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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봄샘 기능부전을 동반한 안구건조증 환자에 대한 펄스광선
치료의 임상효과
Therapeutic Effect of Intense Pulsed Light of Dry Eye with Meibomian Gland
Dysfunction
김보윤⋅권형구⋅최아영⋅김주혜⋅전소희
Boyun Kim, MD, Hyunggoo Kwon, MD, Ayoung Choi, BS, Juhye Kim, MS, Sohee Jeon, MD, PhD
카이안과
Keye Eye Center,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therapeutic effect of intense pulsed light (IPL)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dry eye with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GD).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for 124 eyes of 62 patients with dry eye with MGD who underwent 3 IPL sessions
at 3 week intervals. All patients underwent clinical examination before and during treatment as well as 3 weeks after the last
treatment. Measured parameters include Meibomian gland expressibility (MGE), Meibomian gland secretion (MGS) score, tear
meniscus height (TMH), noninvasive break-time (NIBUT), corneal staining score (Oxford scale), Ocular Surface Diseases Index
(OSDI), and subjective ocular discomfort improvement.
Results: Meibomian gland function (MGE, MGS), ocular surface parameters (NIBUT, Oxford scale) and dry eye symptom
(OSDI, subjective ocular discomfort improvement) of patient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from baseline to after the 1st IPL, and
the 3rd IPL weeks (p < 0.05 for all).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MH was observed.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IPL was a useful and effective treatment in patients of dry eye with MGD to stabilizes the
tear film and improve meibomian gland function and ocular symptoms.
J Korean Ophthalmol Soc 2021;62(3):3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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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의 항상성이 깨져 눈물막이 불안정

안구건조증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5-50%로 보고되고

해진 상태로, 주로 눈물막을 이루는 성분이 불균형해지고

있고, 최근 고령화와 급격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

그에 따라 눈물의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안구표면에 염증을

해 안구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1

일으켜 안구의 불편감,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2

추세이다.

마이봄샘 기능부전은 증발형 안구건조증의 주요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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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안구건조증 치료 측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3
고 있다. 마이봄샘 기능부전은 마이봄샘의 배출구가 막히

거나, 마이봄샘 분비의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3,4 이러한 마이봄샘 기능부전은 과도한 눈물
의 증발로 인해 눈물의 삼투압 증가 및 염증의 증가로 이어
지고 심한 경우 마이봄샘이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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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기능부전의 치료는 마이봄의 질적인 향상과 마이봄샘의

[NIBUT]-fist)이 10초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를 IPL의 대상

배출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켜 수분층과 지방층의

으로 정하였다. 20세 이하의 환자, 6개월 이내 안외상 또는

균형을 정상화하여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안과 수술을 받은 환자, 눈물점 마개 치료를 받은 환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콘택트렌즈 사용 중이었던 환자, 안내

있다.
일반적인 마이봄샘 기능부전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의 치

감염, 알레르기결막염, 코눈물관에 이상 있는 환자는 제외

료 방법으로는 첫째, 전통적으로 부족한 눈물 성분을 보충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의학연구 윤리강령인 헬싱키선언

하기 위해 히알루론산, 디쿠아포솔, 지질성분 등이 포함된

을 준수하였으며, 공동 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하

안약을 사용하거나, 둘째, 염증 조절을 위해 스테로이드 점

에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P01-201911-21-006).

안, 싸이클로스로핀 점안, 독시싸이클린을 복용하고, 셋째,

환자들은 3주 간격으로 총 3차례의 IPL 치료를 받았으며

마이봄샘 기능 개선을 위한 눈꺼풀 위생관리, 온찜질, 마이

IPL 치료 전, IPL 1차 치료 후(치료 3주 후), IPL 2차 치료

봄샘 압출 등의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후(치료 6주 후), IPL 3차 치료 후(치료 9주 후)에 내원하여

최근들어 치료 장비의 발달로 위에 언급된 방법에 추가적

OSDI 설문지 검사, Keratograph® 5M (K5M; OCULUS

으로 가열 진동 치료(thermal pulsation system), 고주파 치

Optikgeräte GmbH, Wetzlar, Germany)를 통한 눈물띠검사(tear

료, 펄스광선 치료(intense pulsed light, IPL) 등이 마이봄샘

meniscus height)14 및 눈물막파괴시간(NIBUT, NIBUT-first,

기능부전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2002년 Toyos et al7이

NIBUT-average),15,16 형광색소 염색을 통한 각막염색점수

facial rosacea가 있는 환자에서 IPL을 시행한 후 눈의 건조

(Oxford scale),17 Meibum evaluator를 이용하여 Meibum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보고한 이후, 여러 연구에서 마이봄

gland expression (MGE) 정도와 Meibomian gland secretion

샘 기능부전을 가진 환자에게 IPL을 시행한 후 마이봄샘

score (MGS)를 측정하였다. 또한 IPL 1차 치료 이후에는

지질 분비 향상뿐만 아니라 눈물막파괴시간의 향상을 확인

주관적인 증상 개선 정도를 0-4단계로 구분하여 치료 전과

8-11

할 수 있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기존의 피부과 영역에서

비교한 뒤 어느 정도 호전을 인지하는지 직접 물어 보아 평

사용되었던 IPL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18
가하였다(none=0, trace=1, mild=2, moderate=3, high=4).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IPL장비는 M22 (Lumenis Ltd.,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국내 논문에서 IPL 후 눈물의 지질층 두께 및 안구

Yokne'am Illit, Israel)이며, 590 nm 필터를 이용하여

건조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12 현재까지

12-14 J/cm2 세기로 IPL을 시행하였다. 환자에게 IPL 전용

대규모로 IPL 치료 후 보고된 연구가 드문 상황이다. 따라

눈 패치(Honeywell Safety Products, Smithfield, RI, USA)

서 상기 논문은 124안을 대상으로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가

를 부착하였고, 피부 보호 젤을 바른 후 Toyo 방식으로 오

지고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IPL을 시행한 후 마

른쪽 관자놀이에서 아래눈꺼풀을 지나 콧등을 포함하여 왼

이봄샘의 기능, 눈물막 및 안구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여 안

쪽 관자놀이까지 아래눈꺼풀에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구건조증에서의 IPL 치료에 대한 임상적인 유용성 및 효과

10
두 번 반복하여 양안 총 40회를 조사하였다. 시술 후에는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0.18%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Hyalumini; Hanmi Pharm,
Seoul, Korea)을 점안하도록 하였고, 3일간 0.1% 플루메토
론(Fumelon; Hanlim Pharm, Seoul, Korea)을 하루에 2회씩

대상과 방법

사용하였다. 다만, 각막염색 점수(Oxford scale)가 grade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본원에서 마이봄샘 기

1이상인 경우에는 2주간 플루메토론 4회 점안하였다.

능부전이 있는 안구건조증으로 IPL을 시행한 환자 62명,

OSDI score는 Korean version of the OSDI (Copyrightⓒ

124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이봄샘 기

1995 Allergan, Inc.)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이는 안구건조

능부전은 안검의 변화로 눈꺼풀테의 불규칙한 모습을 나타

증과 관련한 안구 자극 증상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

내는 경우, 모세혈관확장이 보이는 경우, 마이봄샘 구멍의

장애에 대한 설문지로 각막 상태와 비교적 연관이 있다고

이물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점막피부 이음부의 전방 또는

19
입증된 검사 중 하나이다. OSDI 결과는 0점부터 100점까

후방으로의 이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4가지 이상 소견 중

지 나올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1가지 이상 소견이 보이고, 마이봄샘의 막힘이 관찰되었거

불편한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막염색점수는

3,13

®

양

Oxford scale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으며, Fluorescein 검사

안 모두의 Ocular Surface Diseases Index (OSDI) 점수가

지로 염색한 후 세극등현미경에서 코발트블루 광원을 이용

33점 이상이며, 눈물막파괴시간(non-invasive break-up time

하여 10배율로 관찰하였을 때 각막과 안구 결막에 염색된

나 마이봄의 액체가 탁한 양상일 경우에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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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에 따라 0부터 5까지 등급을 나누었다.17

NY, USA)를 사용하였고, 통계분석 결과 p값이 0.05 미만

MGE 측정은 아래눈꺼풀의 중앙 부위를 Yoshitomi

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Meibomian Gland Forceps (Charmant, Sabae, Japan)를 이
용하여 일정한 힘으로 누르며 아래 가운데 총 5개의 마이

결

과

봄샘 중 분비가 있는 마이봄샘의 개수를 세극등현미경으로
16,20,21

확인하여 0부터 3까지 등급을 나누었다.

Grade 0은

대상 환자는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가진 안구건조증으로

5개 모두 분비되는 경우, grade 1은 3-4개가 분비되는 경우,

IPL 치료 받은 62명, 124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자가 28안,

grade 2는 1-2개가 분비되는 경우, grade 3는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MGS 측정은 Meibomian gland forcep
으로 눌렀을 때 아래 마이봄샘 8개를 눌러서 각각에서 나
오는 분비물 유무와 성질에 따라 깨끗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는 grade 0, 탁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grade 1, 탁하
면서 granular debris가 포함된 경우 grade 2, 치약 같은 분
비물 또는 두꺼운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grade 3으로 나누
었다.22,23 또한 IPL 치료 전 마이봄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K5M의 마이봄샘촬영술(meibography)을 이용하여
meiboscore를 기록하였다. 마이봄샘 소실(drop out)이 없는
경우를 grade 0, 1/3 이하인 경우를 grade 1, 1/3 이상 2/3
이하인 경우는 grade 2, 2/3 이상인 경우는 grade 3으로 나
누었다(Fig. 1).24
IPL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매 경과 관찰 시 MGE,
MGS, 눈물띠 높이 및 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염색점수
OSDI score, 주관적 증상 개선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비
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20.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Characteristic
Value
Age (years)
54.46 ± 10.96 (20-77)
Sex (male:female)
28:96
Plugging
50 (40.3)
Telangiectasis
64 (51.6)
Irregular lid
36 (29.0)
Anterior or posterior displacement
80 (64.5)
Meiboscore
2.62 ± 1.26 (0-6)
MGE
1.33 ± 1.14 (0-3)
MGS
1.48 ± 0.83 (0-3)
TMH (mm)
0.22 ± 0.09 (0.05-0.67)
NIBUT-first (seconds)
5.45 ± 2.10 (1.15-9.75)
NIBUT-average (seconds)
8.56 ± 2.64 (1.40-15.02)
Oxford scale
0.54 ± 1.05 (0-5)
OSDI score
60.63 ± 18.78 (31.25-100.00)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MGE = Meibomian gland expression; MGS = Meibomian gland
secretion; TMH = tear meniscus height; NIBUT =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 OSDI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A

B

C

D

Figure 1. M eiboscore. Representative meibography images of lower eyelids with meiboscore of 0, 1, 2 and 3 are shown in (A-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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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96안, 평균나이는 54.46 ± 10.96세(범위 20-77세)였

전 1.48 ± 0.83, IPL 1차 후 1.26 ± 0.66, IPL 3차 후 1.10 ±

으며, 안검의 변화는 마이봄샘 입구의 이물이 있는 경우는

0.79로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모두 p<0.001),

40.3%, 모세혈관확장은 51.6%, 눈꺼풀테의 불규칙한 소견

IPL 1차 후와 3차 후 사이에도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29.0%, 점막피부 이음부의 전방 또는 후방으로의 이동은

(p=0.009). 하지만 눈물띠 높이는 치료 전 0.22 ± 0.76, IPL

64.5%에서 관찰되었다. 마이봄샘 구조 소실(dropout)을 의

1차 후 0.21 ± 0.75, IPL 3차 후 0.24 ± 0.62로 통계적으로

미하는 Meiboscore는 2.62 ± 1.26이었다(Table 1).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각각 p=0.525, p=0.055; Fig. 2A).

IPL 치료 전, IPL 1차 치료 후(치료 3주 후), IPL 3차 치

눈물층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IBUT-first와

료 후(치료 9주 후)의 시간에 따른 마이봄샘 지표, 눈물의

NIBUT-average는 치료 전 5.45 ± 2.10초, 8.56 ± 2.64였으

안정성 지표, 안구표면염색 지표, 환자의 증상 등을 비교하

며, NIBUT-first는 IPL 1차 후 6.41 ± 3.59초, IPL 3차 후

였다. 마이봄샘의 배출 기능을 나타내는 MGE는 치료 전 1.33

6.91 ± 3.67초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각각 p=0.02, p=0.001),

± 1.14, IPL 1차 후 0.94 ± 1.00, IPL 3차 후 0.77 ± 0.94로

NIBUT-average는 IPL 1차 후 9.73 ± 3.15초, IPL 3차 후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한 호전이 있었고(모두 p<0.001), IPL

9.77 ± 3.15초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각 p=0.002, p=0.007).

1차 후와 IPL 3차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

또한 안구표면 상태를 나타내는 Oxford scale은 치료 전

았다(p=0.56). 마이봄샘 분비질을 평가하는 MGS도 치료

0.54 ± 1.05에서 IPL 1차 후 0.29 ± 0.77, IPL 3차 후 0.30

A

B

Figure 2. Changes in meibomian gland and ocular surface parameters. (A) The mean M eibomian gland expressibility (M GE),
M eibomian gland secretion (M GS) score and tear meniscus height (TM H) using K5M (OCULUS Optikgeräte GmbH, W etzlar,
Germany) measured at baseline, after the 1st intense pulsed light (IPL) and after the 3rd IPL. (B) The mean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 (NIBUT) using K5M and fluorescein corneal stain score (Oxford scale) measured at baseline, after the 1st IPL and after the 3rd IPL. M eibomian gland index (M GE, M GS) and ocular surface index (NIBUT, Oxford scal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1st IPL and after the 3rd IPL from baseline. The mean TMH was no significant change. * Significant (paired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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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로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각각 p<0.001,

구건조증에 대하여 ‘눈물의 삼투압 증가로 인한 안구표면

p=0.013). 하지만 NIBUT-first, NIBUT-average, Oxford scale

의 염증을 유발하여 시력저하, 눈물막의 불안정을 일으키

모두 IPL 1차 후와 3차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

는 복합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안구건조증에 있어서 염증

은 보이지 않았다(각각 p=0.435, p=0.855, p=0.744; Fig. 2B).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5

한편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안구건조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OSDI 설문은 IPL 치

의 dry eye specialist로 구성된 Asia Dry Eye Society에서는

료를 위해 방문할 때마다 치료 전에 설문을 시행하였다. 치

2017년에 안구건조증을 ‘염증’보다는 ‘불안정한 눈물막’으

료 전, IPL 1차 후 각각 60.63 ± 18.78, 57.46 ± 18.10으로

로 인한 시력저하 및 안구표면손상을 중요하게 정의하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p=0.031), IPL 3차 후에

다.26 이처럼 안구건조증의 정의에 있어 미국, 유럽, 일본의

도 51.96 ± 17.72로 치료 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유의한

연구자들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치료에도 차이를 보

증상 호전을 보여주었으나(p=0.001), IPL 1차 후와 3차 후

이고 있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에서 염증 치료와 안구표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은 없었다(p=0.075; Fig 3A).

안정화는 안구건조증의 중요한 치료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인 증상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IPL 1차 후 1.28 ±

IPL은 Xenon flash lamp를 이용한 광선 치료로 안구건조

0.98, IPL 2차 후 1.89 ± 1.27, IPL 3차 후 2.27 ± 1.26으로

증 치료에 이용하는 파장은 590 nm cut-off 필터를 사용하

유의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모두 p<0.001; Fig 3B).

여 590-1,200까지 파장을 방출하게 된다. 590 nm 파장은

IPL 3차까지 시행하며 9주 동안 관찰하는 동안 눈 주위 피

피부 멜라닌보다 혈관 흡수에 강화된 파장으로 선택적으로

부 화상이나 기미, 눈의 부작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안검 표면의 혈관들을 제거하여 혈관확장 및 홍반을 감소
시키고, 염증물질의 분비를 줄이며, chromopore에 흡수되

고

찰

어 눈꺼풀 피부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L
을 3주 간격으로 3회 실시하였으며, 1회 시행한 이후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의 핵심은 안구 표면의 안정성 회복과

마이봄샘 지표(MGE, MGSl), 안구표면 지표(NIBUT, Oxford

만성적인 염증 조절이다. 2007년 Tear Film and Ocular

scale), 안구건조증(OSDI, 주관적 증상 개선)이 효과적으로

Surface Society의 International Dry Eye-Workshop에서 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Figure 3. Improvement of dry eye symptom. (A)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at baseline, after the 1st intense pulsed light
(IPL) and after the 3rd IPL. (B) Patient’s perceived improvement of ocular discomfort after the 1st IPL, 2nd IPL and 3rd IPL. The
distribution of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5-grade scale about their perceived improvement in symptoms. OSDI sco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1st IPL and 3rd IPL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subjective ocular discomfort improved as the number of IPL
treatm ents increased. * Significant difference com pared to baseline (paired t-test, p < 0.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3 weeks and the 6 weeks (paired t-test, p < 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6 weeks and the 9 weeks (paired t-tes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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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봄샘 기능부전은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인증된 OSDI 검사와 환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증상 개선

지질 구성의 변화로 바깥으로 잘 분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정도를 측정하였다. IPL 1차 후부터 OSDI 수치가 유의하

큰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IPL 치료 후 마이봄샘의 분비

게 감소하였고, 주관적인 증상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1회

양상(MGE)과 질적인 양상(MGS)이 모두 유의하게 회복되

시행하였을 때보다 3회차로 횟수가 증가되었을 때 만족도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마이봄샘

가 점점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9주 후 2/3 이상

기능부전을 지닌 안구건조증 환자군의 마이봄샘 분비 녹는

의 환자에서 mild 이상으로 주관적인 증상 호전을 느끼며,

점이 정상인에 비해 3°C 이상 높아 온열 치료가 비정상적

1/3 이상의 환자에서 moderate to high로 환자의 치료 만족

인 기름 성분을 녹여줄 수 있고, 안구 불편감을 완화시켜줄

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18 따라서 IPL 치료는 객관적 지표

4

8

수 있다고 하였다. Gupta et al 은 IPL 치료 후 마이봄샘의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

점도(viscosity)와 oil flow score가 향상됨을 보고하였고,

할 수 있었다.9,10,27,31

Vegunta et al27은 마이봄선 분비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

최근 안구건조증에 대한 IPL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론적으로 IPL로부

있었지만, 아직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보고된 논문이 많지

터 방출되는 빛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온도 이상의 열을 생

않다. 본 연구는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가진 안구건조증 IPL

산하기 때문에, IPL은 굳어져 있는 마이봄을 액화시키고,

치료로 마이봄샘 지표, 안구표면 지표, 안구건조증의 개선

점성을 개선시켜 마이봄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를 살펴보면 치료 전과 IPL 시행 후의 대다수의 지표들

또한 본 연구에서는 IPL 치료 이후 안구표면 지표인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MGS를 제외하고는 IPL 1차

NIBUT와 Oxford scale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이전

후, IPL 3차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

연구 결과들에 부합하는 결과로 마이봄샘의 지질 성분의

다. 따라서 IPL 치료 횟수를 늘리거나 IPL 치료 간격을 좁

분비와 양상의 개선은 눈물의 지질층의 강화하여 눈물 증

혀서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장기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발을 억제하고 눈물막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

보인다. 그 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경한 군에서 정도가

9,28

9

Craig et al 은 IPL 치료 후 눈물의 지질층 두

심한 군까지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가진 건조증을 모두 대

께(lipid layer thickness)가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상으로 하였으며, 추후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단계별로 세

연구에서 사용한 K5M 검사는 지질층 두께의 정성적인 추

분화하고 특징을 구분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을 할 수 있으나 정량적 측정이 어려워 IPL 후 직집적인

또한 IPL 치료의 통증으로 남성분들이 치료를 선호하지 않

로 보인다.

지질층의 양적 변화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또한 눈물띠 높

아 여성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결론적으

이는 IPL 치료 전후에는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며,

로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가진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IPL 치

이는 Craig et al9의 연구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따라서 IPL

료는 눈물의 안정성과 염증 조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치

은 마이봄선의 분비 증가와 분비물의 질적인 개선이 눈물

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감소시

막을 강화하여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지만, 눈물량(volume)

키고, 마이봄선 기능 및 눈물막과 안구표면에 기능적 향상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을 보이므로 안구건조증 치료에 유용하며 효과적인 치료가

이전 연구에서 IPL의 590 nm 파장은 주로 헤모글로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흡수하며, 비정상적인 혈관이 파괴되고, 염증인자들을 감소
시켜준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28 Liu et al29은 IPL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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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윤 외 : IPL 치료의 임상효과 확인 -

= 국문초록 =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동반한 안구건조증 환자에 대한 펄스광선
치료의 임상효과
목적: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포함한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펄스광선 치료(intense pulsed light, IPL)를 시행한 후 안구건조증에
대한 임상적 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마이봄샘 기능부전으로 진단된 환자 62명 124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는 3주 간격으로 3차
례의 IPL을 치료받았으며, 치료 전과 3주 간격의 시간에 따른 Meibomian gland expressibility (MGE), Meibomian gland secretion
score (MGS), 눈물띠검사(TMH),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noninvasive break-time, NIBUT), 플루오레신 각막염색 점수(Oxford
scale), 환자의 증상(Ocular Surface Diseases Index [OSDI], 주관적인 증상 개선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IPL 치료 후 마이봄샘 기능관련 지표(MGE, MGS), 안구 표면 관련 지표(NIBUT, Oxford scale), 안구건조 증상(OSDI score, 주관
적인 증상 개선 정도)은 치료 전과 비교하여 IPL 1차 후, IPL 3차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모두 p<0.05). 하지만 눈물띠검
사는 IPL 치료 전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마이봄샘 기능부전을 가진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IPL 치료는 눈물막을 안정시키고, 마이봄샘 기능 이상 및 주관적인 증상을 개선
시키므로 안구건조증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3):3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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