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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내 주사 시 사용하는 주사기에서의 실리콘기름 방출 비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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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release of silicone oil (SO) by different brands of off-label syringes for intravitreal injection
after agitation by flicking.
Methods: Syringes of 3 different brands were analyzed for rates of SO release under four conditions using a light microscope; group 1:
bevacizumab with agitation; group 2: bevacizumab without agitation; group 3: fluid with agitation, group 4: fluid without agitation.
Results: The presence of SO drople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yringe type (p < 0.001, 65%, 7.5%, 40%, respectively).
For qualitative data on the presence of SO droplets according to agitation, Syringe 1 and Syringe 3 showed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in the agitation group (p < 0.001, p = 0.003). For quantitative data on the number of SO droplets according to agitation, Syringe 1 and
Syringe 3 released significantly more SO droplets in the agitation group (p < 0.001, p = 0.001).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of frequency and number of SO droplets according to fluid type in all syringes.
Conclusions: Specific syringe use for intravitreal injections has potential to release more SO droplets than other syringes, especially after agitation by flicking. We advise avoidance of agitation during intravitreal injection and recommend manufacturers consider producing
syringes specific for ophthalmi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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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리체내 주사는 Aiello et al. [1]이 2004년 유리체내 주사의 가
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한 이후 특정 망막질환을 포함한 안질환
의 치료에 초석이 되었다. 2005년 이전의 유리체내 주입술은 허
가 초과(off-label)로 감염성 안내염의 항생제주입술, 포도막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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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황반부종에서의 스테로이드주입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
었으나[2],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가 나이관련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에 효과적인 치료인자로 밝혀지면서 유리체내 주입술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비문증은 유리체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을 느끼는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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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4]. 2006년 Freund et al. [5]은 최초로 유리체내 pegatinib 주입
술 후 실리콘기름 방울이 발생한 증례를 보고하였고, 이후 국외
의 많은 연구에서 유리체내 주사 후 주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
울이 방출되어 비문증을 유발하는 사례들을 보고하였다[6-10].
실리콘기름은 주사기 몸통(barrel)의 안쪽과 플런저(plunger)의
고무패킹에 도포하여 주사 시 원활하게 미끄러져 움직일 수 있
게 만들어 주는데[11,12], Chantelau et al. [13]은 인슐린 용량을
잴 때 주사기를 앞뒤로 이동한 후 인슐린을 주사기 밖으로 배출
하면 0.15-0.25 mg의 실리콘기름이 배출된다고 발표하였고, 다
른 많은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에서 인슐린 주입 시 주사기에서
방출되는 실리콘기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14-16]. 그러나 당
뇨 환자의 반복되는 인슐린 주사로 인해 피부에 실리콘기름이
축적되는 것은 피부의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반면 유리체내 주
사로 인한 실리콘기름의 축적은 안구의 작은 공간에 국한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5].
저자들은 2019년 3월과 8월 사이에 유리체내 주사 후 비문증
을 호소한 증례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증상을 호소한 모든 환자
에서 유리체내 실리콘기름 방울이 확인되어 특정 기간에 제조
된 주사기의 제조번호(lot number)를 조사하여 제외하고 유리체
내 주사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현재 국내
에서 유리체내 주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 mL 주사기
를 상품에 따라 실리콘기름 방울이 방출되는 정도를 비교하였
고, 그 유발 요인을 알아보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되었다: 1군 = 아바스틴 충전 후 교반(agitation)을 시행한 군; 2군
= 교반 없이 아바스틴만 충전한 군; 3군 = 증류수 충전 후 교반
을 시행한 군; 4군 = 교반 없이 증류수만 충전한 군.

주사기 준비
모든 군에서 주사기는 Avastin 혹은 증류수에 공기를 충전한 후
30게이지 바늘로 교체하였고, 준비된 주사기는 드레싱 세트에
위치하여 바늘이 위를 향하게 비스듬히 위치하였다. 이후 1군과
3군에서는 주사기를 손가락으로 5차례 연속하여 튕겨 교반을
유도하였고, 2군과 4군은 교반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바늘을 아래로 향하도록 주사기를 180° 회전한 후, 1군과 3군은
주사기를 10회 연속 튕겨서 모든 유체를 아래쪽으로 그리고 공
기를 위쪽으로 옮겼다. 2군과 4군은 동일한 공기/유체 변위를 달
성하기 위해 주사기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위 준비는 검사자 간
변동성을 피하기 위하여 한 명의 검사자(J.H.L)가 수행하였다.

주사기에서 방출된 유체의 현미경검사
각각의 주사기로부터 액체 10방울을 유리 슬라이드(Paul
Marienfeld GmbH & Co. KG, Lauda-Königshofen, Germany) 위
에 연속 방출한 후 광학현미경(BX53, Olympus, Tokyo, Japan)
으로 관찰하였다. 슬라이드의 유체에 실리콘기름 방울이나 공기
방울이 있는지 검사하고 100배율의 광학 배율(현미경 위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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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유리체내 주사에 사용하는 주사기의 실리콘기름 방울 발생률을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 회사에서 각각 생산되는 세 종류
의 1 mL 주사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1번 주사기 = Shinchang
Profi disposable 1 mL syringe (Shinchang Medical Co., Ltd.,
Gumi, Korea; [lot #VP0166]); 2번 주사기 = BD 1 mL syringe
Slip tip with BD PrecisionGlideTM needle 26G 1/2 (Becton
Dickinson, Singapore; [lot #0293885]); 3번 주사기 = Sungshim
1 mL syringe (Sungshim Medical Co., Bucheon, Korea; [lot
#S0010608]). 군을 나누어 동일한 환경하에 각각의 주사기마
다 실온에서 0.06 mL 증류수 혹은 bevacizumab (Avastin®;
Genentech,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으로 미리 충
전한 후, 공기를 0.04 mL 정도 흡인하여 사강(dead space)이 생
기는 것을 방지하고, 증류수 또는 Avastin 전체가 주사기 내
부에 들어오게끔 하였다. 이후 주사기 바늘을 30게이지(BD
PrecisionGlide 30G × 1/2 in.,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로 교체하였다. 모든 주사기(n = 120)는 4가지
군으로 나누었으며(각각, n = 30),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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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ght microscopic photographs (×100) for silicone oil
droplets and air bubbles of each syringes. (A) Released silicone oil
droplets from syringe 1. (B) Air bubbles of syringe 1. (C) Silicone oil
droplets (arrow) and air bubbles (arrowhead) of syringe 2. (D) Silicone
oil droplets (arrow) and air bubbles (arrowhead) of syrin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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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alaxy S10)로 촬영하였으며, 한 개 주사기 샘플당 3개의 동
일한 배율의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관찰자는 실리콘기름 방울과
공기 방울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검사를 시
행하였다. 실리콘기름 방울은 보통 테두리가 얇고 둥글고 투명
한 형태로 나타나며, 공기 방울은 일반적으로 전자와 쉽게 구별
되는 이중 회색 고리가 있는 둥근 형태로 나타난다(Fig. 1). 2명
의 평가자(Y.Y.S, S.K.B)가 위의 기준에 기초하여 실리콘기름 방
울 및 공기 방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현미경으로 샘플을 평가하
였다. 불일치한 샘플이 존재할 경우 2명의 관찰자가 함께 검토하
고 합의에 도달한 후,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 관찰자의 데이터
가 군 간의 최종 비교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실리콘기름 방울
및 공기 방울이 확인될 때마다 각 이미지에서 방울의 수를 세었
다. 각 주사기의 이미지 평가에 대하여 한 개의 이미지라도 실리
콘기름 방울 및 공기 방울이 확인된 경우 양성으로 판단하였다.

통계적 분석
통계는 SPSS statics software package version 20.0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 주사기당 총 검
사 수에서 실리콘기름 또는 공기 방울의 검출된 횟수를 백분율
로 표현하였다. 실리콘기름과 공기 방울의 수는 평균과 표준편
차로 표시하였다. 정량 분석을 위해 촬영한 여러 이미지 중 가
장 많은 수의 방울 개수가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그 숫자
를 측정하였다. 관찰자 간 실리콘기름 방울 및 공기 방울의 존
재 여부 판단 및 개수 측정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반복성
및 재현성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급내상관계

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계산하여 평가하였
다. 세 가지 주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이 검출된 비율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주사기에 각각에 따라 그룹
간 실리콘기름 방울과 공기 방울의 검출 비율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각 주사기에 대하여 그룹 간 평균
실리콘기름 방울 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총 120개의 주사기로 주사기당 3개의 이미지를 얻었고 각각
1번 주사기 40개, 2번 주사기 40개, 3번 주사기 40개, 총 360개
의 이미지에 대하여 2명의 검사자가 이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관찰자가 측정한 값은 높은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 0.95) 및 낮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5%)를 보여 높은 재현성을 보였다. 120개의 주사기 중 45개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이 방출된 것을 관찰하였다(37.5%). 각각 1번 주
사기 26개(65.0%), 2번 주사기 3개(7.5%), 3번 주사기 16개(40.0%)
로 실리콘기름 방출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주사기 종류별로 유체 종류 및 교반 유무에 따라 각 그룹 간
실리콘기름 방울 및 공기 방울의 방출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Table 1). 1번 주사기에 대하여 1군 10개(100%), 2군 5개(50%),
3군 10개(100%), 4군 1개(10%)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을 확인할

Table 1. Percentage of oil and air presence and number of silicone oil droplet in each group, according to the type of syringe
Group 1 (n = 10)

Group 2 (n = 10)

p-value

Group 3 (n = 10)

Group 4 (n = 10)

p-value

Syringe 1

10 (100)

5 (50)

0.033*†

10 (100)

1 (10)

< 0.001*†

Syringe 2

2 (20)

0

0.474*

1 (10)

0

1.000*

Presence of oil

8 (80)

2 (20)

0.023

5 (50)

1 (10)

0.141*

Syringe 1

2 (20)

4 (40)

0.628*

4 (40)

1 (10)

0.303*

Syringe 2

3 (30)

1 (10)

0.582*

1 (10)

1 (10)

1.000*

2 (20)

*

0.350

4 (40)

1 (10)

0.303*

Syringe 3

*†

Presence of air

Syringe 3

5 (50)

Number of silicone oil droplets
Syringe 1

11.7 ± 4.7

1.1 ± 1.4

< 0.001†‡

7.7 ± 3.5

0.3 ± 0.9

< 0.001†‡

Syringe 2

0.6 ± 1.4

0.0 ± 0.0

0.481‡

0.2 ± 0.6

0.0 ± 0.0

0.739‡

1.3 ± 1.5

0.1 ± 0.3

0.089‡

Syringe 3

2.2 ± 1.9

0.3 ± 0.7

†‡

0.0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Syringe 1 = Shinchang Medical Co.; Syringe 2 = Becton, Dickinson; Syringe 3 = Sungshim Medical Co.; Group 1 = bevacizumab with agitation; Group 2 = bevacizumab without agitation; Group 3 = fluid with
agitation; Group 4 = fluid without agitation.
*
Fisher’s exact test; †p-values < 0.05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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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교반 유무에 따른 비교에서 Avastin을 충전한 1군과
2군(p = 0.033), 증류수를 충전한 3군과 4군(p < 0.001) 사이에서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번 주사
기에서는 1군에서 2개(20%), 3군에서 1개(10%)에서만 실리콘기
름 방울을 확인하였고, 교반 유무에 따라 실리콘기름 방울 방
출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번 주사기에서는 1군
8개(80%), 2군 2개(20%), 3군 5개(50%), 4군 1개(10%)에서 실리콘
기름 방울이 관찰되었고, Avastin을 충전한 두 군(1군, 2군)에서
는 교반 유무에 따라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가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반면(p = 0.023), 증류수를 충전한 두 군(3군, 4군) 사
이에서는 교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
기 방울은 1번 주사기에서는 1군 2개(20%), 2군 4개(40%), 3군
4개(40%), 4군 1개(10%)에서 관찰되었고, 2번 주사기에서는 1군
3개(30%), 2군 1개(10%), 3군 1개(10%), 4군 1개(10%)에서 확인되
었다. 3번 주사기는 각각 1군 5개(50%), 2군 2개(20%), 3군 4개
(40%), 4군 1개(10%)에서 공기 방울이 관찰되었고, 세 종류 주사
기 모두에서 그룹 간에 공기 방울 방출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이 확인된 주사기들에 대
하여 주사기 종류별로 유체 및 교반 유무에 따른 평균 실리콘
기름 방울 수를 비교하였고(Table 1), 1번 주사기에서는 1군 11
± 4.7개, 2군 1.1 ± 1.4개, 3군 7.7 ± 3.5개, 4군 0.3 ± 0.9개로
교반 유무에 따라 Avastin을 충전한 군(1군, 2군), 증류수를 충
전한 군(3군, 4군) 모두 각각 실리콘기름 방울 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 < 0.001, p < 0.001). 2번 주사기에서는 1군(0.6 ±

1.4), 3군(0.2 ± 0.6)에서만 실리콘기름 방울이 관찰되었고 교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번 주사기에서는
1군(2.2 ± 1.9), 2군(0.3 ± 0.7), 3군(1.3 ± 1.5), 4군(0.1 ± 0.3)
으로 Avastin을 충전한 군(1군, 2군) 내에서는 교반 유무에 따
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09), 증류수를 충전한 군
(3군, 4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89).
다음으로 교반에 따라 교반을 시행한 군(1군, 3군)과 교반을
시행하지 않은 군(2군 ,4군)을 나누어 주사기 종류 간에 실리콘
기름 방울 및 공기 방울 방출 빈도와 평균 실리콘기름 방울 수
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Table 2). 1번 주사기에서 교반을 시행
한 군 20개(100%), 시행하지 않은 군 6개(30%)로 실리콘기름 방
울 발견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2번 주사기
에서는 교반을 시행한 군은 3개(15%)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이
관찰되었고, 교반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실리콘기름 방울
이 관찰되지 않았다. 3번 주사기에서는 교반 유무에 따라 각각
13개(65%), 3개(15%)로 실리콘기름 방울 발견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3). 공기 방울은 세 종류 주사기 모두에
서 교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실리콘기름
방울 수는 1번 주사기에서 각각 9.7 ± 4.5, 0.7 ± 1.3, 2번 주사
기에서는 0.4 ± 1.0, 0.0 ± 0.0, 3번 주사기는 각각 1.8 ± 1.7,
0.2 ± 0.5개로 1번과 3번 주사기에서 교반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 < 0.001, p = 0.001).
마지막으로 유체의 종류에 따라 Avastin을 충전한 그룹(1군,
2군)과 증류수를 충전한 그룹(3군 ,4군)으로 나누어 주사기 종

Table 2. Percentage of oil and air presence and number of silicone oil droplet in agitation and no agitation group, according to the type of
syringe
Group
Agitation
(Group 1+3)

No agitation
(Group 2+4)

p-value

Syringe 1

20/20 (100)

6/20 (30)

< 0.001*†

Syringe 2

3/20 (15)

0/20 (0)

0.231*

Syringe 3

13/20 (65)

3/20 (15)

0.003*†

Syringe 1

6/20 (30)

5/20 (25)

1.000*

Syringe 2

4/20 (20)

2/20 (10)

0.661*

Syringe 3

9/20 (45)

3/20 (15)

0.082*

Syringe 1

9.7 ± 4.5

0.7 ± 1.3

< 0.001†‡

Syringe 2

0.4 ± 1.0

0.0 ± 0.0

0.076†

Syringe 3

1.8 ± 1.7

0.2 ± 0.5

0.001†‡

Presence of oil

Presence of air

Number of silicone oil droplet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Syringe 1 = Shinchang Medical Co.; Syringe 2 = Becton, Dickinson; Syringe 3 = Sungshim Medical Co.
*Fisher’s exact test; †p-values < 0.05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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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간에 실리콘기름 및 공기 방울 방출 빈도와 평균 실리콘기
름 방울 수를 분석해 보았다(Table 3). 1번 주사기에서 Avastin
군 15개(75%), 증류수군 11개(55%)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을 확인
할 수 있었고, 2번 주사기에서는 Avastin군 2개(10%), 증류수군
1개(5%)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이 관찰되었다. 3번 주사기에서는
Avastin군 10개(50%), 증류수군 6개(30%)에서 실리콘기름 방울
이 관찰되었고, 세 주사기 모두 유체의 종류에 따른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기 방울 역
시 세 종류 주사기 모두에서 유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유체의 종류에 따른 평균 실리콘기름 방울 수는 1번
주사기에서 Avastin군이 6.4 ± 6.4, 증류수군이 4.0 ± 4.6, 2번
주사기에서는 각각 0.3 ± 1.0, 0.1 ± 0.4, 3번 주사기는 1.3 ±
1.7, 0.7 ± 1.2개로 세 종류 주사기 모두에서 평균 실리콘기름
방울 수에서 유체의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찰
유리체내 주사 치료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3], Baek et al. [17]은 습성 황반변성에 대하여 유리체내 주
사 치료를 받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새로 진단
받은 환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 유리체내
주사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리체내 주사기는 안과용으로 특별히 승인

되어 만들어진 주사기가 없으므로, 투베르쿨린 또는 인슐린 주
사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
해 항상 유념해야 한다[18]. 합병증 중 하나인 실리콘기름 방울은
환자들에게 비문증을 유발하며[6-10], 보고되는 시점에 따라 다
르나 0.026-1.7%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고 한다[8,9]. 주사기에
서 실리콘기름이 방출되는 것은 Freund et al. [5]의 최초 보고 이
후 많은 연구에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설들을 발표하였고, 실리
콘기름 방울 방출의 원인에 대해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다[19-24].
저자들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유리체내 주사 후 비문증
을 호소한 증례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증상을 호소한 환자 모
두에게서 유리체내 실리콘기름 방울을 확인한 경험이 있다.
총 2,094안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ti-VEGF]) 주사를 맞은 환자 중 bevacizumab
(Avastin®, Genentech Inc.) 1,525안(72.83%), ranibizumab
(Lucentis®; Genentech Inc.) 170안(8.12%), Aflibercept (Eylea®;
Regeneron Phar-maceuticals, Tarrytown, NY, USA) 399안
(19.05%)이었으며, 총 24안(1.15%)에서 치료 후 실리콘기름 방
울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사 종류별로는 bevacizumab 17/1,525
(1.11%), ranibizumab 1/170 (0.59%), aflibercept 6/399 (1.5%)로
이전 연구[8,9]와 비슷한 발생률을 보인 경험이 있다. 발생률의
차이는 있었으나 특정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주사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주사기를 교체한 이후
유리체내 실리콘기름 방울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Melo et
al. [25]은 유리체내 aflibercept 주사 후 염증이 발생한 6명의 환

Table 3. Percentage of oil and air presence and number of silicone oil droplet in agitation and no agitation group, according to the type of
syringe
Group
Bevacizumab
(Group 1+2)

Fluid
(Group 3+4)

p-value

Syringe 1

15/20 (75)

11/20 (55)

0.320*

Syringe 2

2/20 (10)

1/20 (5)

1.000*

Syringe 3

10/20 (50)

6/20 (30)

0.333*

Syringe 1

6/20 (30)

5/20 (25)

1.000*

Syringe 2

4/20 (20)

2/20 (10)

0.661*

Syringe 3

7/20 (35)

5/20 (25)

0.731*

Syringe 1

6.4 ± 6.4

4.0 ± 4.6

0.198†

Syringe 2

0.3 ± 1.0

0.1 ± 0.4

0.534†

Syringe 3

1.3 ± 1.7

0.7 ± 1.2

0.226†

Presence of oil

Presence of air

Number of silicone oil droplet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Syringe 1 = Shinchang Medical Co.; Syringe 2 = Becton, Dickinson; Syringe 3 = Sungshim Medical Co.
*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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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서 유리체내 실리콘기름 방울을 확인한 후, 사례-대조
연구를 통해 염증과 특정 주사기 상품의 연관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주사기 상품 간의 실리콘기름 방울의 방출 정도를 비교하
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앞서 제기한 특정 주사기에서 실리콘
기름 방울이 더 많이 방출됨을 확인하였다[21]. 이에 본 저자들
도 주사기의 종류가 원인이라 판단하였고, 주사기 종류 이외에
유체의 종류(Avastin vs. 증류수), 교반 유무와 같은 변수를 추
가하여 본 실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
는 투베르쿨린 및 인슐린 주사기 상품에 따라 실리콘기름 방울
이 방출되는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없었기에 이 연구는 의미
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주사기 상품별로 실리콘기름이 방출된 횟수를 비
교하였을 때, 3개 주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번 주
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이 방출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번 주사기에서 가장 적었다(Table 1). 2016년 American Society
of Retina Specilats (ASRS)에서도 특정 주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특정한 주
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울이 다른 주사기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방출되었다. 1 mL 주사기는 일체형 주사기(syringes with fixed
needle)와 분리형 주사기(syringes with separate needle)로 나눌
수 있으며, 분리형 주사기는 주사기 결합 모양에 따라 루어-락
(Luer-Lok) 타입과 루어-슬립(Luer-Slip) 타입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일체형 주사기에서는 사강이 적어 주사 시 마지막에 플런
저가 바늘에 닿기 때문에 실리콘기름 방울이 더 많이 방출된다
고 발표하였다[19,24]. 대부분의 투베르쿨린 및 인슐린 주사기는
주사기 안쪽 벽면의 실리콘화가 되어 있으며, 이는 약물을 주입
할 때 플런저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고 마찰 없이 매끄럽게 하
기 위한 윤활 역할을 한다[11,12]. 그러나 실리콘기름은 소수성
이고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플런저나 주사기 벽에 붙어서
나중에 방출이 되며, 친수성이고 낮은 저항성을 가진 유체들은
주사 시 처음과 중간에 방출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24]. 따
라서 Emerson [24]은 사강은 실리콘기름 방울과 같은 저항이 높
은 성분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물을 주입할 때 더
많은 사강을 갖는 주사기에서 더 적은 기름 방울이 방출될 것
이라 보고하였다. 주사기 제조회사마다 실리콘화 공정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주사기 상품마다 실
리콘기름 방출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같
은 제조회사일지라도 주사기 상품의 제조 시기가 달라져도 공
정 과정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사기의
디자인이나 주사 바늘의 결합 차이 및 종류에 따른 편견을 고
려하지 않기 위해 동일한 루어-슬립 타입의 1 mL 분리형 주사
기, 방출 시 사용하는 주사 바늘은 동일한 제품의 30G 바늘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사강의 양을 최소한 줄이고 동일한 실험 조
건을 달성하기 위해 주사기를 180°로 돌려 주사바늘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플런저가 주사바늘까지 닿지 않도록 Avasti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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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를 방출하였다.
주사기 종류별로 Avastin 및 증류수를 충전한 후 교반을 시행
한 군과 교반을 시행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1번
주사기에서 교반을 시행한 군(1, 3군)에서 교반을 시행하지 않
은 군(2, 4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가 높았고, 방출된 주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울 개수가 많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번 주사기는 빈도 및 개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3번 주사기는 Avastin을 충
전한 군(1, 2군)에서만 교반을 시행할 때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 및 실리콘기름 방울 개수가 많았다(Table 1). 또한 1번 주사
기와 3번 주사기는 주사기별로 유체 종류에 관계없이 교반 유무
에 따른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 및 개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 2). 일반적으로 유리체내 주사 시 약
품이 든 바이알에서 투베르쿨린 또는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하
여 약을 뽑은 다음 주사바늘을 교체하여 눈에 주입한다. 때때
로 공기가 주사기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의사는 손가락으로 주사
기를 가볍게 치면서 공기 방울과 약을 분리하고 분리된 공기층
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리콘기름 입자
는 낮은 응집성(cohesiveness)을 가지고 있어서 손가락으로 주사
기를 튕기게 될 경우 입자들이 약제와 혼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25]. Melo et al. [22]는 교반을 유발한 군에서 실리콘기름 방
출 빈도뿐만 아니라 평균 개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고, Dias Júnior et al. [23] 또한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
기를 통해 교반 행위가 여러 주사기에서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교반을 시행한 군에서 교반을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실리콘기름이 나타날 확률이 265배 높다고 보고하
였다. 저자들도 본 실험에서 교반을 시행한 경우 실리콘기름 방
울의 방출 빈도와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전의 연구와 같은 결
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사기 종류별로 교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의 종류(Avastin
vs. 증류수)에 따라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빈도 및 개수를 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Uchino et al. [26]은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ies)가 주사
기 내의 실리콘기름 입자와 반응하여 단백질 응집을 형성하게
되어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
다. 유리체내 주사 후에 입자 오염(particle contamination)이 생
기는 문제점은 주로 bevacizumab과 관련되어 나타난다[27-29].
Bevacizumab은 ranibizumab이나 aflibercept과 같이 single dose
바이알에 보관되어 사용되지 않고, 큰 바이알에서 1 mL 주사기
로 분주하여 재포장(repackaging)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실리콘
기름에 의한 단백질 응집(aggregation)과 오염(contamination)이
잘 나타나게 된다[29]. 저자들은 본 실험에서 Avastin과 증류수
의 비교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은 Avastin이 실험에서 재포장이
되지 않고 직접 바이알에서 뽑아 사용하였으므로 ranibizumab
이나 aflibercept과 같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리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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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 주사하지 않고 in vitro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의 반응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렇듯 유리체내 주사로 실리콘기름 방울 및 단백질 응집과
관련된 입자 오염이 안구 내로 들어감으로써 발생하는 비문증
과 염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용 주사기를 별도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점차 커질 것이다. 현재 사
용 가능한 비실리콘화 주사기가 시중에 나와 있으며[18,30,31],
이 주사기의 사용으로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실리콘화 주사기에 윤활
역할이 없어 약물 주입 시 실리콘화 주사기에 비해 주사 시 힘
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32], 현재 안내용으로는 주사기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시간 및 환경 등의 현실
적인 제약으로 교반 행위 없이 유리체내 주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과도한 교반 및 교반
행위의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실리콘기름의 방
출 정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
력도 필요할 것이다.
본 실험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실리
콘기름 방울과 공기 방울의 구별을 성분 분석이 아닌 광학현미
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육안적
으로 실리콘기름 방울과 공기 방울은 쉽게 구별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높은 평가자 간 상관관계로 그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주사기 각각의 실험 샘플 횟수가 적
다는 점으로, 통계 분석의 가치를 높이려면 추후 많은 횟수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실험이 연속적인 방식으
로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음에도 편향의 가능성이 존
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정성
적 및 정량적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명확하
게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 실험은 특
정 주사기에 국한된 것이며 다른 종류의 주사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
본 실험 연구에서는 특정 주사기에서 많은 실리콘기름이 방출
되었으며, 특정 주사기에서 교반 시에 실리콘기름 방울이 더 많
이 방출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유리체내주사를 시행
할 때, 주사기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교반 행위들을 하지 말 것
을 추천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안내용 주사기를 별도로 생산하
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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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리체내 주사 시 사용하는 주사기에서의 실리콘기름 방출 비교 실험
목적: 국내 유리체내 주사에 사용되는 주사기의 실리콘기름 방울 방출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세 가지 종류의 주사기를 네 가지 조건 하에서 실리콘기름 방출 여부 및 방울 수를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군: 아바스틴 충전 후 교반을 시행한 그룹; 2군: 아바스틴 충전 후 교반을 하지 않은 그룹; 3군: 증류수 충전 후 교반을 시행한 그룹;
4군: 증류수 충전 후 교반을 하지 않은 그룹.
결과: 실리콘기름 방울의 방출 빈도는 주사기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1번 주사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1). 교반 유무에 따른
기름 방출 빈도는 1번 주사기와 3번 주사기에서 교반을 시행한 군에서 교반을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많았다(p < 0.001, p = 0.003). 교
반 유무에 따른 기름 방울 수 또한 1번 주사기와 3번 주사기에서 교반을 시행한 군에서 교반을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많았다(p < 0.001,
p = 0.001). 유체 종류에 따른 기름 방출 빈도 및 방울 수에서는 세 주사기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유리체내 주사에 사용되는 특정 주사기는 실리콘기름 방울을 많이 방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반 시에 더 많이 방출하므로 주사
시 교반을 피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안내용 주사기를 별도로 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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