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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port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rimary underlying diseases of patients at high risk for failure of penetrat-
ing keratoplasty (PKP) in Korea.
Methods: Patients at high risk of PKP failure among those who visited the ophthalmological clinics of tertiary care hospitals in 
Korea from April 2019 to April 2020 and who were indicated for PKP were retrospectively enrolled. We epidemiologically inves-
tigated 119 eyes of 104 patients via medical chart review.
Results: Herpes simplex virus (HSV) keratitis was the most common primary underlying disease (26.1%). The most common pri-
mary cause of poor bilateral visual acuity was Stevens-Johnson syndrome/toxic epidermal necrolysis (SJS/TEN) (41.7%) fol-
lowed by chemical burns (19.4%). Of the 119 eyes, 40.3% had a history of previous PKP and 20.2% had undergone three or 
more PKP. The average number of prior PKPs was 1.02 ± 1.46. Corneal neovascularization and corneal opacity were reported 
in 82.4 and 92.4% of cases, respectively. As the severity of these conditions increased, the eye distributions became larger. Of 
all patients, 47.9 and 31.9%, respectively, received the highest corneal neovascularization and corneal opacity scores. 
Conclusions: Our study of patients at high risk of PKP failure improves our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imary underlying diseases. Such patients require careful observation and aggressive treatment. Possible alternatives to 
PKP should be considered if PKP consistently fails. This study will aid clinicians in deciding whether to proceed to surgery if a 
poor postoperative prognosis is predi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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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지 외 : 각막이식 실패의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

각막이식은 시행한지 110년 이상 된 수술로, 다양한 원

인으로 발생한 영구적인 각막혼탁의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각막이식은 동종이

식 중 다른 장기에 비해 수술 성공률이 높으며, 전체층각막

이식 외에 심부앞층판각막이식, 데스메막박리 내피각막이

식, 데스메막내피각막이식 등 다양한 층판각막이식수술 방

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도입되었다. 각막이식의 성공

과 관계된 요인으로 나이, 각막혈관신생, 술 전 염증성 안

질환, 주변홍채앞유착, 녹내장, 앞선 각막이식편 거부 반응 

및 이식편 실패 등이 있으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단순포

진각막염, 화학화상 등의 질환이 술 후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1-4 이러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에서

는 각막이식의 성공률이 높지 않고, 이전 수술이 실패한 경

우 반복하여 각막이식을 시행함에 따라 재이식안의 비율이 

높아지며, 각막이식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 수술의 성공률

은 낮아진다.1,5,6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 대

한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칼시뉴린 억제제인 타

크롤리무스(tacrolimus)와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 A), 

항대사약제인 마이코페놀레이트(mycophenolate mofetil)와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그 외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나 생물학적 제제

(biological agent) 등 면역억제제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각막이식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명확히 정

립된 치료는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2,7

각막이식의 성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군

에서 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

각막이 도입되었다.8,9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인공각막 중 

보스톤 인공각막을 이용한 이식은 여러 연구를 통해 실패

율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서의 각막이식 혹은 반복된 각

막이식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보였으나, 인공각막후막, 조

직괴사, 녹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인

공각막 제거를 요하며, 망막박리나 안내염 등의 심각한 술 

후 합병증의 비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10,1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인공각막 및 유도만능줄기세

포 유래 각막세포 이식이 연구 중에 있으나,12 인공각막이

식의 잠재적 대상자인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

에 대한 국내 분석 및 역학조사는 드문 실정이다. 2006년 

Choi et al13
이 국내 전체 각막이식 대기자의 특성과 각막이

식수술의 결과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고하였으며 2009년 

Lee and Chung14
은 국내에서 각막이식 후 20년 이상 장기

간 투명각막을 유지한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낮은 성공

률 및 이식 실패의 관련 요인에 대해 보고하였다. 2011년 

Jang et al15
은 국내 3회 이상 전체층각막이식을 시행한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식수술 사이의 기간이 짧거

나 각막혈관신생이 있는 경우를 이식 실패의 위험인자로 

보고하였으며 이식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식편 생존 기간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5개 병

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서울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외래에 내원

한 환자들 중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

된 104명 119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향

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2019-1386). 고위험군의 대상은 선천성 각막질환(무홍채증, 

피터스이상, 선천성 유전성 각막내피이상증 등), 안표면질

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반흔유사천포

창, 단순포진각막염, 화학화상, 외상 등), 이전에 동종각막

이식 실패력이 있고 반복 각막이식이 필요한 경우 및 임상

의 판단하 고위험군으로 생각되는 경우(예, 각막혈관신생 

정도가 1점 이상인 경우)였다. 약물 및 수술적 치료에도 안

압 조절이 되지 않는 녹내장, 약물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진

행성 안염증, 시력저하의 주된 원인이 망막 혹은 시신경의 

질환인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 환자에 대해

서 나안시력, 최대교정시력, 반대안 시력, 안압, 이전 각막이

식 시행 횟수, 녹내장 이환 여부, 평균 이식편 생존 기간, 

각막혈관신생의 유무 및 정도, 각막혼탁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막이식이 필요하게 된 원인 질환을 조

사하였으며, 각 원인 질환별로 나누어 각막혈관신생 정도와 

각막혼탁 정도를 조사하였다. 양안 시력이 불량한 경우는 

양안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 이하로 측정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식편의 생존 기간은 수술 후부터 이식편의 실패 전 마

지막 각막투명도를 유지한 추적 관찰 시기 또는 추적 관찰

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였으며, 이식편의 실패는 

수술 후 최소 2주간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였던 이식각막에

서 부종과 혈관화된 반흔이 비가역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로,16 사진상 혹은 의무기록상 이러한 각막 상태에 대한 기

술이 있을 때 안과 전문의가 이식편의 실패로 평가하였다. 

각막혈관신생 정도는 신생혈관이 없는 경우 0점, 주변부에 

국한되면서 한사분면 이상의 표층 신생혈관이 있거나 두사

분면 이하의 심층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1점, 중심부를 침

범하거나 세사분면 이상의 심층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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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
High risk for the failure of 
penetrating keratoplasty 

(n = 119)
Age (years) 59.02 ± 16.09

61.00 (50.00-71.00)
Sex (male/female) 85/34
BVCA (logMAR) 1.83 ± 0.74

 1.85 (1.33-2.28)
BCVA (contralateral eye, logMAR) 1.00 ± 1.15

 0.22 (0.00-1.85)
Intraocular pressure (mmHg) 14.50 ± 7.10

 13.00 (10.00-17.00)
Number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plasty (n)
1.02 ± 1.46
 0.00 (0.00-2.00)

Glaucoma 38 (31.93)
Poor bilateral visual acuity 36 (30.25)

Numerical values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for the failure of penetrating keratoplasty

Primary disease Value
HSV keratitis 31 (26.1)
SJS/TEN 22 (18.5)
Trauma 16 (13.4)
Chemical burn 14 (11.8)
Pseudophakic bullous keratopathy 5 (4.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SV = Herpes simplex virus; SJS = Stevens-Johnson syndrome; 
TEN = toxic epidermal necrolysis.

Table 2. Primary underlying disease of eyes at high risk for the
failure of penetrating keratoplasty Number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plasty
Value

Graft survival period 
(months)

0 71 (59.7) -
1 12 (10.1) 15.42 ± 22.82

8.50 (3.00-16.25)
2 12 (10.1) 28.32 ± 51.01

14.00 (7.00-19.75)
≥3 24 (20.2) 19.12 ± 16.79

15.05 (9.95-22.15)

Graft survival period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

Table 3. Mean survival period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
plasty

으로 구분하였다.17 각막혼탁의 정도는 각막혼탁이 없는 경

우 0점, 세극등현미경검사상에서만 보이는 경도의 각막부

종의 경우 1점, 경도의 각막혼탁이 있으나 홍채의 세부적 

관찰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2점, 중등도의 각막혼탁으로 명

확한 홍채 관찰이 어려운 경우 3점, 중증의 각막혼탁으로 

전방 내 구조 관찰이 어려운 경우 4점으로 구분하였다.18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연속형 자료는 기술 통계를 통

해 평균 ± 표준편차 및 중앙값, 사분범위로 표기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는 빈도 분석을 통해서 빈도로 표기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는 총 104명 119안으로 남자 85안, 여자 34안

이었고, 평균 나이 59.02 ± 16.09세였다. 평균 최대교정시

력은 logMAR 1.83 ± 0.74, 평균 반대안 시력은 logMAR 

1.00 ± 1.15, 안압은 평균 14.50 ± 7.10 mmHg였으며, 녹내

장 이환율은 31.93%였다(Table 1). 진단된 질환으로는 단

순포진각막염 31안(26.1%),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

괴사용해 22안(18.5%), 외상 16안(13.4%), 화학화상 14안

(11.8%), 무수정체수포각막병증 5안(4.2%)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2). 양안이 모두 고위험군으로 포함된 경우는 

15명 30안이었으며, 이 중 양안 모두 안전수지 이하의 시력

인 경우는 9명 18안(60%)이었다. 양안 시력이 모두 불량한 

경우는 27명 36안(30.25%)이었으며(Table 1), 양안 불량한 

시력저하의 원인 질환으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

피괴사용해가 8명 15안(41.7%)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화상

이 5명 7안(19.4%), 무수정체수포각막병증이 3명 3안(8.33%)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막이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48안(40.3%)이었으며, 

71안(59.7%)은 각막이식을 시행받지 않았다. 이전에 각막

이식을 시행 받은 횟수는 평균 1.02 ± 1.46회였으며 전체 

평균 이식편 생존 기간은 20.33 ± 29.21개월이었다. 각막이

식 횟수에 따른 대상안의 분포 및 이식편 생존 기간을 분석

하여 Table 3에 기술하였다. 전체 중 3회 이상 각막이식을 

시행 받은 경우가 24안(20.2%)이었으며, 3회 이상 각막이

식 후 평균 이식편 생존 기간은 19.12 ± 16.79개월이었다. 

각막이식 횟수별 평균 이식편의 생존 기간은 3회의 경우 

21.81개월, 4회의 경우 11.26개월, 5회의 경우 18.85개월이

었다. 각 원인 질환별로 각막이식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

는 경우는 단순포진각막염 6안(19.4%), 스티븐스-존슨증후

군/독성표피괴사용해 4안(18.2%), 외상 5안(31.3%), 화학화

상 3안(21.4%)이었으며, 평균 이식편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단순포진각막염의 경우 14.08개월, 스티븐스-존슨증

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의 경우 2.25개월, 화학화상의 경우 

12.80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짧게 나타났다(Table 4, 5).

각막혈관신생의 정도 및 각막혼탁의 정도에 따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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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isease
HSV keratitis 

(n = 6)
SJS/TEN 
(n = 4)

Trauma 
(n = 5)

Chemical burn 
(n = 3)

Graft survival period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plasty (months)

14.08 ± 2.03
15.3 (14.25-15.90)

2.25 ± 1.89
1.50 (1.00-2.75)

30.40 ± 31.73
24 (10.00-30.00)

12.80 ± 12.59
8.4 (5.70-17.7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HSV = Herpes simplex virus; SJS = Stevens-Johnson syndrome; TEN = toxic epidermal necrolysis.

Table 4. Subgroup analysis of graft survival period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plasty according to the primary disease

Primary disease
HSV keratitis 

(n = 31)
SJS/TEN 
(n = 22)

Trauma 
(n = 16)

Chemical burn 
(n = 14)

Number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plasty 
0 25 (80.6) 18 (81.8) 11 (68.8) 11 (78.6)
1 3 (9.7) 3 (13.6) 3 (18.8) 1 (7.1)
2 0 0 1 (6.3) 0 
≥3 3 (9.7) 1 (4.6) 1 (6.3) 2 (14.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SV = Herpes simplex virus; SJS = Stevens-Johnson syndrome; TEN = toxic epidermal necrolysis.

Table 5. Number of previous penetrating keratoplasty according to the primary disease

Grade Value
Graft survival period 

(months)
Corneal neovascularization

0 21 (17.6) 29.57 ± 26.96
20.00 (17.00-33.50)

1 41 (34.5) 25.76 ± 38.48
15.35 (10.00-23.05)

2 57 (47.9) 10.09 ± 6.25
10.50 (4.00-14.90)

Corneal opacity
0 9 (7.6) 34.00 ± 35.29

25.00 (15.50-43.50)
1 14 (11.8) 25.93 ± 28.89

16.30 (14.40-19.25)
2 22 (18.5) 16.90 ± 7.58

17.30 (11.43-21.83)
3 36 (30.3) 14.52 ± 10.47

12.60 (9.45-15.70)
4 38 (31.9) 11.57 ± 9.59

11.00 (3.25-16.40)

Graft survival period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

Table 6. Distribution of eyes and mean survival period of pre-
vious grafts according to the grade of corneal neovascularization
and corneal opacity

비율 및 이식편 생존 기간을 Table 6에 기술하였다. 전체 

중 각막혈관신생 정도 2점인 경우가 57안(47.9%)로 가장 

많았고 1점 41안(34.5%), 0점 21안(17.6%) 순이었다. 각막

혈관신생 정도 2점인 경우 평균 이식편 생존 기간은 10.09 

± 6.25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1점 25.76 ± 38.48개월, 0점 

29.57 ± 26.96개월이었다. 전체 중 각막혼탁 정도 4점인 경

우가 38안(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3점 36안(30.3%), 

2점 22안(18.5%), 1점 14안(11.8%), 0점 9안(7.6%) 순이었

다. 각막혼탁 정도 4점인 경우 평균 이식편 생존 기간은 

11.57 ± 9.59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3점 14.52 ± 10.47개월, 

2점 16.90 ± 7.58개월, 1점 25.93 ± 28.89개월, 0점 34.00 ± 

35.29개월이었다. 

각 질환별 각막혈관신생 정도와 각막혼탁 정도의 비율을 

질환의 빈도 순으로 Table 7에 기술하였으며 각 질환에서 

각막혈관신생 및 각막혼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례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단순포진각막염, 스티븐스-존

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화학화상에서 각막혈관신생 

정도 2점인 경우가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각각 

54.8%, 68.2%, 85.7%), 각막혼탁 정도는 스티븐스-존슨증

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화학화상에서 4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40.9%, 64.3%) 단순포진각막염에서는 3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51.6%). 그에 비해 안외상의 경

우 다른 질환에 비해 각막혈관신생 정도가 0점인 경우가 

56.25%를 차지했으며, 각막혈관신생 정도와 각막혼탁 정도

의 중증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각막이식의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임상양상, 진단질환, 이전 각막이식 시행 횟수 및 

이식편 생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나아가 각막혈



16

-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1 호-

Primary disease
HSV keratitis 

(n = 31)
SJS/TEN 
(n = 22)

Trauma 
(n = 16)

Chemical burn 
(n = 14)

Grade of corneal neovascularization
0 4 (12.9) 2 (9.1) 10 (62.5) 0 
1 10 (32.3)  5 (22.7) 4 (25.0) 2 (14.3)
2 17 (54.8) 15 (68.2) 2 (12.5) 12 (85.7)

Grade of corneal opacity
0 1 (3.2) 2 (9.1) 4 (25.0) 0 
1 3 (9.7)  3 (13.6) 2 (12.5) 0 
2 7 (22.6) 2 (9.1) 4 (25.0) 2 (14.3)
3 16 (51.6)  6 (27.3) 2 (12.5) 3 (21.4)
4 4 (12.9)  9 (40.9) 4 (25.0) 9 (64.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SV = Herpes simplex virus; SJS = Stevens-Johnson syndrome; TEN = toxic epidermal necrolysis.

Table 7. Subgroup analysis of corneal neovascularization and corneal opacity according to the primary disease

A B

C D

Figure 1. Slit-lamp photography showing representative cases of (A) Herpes simplex virus keratitis, (B) Stevens-Johnson syn-
drome/toxic epidermal necrolysis, (C) trauma, and (D) chemical burn.

관신생 및 각막혼탁의 정도의 분포 비율 및 이에 따른 대상

질환의 분포 및 이식편 생존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는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의 현황에 대한 조

사로서 국내에서의 첫 보고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단 질환은 단순포진각막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

피괴사용해, 외상, 화학화상, 무수정체수포각막병증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6년에 보고된 한국인 각막이식 대기자의 

임상 진단의 비율은 감염성 각막염이 22.0%로 가장 높았

고, 외상이 21.0%, 인공수정체 또는 무수정체수포각막병증

이 13.8%, 원추각막이 12.5%, 기질이상증이 5.1%, 화학물

질에 의한 손상이 4.5%였다.13 2009년 국내에서 각막이식 

후 20년 이상 장기간 투명각막을 유지한 환자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 이식 실패의 원인 질환으로 외상이 23.7%로 가

장 많았으며, 단순포진각막염이 17.5%로 뒤를 이었다.14 본 

연구에서 고위험군 대상에서는 기존에 각막이식 대기자에

서 높은 비율로 보고된 단순포진각막염, 외상 외에도 스티

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화학화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

용해 18.5%, 화학화상 11.8%), 이 두 질환은 양안 모두 시

력이 불량한 경우의 원인으로 61.1%를 차지했다(각각 스티

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41.7%, 화학화상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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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각막과 기질이상증은 앞선 여러 연구에서 각막이식의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의 대상 질환으

로 포함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각막혈관신생 및 각막혼탁의 정도에 따른 

대상안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각막이식 후 이식편 생존 기간은 3회 이상 

각막이식 후 평균 19.12개월로 전체 평균 20.33개월보다 짧

았으며, 각막혈관신생 정도 및 각막혼탁 정도가 심할수록 

이식편 생존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

에서 반복된 각막이식을 술 후 이식편 생존의 불량한 예후

인자로 분석하였으며, 재이식안에서 과거 이식 횟수가 높

을수록 술 후 성공률은 50-60%로 낮게 보고되었다.1,6,19 각

막혈관신생 역시 기존 연구와 대규모 메타분석을 통해 이

식편 실패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20,21 국내 3회 이상 전

체층각막이식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에서 

이식수술 사이의 기간이 짧거나 각막혈관신생이 있는 경우

를 이식 실패의 위험인자로 보고하였으며, 이식 횟수가 증

가할수록 이식편 생존 기간이 감소한다고 밝혔다.15 각막이

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보인 각막혈관신생 정도 및 각막혼탁 정도가 심한 경우의 

높은 분포 비율 및 짧은 이식편 생존 기간은 앞선 보고와 

상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 질환별 각막혈관신생 정도와 각막혼탁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각막혈관신생의 경우 가장 높은 2점의 비율이 단순포

진각막염에서 54.8%,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

해에서 68.2%, 화학화상에서 85.7%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

정 원인 질환과 각막혈관신생 사이의 강한 상호관계에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포진각막염의 경우 단순포진바

이러스 감염으로 호중구가 각막실질로 이동하면서 혈관내

피세포 및 혈관주위세포의 손상으로 혈관내피성장인자 발

현이 증가되며 혈관내피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의 불균형이 

야기된 부분에 백혈구 축적, 각막내피세포 기저막 파괴 및 

세포외기질 손상, 혈관내피세포 증식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혈관 내강이 생성되며 뻗어나가는 과정으로 

각막혈관신생이 촉진된다.22-24 또한, 단순포진각막염은 각

막혈관신생 형성 정도가 심하고 질환의 재발이 높으며 면

역학적 기전에 의한 각막이식편 거부 반응을 촉진하는 특

성으로 인해 이식편 실패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25-27 

본 조사에서도 단순포진각막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각막혈

관신생 정도가 2점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앞

서 알려진 바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진단 질환 중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

성표피괴사용해 및 화학화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각막혈관

신생 정도 및 각막혼탁 정도 모두 심할수록 해당되는 안의 

분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 질환은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본 연구에서 양안 불량한 시력의 주된 원인 질환으

로 보였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의 중요

한 임상적 특징인 각막혈관신생은 만성적인 염증, 반복적

인 깜박임에 의해 의한 미세 반흔형성, 눈꺼풀판 반흔형성 

및 술잔세포 기능부전에 의한 눈물막 불안정성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30 이러한 각막혈관신생은 

장기적 시력저하와 관련 있는 인자로 밝혀졌으며 스티븐스

-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에서 술 후 감염, 지속각막상

피결손, 각막천공 및 면역학적 거부 반응의 위험도가 높아 

각막이식 성공률이 불량하다.30,31 화학화상은 본 조사에서 

모든 원인 질환 중 각막혈관신생 및 각막혼탁의 정도가 가

장 심한 질환으로 나타났다. 화학화상으로 인한 손상은 각

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다양한 염증매개물질 및 사이

토카인의 축적으로 인해 각막혈관신생이 비교적 심하게 발

생하는 특징을 보이며, 각막부종 및 반흔조직 형성과 윤부

줄기세포결핍으로 인해 각막이식 후 이식편 실패의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3,32-34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

피괴사용해와 화학화상은 질환의 정도가 심할 경우 윤부줄

기세포결핍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 조사 결과 두 원

인 질환에서 윤부줄기세포결핍을 동반한 안은 전체의 5.9%

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윤부줄기세포결핍

을 동반한 경우 각막 표면을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

고 표면신생혈관 형성 및 결막화의 특징을 보이며, 윤부줄

기세포이식이 포함된 안구 표면 이식술 시행 이후 각막이

식을 시행한 경우에도 각막이식 거부 반응의 위험이 높아

서 다른 원인 질환에서의 각막이식과 다른 특성을 이해하

고 치료에 접근해야 한다.35,36 안압 조절 및 염증억제를 위

한 적극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동종각막윤부이식 등

의 안구 표면 이식술로 표면을 안정화한 다음 신중하게 각

막이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술 예후는 좋지 않

다.37 이렇듯 각막이식의 불량한 예후의 원인이면서 불량한 

양안시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와 화학화상은 추후 진행할 국내 인공각

막이식 연구의 대상으로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원인 질환의 진단과 이전 각막이식

의 실패가 각막이식 후 이식편 실패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

한 인자로 생각되며, 질환 중 화학화상의 예후가 가장 불량

하였고 이전 각막이식 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공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3 본 조사에서 원인 질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포진각막염의 경우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

이드를 이용한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행함으로써 질환의 

상태 조절이 필요하다. 단순포진각막염뿐만 아니라 스티븐

스-존슨증후군과 화학화상 등 대부분의 원인 질환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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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면억억제제,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및 최근 연

구되는 다양한 혈관신생억제제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초기

에 활동성 염증을 조절하여 각막혈관신생을 억제하여야 한

다.23 이미 각막혈관신생 및 각막혼탁이 진행하여 시력이 

불량한 경우에는 각막이식 전후 실패 요인을 줄이려는 노

력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량한 예후가 예측되는 경우 궁

극적으로 각막이식의 대안으로 가능한 치료를 고려해야겠

다. 본 현황 조사의 결과에서 보인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

는 고위험군 및 불량한 예후를 초래하는 해당 원인 질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각 원인 질환에서 악화인자에 대한 적

극적인 치료 및 수술 전후 환경 개선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술 여부 결정과 수술 후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환

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향후 국내의 주요 병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 포함

된 총 119안 중 이전 각막이식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48안

(40.3%)에서 과거 각막이식수술의 집도의 및 수술 전후 환

경이 기관마다 상이한 점이 존재하며, 이는 다기관 연구인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본 조사 결과 전체 고위험군의 약 

60%에서 각막이식수술력이 없었으며 실제 임상에서도 고

위험 원인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식 수술 후 불량한 예

후로 인해 각막이식을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

다. 또한, 국내에서 기증되는 각막의 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고위험군에서의 수술 결정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

서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및 실패 요인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

으며 나아가 고위험군의 각막이식 대기를 줄이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각막이식 실패 위험이 높은 상태이거

나 과거 각막이식수술력이 있는 경우 기존의 각막이식을 

시행할 경우 향후 연속적인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한계가 있으며, 이 경우 유도만능줄기세포유래 각

막세포 이식이나 인공각막이식 등을 기존 각막이식의 대안

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

된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

사로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막이식을 대체할 가능

성이 있는 방법으로 인공각막이식 혹은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각막세포 이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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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

목적: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서 임상 양상 및 원인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5개 병원에 내원한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 104명 119안을 대상으로 

원인 질환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해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자의 71.4%가 남자였으며, 원인 질환으로 단순포진각막염이 26.1%로 가장 많았다. 양안 시력이 불량한 경우(양안 시력 모두 

안전수지 이하)의 원인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화학화상이 각각 41.7%와 19.4%를 차지했다. 각막이식의 과거

력이 3회 이상인 경우는 20.2%였으며 이전 각막이식 과거력의 평균 횟수는 1.02 ± 1.46회였다. 각막혈관신생과 각막혼탁이 존재한 

경우는 각각 82.4%와 92.4%였다. 각막신생혈관 정도 및 각막혼탁 정도가 심할수록 대상안의 분포 비율이 높았으며 각막신생혈관의 

경우 가장 높은 2점이 47.9%, 각막혼탁의 경우 가장 높은 4점이 31.9%를 차지했다. 

결론: 각막이식 실패를 초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각막이식의 예후가 불량한 원인 질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해당 질환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적극적인 치료로 각막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연속적인 각막이식 실패 

방지를 위해 각막이식의 대안으로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각막이

식 여부 결정과 술 후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되겠으며 추후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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