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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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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akic intraocular lenses (PIOLs) are gaining popularity as an alternative
to wearing spectacles for correction of myopia in patients who are not appropriate
candidates for traditional corneal refractive surgery (CRS). Although the visual outcome
of such a procedure is at least equivalent to traditional CRS (i.e., photorefractive
keratectomy, laser-assisted in situ keratomileusis), the risks and complications are
different. This risk profile must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 airman with PIOLs
for medical clearance. This case involves an otherwise healthy applicant for Class-3
medical certification who has had these lenses implanted for the correction of my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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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증례보고
이 사례는 제3종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최초 신청한 22세 여성
에 대한 것이다. 본 신청자는 7개월 전에 근시 교정을 위해 양측
후방(posterior chamber)에 유수정체 안내렌즈(phakic intraocular lense, PIOL) 삽입술을 받았다. 렌즈 삽입술 전의 근시 정
도는 대략 오른쪽 눈 –6.0 디옵터(diopter, D), 왼쪽 눈 –7.0 D

된 모든 의무기록을 제출했다. 항공 신체검사 시, 나안 시력은 원
거리 및 근거리 양안 모두 1.0이었다. 후광과 빛 번짐 같은 야간
시력 왜곡은 부인하였다. 그 외 안과 검사 결과는 모두 제3종 항공
신체검사 증명 기준을 충족하였다.

II. 고

찰

의 굴절 오류가 있었다. 시술 전 나안 시력은 양안 모두 0.03이었

근시 교정을 위한 PIOL 삽입술은 기존의 수정체를 둔 상태에서

으며 교정 시력은 양안 모두 1.0이었다. 라식(LASIK)이나 라섹

추가로 인공 수정체를 안내에 삽입하는 수술이다. 이때 삽입하는

(LASEK) 등의 레이저를 이용한 굴절 교정술 대신 PIOL 삽입술을

인공수정체는 홍채에 고정시켜 전방에 위치시키는 타입과 섬모체

시행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PIOL은 후방 섬모체 고랑에 고

고랑에 고정시켜 후방에 위치시키는 타입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

정하는 방식의 렌즈(implantable collamer lens, ICL)를 삽입 받

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은 것 중

았으며 합병증 없이 시술되었다. 항공 신체검사 1개월 전에 좌안

에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Artisan 렌즈가 있으며[1], 후자에 속하

주변부 망막에 격자 변성이 발견되어 예방적 레이저 광응고술을

는 것은 ICL이 있다[2]. PIOL 수술은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고 시

시행받았다.

력 회복도 빠른 편이다. 그렇지만 시력 교정 수술 기법으로 잘 알

신청자는 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

려진 라식 또는 라섹과 달리 PIOL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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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라식 또는 라섹에 비해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높기

결론적으로, PIOL은 고도 근시의 경우에 시행받을 수 있는 근시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적응증이 되는 대상이 라식 또는 라섹이 불

교정술이지만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 종사자

가능한 수준의 고도 근시(최대 –18 D까지)를 가지고 있거나 각막

와 항공 전문의사는 모두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두께가 얇아 라식 또는 라섹이 어려운 환자 또는 각막의 병리로

하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해 레이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보편
적이다.
PIOL은 안구 내 수술에 따른 출혈, 감염 등 일반적 부작용뿐만
이 아니라 수술 후 시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빛 번짐(glare), 후
광(halo)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보다 좀 더 심각한 것으
로 폐쇄각 녹내장이나 각막 내피세포 소실 등의 위험이 있다. 이
는 비좁은 공간에 추가로 인공물질을 삽입함으로써 전방 공간을
좁게 하여 생기는 것이다. 최근 논문에 의하면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경우는 약 3.2%라고 소개되었다[3]. 각막 내피세포 소실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막 부전으로 시력 감소는 물론이고 심한 경
우는 각막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작용은 전방
유수정체 PIOL을 삽입 받았을 때 더 잘 생길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년에 1.8%씩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4]. 백내장도 흔한 합병증인데, 특히 PIOL의 위치가 기존의 수정

IV. 판정결과
신청자는 1년마다 안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3종 항공 신체검사 증명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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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매우 밀접한 후방 PIOL은 더욱 그 위험도가 높다. FDA의 발
표에 의하면 5년의 경과 관찰에서 본 수술을 받은 사람의 6%–7%
에서 전낭하 혼탁(anterior subcapsular opacity)이 발생했다고
한다[4]. 드물게 홍채와 기계적 접촉 및 마찰로 인한 색소 분산 증
후군(pigment dispersion syndrome)과 그에 따라 이차적으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드물게 일반적인 안내 수술의 합병
증들인 황반 부종, 망막 박리, 안내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III. 항공의학적 고찰
PIOL도 안구 내 수술이며 굴절 교정술에 해당하므로 수술 뒤
최소 3–6개월간의 안정 및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이후 시력과 기
타 시기능 기준이 발급 조건을 만족하고 안과적 합병증이 없으면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PIOL과 관련된 주요
합병증(백내장, 각막 내피세포 감소, 녹내장, 홍채 색소 분산 증후
군 등)은 세월이 흐를수록 누적되어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지속
적인 경과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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