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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눈물 내 기질 금속단백분해효소 9 및 안구 표면
불편감의 단기 변화
Short-term Changes in the Tear Matrix Metalloproteinase 9 Level and Ocular
Surface Discomfort after Cataract Surgery
이승현⋅전연숙⋅문남주⋅김경우
Seung Hyeun Lee, MD, Yeoun Sook Chun, MD, PhD, Nam Ju Moon, MD, PhD, Kyoung Woo Kim, MD, PhD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We explored changes in the various clinical parameters of dry eye disease (DED), including the tear matrix metalloproteinase 9 (MMP-9) level, soon after cataract surgery. We sought correlations between such changes and ocular surface
discomfort.
Methods: In 106 patients (106 eyes)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we evaluated meibomian gland dysfunction, tear secretion, corneal sensitivity, tear break-up time, corneal erosion status, the Sjögren’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linical Alliance
(SICCA) ocular staining score, tear osmolarity, the tear MMP-9 level, and the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before, and
1 week and 1 month after surgery. All eyes were instilled with topical moxifloxacin, a steroid, and a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daily for 1 month postoperatively. The 1-month delta OSDI scores correlated with the 1-month delta DED
parameters. We compared the latter parameters between patients in whom the MMP-9 level decreased (MMP-9-decreased
group) at 1 month with those in whom it did not (MMP-9-not decreased group).
Results: Overall, 89.5% of total patients exhibited preoperative DED. The tear MMP-9 level fell at 1 month postoperatively, tear
secretion (evaluated using the Schirmer I test) decreased at 1 week, and the OSDI scores fell at both 1 week and 1 month. We
fou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1-month delta OSDI scores and the 1-month delta DED parameters. The 1-month
OSDI score fell to a significantly greater extent in the MMP-9-decreased group.
Conclusions: Routine, local anti-inflammatory treatment after cataract surgery may briefly reduce the tear MMP-9 level and ocular surface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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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편감은 다양하며 이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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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으로서 백내장수술 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편감 중
많은 부분이 수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건성안 때문
1,2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발표된 Tear Film & Ocular

Surface Society (TFOS) Dry Eye Workshop II (DEWS II)
보고에 따르면 건성안은 안구 표면의 항상성의 소실, 눈물
층의 불안정, 눈물 내 고삼투압 및 신경감각의 이상의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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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으로서, 특히 눈물의 고삼투압 상태와 이로 인한 염

MMP-9를 비롯한 건성안 임상 지표들의 단기간 변화 양상

증성 사이토카인 분비의 자극 및 안구 표면의 염증 증가에

을 확인하고 MMP-9 발현 변화와 환자가 느끼는 안구 표면

이르는 악순환 고리가 병태생리의 핵심 축을 차지하기 때

불편감 변화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문에 건성안이 안구 표면의 대표적인 염증질환으로 점차
이해되고 있다.3,4

대상과 방법

백내장수술 후의 건성안 유병률은 약 7-80%로 보고되었
으며5,6 백내장수술 후 건성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7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수술 중 요인으로 소독제로 사용되는
8

본 연구는 백내장수술 환자들 중 건성안 관련 평가들이
시행된 바 있었던 환자들의 의무기록에 근거한 후향적 코호

포비돈 용액(povidone iodine)에 의한 손상, 수술 중 사용

트 연구로서, 본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되는 개검기로 인한 눈꺼풀 마이봄샘의 기계적 자극 및 염

Board [IRB])의 승인하(IRB 승인 번호: 2006-026-19320)

증 유발,9 현미경으로부터의 강한 빛의 장시간 노출로 인한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

10

광손상,

11

수술 때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나 술 후 사용되

는 안약 속에 존재하는 염화 벤잘코늄(benzalkonium chloride)
의 작용 등이 건성안을 야기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

대상 환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본원 안과에서 백내장

려져 있다. 또한 백내장수술 중의 전층 각막절개가 각막신

수술을 시행 받은 106명 106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안 또

경을 손상시켜 각막의 지각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눈물샘

는 양안의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를 포함하였고 양안의

의 피드백 기능이 파괴되고 눈물 내 삼투압 농도가 증가하

백내장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1주 이내 간격으로 양안을 수

12

13,14

또한, 신

술한 환자에서 먼저 수술받은 안만 포함하였다. 백내장수

경 손상은 그 자체로도 substance P 등의 염증 매개 신경 펩

술 전 이미 건성안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들 중 수술 전 3개

타이드를 분비하여 신경원성 염증(neurogenic inflammation)

월 이내에 인공눈물 및 윤활 겔을 제외한 국소 스테로이드,

게 되어 눈물막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15

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백내장수술 후 발생하는 건성

국소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제 등의 항염증성 안약을 점안하

안의 기전에 관한 다양한 가설들은 대부분 기저에 직간접

고 있던 환자는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 1주

적인 염증 반응을 공유한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백내

이내 시행한 건성안 임상 지표들의 측정을 통해서 건성안

장수술 후 건성안의 발생 및 관련 증상이 증가한다는 사실

으로 최초 진단받은 모든 대상자들은 백내장수술 전 별도

이 밝혀졌지만,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 건성안 환자에

의 건성안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 받았다. 수

서 백내장수술 후 건성안 증상이 오히려 완화된다고 보고

술 전 건성안 여부 및 중증도 판단은 과거 알려진 OSDI 점

된 바도 있었다.16

수에 따른 차등 기준을 이용하여 0-12점은 정상, 13-22점은

기질 금속단백분해효소 9 (matrix metalloproteinase 9,

경도 건성안, 23-32점은 중등도 건성안, 33-100점은 중증
22

MMP-9)는 창상 치유와 염증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건성안으로 구분하였다.

알려진 단백 분해 효소로서, 건성안에서 인터루킨 1 베타

안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 백내장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

(interleukin 1 beta, IL-1β),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

였거나 유리체절제술을 동반 시행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

crosis factor alpha, TNF-α) 및 유사분열 활성화 단백질 인

하였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환자, 여타

산화효소(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등의 염증 환경
에서 동반 활성화되어 각막상피의 장벽을 무너뜨린다고 알
최근에는 안구 표면 내 염증 존재의 생체 지

백내장수술
수술은 동일한 술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상이측부 테논

표(biomarker)로서 눈물 내 MMP-9의 발현을 현장에서 측

낭 밑 마취 하 각공막 윤부에 2.75 mm 폭의 이측부 투명

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눈물 내 MMP-9의 농

각막절개 후 수정체초음파유화(Centurion Vision System;

도는 안구 표면의 염증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 및 후방인

17-20

려져 있다.

21

알려져 있다.

®

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절개창은 무봉합하였다. 환

백내장수술 후 염증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코르티코

자는 술 후 처치는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게 점안 항생제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

(moxifloxacin, Vigamox ; Alcon Laboratories, Inc., Fort

flammatory drug),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국소 항염증제를

Worth, TX, USA) 하루 3회, 무보존제 점안 스테로이드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백내장수

(1% prednisolone acetate, Predbell®, Chong Kun Dang

술 후 통상적인 치료 조건에서 눈물 내 염증의 생체 지표인

Holdings Corp.,, Seoul, Korea) 하루 4회, 무보존제 점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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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항염증제(bromfenac sodium hydrate, Bronuck®;

여 각막에 염색약을 코팅한 이후, 세극등현미경의 코발트

Taejoon Pharm., Seoul, Korea) 하루 2회 용법으로 1개월간

블루광원 하에서 눈을 감았다 뜬 후 코팅된 염색약의 첫 결

매일 점안하였다. 본 3가지 안약제를 제외한 안약은 술 후

손이 나타나기 까지의 시간(초)을 측정하였다. 각막미란의

1개월간 사용하지 않았다.

정도는 플루오레세인에 염색된 각막형광염색 점수로 판단하
였으며, 미국국립안연구소(The National Eye Institute/Industry

눈물 내 MMP-9 발현 분석 및 건성안 임상 지표 측정
술 전 1주 이내, 술 후 1주째 및 술 후 1개월째에 양안의

Scale) 기준으로 각막을 5등분하여 각각 0-3점으로 점수를

마이봄샘의 압출능(expressibility), 마이봄샘 분비물의 혼탁

안구표면염색지수는 Sjögren’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도(turbidity), 눈물 분비량, 각막지각 역치, 눈물막파괴시간,

Clinical Alliance (SICCA) OSS를 기준으로 각막과 결막의

각막미란 정도, 안구표면염색지수(ocular staining score, OSS)

점수를 합한 점수로 표기하였다.

및 안구표면질환지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지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각 질문마다 환자가 느끼

설문 점수를 측정하였다. 눈물 내 MMP-9 발현 등급과 눈

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점수는

부여하고 총 15점으로 각막미란의 중증도를 평가하였다.25

26

안구표면질환지수 설문

물 내 삼투압은 술 전과 술 후 1달째에 양안에서 측정하였

100점 만점으로 합산되며, 응답한 질문의 합계 점수에 25

다. 총 10가지의 본 평가 항목들은 동일한 연구자가 측정하

를 곱한 후 응답한 질문의 개수로 나눈 값을 최종 측정값으

였다.

로 산정하였다.22

마이봄샘의 압출능은 위눈꺼풀판을 가볍게 눌렀을 때 압

눈물 내 MMP-9 측정은 현장 측정 기구인 InflammaDry®

출 가능한 마이봄샘의 개수를 기준으로 중앙 5개의 마이봄

(Quidel, San Diego, CA, USA)을 사용하였다. 하측 눈꺼풀

샘 중 5개는 0등급, 3-4개는 1등급, 1-2개는 2등급, 0개는

결막의 여러 위치에 검체 수집기(sample collector)의 끝을

23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마이봄샘 분비물의 혼탁도는 아래

수차례 접촉하여 눈물을 흡수시킨 후 검사 카세트(test cas-

눈꺼풀판을 눌렀을 때 분비되는 마이봄의 상태를 기준으로

sette)에 조립 후 완충액(buffer)에 검체 수집기의 끝을 20초

투명할 경우 0등급, 단순 혼탁하면(cloudy) 1등급, 노폐물

동안 담근 다음, 10분 후 검사창에 나타나는 빨간색 선의

가루를 동반한 혼탁 시(cloudy with debris) 2등급, 두껍고

진한 정도에 따라 음성(0등급), trace (1등급), 약양성(2등

치약 같이 배출되면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24 눈물량 측정은

급), 양성(3등급), 강양성(4등급)의 5단계의 등급27으로 판

점안마취 없이 쉬르머 표준 검사지(Eagle Vision, Memphis,

정하였다. 5단계 등급 판정은 숙련된 검사자가 시행하였고

TN, USA)를 아래 결막낭의 가쪽 1/3에 위치시키고 5분 후

표준 판독 사진(Fig. 1)을 이용하여 판독 오류 가능성을 최

검사지가 눈물에 의해 젖은 길이(mm)를 측정하였다. 각막

소화하고자 하였다.

지각검사는 Cochet-Bonnet 각막지각계(Luneau ophthalmol-

눈물 내 삼투압은 I-PENTM (I-MED Pharma Inc., Montreal,

ogy, Chartres Cedex, France)를 이용하여 각막 중심부에서

Canad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최소 30분 이상 안약을

측정하였으며 나일론사를 각막면에 수직으로 최소한의 구

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였으며, 기기에 일회용 센

부러짐이 생길 때까지 압박해 최초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서를 삽입한 후 아래눈꺼풀을 잡아당겨 노출된 하측 결막

때의 나일론사의 길이를 각막지각 역치값(cm)으로 표시하

낭에 센서의 끝부분이 지면과 면과 30-40°의 각도를 이루

였다.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up time)은 플루오레세인

도록 위치하여 센서의 끝부분이 결막을 가볍게 누르는 정

종이(Haag-Streit international, Koniz, Switzerland)에 생리

도로 접촉하여 삼투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삼투압은 기

식염수를 묻인 후 아래 결막낭에 접촉시킨 다음 눈을 깜빡

계 화면에 mOsm/L 단위로 표시되었다.

Figure 1. Standard photographs for 5-scale grades for tear matrix metalloproteinase (M M P)-9 expression ranged from 0 to 4 along
to the color density of the red line in the readout window of the point-of-care M M P-9 immun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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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시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두 가지

통계 분석
통계적 처리는 GraphPad Prism ver. 8.4.3 (GraphPad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은 정규성 분포를 만족할 때에는 Pearson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과 SPSS ver. 19 (IBM,

correlation test를, 정규성 분포를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눈물 내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였다. 유의 확률

MMP-9 발현 및 건성안 임상 지표 결과들의 추세적 변화를

(p-value)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반복측정분산분석(one-way repeated

간주하였으며, 반복측정분산분석 후 시점 간 사후 분석에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으며, 시점 간 차

한해서는 0.017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

이 분석은 Bonferroni 사후 분석을 통해서 추가 분석하였

주하였다. 결과값들은 평균 ± 표준편차의 형식으로 표시하

다. 눈물 내 MMP-9 발현 등급과 눈물 내 삼투압의 술 전과

였다.

수술 후 1달째 간 짝지은 변화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
다. MMP-9 발현 등급 호전 군과 비호전군 간 지표 차이는

결

과

정규성 분포를 만족할 때에는 Student’s t-test를 만족하지
총 106명 106안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대상 환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70.83 ± 9.99세였다. 대상 환자 중 남자 53명

Table 1. Demographics of patients enrolled in this study
Variable
Total number of patients/eyes
Age (years)
Sex (female, %)
OD vs. OS (OS, %)

과 여자 53명이었다(Table 1).

Value
106/106
70.83 ± 9.99 (41-90)
50.0
40.6

백내장수술 전후 눈물 내 MMP-9과 건성안 임상 지표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들의 단기 변화 분석
백내장수술 전 평균 눈물 내 삼투압은 317.40 ± 22.74
mOsm/L, OSDI 점수는 42.26 ± 23.80점, 눈물막파괴시간은

Table 2. Analysis of the serial change of various parameters for dry eye disease within 1 month after the routine cataract surgery
Value
Baseline
MG expressibility (Gr)
Meibum quality (Gr)
Tear secretion (mm)
Corneal sensitivity (cm)
Tear BUT (seconds)
Corneal erosion score
OSS
OSDI score
Tear osm. (mOsm/L)
Tear MMP-9 (Gr)

1.66 ± 0.59
(1-3)
1.57 ± 0.78
(0-3)
11.61 ± 8.11
(3-35)
5.82 ± 0.44
(3.5-6.0)
6.87 ± 2.38
(2-12)
1.30 ± 1.90
(0-10)
0.60 ± 0.93
(0-4)
42.26 ± 23.80
(0-100)
317.40 ± 22.74
(280-363)
1.88 ± 0.99
(0-4)

Postsurgical
1 week

Postsurgical
1 month

1.31 ± 0.58
(0-3)
1.59 ± 0.85
(0-3)
8.04 ± 4.52
(3-23)
5.67 ± 0.71
(2.5-6.0)
6.82 ± 2.61
(3-13)
0.71 ± 1.46
(0-6)
0.55 ± 1.38
(0-8)
14.17 ± 13.24
(0-43.75)
-

1.35 ± 0.55
(0-3)
1.32 ± 0.84
(0-3)
10.01 ± 7.79
(3-35)
5.77 ± 0.61
(3.0-6.0)
6.97 ± 2.52
(3-15)
0.75 ± 1.29
(0-6)
0.47 ± 1.17
(0-7)
17.91 ± 21.48
(0-90)
321.40 ± 18.05
(281-354)
1.23 ± 0.93
(0-4)

-

p-value
post-hoc
Baseline vs. 1 week vs.
RM-ANOVA
1 week
1 month
0.088
0.236
0.006*

0.016*

Baseline vs.
1 month
-

-

-

0.862

0.054

0.200

-

-

-

0.775

-

-

-

0.194

-

-

-

0.843

-

-

-

<0.001*

1.000

0.007*

-

-

-

0.613

-

-

-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Ranges of each value are shown in brackets.
RM-ANOVA =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MG = meibomian gland; BUT = break-up time; OSS = ocular staining score;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m. = osmolarity; MMP-9 = matrix metalloproteinase 9; Gr = grade.
*
p valu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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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2.38초였다(Table 2). OSDI 점수에 근거 전체 대상

치는 영향력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백내장수술 전 및 술 후

자 중 10.5%는 비건성안, 13.2%는 경도 건성안, 10.5%는

1개월째 OSDI의 변화값과 눈물 내 MMP-9 발현을 포함한

중등도 건성안, 65.8%는 중증 건성안이었다.

9가지의 건성안 임상 지표의 1개월째 변화값들 간 상관분

눈물 내 MMP-9 발현 등급은 술 전 평균 1.88 ± 0.99에서
술 후 1개월째 1.23 ± 0.93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지표들에서 OSDI 변화값과 유의
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눈물 분비량은 술 후 1주째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6),
OSDI 설문 점수는 술 후 1주(p<0.001) 및 1개월째(p=0.007)

백내장수술 후 눈물 내 MMP-9 발현 변화에 따른 건

모두 술 전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이외 건성

성안 임상 지표 변화들의 차이 분석
백내장수술 후 1개월째 술 전 대비 MMP-9 발현 등급이

안 임상 지표들은 수술 전후 1달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감소한 군(MMP-9 감소군)과 MMP-9 발현 등급이 술 전 대

백내장수술 전후 OSDI 점수와 눈물 내 MMP-9 발현

비 증가하거나 변화하지 않은 군(MMP-9 비감소군)으로 구

변화 간 상관관계
백내장수술 후 안구 표면의 주관적 불편감의 감소에 미

분하여, 1개월째 건성안 임상 지표들의 술 전 대비 변화값
들의 군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MMP-9 감소군은 전체의

Table 3. Correlations of the change of OSDI scores with the change of the values of parameters for dry eye disease before and 1 month
after the routine cataract surgery
Correlation test

Delta OSDI score

vs.

Variable
†
Delta MG expressibility (Gr)
†
Delta Meibum quality (Gr)
‡
Delta tear secretion (mm)
‡
Delta corneal sensitivity (mm)
†
Delta tear BUT (seconds)
‡
Delta corneal erosion score
‡
Delta OSS
†
Delta tear osm. (mOsm/L)
†
Delta tear MMP-9 (Gr)

r coefficient
0.016
0.041
0.039
0.122
0.049
-0.027
-0.003
0.110
0.235

p-value*
0.932
0.833
0.836
0.536
0.825
0.896
0.991
0.594
0.229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MG = meibomian gland; Gr = grade; BUT = break-up time; OSS = ocular staining score; Osm. =
osmolarity; MMP-9 = matrix metalloproteinase 9.
*
†
‡
p valu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earson’s correlation test;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Table 4. Difference of change of the values of parameters for dry eye disease before and 1 month after the routine cataract surger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ar M M P-9 expression
Variable
†

Age (years)
‡
Sex (female, %)
†
Delta MG expressibility (Gr)
†
Delta Meibum quality (Gr)
§
Tear secretion (mm)
§
Corneal sensitivity (mm)
†
Tear BUT (seconds)
§
Corneal erosion score
§
OSS
†
Tear osm. (mOsm/L)
†
OSDI score

Change of MMP-9 (Gr) at 1 month
Group
Decreased
Not decreased
71.03 ± 10.55
68.71 ± 10.73
67.7
41.4
-0.14 ± 0.56
-0.23 ± 0.61
0.05 ± 0.80
-0.09 ± 0.61
-1.00 ± 7.11
0.15 ± 5.80
-0.13 ± 0.88
0.02 ± 0.43
0.65 ± 3.41
-0.06 ± 3.44
-0.25 ± 1.48
-0.76 ± 2.22
-0.24 ± 1.25
0.06 ± 1.71
10.29 ± 29.81
-2.06 ± 28.33
-36.95 ± 26.95
-8.21 ± 34.85

p-value*
0.402
0.068
0.610
0.527
0.416
0.484
0.556
0.339
0.574
0.225
0.02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MMP-9 = matrix metalloproteinase 9; Gr = grade; MG = meibomian gland; BUT = break-up time; OSS = ocular staining score; Osm. =
osmolarity;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
p-valu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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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MMP-9 비감소군은 전체의 48.3%였다. 술 전 대비

MMP-9 발현 감소를 유도했을 것이고,12,16 MMP-9 감소가

수술 후 1개월째 변화값들 중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안구 표면의 주관적 증상 호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

지표는 OSDI 점수가 유일했으며(p=0.021), MMP-9 감소군

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내장수술 후 적극적인 항염증 치료

에서는 -36.95 ± 26.95점, MMP-9 비감소군에서는 -8.21 ±

를 하는 것이 백내장수술 후 전방 및 유리체강 내 염증 조

34.85점으로서, MMP-9 감소군에서 OSDI 점수의 술 후 감

절이라는 주된 약물 효과와 더불어, 눈물 내 MMP-9 발현

소폭이 훨씬 더 컸다(Table 4).

감소를 통한 건성안 관련 주관적 불편감 완화라는 부수적
효과 역시 가져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백내

고

장수술 전후 안구 표면 불편감의 변화를 예측하고 환자에

찰

게 사전 설명하기 위해 백내장수술 전 건성안의 동반 여부
본 연구 결과 술 전 건성안을 동반한 환자군에서 백내장
수술 후 통상적인 항염증제의 국소 투여 시 단기간 내 눈물

및 눈물 내 MMP-9 발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내 MMP-9의 발현이 감소하고 관련해서 안구 표면의 주관

과거 연구에 따르면 눈물 내 MMP-9의 농도가 환자의 정

적 불편감 역시 감소하였다. 백내장수술은 다양한 원인으

량화된 주관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바 있었

로 안구 표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

다.30 하지만 본 연구에서 MMP-9 감소군, 비감소군 간

는데, 사람에서 백내장수술 전후 눈물 내 MMP-9의 발현

OSDI 변화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수술 전후

변화를 통해 염증 수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연구

OSDI 변화값과 눈물 내 MMP-9 발현 등급 변화값 간에는

는 이제껏 국내외 없었으며 본 연구가 최초이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InflammaDry 현장

백내장수술 후 건성안이 악화된다고 알려진 여러 연구들5,6

검사법이 검사 용액의 양에 따라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OSDI 점수가 유의하게 감

31
있는 일종의 정성검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몇 연

소하였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후 주

구들에 의하면 건성안 환자에서 눈물띠 측정을 통해 판단

관적 증상, 눈물막파괴시간, 각막미란의 변화 양상은 수술

한 눈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에서 MMP-9 양성률이

16

해당

높았고 눈물량이 적은 환자에서 MMP-9 음성률이 높았으

논문에 따르면 수술 전 건성안이 있던 환자에서 수술 후 건

며,32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InflammaDry 현장 검사의 양성

성안 관련 주관적 증상이 호전되었고, 비건성안 환자에서

률이 MMP-9의 농도 범위와 검사 용액의 용적에 따라 매우

수술 후 각막미란이 증가하고 눈물막파괴시간이 감소한 것

가변적이었다.33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수술 후 1개

전 건성안 동반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경과를 보였다.

과 달리 건성안 환자에서는 수술 후 이 둘 모두 악화 소견

월째 감소한 MMP-9 발현 등급은 항염증제의 투여 때문일

없이 수술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16 본 연구의 대상자

수도 있겠지만, 수술 1주째 감소한 눈물 분비량이 1개월째

는 OSDI 점수 기준 89.5%가 수술 전 건성안이 있었고 건

눈물 내 MMP-9의 높은 위음성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

성안 환자 중 73.5%는 33점 이상으로서 중증 건성안의 비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눈물띠의 높이와 면적은 쉬

중이 높았으며, 평균 눈물막파괴시간은 6.87 ± 2.38초로 10초

르머검사상 눈물 분비량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미만이었고, 평균 눈물 내 삼투압 역시 317.40 ± 22.74 mOsm/L

안구 표면의 염증은 눈물샘의 염증 및 눈물 분비량 감소로

28

34,35

로서 TFOS DEWSII 보고 에서 제시한 건성안 진단 기준

이어지고 InflammaDry 현장 검사상 양성인 건성안 환자에

인 308 mOsm/L 이상이었다. 이렇듯 건성안 환자 비중이

서 음성 대비 눈물 분비량이 유의하게 적었던 연구 결과는

높았던 본 연구 코호트 특성이 기존 연구16와 유사한 결과

MMP-9의 양성률이 반드시 높은 눈물띠와 상대적으로 많

를 보인 이유라 생각된다.

은 눈물 분비량에 의존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21

본 연구에서 눈물 내 MMP-9 발현 등급은 술 전에 비해

한다. 또 한편으로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

술 후 1개월째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MMP-9

용한 MMP-9의 반정량적 5단계 등급 분석 방법이 건성안

감소군에서 비감소군 대비 더 큰 OSDI 점수의 감소로 이어

환자에서 국소 사이클로스포린 점안 후 치료 반응을 잘 반

졌다. 최근 한 국내 연구에서도 건성안 환자를 눈물 내

영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MMP-9 발현의 음성군과 양성군으로 나누었을 때 OSDI

과는 결과 해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눈물량에

점수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었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간 띠의 진하기에

29

27

이렇듯 MMP-9 현장 검사의 결

아마도 술 후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안약 및 고역가

따른 세분화한 등급 구분법을 이용한 반정량적 분석 결과

의 스테로이드 안약을 복합적으로 투여하여 안구 표면에서

는 매우 신중해야 해석해야 하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의 강한 항염증 효과를 한 달간 유지한 것이 눈물 내

하겠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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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눈물 분비량은 술 후 1주째

본 기관의 백내장수술 후 일반적인 진료 프로토콜상 수술

경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술 후 1달째 다시 술 전의 수준으

후 1-2주째 눈물 내 MMP-9 및 삼투압 측정을 시행하지 않

로 회복되었다. 백내장수술 후 각막지각의 변화를 연구한

았다. 따라서, 향후 전향적인 추가 연구 등을 통해서 단기

36,37

에서 절개부 주위의 각막지각은 술 후 1주

간 내 눈물 내 MMP-9 발현 및 삼투압 변화를 평가해본다

째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는 양상을

면 안구 표면에서 백내장수술 자체에 보다 의존적인 초기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부의 각막지각만을 평가하였기

염증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술

에 수술 전후 각막지각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후 1개월 이후 시점에서 건성안 지표 변화들을 장기간 확

아마도 이측부 각막절개 후 각막신경의 절단으로 인해 절

인하지 못한 점 역시 제한점이며, 대상 환자가 주로 술 전

개부 주변부 각막지각이 저하되고 눈물기능 단위(lacrimal

건성안이 있었던 환자들로 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 연

functional unit)의 부분적 기능 저하 및 이로 인한 한시적

구 결과를 모든 백내장수술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기에 어

눈물 분비 저하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려움 역시 있다. 결론적으로 백내장수술 후 통상적으로 시

이전 연구들

일반적으로 감각 신경의 손상이 신경원성 염증을 유발할
15

행하는 국소 항염증 치료 환경하에서 술 후 1개월 간 눈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원형의 각막 신

속 MMP-9의 발현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백내

경절단 마우스 모델에서 손상 후 CD4+CD69hi 림프구가 안

장수술 후 안구 표면의 불편감 증상 완화와 연관될 수 있겠

구 표면에서 2주째에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4주째에는 정

다.

+

hi

상 수준을 보였으며, CD8 CD69 림프구는 초기 4주간 상
승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38 이러한 기존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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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백내장수술 후 눈물 내 기질 금속단백분해효소 9 및 안구 표면
불편감의 단기 변화
목적: 백내장수술 후 눈물 내 기질 금속단백분해효소 9 (matrix metalloproteinase 9, MMP-9)를 비롯한 건성안 임상 지표의 단기
변화를 확인하고 안구 표면 불편감 변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백내장수술 환자 106명(106안)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술 후 1주, 1개월째 마이봄샘 기능장애, 눈물 분비량, 각막지각, 눈물
막파괴시간, 각막미란, 안구표면염색지수, 눈물 내 삼투압, MMP-9 등급 및 안구표면질환지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를 측정했다. 모든 환자는 술 후 1개월간 국소 목시플록사신 항생제,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점안하였다. OSDI 점수
의 1개월째 변화값과 건성안 지표들의 1개월째 변화값 간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술 후 1개월째 MMP-9 감소군과 MMP-9 비감소군
간 수술 전후 건성안 지표 변화값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89.5%에서 수술 전 건성안이 있었다. 눈물 내 MMP-9는 술 후 1개월째 감소하였고, 쉬르머 I 검사상 눈물 분비량은
1주째 감소하였으며, OSDI 점수는 1주째, 1개월째 모두 술 전 대비 감소하였다. 수술 전후 1개월째 OSDI 변화값은 모든 건성안 지표들
의 수술 전후 변화값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술 후 1개월째 OSDI 점수는 MMP-9 감소군에서 MMP-9 비감소군 대비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하였다.
결론: 백내장수술 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국소 항염증 치료하에서 술 후 단기간 내 눈물 내 MMP-9 발현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안구 표면의 불편감 증상 완화와 연관될 수 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4):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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