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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눈물막 및 안구표면장애에 대한 0.15%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의 효과
Effects of 0.15% Sodium Hyaluronate on Tear Film and Ocular Surface
Disorders after Vitrectomy Surgery
최지호 1⋅박영명 1⋅정진구 1,2,3⋅조남천 1,2,3⋅유인천 1,2,3
Ji-Ho Choi, MD1, Young-Myoung Park, MD1, Jin-gu Jeong, MD, PhD1,2,3, Nam-Chun Cho, MD, PhD1,2,3,
1,2,3
In-Cheon You, MD, PhD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1, 전북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 2, 전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3
1

Department of Ophthalm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 Jeonju,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linical Medicine, Jeonbuk National University2, Jeonju, Korea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3, Jeonju, Korea

Purpose: To confirm the effect of 0.15% sodium hyaluronate on tear film and ocular surface disorders after vitrectomy surgery.
Methods: The control group 19 patients and the test group 20 patients who underwent vitrectomy were enrolled. The control
group took only antibiotics and steroids eye drops after surgery for 1 month, and the test group used 0.15% sodium hyaluronate
eye drops for 2 months additionally.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tear film break-up time, Schirmer test, corneoconjunctival staining and meibomian gland seretion test were evaluated before surgery (baseline), 1 day, 1 week, 1 month, and 2 months
after surgery.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trial group at 1 week in Schirmer test (p = 0.038). In OSDI, the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until 2 months after vitrectomy in the control group (p = 0.021). However, the test group recovered
at 2 month after surgery. In control group, TBUT showed significant decrease at 1 month (p = 0.022) and Schirmer test showed
significant decrease at 2 months (p = 0.048) compared to the baselin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est group.
Corneoconjunctival staining showed early increase and then progressive decreasing tendency at postoperative period in both
group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of corneal staining at 2 months (p = 0.007) compared to the baseline only in the test
group.
Conclusions: Tear film and ocular surface disorders that occurred after vitrectomy worsen after surgery and then mostly recover.
Postoperative 0.15% sodium hyaluronate instillation can alleviate the dry eye symptoms and is thought to contribute to early improvement of clinical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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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의 항상성 소실로 인한 안구불편감,
시력장애를 동반하는 안구표면의 다인성 질환으로, 눈물막
의 불균형과 고삼투압, 안구표면의 염증과 손상, 신경감각
1
계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의 빈도는 모니

터를 많이 보는 사무직이나 약물, 담배연기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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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술도 안구표면 및 눈물막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안
2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성분에 과민성을 가지거나 과민

구건조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백내장과 각막수술 후에 발

성이 의심되는 환자, 현재 수유 및 임신 중이거나 임상시험

2

중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기타 임상시험 참여가 부적

생하는 안구불편감은 수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서도 종종 안구자극감, 이물

합하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

감, 시력저하 등이 발생하는데, 수술 시 절개가 클수록, 수

전에 대상 환자들로부터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술 시간이 길수록, 수술 시 봉합을 시행한 경우에 환자들이

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수술 후 더 많은 불편감과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번호: 2018-10-019-003), 헬싱키선언

3-5

었다.

수술 후 발생한 안구표면장애 환자에서 인공눈물,

을 준수하여 실시되었다.

연고, 겔 등의 눈물 대체재는 윤활작용, 눈물 구성 성분의

총 43명의 환자를 무작위 배정을 통하여 대조군 21명, 시

대체, 염증 물질의 희석, 눈물 오스몰 농도의 감소 등의 효

험군 23명으로 분류하였다. 선정된 환자에 대하여서는 환

과가 있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와의 병용으로 사용될

자의 나이, 성별, 수술안의 방향, 유리체절제술 전 진단명,

6,7

수 있다.

이전 수술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백내장수술 후 안구건조증의 발생은 9.8%로 보고되었고

®

유리체절제술은 유리체절제기(The CONSTELLATION

대개는 술 후 일주일 이내의 초기에 발생한다고 하였다.8

Vision System;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백내장수술 전후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로 술 전 검사와

USA)를 이용하였으며, 23게이지, 25게이지 유리체절제술

술 후 한 달째 검사가 지속적인 안구건조 증상을 예측하는

은 한 명의 술자(J.G.J)가 시행하였다. 유리체절제술은 23게

9

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백내장수술 후 안구건조 증상

이지 혹은 25게이지 캐뉼라를 각막윤부에서 3-3.5 mm 떨

에 대한 인공눈물 등 안약 점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어진 곳에 비스듬하게 각막윤부와 평행하게 2시, 8시 그리

10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눈물막 및 안

고 10시 방향에 삽입하였다. 수술 후 캐뉼라는 조심히 제거

구표면장애에 대한 인공눈물 점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한 뒤 쇠공막누르개를 사용하여 공막절개 부위를 마사지한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

뒤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무봉합으로 수술을 종료하

은 환자에서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1회용 0.15% 히알루

였다.

이루어져 왔으나,

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액의 추가 사용 유무

대조군은 수술 후 0.5% moxifloxacin (Vigamox®; Alcon

에 따른 눈물막 및 안구표면 검사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들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와 0.1% fluo-

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rometholone (Flumetholon®0.1; Santen Pharmaceutical Co.,
Osaka, Japan)을 수술한 눈에 하루 4회씩 술 후 1개월 동안

대상과 방법

만 점안하였다. 시험군은 moxifloxacin, fluorometholone을
수술한 눈에 하루 4회씩 1개월 동안 점안하고 추가로 0.15%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원에서 유리체절제술

sodium hyaluronate (New Hyaluni 0.15%; Taejoon, Seoul,

후 안구건조 증상 및 소견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로

Korea)을 하루 6회씩으로 술 후 첫 1개월은 기존 약제와 동

서, 안구건조증이 있으며 쉬르머검사에서 10 mm 이하 또

시에 점안하고 그 다음 1개월은 단독으로 점안하였다.

는 눈물막파괴시간이 10초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본 임상

수술 전후 발생한 눈물막 및 안구표면장애에 대하여서는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시행

안구건조증 설문지인 안구표면질환지수(Ocular surface dis-

하였다. 만 18세 미만의 환자, 안구건조증에 기인하지 않는

ease index, OSDI)와 눈물막파괴시간, 눈물분비량으로 쉬

임상적으로 유의한 각막표면질환, 비정상적인 각막 민감성,

르머검사, 각결막 염색 및 마이봄샘 배출검사 등을 수술 전

비정상적인 눈물과다가 있는 경우, 스크리닝 시점에 활동

(baseline), 수술 후 1일, 수술 후 1주일, 수술 후 1개월, 수

성 안감염이 있는 환자, 6개월 이내에 안과 수술력 또는 안

술 후 2개월에 평가하였다. OSDI 설문지는 안구건조증에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안구건조증에 영

관련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구증상(5문항), 시력에

향을 줄 수 있는 전신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약물의 투여

관한 기능(4문항), 증상 유발 환경인자(3문항) 총 3항목, 12가

력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눈물막 및 안구표면에 영향

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증상에 따라 항상 그렇다(4점),

을 줄 수 있는 점안제를 사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영구적

대부분(3점), 절반 정도(2점), 가끔(1점), 전혀(0점)으로 점

눈물점폐쇄술을 시행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

수를 평가하여 총점은 0-100점 범위이다.

험에 참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콘택트렌즈 착용한 적이

수 0-12점까지는 정상, 13-22점은 경도(mild) 안구건조증,

있었던 경우 또는 시험 기간 중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요한

23-32점은 중등도(moderate) 안구건조증, 33-100점은 중증

11

OSDI 설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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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안구건조증으로 분류하였고 13점 이상을 안구건조

하였고, 1명은 사고로 타 병원에 입원하여 시험에 참여하지

증으로 진단하였다. 눈물막파괴시간 측정은 1% 플루오레

못하였다. 성별은 대조군이 남자 11명, 여자 8명이었으며,

신 용액을 결막낭에 점안한 후 환자에게 눈을 몇 번 깜박이

시험군이 남자 11명, 여자 9명이었다(p=1.000). 평균 연령은

게 한 후 마지막 깜박인 시점부터 염색된 눈물층에 점 또는

대조군은 60.89 ± 9.03세(범위, 43-84; 중앙값, 62세), 시험

줄 형태의 결손이 관찰될 때까지의 시간을 세극등현미경의

군은 65.00 ± 6.57세(범위, 54-75; 중간값, 65세)였다(p=0.116).

코발트블루 광원을 이용하여 초단위로 측정하였고 총 3회

수술을 시행 받은 눈은 대조군은 우안이 5안, 좌안이 14안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쉬르머검사는 점안마취 없

이었고, 시험군은 우안이 9안, 좌안이 11안이었다(p=0.320).

이 쉬르머검사용지를 아래 눈꺼풀 바깥 1/3 지점에 삽입한

수술 전 진단명은 대조군에서 증식당뇨망막병증 6안, 망막

뒤 5분 후 검사용지의 젖은 길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

앞막 6안, 열공망막박리 5안, 황반원공 2안이었으며, 시험

하였다. 각결막염색은 1% 플루오레신용액 점안 후 각결막

군은 증식당뇨망막병증 4안, 망막앞막 11안, 열공망막박리

염색 정도를 National Eye Institute scale에 따라 측정하

2안, 황반원공이 3안이었다(p=0.377). 시험군과 대조군 모

12

였다. 각막은 5구획, 결막은 6구획으로 구분하고 각 구획

두에서 결막절개가 필요한 공막돌륭술을 받은 경우는 없었

의 염색되는 정도에 따라 각각 Grade 0 (염색 안 됨)에서

다. 수술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대조군이 47.68 ± 18.01분,

Grade 3 (전체적인 염색 관찰됨)으로 등급을 나누었으며

시험군이 45.15 ± 21.01분이었다(p=0.688). 23게이지/25게

각 구획의 점수를 더하여 측정하였다. 마이봄샘배출검사는

이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은 비율은 대조군이 12/7, 시

기존의 보고대로 위눈꺼풀 또는 아래눈꺼풀 중앙부 8개의
마이봄샘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부 마이봄샘의
위아래에서 압력을 주어 배출된 기름의 상태 및 배출된 샘
13

의 수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마이봄샘 질 지수(Meibum

quality score)는 평가한 마이봄샘의 절반 이상에서 0에서
3의 4단계(0=맑은 액체, 1=흐린 액체, 2=탁한 입자를 포함
한 액체, 3=치약같은 불투명체)로 배출된 기름의 상태를 구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between control and trial
group in patients performed vitrectomy surgery
Characteristic
Age (years)

Control group
(n = 19)

Trial group
(n = 20)

p-value

60.89 ± 9.03

65.00 ± 6.57

0.116

*

Sex (male/female)

11/8

11/9

1.000

†

분하여 평가한 후 총점 0-24점으로 하였다. 마이봄샘 배출

Laterality (right/left)

5/14

9/11

0.320

†

지수(Meibum expressibility score) 또한 0에서 3의 4단계

Preoperative diagnosis

0.377

†

(0=모든 샘에서 배출, 1=3-4개의 샘에서 배출, 2=1-2개의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6

4

Epiretinal membrane

6

11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5

2

Macular hole

2

3

7.87 ± 2.95

7.37 ± 3.57

0.639

*

11.16 ± 5.63

7.90 ± 3.46

0.061

‡

샘에서 배출, 3=모든 샘 배출 안 됨)로 구분하여 배출된 샘
의 수에 대하여 총점 0-3점으로 평가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대조군과 시험군의 범주형 변수
는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두 군의 연속형 변수에

Dry eye parameters

대하여서는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성 여부를 확

TBUT (seconds)

인하고 결과에 따라 indepen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Schirmer I test (mm)

U 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술 전 검사 항목별 측정

Corneal staining
score

0.34 ± 0.47

0.90 ± 1.23

0.106

‡

0.05 ± 0.23

0.30 ± 0.73

0.310

‡

서의 비교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다. 분석

Conjunctival staining
score

한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MG quality

8.63 ± 4.27

10.40 ± 4.57

0.231

‡

정의하였다.

MG expressibility

0.26 ± 0.45

0.50 ± 0.61

0.274

‡

20.81 ± 15.22

24.67 ± 16.24

0.517

‡

12/7

13/7

1.000

†

47.68 ± 18.01

45.15 ± 21.01

0.688

*

값과 경과 관찰을 통하여 반복 측정한 결과의 동일 군 내에

OSDI score

결

과

대조군 19명 및 시험군 20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시험에 참여한 전체 환자는 42명으로 대조군은 20명 중에
서 1명은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재수술을 사유로 시험에서
이탈하였으며, 시험군 22명 중 1명은 자의로 시험을 중단
24

Vitrectomy
(23-gauge/25-gauge)
Operation tim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TBUT = tear film break-up time; MG = meibomian gland;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
†
‡
Independent t-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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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Figure 1. Intragroup comparison of ocular surface parameters measured after vitrectomy surgery. The W ilcoxon signed-rank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of each group, and p <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Dashed line and solid line display of
comparison between baseline and each postoperative measurement (1 day, 1 week, 1 month, and 2 months) of the control and trial
group, respectively. (A) Tear film break-up time (TBUT) (seconds), (B) Schirmer I test (mm), (C) corneal staining score, (D) conjunctival staining score, (E) meibomian gland (M G) quality, (F) M G expressibility, and (G)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score. D, Postoperative day; W , Postoperative week; M , postoperative month. *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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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이 13/7로 두 그룹이 거의 동일하였다(p=1.000). 위 항

는 없었으나, 수술 후 1일과 비교하여 수술 후 2개월에 눈

목들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물막파괴시간이 증가하였다(p=0.048) (Fig. 1). 반면 수술

없었다(Table 1). 기저치로 수술 전 시행한 눈물막파괴시간,

후 각각의 시간에서 눈물막파괴시간은 시험군과 대조군 두

쉬르머검사, 각결막염색, 마이봄샘배출검사, 안구표면질환

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지수와 같은 안구건조증 지표들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쉬르머검사는 대조군에서 수술 후 2개월에 수술 전(p=0.048),
수술 후 1일(p=0.014)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으

수술 후 경과에 따른 양상을 비교하여 봤을 때, 눈물막파

나, 시험군은 수술 전과 수술 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괴시간은 두 군 모두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감소되었다가

없었다(Fig. 1). 반면 쉬르머검사는 술 후 1주에 시험군과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양상이었다. 대조군은 수술 전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38) (Table 2).

과 비교하여 수술 후 1개월(p=0.022)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각결막염색은 두 군 모두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증가되었

있었다. 시험군은 수술 전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

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었다. 각막염색은 대조군에서

Table 2. Intergroup comparison of ocular surface parameters measured after vitrectomy surgery
Postoperative
1 day

1 week

1 month

2 months

Control group

6.80 ± 2.88

6.64 ± 3.36

6.36 ± 2.90

7.24 ± 3.29

Trial group

6.13 ± 2.13

6.76 ± 3.28

7.16 ± 3.53

7.61 ± 3.60

0.425

0.909

0.440

0.740

Control group

14.10 ± 9.22

11.32 ± 6.35

11.47 ± 7.94

8.26 ± 2.83

Trial group

8.73 ± 6.12

8.00 ± 5.46

8.60 ± 7.96

8.05 ± 5.98

TBUT (seconds)

p-value

*

Schirmer Ⅰ test (mm)

†

p-value

†

0.145

†

*

0.126

0.038

0.887

Control group

1.39 ± 1.14

0.79 ± 1.03

0.76 ± 0.77

0.47 ± 0.74

Trial group

2.35 ± 2.03

0.63 ± 1.00

0.87 ± 1.39

0.25 ± 0.41

0.116

0.481

0.668

0.254

Control group

0.74 ± 1.10

0.42 ± 0.61

0.21 ± 0.42

0.13 ± 0.33

Trial group

0.90 ± 0.79

0.45 ± 0.69

0.26 ± 0.65

0.15 ± 0.37

0.271

1.000

0.826

1.000

8.42 ± 4.19

9.68 ± 4.28

9.68 ± 3.35

8.00 ± 5.33

10.00 ± 4.40

9.20 ± 3.91

8.80 ± 3.58

8.80 ± 5.13

0.343

0.729

0.560

0.808

Control group

0.37 ± 0.50

0.37 ± 0.60

0.53 ± 0.61

0.63 ± 0.68

Trial group

0.50 ± 0.61

0.60 ± 0.68

0.65 ± 0.81

0.60 ± 0.68

0.649

0.289

0.811

0.952

Control group

31.02 ± 16.91

34.06 ± 22.68

40.10 ± 24.95

31.20 ± 24.52

Trial group

37.40 ± 20.85

34.22 ± 19.59

35.36 ± 21.71

26.88 ± 17.31

Corneal staining score

p-value

†

Conjunctival staining score

p-value

†

MG quality
Control group
Trial group
p-value

†

MG expressibility

p-value

†

OSDI score

p-value

*

0.300

0.982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BUT = tear film break-up time; MG = meibomian gland;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
†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p <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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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wo (23- and 25-gauge) vitrectomy group comparison of ocular surface parameters measured after vitrectomy surgery
Baseline

Postoperative
1 day

1 week

1 month

2 months

TBUT (seconds)
Control group
p-value

p-value

7.81 ± 2.83

6.93 ± 2.47

6.59 ± 3.08

6.17 ± 2.36

7.12 ± 2.66

25G

7.97 ± 3.36

6.52 ± 3.82

6.72 ± 4.04

6.67 ± 3.86

7.45 ± 4.40

1.000

0.553

0.967

0.967

1.000

23G

7.66 ± 2.79

6.74 ± 1.78

7.37 ± 3.44

7.34 ± 3.30

7.64 ± 3.41

25G

6.84 ± 4.94

4.99 ± 2.39

5.62 ± 2.82

6.84 ± 4.18

7.54 ± 4.22

0.311

0.067

0.311

0.643

0.817

23G

1.000

0.728

0.574

0.376

0.894

25G

0.318

0.534

0.710

1.000

1.000

*

Trial group
p-value

23G

*

†

Schirmer Ⅰ test (mm)
Control group
p-value

p-value

10.83 ± 5.08

12.33 ± 7.78

10.92 ± 4.50

11.25 ± 7.52

7.88 ± 2.66

10.14 ± 4.67

30.00 ± 0.00

12.00 ± 9.11

11.86 ± 9.23

8.71 ± 3.40

0.773

0.200

0.650

0.902

0.432

23G

8.23 ± 3.19

9.30 ± 6.13

8.69 ± 6.41

10.23 ± 9.39

8.15 ± 6.04

25G

7.29 ± 4.11

3.00 ± 0.00

6.71 ± 3.04

5.57 ± 2.82

7.86 ± 6.34

0.438

0.364

0.699

0.211

0.588

23G

0.270

0.356

0.110

0.406

0.347

25G

0.209

1.000

0.383

0.209

0.710

23G

0.33 ± 0.39

1.58 ± 1.28

0.54 ± 0.72

0.46 ± 0.62

0.50 ± 0.85

25G

0.36 ± 0.63

1.07 ± 0.84

1.21 ± 1.38

1.29 ± 0.76

0.43 ± 0.53

0.773

0.482

0.299

0.028

0.902

23G

0.69 ± 0.83

2.46 ± 2.21

0.65 ± 0.99

0.96 ± 1.49

0.23 ± 0.39

25G

1.29 ± 1.78

2.14 ± 1.77

0.57 ± 1.10

0.71 ± 1.15

0.29 ± 0.49

0.536

0.877

0.643

0.643

0.938

23G

0.295

0.347

0.894

0.406

0.470

25G

0.318

0.259

0.259

0.128

0.535

23G

0.08 ± 0.29

0.92 ± 1.31

0.42 ± 0.67

0.17 ± 0.39

0.21 ± 0.40

25G

0.00 ± 0.00

0.43 ± 0.53

0.43 ± 0.53

0.29 ± 0.49

0.00 ± 0.00

0.773

0.650

0.837

0.711

0.384

23G

0.15 ± 0.38

0.92 ± 0.64

0.62 ± 0.77

0.46 ± 0.97

0.08 ± 0.28

25G

0.57 ± 1.13

0.86 ± 1.07

0.14 ± 0.38

0.29 ± 0.76

0.29 ± 0.49

0.588

0.588

0.241

0.757

0.485

23G

0.769

0.538

0.574

0.728

0.503

25G

0.383

0.535

0.383

0.805

0.383

23G

9.00 ± 4.22

8.67 ± 4.12

10.00 ± 4.97

10.00 ± 3.62

8.67 ± 6.34

25G

8.00 ± 4.62

8.00 ± 4.62

9.14 ± 3.02

9.14 ± 3.02

6.86 ± 3.02

0.650

0.837

0.711

0.711

0.536

23G

9.85 ± 4.79

9.23 ± 4.44

8.62 ± 3.95

8.00 ± 3.27

8.00 ± 3.27

25G

11.43 ± 4.28

11.43 ± 4.28

10.29 ± 3.90

10.29 ± 3.90

10.29 ± 7.61

0.588

0.393

0.536

0.351

0.643

23G

0.728

0.810

0.503

0.347

0.769

25G

0.259

0.259

0.710

0.710

0.456

*

Trial group
p-value

23G
25G

*

†

Corneal staining score
Control group
p-value

*

Trial group
p-value
p-value

*

†

Conjunctival staining score
Control group
p-value

*

Trial group
p-value
p-value

*

†

MG quality
Control group
p-value

*

Trial group
p-value
p-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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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Baseline

Postoperative
1 day

1 week

1 month

2 months

MG expressibility
Control group
p-value

p-value

0.00 ± 0.00

0.17 ± 0.39

0.17 ± 0.39

0.25 ± 0.45

0.42 ± 0.51

25G

0.71 ± 0.49

0.71 ± 0.49

0.71 ± 0.76

1.00 ± 0.58

1.00 ± 0.82

0.010

0.056

0.142

0.022

0.142

23G

0.38 ± 0.51

0.38 ± 0.51

0.54 ± 0.66

0.69 ± 0.85

0.62 ± 0.77

25G

0.71 ± 0.76

0.71 ± 0.76

0.71 ± 0.76

0.57 ± 0.79

0.57 ± 0.53

0.393

0.393

0.643

0.817

0.938

23G

0.110

0.376

0.205

0.270

0.650

25G

0.902

0.902

1.000

0.259

0.383

*

Trial group
p-value

23G

*

†

OSDI score
Control group
p-value

p-value

20.19 ± 16.80

32.71 ± 19.53

37.60 ± 25.75

45.83 ± 26.79

38.64 ± 26.34

21.88 ± 13.26

28.13 ± 11.97

28.00 ± 16.13

30.27 ± 19.32

18.44 ± 15.21

0.384

0.773

0.482

0.227

0.056

23G

27.87 ± 16.84

42.87 ± 18.59

36.06 ± 17.80

37.74 ± 19.83

29.16 ± 17.52

25G

18.74 ± 14.29

27.23 ± 22.37

30.81 ± 23.69

30.20 ± 26.58

22.64 ± 17.41

0.241

0.115

0.643

0.521

0.485

23G

0.347

0.137

0.979

0.538

0.728

25G

0.535

0.620

0.902

0.945

0.710

*

Trial group
p-value

23G
25G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BUT = tear film break-up time; MG = meibomian gland;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
†
Mann-Whitney U test, p <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Control group vs Trial group.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일(p=0.001), 1개월(p=0.042)

마이봄샘배출검사 중 질 지수에서는 두 군 간과 시기별

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고, 수술 후 1일과 비교하여 수술

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마이봄샘배출검사 중 배출 지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vs 1주, p=0.042;

수에서 대조군은 수술 후 1개월(p=0.025) 및 2개월(p=0.020)

1개월, p=0.020; 2개월, p=0.003). 시험군에서도 수술 전과

에서 수술 전에 비하여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시험군은

비교하여 수술 후 1일(p<0.001)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는 반

수술 전과 수술 후 차이가 없었다(Fig. 1). 마이봄샘배출검

면 수술 후 2개월(p=0.007)에는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사 또한 각 시기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

시험군에서 수술 후 1일과 비교하여 수술 후 각 시기에 의

이는 없었다(Table 2).

미 있는 각막염색의 감소를 보였다(vs 1주, p=0.003; 1개월,

안구표면질환지수 설문에서는 대조군과 시험군 모두 수

p=0.002; 2개월, p<0.001). 또한 시험군은 수술 후 1개월과

술 후 점수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하여서도 2개월에 유의미한 각막염색의 감소가 있었다

대조군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개월까지 지속적인

(p=0.007) (Fig. 1). 결막염색은 대조군에서 수술 전과 비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나(vs 1일, p=0.001; 1주, p=0.015;

하여 수술 후 1일(p=0.016), 1주(p=0.035)에서 유의미한 증

1개월, p=0.005), 수술 후 2개월에는 1개월과 비교하여 의

가가 있었고, 수술 후 1일과 비교하여 2개월(p=0.026)에 유

미 있는 감소가 있었고(p=0.021) 수술 전보다 높았다. 시험

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수술 후 1주와 비교하여 2개월

군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개월까지 유의미한 안

에도 유의미한 결막염색의 감소가 있었다(p=0.040). 시험군

구표면질환지수의 증가가 있었고(vs 1일, p=0.001; 1주,

에서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일(p=0.005)에 유의미

p=0.013; 1개월, p=0.027), 수술 후 2개월에는 수술 후 초기

한 결막염색의 증가가 있는 반면, 수술 후 1일과 비교하여

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수술 전과 비슷하

수술 각 시기에도 지속적인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vs 1주,

였다(vs 1일, p=0.017; 1주, p=0.024; 1개월, p=0.028) (Fig. 1).

p=0.013; 1개월, p=0.012; 2개월, p=0.001) (Fig. 1). 각결막

안구표면질환지수 또한 각 시기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

염색도 각 시기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

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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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5게이지 수술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을 때, 각막

접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63%에서, 유리체절

염색에서 수술 후 1개월에 대조군에서만 23게이지와 25게

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17.3%에서 안구건조증 및 눈물

이지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반면 모든 안구건조 항목에서

막, 안구표면장애가 유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5,16 유리체

23게이지와 25게이지 수술 그룹을 각각 대조군과 시험군으

절제술 후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는 결막기질의

로 비교하였을 때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섬유화와 수술 후 발생하는 술잔세포의 감소가 제시되었
17

다. 또한 수술 시 결막절개의 크기, 수술 시간, 수술 후 봉

고

찰

합, 공막누르기 여부에 따라 증상 및 염증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다.3-5,15,18 본 연구에서는 결막절개의 크기나

평면부유리체절제술(pars plana vitrectomy)은 망막박리,

수술 시간, 공막누르기 등에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무봉합

망막출혈, 증식유리체망막병증, 황반원공과 같은 여러 유리

으로 시행되어 기존의 알려진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많이

체-망막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적 방법이다. 과거에는 유리

배제된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되었다. 최근 Mani et al14은

체절제술 과정 중에 윤부결막절개(peritomy)나 공막누르기

유리체절제술 후 8주에 증상이나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

에 의하여 결막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여러 연

시간, 결막염색, 눈물오스몰농도검사와 같은 임상검사에서

구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안구표면 결막의 형태학적 변화와

변화는 없었으나 결막술잔세포의 감소와 염증성 사이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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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리체절제술은 기기

인의 분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의

의 발달과 함께 술기가 발전되어 윤부결막절개 없이 결막

악화와 일부 임상검사 소견의 악화가 수술 후 초기에 더 심

뮤신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경유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이 흔히 시행되고 있다. 이는 수

하였고, 2개월째에는 수술 전과 비슷하게 회복되었다. 쉬르

술로 인한 결막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이 적게 생길 것으

머검사, 각결막염색, 안구표면질환지수 증상 점수의 악화는

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23게이지 또는 25게이지

대조군에서 지속되었지만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점안한 시

결막경유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

험군은 2개월째에 수술 전보다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하고 안구표면질환지수를 통한 증상 점수의 악화는 술

안과수술 후 발생한 안구건조증에 대한 연구로는 가장

후 1개월, 2개월까지도 있었고 눈물막파괴시간, 각결막염

많이 시행되는 백내장수술이다. 수술 후 안구건조증 증상

색 등도 술 후 일시적으로 악화됨이 확인되었다. 안구표면

의 발생, 증상의 정도, 인공눈물 등의 효과에 대하여서 다

질환지수 설문지를 통하여 증상을 평가하였을 때 대조군과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인공눈물과 같은 안약 점

시험군 모두 1개월까지 지속적인 증가 소견을 보였으나 시

안이 술 후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

험군은 2개월에 수술 후 각 시기보다 의미 있는 지속적인

다.9,10 백내장수술 후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는 각막절개,

감소 소견을 보였다. 눈물막파괴시간은 대조군에서 수술

각막봉합, 수술현미경에 의한 광독성, 안약의 보존제, 마이

후 1개월에 수술 전보다 유의미한 감소 소견을 보였으나,

봄샘 기능 이상 등이 알려져 있다. 한편, 망막수술 후 눈물

시험군에서는 수술 후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였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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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개월에 1일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이는 인

를 하는 20게이지와 결막절개를 하지 않은 23게이지 유리

공누액을 점안하는 것이 수술 후 발생한 안구표면장애로

체절제술 후 쉬르머검사 수치의 감소를 보였고 이는 23게

인한 환자의 불편감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

이지 수술에서 더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된다. 또한 각막염색은 수술 후 1일에 시험군과 대조군

23게이지와 25게이지 수술 그룹을 비교해보았을 때 대조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증가 소견을 보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

과 시험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반면 쉬르머검사

하였다. 특히 시험군에서 2개월에 측정된 각막염색이 수술

의 경우 수술 후 1주에 대조군과 시험군 간에 의미 있는 차

전이나 수술 후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어 수술 후 0.15% 히

이를 보였다. 또한 대조군은 수술 후 2개월에 수술 전과 1일

알루론산나트륨 점안이 환자의 안구표면 상태를 개선할 수

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나 히알루론산나트륨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막염색에서도

을 점안한 시험군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리체절제술과

대조군은 수술 후 일주일까지 염색 증가를 보였으나 시험

같은 안구수술이 장기적으로 눈물분비량을 저하시킬 수 있

군의 경우 1일까지만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지속적으로

으며, 이러한 환자에서 인공누액의 점안은 효과적일 수 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인공누액 점안은 수술 후 급성기에

음을 암시한다.

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은 건성안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구불편감, 시력장애, 안구표면의 손상을 유발하는 안구

glycosaminoglycan으로, 각막상피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가

건조증은 매우 흔한 안과적 질환으로 망막수술, 안종양 근

있다.20 국내 다병원연구에서 히알루론산 0.1%, 0.15%, 0.3%
29

-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1년 제 20 권 제 1 호 -

점안 모두 건성안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안구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점안 사용에 잘 적응하는
효과적인 제제라고 하였다.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0.15% 히

5)

알루론산 인공누액 점안은 건성안 환자에서 polyvinyl alcohol제재보다 효과적이며, carmellose 제제와 비슷한 증상
22,23

호전 및 염증 수치의 감소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6)
7)

모든 건성안 단계에서 사용이 권장되는 히알루론산나트
륨 제제는 일반적으로 약제의 보존 기간 향상, 오염 방지를
위하여 염화벤잘코늄, 파라벤(parahydroxybenzoate), 클로

8)

24
로부탄올 등의 보존제가 첨가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보존제가 각막상피세포에 독성을 보이거나 각막상피

9)

세포의 재생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에서는
무보존제 일회용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가 널리 사용되고

10)

있다.6 본 연구에서도 모두 무보존제 일회용 제제를 사용하
였다. 아직 임상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무보존제 히
알루론산나트륨 점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각막상피

11)

세포의 대사력이 저하되면서 세포독성이 관찰되어 주의 깊
게 사용함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장기간의 사용
25

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12)
13)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군의 샘플이 작고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변화만을 추적 관찰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술잔세포나 사이토카인 분석과 같은 실험적인 분석은

14)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백내장수술처럼 유
리체절제술도 수술 후 안구건조증과 일부 임상검사의 악화

15)

가 수술 후 초기에 심하고 2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결론적으로 유리체절제술 후 눈물막 및 안구표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직후 환자는 심한 불편감을 호소할

17)

수 있다. 수술 후 발생한 안구건조증은 수술에 대한 만족도
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았
을 때 수술 후 동반된 안구표면장애 환자에서 0.15% 히알
루론산나트륨을 점안하는 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안구건조

18)

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급성기 혹은 급만성
기 임상 소견을 조기에 개선하여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19)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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