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1

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12 호
J Korean Ophthalmol Soc 2021;62(12):1581-1591
ISSN 0378-6471 (Print)⋅ISSN 2092-9374 (Online)
https://doi.org/10.3341/jkos.2021.62.12.1581 Original Article

마이봄샘기능장애를 동반한 쇼그렌증후군 환자에서 
펄스광선조사기의 임상적 효과

Efficacy of Intense Pulsed Light Treatment in Patients 
with Sjögren’s Syndrome Associated with Meibomian Gland Dysfunction

문자영⋅윤현정⋅윤경철

Ja Young Moon, MD, Hyeon Jeong Yoon, MD, Kyung-Chul Yoon, MD, PhD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intense pulsed light (IPL) treatment in patients with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GD) 
associated with Sjögren’s syndrome.
Methods: This study included 43 patients with MGD and Sjögren’s syndrome. Patients received either IPL with meibomian gland 
expression (IPL/MGX) (n = 22) or MGX only (n = 21). Treatments were administered three times at a 3-week interval. Patients 
were followed up 6 weeks after the end of the treatment.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tear film breakup time with fluo-
rescein dye (FBUT),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 tear meniscus height (TMH), Schirmer test, SICCA ocular surface staining 
score, meibum quality score (MQS), and meibum expression score (MES) were evaluated at each visit. Meibomian gland drop-
outs (meiboscore) and tear film lipid layer grade were measured using keratography.
Results: OSDI, FBUT, corneal surface staining score, MQS, meiboscore, and tear film lipid layer grade improved after IPL/MGX 
treatment (p < 0.05). In both treatment groups, MES significantly improved (p < 0.01 and p < 0.05 for IPL/MGX and MGX groups, 
respectively). The Schirmer test score, conjunctival surface staining score, and TMH after treatmen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
ent between the groups. After treatment, the IPL/MGX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OSDI, FBUT, corneal staining score, MQS, 
and MES, but higher FBUT, compared with the MGX group (p < 0.05).
Conclusions: IPL treatment effectively improved tear film, ocular surface parameters, meibomian gland function, and lipid layer 
grade in patients with Sjögren’s syndrome and M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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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그렌증후군은 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 환의 일종으로 건성안,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

이다.1-3 쇼그렌증후군은 침샘, 눈물샘 등의 외분비샘에 림

프구가 축적되어 신경전달물질들의 방출이 방해되고, 눈물

분비세포와 눈물관상피세포의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수성 

눈물 생성이 줄어들고 건성안이 유발된다.4

쇼그렌증후군 건성안은 수성 눈물 생성 부족뿐 아니라 

눈물막 증발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증발형 건성안이 동반되

는 경우가 많다.4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환자들에서 마이봄 

질 및 배출 점수의 저하, 마이봄샘의 소실이 흔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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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5-7 이전의 보고

에 의하면, 결막의 상피는 쇼그렌증후군의 직접적인 면역

학적인 타겟이 되어 마이봄샘 개구부 상피세포의 과각화가 

발생하며 마이봄샘의 소실을 유발한다.8-11 또한 쇼그렌증후

군 환자들에서 림프구의 침윤이 외분비샘 뿐만 아니라 피

부의 피지선에도 침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6,7,12,13 이는 

마이봄샘 또한 쇼그렌증후군의 표적 기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환자들이 다른 건성안 환자

들에서보다 더 심한 마이봄샘의 기능저하를 보이는 것을 

뒷받침한다.6

쇼그렌증후군을 동반한 건성안 환자들의 치료는 인공눈

물, 안연고, 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A 등 수분결핍 건

성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14 쇼그렌증후군

에 의한 수분결핍 건성안이 있는 환자들에서 마이봄샘기능

장애로 인한 지질층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안구표면의 손

상이 더욱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 마이봄샘기능장애에 대

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15 이를 위해 눈꺼풀 위생 관

리, 온찜질, 마이봄샘 압출(meibomian gland expression, 

MGX) 등을 시도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단기적이고 쇼그

렌증후군으로 인한 심한 안구표면 손상과 환자의 건성안 

증상은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6-20

최근 마이봄샘기능장애의 치료로 펄스광선조사(intense 

pulsed light, IPL) 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사용되며, 기존

의 치료에 효과가 없는 마이봄샘기능장애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16,17,21-25 IPL 치료는 590-1,300 nm 정도의 파장

의 광선을 10-15차례 정도 눈꺼풀 주위에 조사하여 선택적

으로 눈꺼풀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켜 이상 혈관확장 및 홍

반을 감소시킨다. 또한 박테리아 및 모낭충을 감소시키고 

피부 표면 온도를 높여 비정상적인 마이봄을 녹여 액체화

할 수 있다.22,24,25 IPL 치료를 시행받은 후 환자들의 눈물층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interleukin-17A, interleukin-6, pros-

taglandin E2)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IPL 치료의 작용이 쇼그렌증후군과 관련된 건성안 및 마이

봄샘 기능장애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

였다.16,21,22,24,26,27

마이봄샘기능장애에 동반된 증발형 건성안에서 IPL 치

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었으나,16,17,21-25 

마이봄샘기능장애를 동반한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환자들

을 대상으로 시행한 IPL 치료 효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봄샘기능장애가 동반된 쇼그렌증후군 

환자들을 IPL과 MGX를 함께 시행한 복합치료군과 MGX

만 시행한 단독치료군으로 나눠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와 

더불어 마이봄샘 지표들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연구 대상자 선정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안과

에 내원한 쇼그렌증후군 환자 중 마이봄샘기능장애가 동반

된 환자 43명, 85안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임

상시험은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 생명

의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CNUH-2021-128). 각 환자들은 모두 자발적인 의사 

하에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의 성별, 나이, 안과적 질환의 

유병 기간 및 종류, 전신질환의 유무, 수술 기왕력 등을 확

인하였고 쇼그렌증후군은 2016년 발표된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진단하였다.28 마이봄샘기능장애는 2011년 

International Workshop on Meibomian Gland Dysfunction

에서 정의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29

대상자들을 IPL 치료와 MGX를 모두 시행 받은 IPL/MGX군

(22명 43안)과 MGX만 시행 받은 MGX군(21명 42안)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0.15% 히알루론산 눈물

약(New hyaluni 0.15%®, Taejoon Pharm Co. Ltd, Seoul, 

Korea), 0.05%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액(Cyporin N 0.05%®, 

Taejoon Pharm Co. Ltd, Seoul, Korea)을 사용 중이었고, 

연구 기간 동안 점안액 치료를 유지하였다. 대상자 중 마이

봄샘 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로 온찜질이나 티트리오일 등의 

눈꺼풀 위생을 교육받은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치료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백내장수술, 눈꺼풀수술 등

의 안과 수술을 시행 받거나, 안구의 감염성 질환을 앓았던 

자, 만성 콘택트렌즈 사용자인 경우, 다래끼 등 마이봄샘기

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치료 시작일 2주 

이내에 녹내장 안약 등 건성안에 악영향을 줄 만한 안약을 

점안하거나 전신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 치료 시작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건성안 치료 약제를 변경한 경우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안만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더 심

한 각결막염색 점수를 보이는 쪽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양

안이 같은 경우 우안을 분석하였다.

치료 방법

환자들에게 광과민성과 피부색에 따라 Fitzpatrick 피부

유형 분류를 시행하였고, Fitzpatrick 피부유형 5, 6형 환자

들은 IPL 치료 시 피부의 색소침착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PL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30 IPL 

치료 시행 전, 환자들이 화장을 하고 있을 경우, 화장을 지

우도록 권고하였고, 눈꺼풀에 초음파용 젤을 바른 후 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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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플레이트(Jaeger lid plate, Suzhou Mingren Medical 

Equipment, Suzhou, China)를 결막낭에 위치시켜 각막과 

공막을 보호하였다. IPL 치료는 M22® (Lumenis, Dreieich, 

Germany) 장비의 590 nm 필터를 이용하여 6 mm 원통형 

사파이어쿨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5 J/cm2
의 출력으

로 아래눈꺼풀에 8회, 위눈꺼풀에 3회 조사하였다.26

MGX 치료는 프로파라카인 점안액(Paracaine, Hanmi 

Pharm, Seoul, Korea)으로 점안마취를 시행한 후 숙련된 각

막 전문의(H.J.Y.)가 하안검 및 상안검의 내측, 중앙, 가측 

부위를 마이봄샘 압출용 포셉(Arita forcep, Katena Products, 

Parsippany-Troy Hills, NJ, USA)을 이용하여 일정한 힘으

로 누르며 시행하였다.

치료는 총 3회, 3주 간격으로 시행하였으며 세 번째 치료

가 종료되고 6주 뒤 한 차례 더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 환자들에서 내원 시마다 시력, 안압, 안구표면질

환지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쉬르머검사

(Schirmer test)를 통해 증상 및 기본 눈물분비량을 평가하고 

세극등현미경을 이용하여 형광 눈물막파괴시간(fluoresecein 

tear breakup time)을 측정한 이후, 플루레신과 리사민그린

을 이용한 각막표면 및 결막표면염색검사를 시행하였고, 

각 검사 사이에는 5분의 간격을 두었다. 마이봄샘기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마이봄 질 점수(meibum quality score), 마이

봄 배출 점수(meibum expression score), 눈꺼풀테의 이상 

정도(lid margin abnormality score)를 평가한 후 케라토그

라피(Keratograph 5M, Oculus Optikgerӓte GmbH, Wetzlar, 

Germany)를 이용하여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 눈물띠높이, 

마이봄 점수(Meiboscore)를 평가하였다. IPL/MGX군에서

는 추가적으로 내원 시마다 눈물막지질층 등급(tear film 

lipid layer grade)을 확인하였다.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 평가

매 방문 시마다 OSDI 설문지를 이용하여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OSDI 설문지는 건성안 증상에 대한 질문 5가

지, 시각 기능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 4가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자극에 

대한 질문 3가지로 구성되었다. 전체 OSDI 점수는 각 점수

의 총합을 답변한 질문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31

눈물띠 높이는 케라토그라피를 이용하여 아래눈꺼풀 경

계의 중심부에서 동공의 중심부로 수직의 가상선을 그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밀리미터(mm) 단위로 측정하였

다. 쉬르머검사는 점안마취 없이 쉬르머검사지(Eagle Vision, 

Memphis, TN, USA)를 하결막낭 이측 1/3 지점에 넣고 5분 

후 눈물로 인해 젖은 부위의 길이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형광 눈물막파괴시간은 세극등현미경의 코발트블루 광

원을 통하여 1.0%로 희석한 플루오레신(fluorescein) 용액

을 결막에 한 방울 점안한 후 대상자의 눈을 몇 차례 깜빡

이게 한 뒤, 염색된 눈물막에서 형광염색의 결손이 관찰될 

때까지의 시간을 소수점 1자리까지 초 단위로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 측정은 

케라토그라피를 이용하였고, 적외선 빛을 통해 나타나는 

플라시도 링이 일그러지는 시간을 모든 지점에서 관찰하여 

마이어상이 처음 깨지는 시간들의 평균값을 소수점 2자리

까지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안구표면염색검사는 1.0% 플루오레신 용액 4 μL와 1.0% 

리사민그린(lissamine green) 용액 4 μL를 혼합한 용액을 환

자의 아래눈꺼풀에 점안하여 염색한 후 Sjögren’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linical Alliance 점수를 기준으로 표기하였

다. 각막상피손상 정도의 평가는 플루오레신용액 염색 후 

표층 점상각막미란이 없으면 0점, 1-5개가 있을 경우 1점, 

6-30개가 관찰될 경우 2점,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3점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에 플루오레신에 의한 판형태의 염색을 

보이는 경우, 동공을 가리는 위치에서 염색이 보이는 경우, 

1개 이상의 필라멘트가 관찰되는 경우에 각 1점을 더하여 

최종 각막상피손상점수로 정했다. 결막상피손상의 정도는 

리사민그린용액염색에서 점상병변의 개수에 따라 0-9개면 

0점, 10-32개일 경우 1점, 33-100개면 2점, 100개가 넘는 

점상병변이 보이면 3점으로 계산하였고, 이측과 비측 결막

염색 점수를 더하여 점수화하였다. 

마이봄샘기능 평가

마이봄샘기능 평가(Meibomian gland involvement score)

는 아래눈꺼풀 중심부의 5개 마이봄샘을 기준으로 하였

다.29,32 마이봄 질 점수는 마이봄샘 압출용 포셉을 사용하여 

눈꺼풀테를 지압하여 나오는 분비물의 양상에 따라 분비물

이 맑은 액체일 경우 0점, 탁한 액체이면 1점, 탁하면서 입

자양상을 띨 때 2점, 치약과 같은 양상일 때 3점으로 분류

하였다. 마이봄 배출 점수는 분비물이 나오는 마이봄샘의 

숫자에 따라 마이봄 배출 점수를 평가하였다. 모든 마이봄

샘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0점, 3-4개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1점, 1-2개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물이 나

오는 경우 2점, 모든 마이봄샘에서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를 3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눈꺼풀테 이상의 경우, 눈꺼

풀 경계에 불규칙성이 있거나 눈꺼풀 경계의 모세혈관 확

장 혹은 마이봄샘 배출구 막힘 소견이 있는 경우를 각각 

1점씩으로 더해서 총 0점부터 3점으로 평가하였다.

마이봄점수는 케라토그라피를 이용하여 마이봄샘을 촬

영한 후 측정하였다. 마이봄샘의 소실이 없는 경우 0점, 소

실이 전체 마이봄샘 면적의 1/3 미만일 경우 1점,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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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IPL/MGX group

(n = 22)
MGX group

(n = 21)
p-value

Age (years) 62.36 ± 10.59 62.54 ± 9.20 0.86*

Sex (female/male) 22/0 20/1
Fitzpatrick scale (III/IV) 14/8 - -
Previous ocular surgery or blepharosurgery (%) 32 24 0.56†

Duration of Sjögren’s syndrome (years) 6.64 ± 3.19 7.00 ± 3.59 0.96*

Duration of MGD (years) 3.50 ± 2.52 3.70 ± 1.30 0.4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IPL = intense pulsed light; MGX = meibomian gland expression; MGD =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ann-Whitney U test; †Fisher Exact test.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in the IPL-MGX and MGX groups

IPL/MGX group
(n = 22)

MGX group
(n = 21)

p-value*

Tear film and ocular surface parameters
OSDI (score) 46.76 ± 22.08 43.35 ± 19.99 0.78
FBUT (seconds) 4.41 ± 1.37 4.29 ± 1.27 0.76
NIBUT (seconds) 8.26 ± 4.67 8.64 ± 4.11 0.36
TMH (mm) 0.20 ± 0.09 0.21 ± 0.13 0.90
Schirmer test (mm) 5.23 ± 1.82 5.29 ± 1.79 0.71
Corneal staining score 2.05 ± 1.40 2.24 ± 1.95 0.90
Conjunctival staining score 2.05 ± 1.93 2.06 ± 1.69 0.77

Meibomian gland involvement score
Meibum quality (score) 1.46 ± 0.60 1.29 ± 0.85 0.32
MG expressibility (score) 1.36 ± 0.58 1.29 ± 0.90 0.46
Lid margin (score) 1.64 ± 0.49 1.57 ± 0.7 0.86
Meiboscore 1.27 ± 0.94 1.27 ± 0.70 0.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IPL = intense pulsed light; MGX = meibomian gland expression;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FBUT = fluorescein tear film break 
up time; NIBUT = tear film noninvasive breakup time; TMH = tear meniscus height; MG = Meibomian gland.
*Mann-Whitney U test.

Table 2. Baseline clinical parameters of patients with meibomian gland dysfunction accompanied by Sjögren’s syndrome in the 
IPL-MGX and MGX groups

2/3 미만의 소실이 있는 경우 2점, 2/3 이상의 소실이 있는 

경우 3점으로 점수화하였다.32

눈물막지질층 등급은 케라토그라피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고, modified Guillon-Keeler system을 토대로 grade 1은 

open meshwork, grade 2는 closed meshwork, grade 3은 wave 

or flow, grade 4는 amorphous, grade 5는 colored fringes, 

마지막으로 grade 0는 non-continuous layer (colored fringes

가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로 평가하였다.33-35

통계적 분석

두 치료군 사이의 요소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

수는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군에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마이봄샘 촬영을 통한 마이봄 점수

를 평가할 때,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 J (Bethesda, 

MD, USA, http://imageJ.nih.gov)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쇼그렌증후군 환자 43명 중 IPL/MGX

군은 여자 22명, MGX군은 남자 1명, 여자 20명이었다. 대

상자의 평균 나이는 IPL/MGX군에서 62.36 ± 10.59세, 

MGX군에서 평균 62.54 ± 9.20세였다(p=0.86). 치료 시작

일 1년 전부터 3개월 이전 사이에 백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및 눈꺼풀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 수와 쇼그렌증후군 및 

마이봄샘기능장애의 유병 기간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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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in study subjects. (A) Changes of OSDI score after treatments in the intense pulsed 
light (IPL)/meibomian gland expression (MGX) and MGX groups. (B) Changes of OSDI subgroup scores in the IPL/MGX group.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s; †p <  0.05 compared between the IPL/MGX and MGX groups.

A B C

D E F

Figure 2. Changes in clinical objective parameters of dry eye after treatments in the intense pulsed light (IPL)/meibomian gland ex-
pression (MGX) and MGX groups (A-F). FBUT = fluorescein tear film break up time; NIBUT = tear film noninvasive breakup 
time.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s; †p <  0.05 compared between the IPL/MGX and MGX groups.

IPL/MGX군에서 Fitzpatrick 피부 유형은 3형이 14명, 4형

이 8명이었다(Table 1). 치료 전 OSDI, 형광 눈물막파괴시

간,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 눈물띠 높이, 쉬르머검사, 각막 

및 결막염색 점수, 마이봄 질 및 배출 점수, 눈꺼풀테 이상 

정도, 마이봄 점수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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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 Changes in meibomian gland involvement score after treatments in the intense pulsed light (IPL)/meibomian gland ex-
pression (MGX) and MGX groups (A-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s; †p < 0.05 compared between the IPL/MGX 
and MGX groups. 

OSDI는 IPL/MGX군에서 치료 전 46.50 ± 22.08, 치료 

종료 6주 후 39.26 ± 22.36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

(p=0.02), MGX군의 경우 치료 전 43.35 ± 19.99, 치료 후 

42.39 ± 17.21로 유의한 변화 보이지 않았다(Fig. 1A). 치료 

후 IPL/MGX군의 OSDI 점수는 MGX군에 비해 낮았다

(p=0.04). OSDI의 호전이 관찰된 IPL/MGX군에서 OSDI 

항목들을 세분화해서 치료 전과 치료가 종료된 이후의 점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안구 증상에 관한 항목은 치료 전 

8.43 ± 5.50에서 치료 후 7.29 ± 4.78 (p=0.02), 시각 기능과 

관련된 점수는 8.08 ± 3.60에서 치료 후 6.86 ± 3.77로 감소

를 보였으나(p=0.04),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점수는 치료 전 

4.71 ± 4.15, 치료 후 5.43 ± 3.78로 차이가 없었다(p=0.24, 

Fig. 1B).

형광 눈물막파괴시간은 IPL/MGX군에서 치료 전 4.41 ± 

1.37초였고 치료 후 4.91 ± 1.60초로 호전되었으며(p=0.03), 

MGX군에서는 치료 전 4.29 ± 1.27초, 치료가 종료된 뒤 

3.95 ± 1.40초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후 형광 

눈물막파괴시간은 IPL/MGX군이 MGX군에 비하여 길게 나

타났다(p=0.03, Fig. 2A).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은 IPL/MGX

군에서 치료 전 8.26 ± 4.67초였으나 치료 후 8.80 ± 3.74초

로 증가하였으며(p=0.01), MGX군에서는 치료 전 비침습눈

물막파괴시간이 8.64 ± 4.11초였으나 치료 후 8.46 ± 4.10

초로 유의한 차이 보이지 않았다(p=0.61). 치료 후 두 군 간

의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8, Fig. 2B). 눈물띠 높이는 IPL/MGX군에서 치료 전 

0.20 ± 0.08 mm, 치료 후 0.21 ± 0.07 mm (p=0.68), MGX

군에서 치료 전 0.21 ± 0.10 mm, 치료 후 0.18 ± 0.09 mm였

다(p=0.56, Fig. 2C). 쉬르머검사 수치는 치료 전 IPL/MGX

군에서 5.23 ± 1.82 mm, MGX군에서 5.29 ± 1.79 mm였으

며(p=0.95),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각 5.18 ± 1.56 mm, 

5.09 ± 1.67 mm였다(p=0.18, Fig. 2D). 각막염색 점수는 

IPL/MGX군에서 치료 시작 전 2.05 ± 1.40, 치료 후 1.23 

± 1.51로 호전되었고(p=0.02), MGX군은 치료 전 2.24 ± 

1.95, 치료 후 2.00 ± 2.1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E). 

결막염색 점수는 치료 전 IPL/MGX군과 MGX군에서 각각 

2.05 ± 1.93, 2.05 ± 1.69, 치료 이후 2.00 ± 1.62, 1.93 ± 

1.44로 두 군에서 모두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Fig. 2F). 치

료 이후의 각막염색 점수는 IPL/MGX군이 MGX군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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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Representative meibographic images of a meibomian gland dysfunction patient. (A) Meibograpic image before intense 
pulsed light (IPL)/meibomian gland expression (MGX) treatment. (B) Meibographic image after IPL/MGX treatments. 

A B

Figure 5. Tear film lipid layer grading by keratograph. (A) Tear film lipid layer grade before and after treatment in the intense pulsed 
light/meibomian gland expression group. Data represent the percentage of eyes (n = 22). (B) Examples of improved tear film lipid 
layer grade, grade 1 (open meshwork) at baseline and grade 5 (color fringe) at the end of the follow up perio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았고(p=0.04), 결막염색 점수는 두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59).

마이봄 질 점수는 IPL/MGX군에서 치료 시작 전 1.46 ± 

0.60, 치료 종료 후 1.00 ± 0.62로 치료 전과 비교하여 유의

한 호전을 보였다(p<0.01, Fig. 3A). 마이봄 배출 점수 또한 

치료 전에는 1.36 ± 0.58이었으나, 치료 종료 후 0.86 ± 

0.64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p<0.01, Fig. 3B). 눈꺼풀테 

이상 정도의 경우, 치료 시작 전 1.64 ± 0.49, 치료 종료 후 

1.16 ± 0.64였다(p=0.41, Fig. 3C). MGX군에서 치료 전 마

이봄 질 점수와 눈꺼풀테 이상 정도는 각각 1.29 ± 0.85, 

1.57 ± 0.74였으며, 치료 후에는 각각 1.48 ± 0,75, 1.62 ± 

0.59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이봄 배출 점수는 

MGX군에서 치료 전 1.29 ± 0.90, 치료 종료 후 1.10 ± 0.75

로 감소하였다(p=0.04). 마이봄샘의 소실의 호전은 마이봄

샘 촬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Fig. 4와 같이 나타났

다. 마이봄 점수는 IPL/MGX군에서는 치료 전 1.27 ± 0.70

이나 치료 후 0.95 ± 0.79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p=0.02), 

MGX군에서는 치료 전 1.27 ± 0.94, 치료 후 1.00 ± 0.76으

로 소실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30, Fig. 3D).

눈물막지질층 등급은 적은 표본 수로 인하여 grade 0와 

4는 관찰되지 않았고, 나머지 총 4가지 등급으로 평가가 이

루어졌다. 치료 전 grade 1은 10안(45%), grade 2는 3안

(14%), grade 3은 7안(32%), grade 5는 2안(9%)이었으며, 

세 차례 IPL/MGX 치료를 받고 6주 후 다시 측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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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5안(23%), 5안(23%), 8안(36%), 4안(18%)으로 변

화하였다(p=0.03, Fig. 5).

IPL 치료를 시행 받은 22명의 환자들 중 4명에서 레이저

치료 직후 눈 주위 열감을 호소하였고, 1명은 레이저치료 

직후 일시적 눈꺼풀부종을 호소하였다. 5명 모두에게 냉찜

질을 20분 시행하였고, 이후 증상 호전을 보였다. 또한 경

도의 안구통증을 호소한 환자가 3명이 있었으나, 치료 종료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고 찰

건성안은 눈물막의 불안전성과 높은 눈물 삼투압 농도, 

안구 표면 염증 및 손상, 그리고 신경감각계 이상 등의 여

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안구 표면질

환을 뜻한다.4,36 건성안의 종류에는 크게 수분결핍형과 눈

물증발형이 있으며 최근, 눈물증발형 건성안의 발생에 있

어 마이봄샘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7 마이봄샘기

능장애가 지속될 경우, 마이봄샘의 파괴, 눈물의 과도한 증

발, 삼투압 및 염증의 증가로 이어져 눈물 지질층의 불안정

성이 유발되어 안구표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32,38 쇼그

렌증후군은 수분 부족형 건성안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이지만, 마이봄샘의 파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쇼그렌증후군이 없는 건성안 환자들에 비해서 그 정도가 

심하다.5-7

IPL 치료는 수분결핍형과 눈물증발형 건성안 모두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17,21,23,25,39 건성안에 대한 IPL의 치료 효

과에 대한 연구는 불응성 마이봄샘기능장애, 눈물증발형 

건성안,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성안 등 여러 환자군에 대

하여 행해졌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보조적인 건성안 치

료 방법으로 사용 시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 및 주관

적인 건성안 증상의 호전이 뚜렷했고, 마이봄샘 지표의 호

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7,16,26,39 

비쇼그렌 건성안 환자들에 비해 쇼그렌증후군과 연관된 

건성안 환자들은 각결막 염증 및 손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마이봄샘기능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

금까지 쇼그렌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IPL 치료의 효과

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쇼그

렌증후군이 동반된 마이봄샘기능장애 환자들에서 IPL 치

료 후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 마이봄샘 지표의 변화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IPL 치료와 MGX를 함께 시행 

받은 환자에서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OSDI, 형광 및 비

침습눈물막파괴시간, 각막염색 점수, 눈물막 지질층 등급 

등의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와 마이봄 질 점수, 배출 점수 

및 마이봄 점수 등 마이봄샘기능 평가에서 뚜렷한 호전이 

나타났다. 치료 후 IPL/MGX군의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 

마이봄샘기능 평가를 MGX군과 비교했을 때도 OSDI, 각

막염색 점수, 마이봄 질 및 배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형

광 눈물막파괴시간은 높게 측정되었다. 

OSDI는 IPL/MGX군에서 치료 후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

성안의 안구 증상 및 시각 기능에 관련된 항목에서 호전을 

보였다. 마이봄샘기능장애가 있는 건성안 환자에서 건성안 

증상은 마이봄샘기능장애의 징후와 관련이 있고, 특히 마

이봄 질 점수와 건성안의 증상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

다.22,40,41 본 연구에서도 IPL/MGX군에서 마이봄 질 점수의 

호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마이봄샘기능호전이 건조증 증상 

호전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형광 및 비침습눈물

막파괴시간, 각막염색점수의 유의한 호전이 있었던 것은, 

IPL 치료가 눈물층의 지질 성분 비율을 높이고, 눈꺼풀 염

증을 호전시킨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8,42

IPL 치료의 건성안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Gil 

et al43
은 건성안 환자에서 조절펄스광선조사(intense regu-

lated pulse light) 치료 후 형광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

사, 안구표면염색점수 및 주관적인 건성안 증상이 호전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쉬르머검사의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쇼그렌증후

군 환자들은 수년 이상의 사이클로스포린 안약과 인공누액 

사용을 했음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

로 했다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IPL 치료의 항염증 

효과가 눈물샘에까지 작용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해볼 수 있

다.

마이봄 질 및 배출 점수는 IPL/MGX 복합치료군에서 치

료를 시행 받은 이후 호전되었다. 마이봄 배출 점수는 MGX 

단독치료군에서도 호전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 부합

하는 결과로 IPL 레이저에서 나온 열과 적외선의 영향으로 

막혀있던 마이봄 지질의 액화가 촉진되어 마이봄샘에서 분

비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4

마이봄 점수와 눈물막 지질층 등급은 IPL/MGX군에서만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이는 마이봄샘 배출능이 좋아지면, 

마이봄샘이 위축이 억제되고, 손상된 마이봄샘의 기능

이 호전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45,46 IPL의 광조절

(photomodulation) 효과가 광생체자극(photobiostimulatory)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상처 회복, 광회춘(photorejuvenation) 

등의 세포 활성을 유발해 마이봄샘의 미세구조를 변화시켰

을 수 있다.46-48 

본 연구에서는 쇼그렌증후군 환자에게서 동반된 마이봄

샘 기능장애에 시행한 IPL/MGX 치료에 대해 OSDI, 형광 

및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염색점수, 눈물막 지질

층 등급 등의 눈물막 및 안구 표면지표와 마이봄샘기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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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뿐만 아니라 마이봄샘 촬영을 통하여 마이봄샘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PL 치료를 시행할 시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

자에게는 몇 차례 더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모

든 환자들을 3회에서 치료 종료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불응

성 환자인지, 치료를 더 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을지 판단이 

어려웠고, 장기적인 부작용 또한 확인이 불가하였다. 또한, 

이전에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던 안약 점안을 

유지하였으나, 안약의 효과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편향(bias)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케라토그라피 등의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눈물막 지질층의 등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으나 IPL/MGX

군에서만 눈물막 지질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

점이 있었다. 이에 추후 시행될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눈물막 지질층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Lipiview (Tearscience, Johnson & Johnson, New 

York, NY, USA) 등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 다기관 장기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마이봄샘기능장애가 있는 쇼그렌증후군 환

자에게 IPL 치료와 마이봄샘 압출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의 호전뿐만 아니라 마이봄샘의 기

능적, 구조적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쇼그렌증후

군 환자에게서 마이봄샘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IPL 치료 및 

마이봄샘 압출 복합 치료가 효과적인 보조적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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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마이봄샘기능장애를 동반한 쇼그렌증후군 환자에서 
펄스광선조사기의 임상적 효과

목적: 마이봄샘기능장애를 동반한 쇼그렌증후군 환자에서 펄스광선조사 치료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쇼그렌증후군 환자들 중 마이봄샘기능장애가 동반된 43명을 펄스광선조사 치료와 마이봄샘 압출을 함께 시행받은 복합

치료군(22명)과 마이봄샘 압출만 시행 받은 단독치료군(21명)으로 분류하였다. 치료는 3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치료 

종료 6주 후 한 번 더 내원하였다. 내원 시마다 안구표면질환지수, 형광 및 비침습눈물막파괴시간, 눈물띠 높이, 쉬르머검사, 안구표면

염색 점수, 마이봄샘 질 및 배출 점수, 마이봄 점수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복합치료군에서는 추가적으로 눈물막지질층을 평가하였다.

결과: 복합치료군에서 안구표면질환지수, 형광 및 비침습눈물막파괴 점수, 각막표면염색 점수, 마이봄 질 점수, 마이봄 점수와 눈물막 

지질층 등급은 치료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 복합치료군과 단독치료군 모두에서 마이봄 배출 점수의 호전을 

보였다(p＜0.05). 결막표면염색 점수, 쉬르머검사, 눈물띠 높이는 두 치료군 모두 치료 전과 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종료 

후 복합치료군이 단독치료군에 비하여 안구표면질환지수, 각막염색 점수, 마이봄 질 및 배출 점수는 유의하게 낮았고, 형광 눈물막파

괴시간은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 마이봄샘기능장애를 동반한 쇼그렌증후군 환자에서 펄스광선조사 치료와 마이봄샘 압출 복합치료는 눈물막 및 안구표면지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마이봄샘의 기능호전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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