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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THAMIC GAS / RETINAL GAS

안구내 삽입 가스 / 망막가스



망막가스



제품구성



망막가스 모델별 차이 : 용도



망막가스 모델별 차이 : 용도



망막가스 모델별 차이 : 작용 및 사용법



수술법 및 모델 별 사용법 구분 SF6 C2F6 C3F8

간단한 망막 유착술
Simple RD Retinopexy

순수가스
Pure gas

최대량 (mL) 1.5mL 1mL 0.8mL

유리체 절제술
Complex RD Vitrectomy

가스+공기 혼합
Mixture Gas + Air

비팽창 가스 % 20% 16% 12%

50mL기준 가스량 10mL 8mL 6mL

가스+공기 혼합 권장 비율

가스 공기

SF6 20%= 10ml 80%= 40ml

C2F6 16%= 8ml 84% = 42ml

C3F8 12%= 6ml 84% = 42ml

망막가스 모델별 차이 : 작용 및 사용법



Sulfur Hexafluoride ( SF6 )

1) SF6 Sulfur Hexafluoride

육불화황 / 6불화 유황 / 육플루오르화황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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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 탄소

F : 불소/불소원자

S :유항

Carbon 탄소 & Fluorine atoms 불소 원자

Sulfur Hexafluoride

SF6

망막가스 : SF6



Perfluorocarbon ( C2F6 & C3F8 )
과불화탄소

1) C2F6 Perfluorethane 퍼플루오레탄

2) C3F8 Perfluoropropan 퍼플루오로프로판

C C

C C C

C : 탄소

F : 불소/불소원자

S :유항

Sulfur 유항 and Fluorine 불소

Perfluorocarbon gas

C2F6 C3F8

망막가스 : C2F6 & C3F8



CHARACTERISTICS

Poorly soluble in water

Chemical inertness 

Transparency

ADVANTAGES

Guarantees the presence in the eye for a ± long term. 

No toxic, low interaction with organic tissue.

Easy visualization of the posterior segment.

낮은 용해도

화학적 안정성

투명도

장기동안의 안구내 존재 보장

무독성, 조직과의 낮은 상호작용

후안부의 시각화

특징 장점

가스 특징 및 장점



High difference of surface tension
with water (71 mN/m at 20°C)

Effective sealing of tears
효과적 열공 폐쇄

Creation of a unique bubble 
→ Filling whole space 
→ Good cover, even if the retina is folded

High reapplication force on the tissue
조직에 재적용력

→ progressive reattachment of the retina 
→ drainage of sub-retinal fluids 
→ stabilisation of the retina

PRECAUTION :  avoid a massive displacement of sub-retinal fluid in the macula through manipulation of the globe

Very low density/water

특징 장점

낮은 밀도/물

물과의 표면장력 차이

ADVANTAGESCHARACTERISTICS

가스 특징 및 장점



Large surface tamponade

넓은 표면의 탐포네이드

Gas bubble mobility

기포 이동성

장점

ADVANTAGE

0,3mL
90° of cover

2mL
180° of cover

Modification of the patient position allow reapplication of localised retinal micro-detachments
환자의 자세 변경은 국소박리의 치료에 도움

특징

CHARACTERISTICS

가스 특징 및 장점



특징 장점

Poorly soluble in water
낮은 용해도

Guarantees the presence in the eye for a ± long term
장기간 동안의 안구내 존재 보장

Chemical inertness 
화학적 안정성

No toxic, low interaction with organic tissue.
무독성, 조직과의 낮은 상호작용

Transparency
투명도

Easy visualization of the posterior segment
후안부의 시각화

High difference of surface tension with water (71 mN/m at 20°C)
물과의 표면장력 차이

Effective sealing of tears
효과적 열공 폐쇄

Very low density/water
낮은 밀도/물

High reapplication force on the tissue
조직에 재적용력

Large surface tamponade
넓은 표면의 탐포네이드 Modification of the patient position allow

reapplication of localised retinal micro-detachments
환자의 자세 변경은 국소박리의 치료에 도움Gas bubble mobility

기포 이동성

가스 특징 및 장점



Initial expansion induces an increased pressure. Progressive dissolution induces a decreasing tamponade surface.

1. Expansion 팽창

2. Dissolution 용해

시간

1 cc

SF6

C3F8

12일 30일 61일

0 cc

C2F6

1일

2 cc

3 cc

4 cc

안구내의 가스변화



*The favourite gas injection for simple RD : 0.3ml of SF6

필터

20%                
가스 SF6 

80%
공기

수술법 및 모델 별 사용법 구분 SF6 C2F6 C3F8

간단한 망막 유착술
Simple RD Retinopexy

순수가스
Pure gas

최대량 (mL) 1.5mL 1mL 0.8mL

유리체 절제술
Complex RD Vitrectomy

가스+공기 혼합
Mixture Gas + Air

비팽창 가스 % 20% 16% 12%

50mL기준 가스량 10mL 8mL 6mL

망막가스 사용법



Sub-retinal passage

- Haemorrage

- Choroïdal /sub-conjonctival passage

Hypertony

- Retinal tear 

- Cataract 

- Inflammation  

- Endophtalmitis

- Keratopathy

금기사항
A patient implanted with intraocular gas must absolutely 

안구 내 가스가 주입 된 환자는 절대적으로 압력 변화를 피하십시오

• Avoid pressure variations

(elevation, travel by plane, diving with or without isobar caisson, hyperbar caisson treatment) 

(고도, 비행기 여행, 장비 유무에 관계없이 다이빙, 하이퍼 바 케이슨 치료)

• Avoid nitrogen protoxide anaesthesia.1

질소프로폭시드 마비를 피하십시오

A patient who is not able to respect head position (obese, pregnant)

머리 위치를 위한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환자 (비만, 임신)

1. Lockwood AJ, Yang YF. Nitrous oxide i
nhalation anaesthesia in the presence 
of intraocular gas can cause irreversibl
e blindness. Br Dent J. 2008 Mar8;204
(5):247-8

망막 열공

백내장

염증

혈관내피증

각막병증

합병증 및 부작용



- 삽입 후, 안구 고혈압 치료와 IOP를 매일 관찰 필요

- 가스 주입 전후에 망막 중심 동맥의 관찰 필요

- 녹내장 환자 또는 IOP, 노인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추적 관찰

- 치료 중에 환자가 요구되는 자세를 취하며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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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대상환자 :
- RD with proliferation
- Giant Retinal Tears (≥180°)
- RD with AIDS

고려대상 환자 :
- 고압관련 활동이 잦은 환자 : 항공 여행, 다이빙
- 비만 / 임신
- 신경 퇴행성질환

일반적인 대상환자 : 
- Simple RD
- Macular Hole,
- Diabetic retinopathy 
- Traumatic Retinal Detachment

고려대상 환자 :
- 실리콘 인공 수정체 삽입 환자
- 실리콘 오일 과민반응환자

실리콘 오일유리체절제술
Vitrectomy

가스

GAS 망막가스 vs.  SILICON OIL 실리콘 오일

- Easy to inject
- No secondary surgery
- 3 gas for short-medium term tamponade
- Strong reapplication force
- Efficient sealing
-Disappear gradually

- Stay in the eye
- Permanent tamponade
- Long term sealing
- Preservation of the surface tamponade
- Difficult to inject and remove
- No reapplication pressure
- Potential emul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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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SSUE

안전성



 무균관리

• Due to unsterile liquefied gas container 

• Due to manometer and pressure reducer 

 혼합 농도의 존중

• Avoid human error 

• Guarantee gas purity 

 금기사항

• Pressure variation 

• Nitrogen anesthesia 

안전성



 삼중 안전성

•

•

•

안전성



Long term canister tightness

No air penetration

No varnish interaction, nor impurity

No permeation

Aluminium case

A 3-layers internal pouch

Over pressurized gas chambers 

Specific valve

안전성 : 순수도 보장



안전성 : Human Error 최소화



 SAVE TIME & MONEY

•
예) 실린더, 레귤레이터, 스탠드

•

•

•

ARCEOLE 망막가스의 장점



 Quality Control

ARCEOLE 망막가스의 장점



안구 내 삽입가스 시장

망막가스



안구내 삽입 가스 시장



액화가스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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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 실린더



Plastic syringe is not a right solution because of air permeation 
through a plastic syringe-container at atmospheric pressure.

타사제품) 사전 혼합 가스 주사기 ATM pressure



Because of air permeation, manufacturer increases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gas by 50% over concentration mentioned in the IFU

타사제품) 사전 혼합 가스 주사기 ATM pressure



• Arceole® by Arcadophta (SF6; C2F6; C3F8) patented® 특허보유

30mL single dose

• Arceole® Set Multidose by Arcadophta (SF6; C2F6; C3F8)

30mL single dose

• MicroGas® by Micromed (SF6; C2F6; C3F8) patent infringement 특허침해

50mL single dose

• GasMate® by Howard Instruments (SF6; C2F6; C3F8) patent infringement 특허침해

50mL single dose

• GOT® by Alchimia (SF6; C2F6; C3F8) patent infringement 특허침해

75mL single dose

가압가스 시장



ARCEOLE Pressurized gas

가압 가스

VS.

Liquefied gas

액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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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EOLE

Low-pressurized gas (가압가스)

1 to 5 uses => short duration storage
1 ~ 5 사용 => 단기간저장용량

Small containers => easy storage
소형용기 => 쉬운보관

1 set sterile => easy handle by the surgeon only
1 세트무균 => 외과의사에의한쉬운취급

1 set with accessories => no additional cost,
manipulation by the surgeon only

액세서리 1 세트 => 추가비용없음, 외과의에의한조작만가능

Pressurized container =>No toxic residue
가압용기 => 독성잔류물이없음

Liquefied gas (액화가스)

1 to 500 uses => risk of waste (shelf life, tightness)

1 ~ 500 용도 => 폐기물위험 (보관수명, 기밀성)

Big containers => consuming space
큰용기 => 소모공간

Non sterile container in a sterile room =>
manipulation by two nurses + 1 surgeon
무균실에서비살균용기 => 2 명의간호사 + 1 명의외과의사에의한조
작

Need of sterile complementary components (tube, filter, syringe, cannula, 
gas distributor) & investment on non sterile intermediate equipment 
(manometer. Regulator, feet..) +  biomedical maintenance => 
important costs
멸균보완성분필요비살균중개장비에대한투자필요성 + 생체의학
유지보수 => 중요한비용

Raise of toxic residues with gasconsumption Multiples uses

=> residual volume non controlled
가스소비로인한유독잔류물의증가배수는 => 비통제잔류량을사용

ARCEOLE 가압가스 vs. 액화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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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pressurized gas
가압가스

Liquefied gas
액화가스

P
rim

a
ry sa

fe
ty

기
본

적
인

안
정

성

Validation of sterilisation process,
of the gas through the filter

멸균 공정의 검증, 필터를 통한 가스의 검증
Realized No/Expected

Errors of understanding nurse / surgeon
간호사 / 외과 의사간의 이해오류

No
(Mixture by the surgeon only)

의사선생님이 바로 혼합

Yes/Potential
(Mixture by at least 2 persons

besides the surgeon)
3사람 이상의 도움 필요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use by a new staff
새로운 직원의 이해 오류

Easy Delicate

Change of residual impurities profile 
Norme ISO 16672-2003

잔여 불순물의 변화

Not applicable
Pressurized gas 

(Homogeneous impurities
concentration)

Hazardous
(Chemical impurities concentration increases with the d
ecrease of the vapor pressure resulting from gas use)

화학적 불순물 농도는 가스 사용으로 인한 증기압의 감소
와 함께 증가

Control of the pressure of relaxation of the gas,
Conservation of the sterilizing filter

가스의 이완 압력 조절, 살균 필터 보존

Not applicable
< 2 bars during the design

Possible 
if 2 manometers

압력계가 두개이상일 경우 가능

ARCEOLE 가압가스 vs. 액화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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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pressurized gas
가압가스

Liquefied gas
액화가스

A
d
d
itio

n
a
l sa

fe
ty

추
가

적
인

안
정

성

Usage out surgical theatre
수술장 밖의 사용법

Yes
(Retinopexy)

No

Complete traceability of the device per patient
환자별 추적성

Yes
Complete set delivered with traceability st

ickers

No
(bottle – multi use of the same can)

Syringe traceability?

Ease of the follow-up of the shelf-life of the con
sumable

용이한 유통기한 확인

Yes
Shelf-life on the package

Hard
No real control

Le
g
a
l re

sp
o
n
sib

ility
법

적
책

임

Transport
운송

No constraint
1000 units by air

Restricted transport forbidden by air

Legal cover of the marking EC 
Responsibility of the Industrial

마킹 EC의 법적 표지 산업의 책임

Everything 
including  can, gas, mixture device, sterili

zation process 
and use in ophthalmic surgery

Tightness of the bottle
Composition of gas

Responsibility of the surgeon / hospital
외과 의사 / 병원의 책임

Surgery only
Selection of the medical device for prepar

ation and surgery

ARCEOLE 가압가스 vs. 액화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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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pressurized gas
가압가스

Liquefied gas
액화가스

E
co

n
o
m

ics
경

제
적

Initial investments
초기 투자

Very low
(stock)

Important
Double pressure gauges & reducer of pressu

re, tripod

Purchase of consumables
소모품구매

No
(complete set)

Yes
(tube, syringe, filter, needle)

Maintenance
유지비

No
Yes

(each year)

Optimal availability of gas stock according to indications
적응증에 따른 최적의 가스 재고 확보

Low investment
SF6/C2F6/C3F8

Huge investment
(1 to 3 available gas)

Time mobilization of staff for preparation of consumables
소모품 준비를위한 직원의 시간 동원

Low Important

Return on investment 
(Surgeon, private hospital, hospital)

투자수익
High Low

Economic  loss
경제적 손실

Low / Rare
(when shelf-life have been passed)

High volume of non 
consumed gas
(flushing ...)

ARCEOLE 가압가스 vs. 액화가스



ARCEOLE 망막가스 사용법



권장 비율

가스 공기

SF6 20%= 10ml 80%= 40ml

C2F6 16%= 8ml 84% = 42ml

C3F8 12%= 6ml 84% = 42ml

사용법 : 가스 + 공기 혼합



가스통에 주사기를 수직으로 꽂는다1

2

주사기 몸통을 잡고 수직으로 눌러주면 자동으
로 가스가 주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3
주사기를 좌우로 흔들며 제거한다

사용법 : 가스 + 공기 혼합



4

초과되는 양의 가스를 빼내 사용할 가스의 비율을 조절

5

밀대를 당겨 공기를 빨아드려 공기와 가스의 비율대로 혼합

6 필터를 제거하고 주사 바늘을 연결

권장 비율

가스 공기

SF6 20%= 10ml 80%= 40ml

C2F6 16%= 8ml 84% = 42ml

C3F8 12%= 6ml 84% = 42ml

사용법 : 가스 + 공기 혼합



SF6 가스 20% : 공기 80%

1.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통에 붙지 않고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2. 가스입구에 주사기를 꽂아 가스가 주사기에 밀려 빨아 들어가게 한다.

3. 주사기 눈금선 10mL까지 밀대를 밀어 가스를 버린다.

4. 10mL가스가 남아있는 주사기의 밀대를 눈금선 50mL까지 당겨 40mL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5. 필터를 제거하고, 주사바늘을 꽂아 안구에 주입한다.

C3F8 가스 12% : 공기 88%

1.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통에 붙지 않고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2. 가스입구에 주사기를 꽂아 가스가 주사기에 밀려 빨아 들어가게 한다.

3. 주사기 눈금선 6mL까지 밀대를 밀어 가스를 버린다.

4. 6mL가스가 남아있는 주사기의 밀대를 눈금선 50mL까지 당겨 44mL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5. 필터를 제거하고, 주사바늘을 꽂아 안구에 주입한다.

C2F6 가스 16% : 공기 84%

1.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통에 붙지 않고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2. 가스입구에 주사기를 꽂아 가스가 주사기에 밀려 빨아 들어가게 한다.

3. 주사기 눈금선 8mL까지 밀대를 밀어 가스를 버린다.

4. 8mL가스가 남아있는 주사기의 밀대를 눈금선 50mL까지 당겨 42mL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5. 필터를 제거하고, 주사바늘을 꽂아 안구에 주입한다.

C2F6

SF6

C3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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