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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황반원공 치료에서 고점도 실리콘기름의 치료 효과:
증례보고
Therapeutic Effect of High Viscosity Silicone Oil for Treatment of Refractory Macular Hol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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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recurrent macular hole that formed after vitrectomy for proliferative vitreoretinopathy with retinal detachment and was successfully treated using high viscosity silicone oil (HVSO).
Case summary: A 48-year-old man visited our clinic for blurred vision in his left ey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20/1,000 in
his left eye. A horseshoe tear at 2 o’clock and bullous retinal detachment (RD), involving macula was found on fundus exam. The patient
underwent pars plana vitrectomy (PPV), inner limiting membrane (ILM) peeling, and sulphurhexafluoride (SF6) injection. After 3 weeks,
a macular hole was found in his left eye. He underwent additional PPV, autologous ILM transplantation, autologous platelet concentrate
injection, and 20% SF6 gas injection. However, the hole remained 5 weeks after the second operation. Thus, he underwent an additional
gas injection using perfluoropropane. When the macular hole still had not resolved, a third SF6 gas injection was performed. Three weeks
later, the hole was still present and the patient underwent a fourth operation using HVSO. Two months after the last operation, the hole
was completely closed, and was maintained at 8 months without any complications from emulsification. The oil was removed, and the
hole remained closed for 3 years. BCVA at the last follow up was 20/1,000.
Conclusions: We successfully treated chronic refractory macular hole using HVSO, which occurred secondary to vitrectomy for RD. Based
on this case, HVSO might be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gas tamponade for treating chronic refractory macular hole after vitrectomy for RD.
Keywords: Emulsification; Macular hole; Silicone oils; Viscosity

서론
황반원공은 황반부에 가해지는 후유리체피질의 접선 방향의
견인력과 중심와 주변부의 후유리체박리의 발생으로 인한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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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견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전층
황반원공(full thickness macular hole)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행하는 원인 및 질환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간혹 안 외상, 고도근시, 열공망막박리와 연관되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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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도 한다[1,3,4].
오늘날 전층 황반원공의 가장 주요한 치료는 최소 침습 유리
체망막 수술이다. 후유리체 및 후유리체 막을 제거하고 내경계
막(inner limiting membrane)을 벗겨낸 후에, 안구내 장시간 유
지되는 가스를 주입하여 전층 황반원공을 치료하며, 이는 성공
률이 90%에서 98%에 달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5,6].
하지만 최대 10%에 이르는 황반원공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황반원공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유지되거나, 닫혔던 황반원공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7]. 황반원공 수술 후 원공이 폐쇄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수술 전 유병 기간, 황반원
공의 크기 및 망막색소상피 세포의 상태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7]. 그 외에 수술 시 접선 방향 견인력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원공 폐쇄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수술 후 재발한 황반원공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황반원공부에 자가 혈소판 농축물을 주입하
거나 자가 내경계막을 이식하는 방법, 황반원공의 경계 부위에
레이저를 시술하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8-10]. 또한, 일반적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쇄되지 않는 만성 황반원
공의 치료에 고비중 실리콘기름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안구 내
가스나 실리콘기름 주입술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11-14], 이에 반해 일반적인 실리콘
기름으로도 고비중 실리콘기름에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만성 황
반원공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15,16].
일반적으로 안내충전물로 사용되는 실리콘기름에는 크게 점
도가 낮은 것(1,000 or 1,300 centistoke)과 높은 것(5,000 or 5,700
centistoke) 두 가지가 있다. 실리콘기름의 점도가 높을수록 낮은
것에 비해 수술 시 주입과 제거가 더 느리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
으나, 실험적으로 점도가 높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유화가 덜 된
다는 보고가 있다[17]. 이러한 기름의 유화는 임상적으로 이차적
인 녹내장과 각막 내피의 대사 변화로 인한 각막병증, 백내장의
진행과 망막병증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8].
최근 본 저자들은 망막박리와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의 치료 목
적으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황반원공에서 고식적
인 유리체망막절제술 및 가스 주입술을 반복하여 시행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황반원공을 경험하였고, 고점도의 실리콘
기름을 이용하여 기름의 유화로 인한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황반원공을 폐쇄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48세 남자가 2일 전부터 좌안 아래쪽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
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특이 내과 및 안과적 과거력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다. 내원 당시 우안 최대 교정시력 20/20,
좌안 최대 교정시력 20/1,000이었고, 안압은 우안 11 mmHg,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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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47-year-old man without a relevant medical history presented with inferior visual disturbance of the left eye. (A) Fundus examination
revealed a large retinal detachment from 11 o’clock to 4 o’clock (black
arrowheads) with a horseshoe tear at 2 o’clock in the left eye, glistening
membrane at the macula, and fibrous membranes suggesting development of proliferative vitreoretinopathy. (B) OCT showing macular involving retinal detachment (red arrowheads). (C) OCT revealed a 608-μmsized hole in the left eye 3 weeks after vitrectomy and SF6 gas injection.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F6 = sulphur hexafluoride.

안 15 mmHg였다. 안저검사 상 좌안 2시 방향에 말굽형 찢김
(horseshoe tear) 소견 및 11시부터 4시 방향의 전반적인 열공망막
박리, 황반부 박리, 망막전막 및 증식유리체망막병증 소견을 확
인하였다. 이에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술, 유리체절제술, 망막열공을 통한 망막하액 제거술, 망막전막
제거술, 인도사이아닌그린 염색을 통한 내경계막 제거술을 시행
하였고 20% 육플루오르화황(sulfur hexafluoride, SF6) 가스를 주
입하였다. 수술 후 10일째 황반부 및 주변부의 망막박리는 모두
잘 유착되었으나, 수술 후 3주째에 빛간섭단층촬영 상 608 μm
크기의 황반원공이 새롭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1). 황
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4주차에 유리체절제술, 자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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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CT after therapeutic vitrectomy with autologous ILM transplantation and SF6 gas injection (second operation). (A) Temporary closure
of the macular hole after the second operation. (B) Re-opening of the macular hole after the second operation. (C) Recurred macular hole continuously remaining after C3F8 injection. (D) Remaining macular hole after additional vitrectomy with autologous platelet concentrate injection, SF6
gas injection, and gentle massage around macular hole using an extrusion needle.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LM = inner limiting
membrane; SF6 = sulphur hexafluoride; C3F8 = perfluoropro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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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CT after HVSO injection. (A) Well-positioned ILM flap 3 days after HVSO injection. (B) Reduced macular hole 1 month after the HVSO
injection. (C) OCT showing complete closure of the macular hole after 2 months.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HVSO = high viscosity
silicone oil; ILM = inner limiting membrane.

경계막 이식술 및 자가 혈소판 농축물 주사술을 시행하였고, 추
가적으로 20% SF6 가스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자가
내경계막 이식편은 황반원공의 면적과 비슷한 약 0.25 mm2로,
하부 혈관궁의 하측에서 채취되었다. 2차 수술 이후 1주차에는
황반원공이 잘 폐쇄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3주차에 재발하
였고, 수술 후 5주째까지 황반원공이 지속되어, 추가적으로 과
불화프로판(perfluoropropane, C3F8) 가스를 유리체강에 주입한
뒤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였다. C3F8 가스 주입 후 2주째에도 황
반원공은 닫히지 않았으며, 이에 자가 혈소판 농축물 주입술 및
20% SF6 가스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이때 배출 바늘(extrusion
needle)을 이용하여 황반원공의 주변부를 가볍게 마사지해주었
다(Fig. 2). 세 번째 수술 후 10일째까지 황반원공이 지속되어, 자
가 내경계막 이식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자가
내경계막 이식편은 황반원공의 면적보다 큰 약 0.6 mm2로, 이전
수술 시 채취되었던 부위에서 비측으로 인접한 곳에서 채취되었
다. 이와 동시에 5,700 centistoke 고점도 실리콘기름(Oxane 5700
Silicone Oil, Bausch + Lomb, Inc., Rochester, NY, USA)으로 안
구를 충전하였다. 고비중 실리콘기름 주입을 시행한 후 2달째에
황반원공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이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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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ight months after HVSO injection. (A) Fundus examination revealed a well-closed macular hole, and (B) OCT demonstrated
complete closure of the macular hole. After oil removal, (C) fundus
examination revealed a well-attached retina and well-closed macular
hole. (D) OCT demonstrated complete closure of macular hole after
the oil removal. HVSO = high viscosity silicone oil;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개월까지 기름의 유화로 인한 이차적인 안압의 상승이나 각막병
증 없이 황반원공이 폐쇄된 채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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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기름 제거술을 시행한 뒤 3년까지 황반
원공은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최대
교정시력은 20/1,000 이상으로 호전되지는 않았다(Fig. 4).

고찰
본 증례는 열공망막박리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이후 이차적으
로 발생한 황반원공으로, 기존 보고에 따르면 유리체절제술 이
후 2차적으로 발생한 황반원공의 경우 0.24%에서 1.9% 사이의
드문 발병률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19], 본 증례와 같이 열공
망막박리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이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 역시 1.1%의 낮은 발병률로 보고된 바 있다[20]. 유리체절제
술 이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황반원공의 발병 기전은 명확히 알
려진 바 없으나, 일반적인 특발성 황반원공의 발병 기전과 마찬
가지로 안구의 앞뒤 혹은 접선 방향의 견인이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수술 전 황반부에 망막 전막
이 있었거나, 첫번째 유리체절제술 당시 망막전막을 제거하거나
후부 유리체박리를 유발시키는 등의 황반부 조작으로 인해 황
반부에 견인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본 증례와 같이 황
반부를 침범하는 망막박리에 대한 유리체절제술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9].
이러한 황반원공의 치료에 사용되는 안내 충전물은 첫째로
망막하액의 흡수를 돕고, 둘째로 증식하는 신경 교질세포들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21].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F6 가스는 만성 황반원공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높은 폐쇄율
을 보이고, 수술 후 기능적인 결과 역시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가스 주입 후 엎드린 자세를 잘 유지해야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가 수술 성공을 위해 매우 결정
적으로 작용한다[11]. 또 다른 저자들은 C3F8 가스와 고비중 실
리콘기름과 같이 보다 오래 지속되는 안구 내 충전물들이 위
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 더 적합하다고 발표하
였다[12,13]. 특히 고비중 실리콘기름의 경우 기존의 실리콘기름
보다 비중이 높아 망막에 더 잘 접촉하여 원공 부위를 폐쇄하
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11,14], 최근 한 연구에
서는 기존의 실리콘기름이 지속적으로 폐쇄되지 않는 황반원
공의 치료에서 고비중 실리콘기름이나 C3F8, 헥사플루오르에탄
(hexafluoroethane)과 같은 가스 주입물들 만큼의 높은 폐쇄율
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수술 후 엎드린 자세를 요하는 가
스들과는 다르게 환자의 협조에 따른 영향이 적고, 고비중 실리
콘기름에 비교해서는 비용 대비 효율이 더 좋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환자에 따라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15].
본 증례 역시 고점도의 실리콘기름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가
스 주입술 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황반원공을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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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료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증례에서는 치료 중 자가 내경계
막 이식술을 같이 하였으며, 이 시술은 이식된 내경계막이 제
위치에 잘 유지되어야 성공적인 황반원공 폐쇄를 유발할 수 있
다. 본 증례에서는 2차 수술 및 마지막 수술 때 자가 내경계막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SF6가 사용된 2차 수술과 달리 실리콘
기름이 사용된 마지막 수술 이후에만 황반원공이 성공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아, 가스에 비해 비중과 점도가 높은 실리콘
기름이 내경계막 이식편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효과 때문에 이
식편이 유실되지 않고 더 잘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이후 자가 내경계막 이식술과 각각의 안내 충전
재들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점도가 높은 실리콘기름이 사용되었는데, 최
근 발표된 기름의 점도에 대한 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으나, 높은 점도의 실리콘기름이 낮은 점도의 기름에
비해 유화되는 속도가 늦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특히 이 연구
에 따르면 수술 후 9개월 이후부터 유화의 속도가 확연하게 차
이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본 증례와 같이 장기간의 충전시간이
필요한 경우 고점도의 실리콘기름을 통해 유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차성 녹내장과 각막병증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를 통해 열공망막박리의 치료를 위한 유
리체절제술과 가스 주입술, 내경계막 이식으로도 폐쇄되지 않
는 불응성 황반원공에 고점도의 실리콘기름 주입술이 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
다. 따라서 1차 수술 후에도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만성 또는 재
발성 황반원공의 치료를 위해 고점도 실리콘 오일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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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난치성 황반원공 치료에서 고점도 실리콘기름의 치료 효과: 증례보고
목적: 망막박리 수술 후 발생한 이차성 황반원공에서, 고식적인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원공에 대해 고점도의 실리콘기름을 사용하여 치
료에 성공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특이 과거력 없는 48세 남자 환자가 좌안 아래쪽 시야 흐림으로 내원하였다.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20/1,000이었고, 안저검
사 상 2시 방향의 열공 및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박리와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관찰되어, 좌안 유리체절제술과 내경계막 제거술 및 육
플루오르화황(sulphurhexafluoride, SF6) 가스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3주 뒤 망막은 유착됐으나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내경계막 이
식과 자가혈소판 농출물 및 SF6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공이 지속되어 과불화프로판(perfluoropropane) 주입술을 포함한 2회
의 추가 수술을 시행했으나, 원공이 지속되어 고점도의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마지막 수술 8개월 후까지 유화로 인한 부작용
없이 원공이 닫힌 채 유지되어 기름을 제거하였고, 제거 후 3년까지 원공은 완전히 닫힌 상태로 유지되었다.
결론: 이 증례를 통해 열공망막박리 수술 후 발생한 만성 불응성 황반원공에서, 황반원공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고점도 실리콘기름
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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