하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더 근시 

쪽으로 향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섬모체 고랑 고정시 적합한 인공수정체의 종류 

인공수정체의 종류는 수술 중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임상적

인 의미를 가진다. 특별한 문제 없이 인공수정체를 수정체낭 내에 

위치시키는 경우에도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 수술 후 굴절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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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임이 보고 되어 있다.3-5 일반적으로 친수성 아크릴재질의 

인공수정체가 이전에 사용하던 PMMA나 silicone 재질의 인공수정체

보다 수술 후 안정적인 위치를 가짐이 보고되었다.3 한편 일체형 인

공수정체와 조립형 인공수정체를 비교할 때에는 수정체낭 내 삽입 

시에 일체형 인공수정체가 수술 후 굴절 예측 값의 변이가 작고,8 

조립형 인공수정체에서 예측치 보다 더 근시 쪽으로 편위 됨이 보

고된 바 있다.6 Wirtistsch등은 수정체낭 내 고정 시 일체형 인공수정

체에서는 예측치로부터 –0.01±0.16 D 의 편위를 보이지만 조립형 

인공수정체에서는 예측치로부터 –0.30±0.30 D 의 편위를 보임을 보

고하였다.6 저자들은 조립형 인공수정체에서 광학부와 지지부의 탄

성 및 수술 후 수정체낭의 섬유화 반응으로 인해 조립형 인공수정

체에서는 인공수정체의 전방 편위가 일어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조립형 인공수정체에서 –1.11±0.79 D, 일체형 인공수정체

에서 –0.75±1.02 D 의 근시 편위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차이는 아니었다 (p=0.100). 수정체낭 내 삽입 시에 보이는 0.3 D

의 차이가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도 관찰되었는데 조립형 인공수정

체는 광학부와 지지부가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음으로 인해 유리

체강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으면 광학부가 독립적으로 전방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따라서 굴절치의 예측 값만을 고려한다

면 일체형 인공수정체가 조립형 인공수정체에 비해 우월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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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인공수정체

는 조립형 인공수정체이다.9, 10 이는 조립형 인공수정체가 광학부가 

더 얇기 때문에 홍채에 자극이 적고, 광학부에서 광학부까지의 길이

가 길어 수술 후 인공수정체의 중심 이탈이 덜하기 때문이다. 일체

형 인공수정체의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는 반복적인 홍채 자극으로 

인해 반복적인 포도막염, 전방 출혈, 유리체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0 후향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 경우를 관찰 할 수 있었는데, 해당 도수의 조립형 

인공수정체가 없는 경우이거나, 후낭 파열을 늦게 발견하여 이미 인

공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간 경우에 섬모체 고랑 위에 위치시키는 

등의 경우에서 일체형 인공수정체가 섬모체 고랑에 삽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체형 인공수정체의 섬모체 고랑 고정 시 발생할 수 있

는 합병증이 보고 된 이상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는 예측 굴절 값

의 안정성과 무관하게 조립형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예측 굴절 값이 좀더 부정확한 조립형 인공수정체를 사

용하는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는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좀더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 

굴절력은 매질이 다른 두 물체 사이를 통과할 때 빛이 꺾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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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뜻하므로 사람의 눈에서 빛은 1) 외부에서 각막을 통과할 때 2) 

각막에서 전방으로 진입할 때 3) 전방에서 수정체를 통과할 때 4) 

수정체에서 유리체로 진입할 때 5) 유리체에서 망막으로 들어갈 때 

다섯 군데에서 꺾이게 된다. 망막에 초점을 맺는 빛의 경우에는 앞

선 4가지의 면 (각막 전, 후면, 수정체 전, 후면에서의 굴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측정상의 한계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각

막과 수정체를 두께가 없는 얇은 막 구조로 가정하고 공식을 산출

하는 경우가 많은데11 이러한 공식이 실제로 광선 추적 검사를 통해 

시행해보면 실제와 잘 맞음이 보고 되어있다.12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는 1세대 공식인 SRK I13, 14과 2세대 공식인 SRK II의 경우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P A 0.9 K 2.5 AL  라는 식을 도출해 

냈다 (P=인공수정체 도수, A=상수, K=각막 굴절력, AL=안축장).15 하

지만 실제로 동일한 인공수정체라 하더라도 축 방향에서의 위치에 

따라 굴절력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생각해보면 수술 후 인

공수정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가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세대 공식인 SRK/T의 경우는 변형된 Binkhost formula를 이

용하여 수술 후 전방의 깊이를 예측하여 공식에 활용하여 예측도를 

높였으며,16 Hoffer Q와 Holladay 1 공식의 경우도 안축장과 각막 굴절

력을 이용하여 수술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예측하였다. Holladay2 

와 같은 최신의 공식들에서는 안축장과 각막 굴절력 이외에도 수정

체 두께, 각막 직경, 수술 전 전방 깊이, 수술 전 굴절이상, 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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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를 입력하여 수술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예측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아직까지 수술 후 인공수정

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안축장

이나 각막 굴절력과 같이 고정된 지표뿐만 아니라 수술 후 안압이

나 자세의 변화 같은 역동적인 지표와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

다.17, 18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공수정체가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편위는 근시 방향으로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6안에서

는 원시 편위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시 편위에 

관여하는 인자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수정체가 

실제로 예측 위치보다 뒤쪽에 위치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공식들은 수술 후의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예측하

여 산출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 값과 많은 차이를 보이

는 굴절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섬모체 고랑 고정시 근시 편위도 함수 유도 

본 연구에서는 인공수정체가 수정체낭에서 섬모체 고랑으로 이동

할 때 발생하는 근시 편위의 정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시와 마찬가지로 각막과 인공수정체를 두께가 없는 조직

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4). 각막에서부터 인공수정체까지의 거리를 

x라 하고 인공수정체에서부터 망막까지의 거리를 y라 하였다 (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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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x+y). 또한 수정체낭 내에서 섬모체 고랑으로 위치가 변할 때 축 

상에서 인공수정체가 이동한 거리를 h라고 정의하였다. 수정체낭 위

치에서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는 y만큼 이동한 후에 망막에 초점을 

맺어야 하므로 수정체낭 위치에서 의 vergence를 가져야 한다. 마

찬가지로 섬모체낭 위치에서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는 y+h 만큼 이동

한 후에 망막에 초점을 맺어야 하므로 섬모체 고랑 위치에서  

의 vergence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근시 편위도의 양은 각

막 표면에서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vergence를 각막 표면 위치

로 전치시켜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인공수정체 위치에서 인공수정체가 가져야 할 vergence 

	
100

 

	
100

 

각각의 vergence의 각막 표면에서의 환산 값은 다음과 같다. 

	 	 	 	
100	
	

 

	 	 	
100	

 

근시 편위도는 이러한 각막 표면에서 이러한 vergence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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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가 된다. 

일반적으로 y ≫ h 이기 때문에 근시 편위도는 인공수정체의 전방 

이동량 (h)에 비례하고 인공수정체로부터 망막까지 거리 (y)의 제곱

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안구 내에서 수정체낭으로부터 섬

모체 고랑까지의 축 상 거리가 안축장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하면 유도된 근시 편위도의 양은 안축장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회귀분석에서 안축장과 근시 편위도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Figure 3). 한편 최근의 연구들에서 근시

에 따른 안구 성장은 후극부에서 더 크게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는

데,19 이는 근시안에서 y가 h보다 더 큰 비율의 변화를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안축장이 긴 눈에서는 근시 편위도의 양이 

안축장의 역함수로 예측한 값보다도 더 작은 값을 나타낼 것임을 

추측 할 수 있다. 

 

섬모체 고랑 고정시 인공수정체의 선택 

앞선 결과와 같이 굴절력의 측면에서는 일체형 인공수정체가 유

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합병증 발생이 흔하므로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 일차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인공수정체는 조립형 인공수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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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 발생하는 근시 편위도는 안축장에 반

비례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흔히 행해지듯 섬모체 고랑 고정 시에 

수정체낭 내에 계획된 도수에서 1.0 D를 빼서 도수를 결정하는 방식

은 특히나 근시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시 편위를 유도 할 수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4.5 mm 미만의 안축장을 가진 눈

에서는 -1.1 D 정도의 근시 편위도를 보였으나 24.5 mm 이상의 근시

에서는 -0.5 D 의 근시 편위도를 보였다. 실제로 환자에게 더 불편한 

것은 근시 편위보다 원시 편위이고 또한 근시안의 경우는 근시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근시안에서 섬모체 고랑 고정 인공수정체 삽입

술을 시행할 때에는 근시 편위가 적게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하고 

인공수정체 도수 선택을 해야 하겠다.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정체

낭 내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 수술임을 생각할 

때 섬모체 고랑 고정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는 이

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여러 명의 술 자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이므로 수술 방법이 표준화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 역시 

후낭 파열이 흔히 일어나는 수술 중 합병증이 아니어서 한 명의 술 

자로부터 환자를 모으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수술 후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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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측면에서는 술기에 따른 차이보다는 안축장과 섬모체 고랑에

서의 인공수정체의 위치에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는 주요한 

요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수정체의 예측 굴절력을 결정하

는 공식으로 SRK/T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안축장에 따라 공식들 

간의 정확도에 차이가 보고되었다.20 안축장이 20.00–20.99 mm 에서

는 Hoffer Q, 21.00–21.49 mm 에서는 Hoffer Q와 Holladay 1, 23.00–

25.99 mm에서는 Holladay 1, 27.00mm 이상에서는 SRK/T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하지만 SRK/T는 21.5 mm 이상의 눈에서

는 비교적 잘 맞으며,20 본 연구에서는 1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21.5 

mm 이상이었다. 또한 비교의 동질성 측면에서, 그리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공식의 측면에서 SRK/T 단일 공식을 이용하였다. 추적 관

찰 기간이 짧았는데 수정체낭 내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일체

형 인공수정체는 1개월 후, 조립형 인공수정체는 6개월 후에 굴절력

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8 따라서 짧은 추적 관찰 기간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축장의 길이에 따른 환

자 군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았다. 비록 안축장이 길어지며 점차로 

감소하는 근시 편위도를 관찰하였으나 양 끝 구간에 존재하는 집단

은 적은 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

지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인공수정체로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시행

하는 연구는 연구기간을 늘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안구 내에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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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는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안축장을 측정

하는 방법 역시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이전 방

법에서 빛을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변화하였다. 후낭 파열이 언제 발

생할지 알기 힘들고 흔한 합병증은 아니란 측면에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술자, 동일한 방법에 의한 연구는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

다. 또한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안

축장을 이용하여 섬모체 고랑 고정시에 발생하는 근시 편위에 대한 

방정식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힌 안축장에 

따른 근시 편위도의 변화가 단순한 귀납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연역적인 사고로도 충분히 설명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수식을 

바탕으로 추후 안축장에 따른 섬모체 고랑과 수정체낭 사이의 관계

를 살펴 볼 수 있겠다. 이는 단순한 백내장 수술뿐이 아니라 현재 

굴절 교정수술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유수정체안 안구 

내 렌즈 삽입술이나 인공수정체 지지부의 변화를 통한 노안 교정용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연구에도 활용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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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섬모체 고랑 고정 시 친수성 아크릴재질 인공수정체는 평균 –1.04

±0.85 D 의 근시 편위도를 보였으며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른 변

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안축장의 길이에 반비례하였다. 따라서 인공

수정체 도수 산정에 있어 안축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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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myopic shift from the predicted values 

of refraction after sulcus fixation of foldable acrylic intraocular lenses (IOLs). 

Patients and Methods: A total 91 eyes from 91 consecutive patients, each of 

whom underwent primary implantation of sulcus-fixated foldable acrylic IOLs, 

were assessed. AcrylSof MA60BM and Sensar AR40e multi-piece IOLs, and 

AcrylSof SA60AT and BioVue single-piece IOLs were implanted. The type of 

IOL and axial length (AL) were anays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spherical equivalent between the predicted refraction values obtained using 

the SRK/T formula and the manifested refraction values. 

Results: The mean myopic shift from the predicted refraction calculated suing 

the SRK/T formula was 1.04 (D) ±0.85 SD with sulcus fixation of the 

foldable acrylic IOLs. The type of IOL (multi-piece vs. single-piece) did not 

affect the degree of myopic shift (p=0.100, independent t-test). However, as 

the AL increased, the myopic shift decreased (r=0.223, p=0.033, Pearson’s 

correla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risk factor of 

myopic shift larger than 2.0 D was the short AL (p=0.040). The AL showed 

the inverse correlation with the myopic shift (r2=0.054, p=0.026). In 

theoretical formula, the myopic shift increase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axial 

distance between the capsular bag and ciliary sulcus, and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square of the AL. 

Conclusions: The myopic shift from the predicted refraction di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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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sulcus fixation of foldable acrylic IOLs based on the AL, therefore 

surgeons should take the AL into account when they determine the IOL power 

for sulcus fixation procedures. 

 

Keywords: Cataract surgery, Sulcus fixation, Foldable acrylic intraocular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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