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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건성안증후군에서 눈물막 삼투압의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Significance of Tear Film Osmolarity in Patients with Mild Dry Eye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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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seek Pearson correlations of tear film osmolarity measured by the I-PEN® (I-MED Pharma Inc., Dollard-des-Ormeaux, 
Canada) with Schirmer test result, tear break-up time, and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score in patients with mild dry eye 
syndrome. 
Methods: Patients with mild dry eye syndrom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Ocular Staining Score: group 1 (50 pa-
tients; 67 eyes) and group 2 (59 patients; 91 eyes), 90 patients and 158 eyes in total. The above mentioned correlations were 
derived.
Results: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ear film osmolarity and Schirmer test result (r < -0.01, p = 0.97), tear 
break-up time (r = 0.05, p = 0.54), or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score (r = 0.03, p = 0.76). When the two groups were com-
pared, the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score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groups (p < 0.01), whereas the Schirmer test result 
(p = 0.31), tear break-up time (p = 0.11), and tear film osmolarity (p = 0.12) did not.
Conclusions: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ear film osmolarity and other dry eye indicators in patients with 
mild dry eye syndrome. The diagnostic utility of tear film osmolarity in patients with moderate dry eye syndrome is should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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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안증후군이란 안구표면의 염증으로 인해 시력저하

와 안구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안과의사가 흔하

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 건성안은 원인에 따라 눈물의 

분비량은 정상이지만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서 증발이 증

가하는 형태인 눈물 증발형과 눈물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

한 경우인 눈물 부족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유병률은 연

구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성안증후군의 유병률은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33.7%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으며,2-5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나

이가 많은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다.1 최근 컴퓨터

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안구의 

건조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

다.2,6

2007년 Dry Eye Workshop (DEWS)에 의하면 건성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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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PEN image. I-PEN allows to conduct in vitro col-
lection and analysis simultaneously. 

단순히 눈물의 부족과 과도한 증발로 인한 눈물막과 관련

된 질환이었으나,1 DEWS II에서는 눈물막의 항상성이 깨

지면서 눈물의 고삼투압과 안구표면의 염증과 손상이 동반

되는 다인성의 질환으로 정의되었다.7 건성안증후군의 특

징 중 하나로 높은 눈물막 삼투압 수치가 부각되었다.7 눈

물막 삼투압은 매우 가변적이며, 실제로 이러한 변동성은 

건성안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로 제시된다. 건성안 환자들

의 안구표면의 중요한 병리생리학적 인자인 눈물막 삼투압

은 정상 대조군보다 건성안 환자들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

며, 질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눈물막 삼투압 수치도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

건성안증후군의 진단에는 시력저하, 광시증, 이물감 등과 

같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중요하며, 쉬르머검사, 눈물

막파괴시간(tear film break-up time), 눈물막 삼투압, 마이

봄샘의 기능부전 여부, 각결막염색 등 다양한 검사결과가 

이용된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과 진단 지표들마저 일치하

지 않는다는 보고가 종종 있다.8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련의 임상적인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

문에 진단과 질환의 경과를 관찰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건성안증후군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이나 복합적인 지수의 

개발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재

현성이 떨어지며 검사결과는 항상 임상적인 해석이 필요하

다.9 실제로 건성안증후군의 진단 및 추적에 현재까지 이용

된 검사들 중 어느 것도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지는 못

했다.9 건성안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여전히 건성안증후군의 진단에는 쉬르머검사, 플루레

신 염색을 통한 눈물막파괴시간, 각결막염색검사 등이 중

요하게 여겨진다.10 

눈물막 삼투압의 정량화는 건성안증후군을 평가하는 데

에 있어 유용하다고 언급되어 왔으나 눈물막 삼투압 수치

와 다른 임상적인 지표들과 환자의 증상 사이의 상관관계

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안과 외래 환자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경증의 건성안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눈물막 삼투압이 다른 건성안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건성안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본 연구는 IRB 승인(승인 번호: 202003-001-01)

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전에 진단받은 안과질환이 있거나 

안약 점안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경우, 기타 안염증질

환이 있는 경우, 면역질환을 비롯한 다른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눈물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복용 기왕력이 있

는 경우,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안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건성안증후군의 검사는 초진 당시 환자

의 생활환경 및 안과 과거력에 대한 문진, 시력, 안압, 세극

등검사, 쉬르머검사(Schirmer’s test), 눈물막 삼투압검사, 

눈물막파괴시간검사, 각막염색점수(corneal stain score), 그

리고 안구표면질환지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설문을 포함한다. 

쉬르머검사는 점안마취를 이용하지 않고 검사지를 아래

결막구석에 둔 후, 5초 후 검사지를 제거하고 젖은 부분의 

최대지점의 길이를 mm로 측정하였다. 검사지로는 OccuTube® 

(Occu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눈물막 삼투압검

사는 체외에서 채취와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I-PEN® (I-MED Pharma Inc., Dollard-des-Ormeaux, Canada)

을 이용하였다(Fig. 1). 눈물막파괴시간검사는 플루레신염

색검사지인 Fluorescein® (Haag-Streit International, Koniz, 

Switzerland)을 이용하였고, 이 검사지를 아래눈꺼풀결막에 

접촉시킨 후 환자에게 눈을 깜빡이게 하여 눈물표면에 색

소가 고르게 퍼지게 한 후 세극등 청색필터 조명에서 균열

점이나 균열선이 나타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각막염색점수는 플루레신염색을 이용하여 각막을 염색한 

후 각막에 염색되는 미란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각막에 

이상이 없는 경우를 1군, 실모양체(filament)나 반흔, 신생

혈관 등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각막미란만 보여지는 경우를 

2군으로 분류하였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중증도는 안

구표면질환지수(OSDI)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OSDI는 안

구건조증 증상과 시각 작업 상태, 환경요인 관련한 항목들

로 나뉘어져 총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질

문마다 0점에서 4점으로 정도를 점수화하여 점수의 총합을 

구한 후 답변한 질문의 개수로 나누어 전체 점수를 환산하

였다. 

OSDI 점수=(대답한 모든 항목의 합계 × 25/대답한 항목

의 수)

OSDI 점수의 계산은 위와 같이 하였으며, 대답한 항목의 

개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더라도 점수의 분포는 0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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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Number of patients 90
Male/female 21/69
Age (years) 49.3 ± 15.6 (18-80)
Schirmer’s test (mm) 2.1 ± 1.1 (1-5)
Tear film osmolarity (mOsm/L) 324.7 ± 18.4 (281-358)
TBUT (seconds) 2.5 ± 0.7 (1-4)
OSDI (score) 21.7 ± 7.8 (9-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TBUT = tear break-up time;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Parameter Group I Group II p-value*

Schirmer’s test (mm) 2.0 ± 1.0 2.1 ± 1.1 0.31
Tear film osmolarity 

(mOsm/L)
322.0 ± 17.3 326.6 ± 18.7 0.12

TBUT (seconds) 2.6 ± 0.7 2.4 ± 0.7 0.11
OSDI (score) 16.9 ± 6.1 25.3 ± 6.8 <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BUT = tear break-up time;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Independent t-test.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between group I and 
group II 

Parameter Total p-value Group I p-value Group II p-value
Schirmer’s test <-0.01 0.97 0.06 0.65 -0.05 0.61
TBUT 0.05 0.54 0.15 0.24 0.01 0.91
OSDI 0.03 0.76 -0.11 0.39 -0.01 0.89

TBUT = tear break-up time;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ear film osmolarity 

100점까지 분포할 수 있다.11,12 이 수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3 모든 검사는 단일 검사자에 의

해 시행되었다.

눈물막 삼투압과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

질환지수 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

으며, 각막염색점수로 분류한 1군과 2군에 대한 비교 분석

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p-value가 

0.05 이하일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결 과

총 90명의 158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49.3 ± 15.6세였다. 남자 21명(23.3%), 여자 69명(76.7%)으

로 건성안으로 진단된 환자군 중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매우 높았다. 환자들의 연령, 성별, 쉬르머검사, 눈물막

파괴시간, 눈물막 삼투압, 안구표면질환지수 점수는 표에 

정리하였다(Table 1). 전체 158안의 쉬르머검사는 2.1 ± 

1.1 mm, 눈물막 삼투압은 324.7 ± 18.4 mOsm/L, 눈물막파

괴시간은 2.5 ± 0.7초, 안구표면질환지수는 21.7 ± 7.8점이

었다. 

각막염색점수로 분류한 두 군에서 건성안 지표들의 수치

가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각막염색지수로 

분류한 1군의 쉬르머검사는 2.0 ± 1.0 mm, 눈물막 삼투압은 

322.0 ± 17.3 mOsm/L, 눈물막파괴시간은 2.6 ± 0.7초, 안구

표면질환지수는 16.9 ± 6.1점이었으며, 2군의 쉬르머검사

는 2.1 ± 1.1 mm, 눈물막 삼투압은 326.6 ± 18.7 mOsm/L, 

눈물막파괴시간은 2.4 ± 0.7초, 안구표면질환지수는 25.3 ± 

6.8점이었다. 쉬르머검사(p=0.31), 눈물막 삼투압(p=0.12)과 

눈물막파괴시간(p=0.11)은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안구표면질환지수는 1군에서는 16.9 ± 6.1점, 2군에

서는 25.3 ± 6.8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Table 2). 

Pearson 상관분석에서 전체 158안의 눈물막 삼투압 수치와 

쉬르머검사(r<-0.01, p=0.97), 눈물막파괴시간(r=0.05, p=0.54), 

안구표면질환지수(r=0.03, p=0.7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막에 이상이 없는 경우인 1군에

서도 눈물막 삼투압과 쉬르머검사(r=0.06, p=0.65), 눈물막

파괴시간(r=0.15, p=0.24), 안구표면질환지수(r=-0.11, p=0.39)

와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2군에서도 눈물막 삼투압과 쉬

르머검사(r=-0.05, p=0.61), 눈물막파괴시간(r=0.01, p=0.91), 

안구표면질환지수(r=-0.01, p=0.89)와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고 찰

건성안증후군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여성, 자가면역질환, 

건조한 환경, 굴절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 복용약 등이 

있다.14-16 나이가 들면서 눈물 생성이 줄어들고, 눈물의 증

발이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고령에서 흔하다고 보고되고 있

다.17 건성안의 유병률은 여러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출된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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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휴대용 영상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성인에

서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검색, 강의, 게임 등을 하는 시간

이 점차 늘어나면서 건성안증후군 증상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2,3,6,18 또한 시력교정뿐 아니라 미용 목

적으로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젊은 층에서의 건성안 유병률이 높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성안증후군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질환으로 환자의 증상과 징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질환을 진단하거나 진단 후의 경과를 평가하는 데에 더

욱 어려움이 많다. 수년에 걸쳐 건성안증후군을 진단하거

나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

나 아직까지 건성안 환자의 증상을 대변할 수 있는 정확한 

임상적인 지표는 없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각막미란이 

관찰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반

면, 각막징후가 심하지 않고 쉬르머검사결과도 정상에 속

하지만 안구불편감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Schein 

et al4은 쉬르머검사와 건성안증후군의 증상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Nichols 

et al19
은 건성안의 증상과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시간, 플

루레신염색 등의 지표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나 이 또한 

유의한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눈물막 삼투압은 건성안을 진단하는 데에 객관적인 검사

법이라고 알려져 있다.1,7,9 2009년 미국 FDA가 승인한 

TearLab® (TearLab Corp.,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눈물막 삼투압 농도에 대한 임상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TearLab®
은 약 50 nL의 눈물을 이용하여 눈물의 삼투압을 

측정한다. 사용이 쉽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며, 비침습적이

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20 TearLab®
을 사용한 

여러 임상연구에 따르면 눈물막 삼투압을 정량화하는 이 

검사는 건성안증후군을 진단하는 데에 신뢰할 수 있을 만

한 진단적 가치가 있다. Lemp et al21
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건성안증후군으로부터 정상을 구분해내는 눈물막 삼투압의 

정상 임계수치가 308 mOsm/L이라고 보고하였으며, Tomlinson 

et al22
은 정상안의 눈물막 삼투압은 302.2 ± 9.7 mOsm/L, 

건성안증후군 환자의 눈물막 삼투압은 326.9 ± 22.1 mOsm/L 

정도의 수치를 보이며, 임계수치는 315.6 mOsm/L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EN®
을 이용하였는데, I-PEN®

의 일회

용 센서의 끝부분이 아래눈꺼풀 바로 위쪽을 향하게 하여 

적은 양의 눈물을 이용해 삼투압을 측정한다. 비침습적으

로 눈물 검체 채취가 가능하며, 빠르게 결과값 확인이 가능

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TearLab™이 신뢰

도가 비교적 낮은 검사법인 것을 감안하여 보통 양안의 삼

투압을 각각 측정하고 그중 더 높은 수치를 분석에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I-PEN®
으로 한 번 측정하여 얻은 결

과값을 분석하였다. I-PEN®
을 이용하여 측정한 눈물막 삼

투압은 290 mOsm/L 미만일 경우 정상에 속하며, 290-310 

mOsm/L 정도의 삼투압 수치를 보이면서 양안의 차이가 

8 mOsm/L 이상일 경우에는 건성안증후군의 범주에 속한

다.23 전체 158안의 눈물막 삼투압은 324.7 ± 18.4 mOsm/L

이며,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경증의 건성안증후군의 눈물막 

삼투압 농도(310-330 mOsm/L)에 부합한다.

눈물막 삼투압 농도의 변화가 환자의 증상이나 각막 플

루레신 염색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인 

Amparo et al9
의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건성안의 

여러 지표들과 눈물막 삼투압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 이유로는 검사결과의 부정확성과 낮은 재현성, 검사방

법의 비표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중등도의 건성안증후군 환자나 전신질환을 동반한 건

성안 환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안과 

외래 내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 건성안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중등도의 건성안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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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건성안증후군에서 눈물막 삼투압의 임상적 유용성

목적: 경증 건성안증후군에서 I-PEN
® 
(I-MED Pharma Inc., Dollard-des-Ormeaux, Canada)으로 측정한 눈물막 삼투압과 건성안 

지표인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질환지수와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하여 눈물막 삼투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각막염색을 이용하여 구분한 각막미란이 없는 1군 50명(67안)과 각막미란만 보이는 2군 59명(91안), 총 90명(158안)의 

경증 건성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I-PEN
®
으로 측정한 눈물막 삼투압과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질환지수 사이에 상관관

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눈물막 삼투압 수치와 쉬르머검사(r<-0.01, p=0.97), 눈물막파괴시간(r=0.05, p=0.54), 안구표면질환지수(r=0.03, p=0.76)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막염색점수로 분류한 1군과 2군 사이에서 쉬르머검사(p=0.31), 눈물막파괴시간

(p=0.11), 눈물막 삼투압(p=0.12) 측정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안구표면질환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론: 경증 건성안증후군에서 눈물막 삼투압과 건성안 지표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중증 건성안증후군에서 눈물막 

삼투압의 진단적 가치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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