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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개정된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 기준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분석

Clinical Usefulness of the Revised International Workshop for Ocular 
Sarcoidosis Criteria in Korea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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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criteria for diagnosis of ocular sarcoidosis (OS)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for OS [IWOS] 2009) and the revised criteria (sixth IWOS 2017), and their clinical usefulness when assessing OS in 
Korean patients.
Methods: We analyzed patients with suspected OS who visited our tertiary referral ophthalmological and pulmonary clinic from 
2007 to 2018. We diagnosed patients using both sets of criteria. Blood test and biopsy data (collected by physicians) and 
slit-lamp, fundus, and fluorescein angiography data (collected by ophthalmologists) were reviewed.
Results: Thirty-four patients were diagnosed using both criteria. Of 32 patients who underwent biopsies, 31 had OS (96.87%). 
Using either set of criteria, 31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definite OS and two with presumed OS. One patient diagnosed with 
possible OS using the previous criteria was diagnosed with presumed OS using the revised criteria. The new criteria add the ly-
sozyme level, the CD4/CD8 ratio,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imaging data to the old criteria and add the descriptors 
“presumed OS” and “probable OS”. There is no need to use the revised criteria in Korea; the biopsy and imaging data are ad-
equately diagnostic.
Conclusions: IWOS revised the OS diagnostic criteria by adding new parameters. However, this was unnecessary for Korea, 
where the biopsy and imaging data are adequately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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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이도시스는 원인 미상의 다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폐, 림프절, 피부 및 눈에 영향을 미친다.1 특히 전신 

사르코이도시스 환자 중 25-60%의 환자가 안구 내 침범을 

경험하게 되며, 이 때 포도막염이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

다.2,3 사르코이도시스로 진단하기 위해선 임상 소견과 부합

하며 조직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감염원이 없는 비건락육아

종을 보여야 한다.4 하지만 눈 조직검사는 매우 침습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International Workshop on Ocular Sarcoidosis 

(IWOS)에서는 전신적 검사 및 안과적 임상 소견들을 종합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1.62.9.1227&domain=pdf&date_stamp=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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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raocular clinical signs suggestive of ocular sarcoidosis (2009 & 2017)
Mutton-fat keratic precipitates and/or iris nodules (Koeppe or Busacca)
Trabecular meshwork nodules and/or tent-shaped peripheral anterior synechia
Snowballs/string of pearls/vitreous opacities
Multiple chorioretinal peripheral lesions (active or atrophic)
Periphlebitis and/or macroaneurysm in an inflamed eye
Optic disc nodule(s)/granulomas(s) and/or choroidal nodule
Bilaterality (clinically or by imaging)
B. Systemic investigations results in suspected ocular sarcoidosis (2009 vs. 2017)
5 systemic investigations by IWOS (2009) 7 systemic investigations by IWOS (2017)
Chest X-ray BHL positive BHL positive in chest X-ray or chest CT
Chest X-ray BHL negative but chest CT BHL positive Parenchymal lung changes
Abnormal liver enzyme tests Elevated serum ACE levels
Elevated serum ACE levels and/or elevated serum lysozyme Elevated serum lysozyme
Negative tuberculin skin test in a BCG-vaccinated patient or in a 

patient having positive tuberculin skin test previously
Negative tuberculin skin test or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s

Lymphopenia
Elevated CD4/CD8 ratio (3.5) in BAL
Abnormal accumulation of gallium-67 scintigraphy or 18F-PET

C. Diagnostic criteria of ocular sarcoidosis (2009 vs. 2017)
Criteria of IWOS (2009) Biopsy BHL Other sign
Definite OS Supported Compatible uveitis
Presumed OS Not performed Positive Compatible uveitis
Probable OS Not performed Negative 3 intraocular signs and 2 positive systemic investigations
Possible OS Negative 4 intraocular signs and 2 positive systemic investigations
Criteria of IWOS (2017) Biopsy BHL Other sign
Definite OS Supported Compatible uveitis
Presumed OS Not supported Positive 2 intraocular signs
Probable OS Not supported Negative 3 intraocular signs and 2 positive systemic investigations

IWOS = International Workshop on Ocular Sarcoidosis; BHL = bilateral lymphadenopathy; CT = computed tomography; ACE = angio-
tensin converting enzyme; BCG = Bacille Calmette-Guérin; CD = cluster of differentiation; BAL = bronchoalveolar lavage;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OS = ocular sarcoidosis.

Table 1. Original (2009) and revised (2017) criteria of IWOS

하여 2009년에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 기준을 발표했다.5 

이 진단 기준에 의해 눈 사르코이도시스 의심 환자들은 

definite ocular sarcoidosis (definite OS), presumed OS, prob-

able OS, possible OS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IWOS에서 제시한 기존 진단 기준이 여러 연구들

을 통해 한계점들이 지적되었다. 일본에서 시행된 기존 진

단 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전신적 검사에 해당

하는 간기능검사 이상 소견의 경우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지표들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사르코이도시스 환자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6,7 또한 전 

세계적 코호트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기존 IWOS에서 제시

한 분류 기준 중 possible OS의 경우 실제 사르코이도시스

를 진단하는 데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사르코이도시스 진단을 위해 새로운 전신적인 검

사 및 진단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8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IWOS에서는 리소자임

(lysozyme), CD4/CD8 ratio, 양전자 방사단층촬영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등의 다양한 전신적 검사들을 추가

하고 진단 분류를 개정하여 2017년에 새로운 눈 사르코이

도시스 진단 기준을 제안하였다.9 최근 보고에 따르면 개정

된 진단 기준을 일본인 환자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전반적

으로 높은 진단률을 보였으나, presumed OS와 probable OS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10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진단 기준과 개정된 진단 기

준을 임상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한국인 환자에서 눈 사르

코이도시스 진단률 및 진단 분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고 개정된 진단 기준의 임상적 효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

원 안과에서 내인성 포도막염을 진단 받은 환자 중 안과 및 

호흡기 내과에서 진단 검사를 시행한 후 눈 사르코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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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lar sarcoidosis
Sex (M:F) 9 (26.5):25 (73.5)
Age at presentation (years) 54.4 ± 12.7
Department of initial visit (ophthalmology:pulmonology) 14 (41.2):20 (58.8)
Patients who had history of recurrent uveitis 7/20 (35.0)
Duration of follow-up (months) 37.2 ± 37.3
Duration of diagnosis after first ocular symptoms (months) 3.9 ± 6.5
Initial visual acuity (BCVA, logMAR) 0.19 ± 0.3
Initial intraocular pressure (mmHg) 15.4 ± 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M:F = male:female;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Table 2. Baseline demographics and clinical manifestations of patients 

A. Intraocular signs Number of patients (positive rate, %)
KPs and/or iris nodules 10 (29.4)
Trabecular meshwork nodules and/or tent-shaped PAS 8 (23.5)
Snowballs/string of pearls/vitreous opacities 27 (79.4)
Multiple chorioretinal peripheral lesions 4 (8.8)
Periphlebitis and/or macroaneurysm 33 (97.1)
Optic disc nodule(s)/granulomas(s) and/or choroidal nodule 1 (2.9)
Bilaterality 32 (94.1)

B. Systemic investigations (2009)
Number of patients
(positive rate, %)

Systemic investigations (2017)
Number of patients
(positive rate, %)

Chest X-ray BHL positive 27 (79.4) BHL positive in chest X-ray or chest CT 34 (100)
Chest X-ray BHL negative but chest CT BHL 

positive
7 (20.6) Parenchymal lung changes 26 (78.8)

Abnormal liver enzyme tests 1 (2.9) Elevated serum ACE levels 20 (58.8), 23(67.6)*

Elevated serum ACE levels and/or elevated 
serum lysozyme

20 (58.8), 23(67.6)* Elevated serum lysozyme Not performed

Negative tuberculin skin test in a 
BCG-vaccinated patient or in a patient having 
positive tuberculin skin test previously

32 (97.0) Negative tuberculin skin test or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s

32 (97.0)

Lymphopenia 8 (23.5)
Elevated CD4/CD8 ratio in BAL Not performed
Abnormal accumulation of gallium-67 

scintigraphy or 18F-PET
4 (100)

C. Biopsy Number of patients
Biopsy performed 32
Biopsy positive 31 (96.9)
Detection site Lung 8 (25.0)

Lymph node 20 (62.5)
Hilar lymph node 19 (59.4)
Neck lymph node 1 (3.1)

Skin 2 (6.2)
Other tissue 1 (3.1)

D. IWOS Original IWOS (2009) Revised IWOS (2017)
Definite OS 31 31
Presumed OS 2 3
Probable OS 0 0
Possible OS 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OS = ocular sarcoidosis; KP = keratic precipitate; PAS = peripheral anterior synechiae; BHL = bilateral lymphadenopathy; CT = computed 
tomography; ACE =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BCG = Bacillus Calmette-Guérin; CD = cluster of differentiation; BAL = bron-
choalveolar lavage;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IWOS = International Workshop on Ocular Sarcoidosis.
*Patients’ ACE level were normal at first time but elevated later during the follow-up. 

Table 3. Clinical features and clinical diagnosis of OS i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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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Intraocular and system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ocular sarcoidosis (OS). (A) Clinical pictures of a patient diag-
nosed with a ‘definite OS’ by the original diagnostic criteria of International Workshop on Ocular Sarcoidosis (IWOS) (2009). 
Busacca iris nodule (in the circle) and vitreous opacity were found in the patient’s right eye. Bilateral lymphadenopathy (white ar-
rows) was detected in the chest X-ray. (B) Clinical pictures of a patient diagnosed with a ‘presumed OS’ by the original diagnostic 
criteria of IWOS (2009). In the optomap, mild vitreous opacity and white dots clumping (green arrows) at the inferior part of the reti-
na were observed. There was no bilateral lymphadenopathy in the chest X-ray, but it was detected in the chest computed tomography 
(white arrows). (C) Clinical pictures of a patient diagnosed with a ‘possible OS’ by the original diagnostic criteria of IWOS (2009). 
Vitreous opacity in the patient’s right eye was found at initial visit. Bilateral lymphadenopathy was detected in chest X-ray (white 
arrows).

스로 진단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본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하(IRB 승인 번호: 2019-0560) 수행하였다. 안과 

방문 시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형관안저 혈관조영술

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안과적 임상 

양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막후면침착물, 홍채결절 및 

텐트 모양의 주변홍채앞유착, 눈덩이 혹은 진주사슬모양 

혹은 유리체혼탁, 주변부의 맥락망막증상, 정맥주위염 혹은 

거대동맥류, 시신경결절 혹은 육아종, 병변의 양측성 여부. 

전신 검사에서는 흉부 X선 촬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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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학적 검사, 혈액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를 기존 진단 

기준과 개정 진단 기준 각각에 적용하여 눈 사르코이도시

스 진단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환자들은 기존 진단 기준에

서 제시한 네 가지 진단 분류 및 개정 진단 기준의 세 가지 

진단 분류로 나뉘어졌으며(Table 1), 두 가지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 분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 과

총 34명의 환자들이 기존 및 개정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

단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눈 사르코이도시스 환자의 인

구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2). 34명의 환자 중 남자 

9명, 여자 25명이었으며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4세였다. 내

원 경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안과로 방문한 사람은 14명

(41.2%), 호흡기내과로 방문한 사람은 20명(58.8%)이었고, 

호흡기내과에 먼저 방문한 사람들 중 7명(35.0%)은 이전에 

타원 안과에서 포도막염으로 진단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환자들의 안과적 임상양상으로는(Table 3), 양측성이 94.1%, 

정맥주위염 혹은 대동맥류가 가장 흔한 소견이었으며, 눈

덩이/진주사슬모양/유리체혼탁(79.4%)도 많은 환자에서 관

찰되었다. 시신경결절 및 육아종(2.9%)은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기존 진단 기준에 따라 전신적 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Table 3), bacille Calmette-Guerin (BCG) 백신 주사를 맞

았던 환자 혹은 이전에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

이 나왔던 환자에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인 경

우(97.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흉부 X선 촬영

에서 나타난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bilateral hilar lympha-

denopathy, 79.4%)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흉부 X선 촬영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나타

난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은 20.6%로 확인되었다. 혈청 안

지오텐신 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증가의 경우 첫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58.8%), 경

과 관찰 중 뒤늦게 혈중 농도가 증가한 증례(67.6%)들이 포

함되었다.

개정 진단 기준에서는 기존 진단 기준과 비교하여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로서 흉부 X선 촬영

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으로 나뉘어졌던 항목이 합쳐졌으

며, 이에 대하여 모든 환자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 양성으로 분류되었다(100%). 새롭게 추가된 진

단 기준들 중 폐의 조직적 변화(78.8%)가 높은 양성률을 보

였으며, 양전자 방사단층촬영은 4명의 환자에서 진행되어 

모두 이상 소견을 보였다(100%). 새롭게 추가된 진단의학 

검사 중 혈청 리소자임 및 기관지 세척액에서의 CD4/CD8 

ratio 분석이 시행된 환자는 없었다.

34명의 환자들 중 2명을 제외하고 조직검사가 시행되었

으며(Table 3), 이 중 31명에서 조직학적으로 사르코이도시

스가 확진되었다(양성률 96.9%). 조직검사는 대부분 림프

절에서 시행되었으며(n=20, 63%), 특히 폐문부 림프절(n=19, 

59.4%)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11명의 조직검사가 기관

지 내시경 초음파검사(endobronchial ultrasound, EBUS)를 

통해 채취되었다. 

기존 분류 기준과 개정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진단 분류

를 비교해보았을 때(Table 3), 34명 중 31명이 두 기준 모두

에서 definite OS로 진단되었다. 1명의 환자만 기존 진단 기

준에서 possible OS로 진단 받았으나 개정 진단 기준에서 

possible OS가 없어지면서 presumed OS로 진단받았다.

진단별 증례를 살펴보면(Fig. 1), Fig. 1A는 진단 기준에

서 모두 definite OS로 분류된 환자의 검사 소견으로, 전안

부검사상 홍채결절, 유리체혼탁을 동반한 양안 포도막염이 

확인되었다. 이 환자의 흉부 X선 촬영 및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에서는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이 확인되었고, 조직검사

에서 비건락성육아종이 확인되어 definite OS로 진단할 수 

있었다.

Fig. 1B은 두 진단 기준에서 모두 presumed OS로 진단

받은 환자의 검사 소견으로, 유리체혼탁을 동반한 양안 포

도막염 소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측 폐문 림프절

병증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전신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

지 않아 presumed OS로 분류되었다. 

기존 진단 기준에서 possible OS로 진단받았으나 개정 

진단 기준에서 presumed OS로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Fig. 1C) 

안과 검사상 양안 포도막염 동반된 유리체혼탁 소견, 전신

검사상 흉부 X선 촬영에서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 양성, 투

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음성, 증가된 혈청 ACE (52.5 U/L) 

농도, 림프구감소증이 확인되었으나, 조직검사에서 육아종

(granuloma)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 3차 의료기관에서 눈 사르코이도시

스로 진단 받은 환자들의 임상양상을 확인하고, 2009년에 

만들어진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 기준과 2017년에 개정된 

진단 기준을 눈 사르코이도시스를 진단 받은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진단 기준의 효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학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이전 연구에서 전체 사

르코이도시스 중 눈 사르코이도시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였다.11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군들의 경우 기존 보고

처럼(남:여=1:2-3)12,13 눈 사르코이도시스를 진단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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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남:여=9:25). 평균연령의 경우 

54.4세로 기존의 해외 환자들의 보고와 비교해서 높은 편

이었으나(평균연령: 46.0세),8 최근 한국에서 조직검사로 확

진된 눈 사르코이도시스 환자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

였을 때에는 비슷하였다(평균연령: 57.1세).14 환자들의 

내원 경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안과로 먼저 내원한 경우가 

21명, 호흡기내과로 먼저 내원한 경우가 20명으로, 이는 다

른 연구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15 사르코이도시스의 전

신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재발성 포도막염 등의 비특이

적 증상만으로 안과 내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안과 임

상의에게 본 질환을 의심하고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과적 임상양상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포도막염이 

양측성으로 발현한 경우가 94.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비록 양측성이 

비특이적인 특성이지만 단안에 호발하는 특발성 포도막염

에 비해 눈 사르코이도시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10 또한 임상양상의 빈도를 이전 연구와 비교하였

을 때 환자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홍채결절 및 텐

트모양의 주변홍채앞유착, 정맥주위염 혹은 대동맥류는 일

본보다 높았고, 양측성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

다.8

개정된 전신검사 기준에서는 우선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

을 판단에 흉부 X선 촬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으로 나뉘

어졌던 기준이 하나로 합쳐졌고, 폐의 조직적 변화가 추가

되었다. 이에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의 경우 양성률이 1.00, 

폐의 조직적 변화가 0.79로 높은 양성률을 보였는데, 이는 

폐와 흉부내 림프절이 사르코이도시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

나는 기관임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6 특히 양측 폐

문 림프절병증의 경우 폐 사르코이도시스에서 stage I & II

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폐 사르코이도시스에서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17 또한 투베르쿨린 음성 결과도 매우 높은 양성률(0.97)

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높은 결핵 발병률로 어릴 때

에 의무적으로 BCG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때문으로 추측되

며 BCG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정 분류 기준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신 검사들 중 폐의 

조직적 변화 외에 대부분 시행률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유

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혈청 리소자임과 기관지 세척

액에서의 CD4/CD8 ratio는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지 않았

는데 혈청 리소자임의 경우 본 기관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

으며, 기관지 세척액에서의 CD4/CD8 ratio는 기관지 세척

액에서 림프구 비율이 15% 미만으로 그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추가된 진단 기준인 양전자 방사단층촬영

의 경우 오직 네 명의 환자에서만 시행되었다. 낮은 시행률

로 인해 검사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양전자 방사

단층촬영의 이상 소견이 높은 양성률을 보였고 전신적 사

르코이도시스에서 양전자 방사단층촬영의 이상 소견이 유

용하게 이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8

조직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행되었고 주로 폐 

조직과 폐문부 림프절에서 양성이 나왔다(n=27, 87%). 이

는 사르코이도시스에서 폐 사르코이도시스가 가장 많이 나

타나기 때문에 조직검사가 많이 시행되었고, 또한 기관지 

EBUS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더욱 더 조

직검사의 양성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9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정 진단 기준에서는 새로운 

전신 검사들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본 연구의 눈 사르코이

도시스 진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에 있어서 조직학적 근거와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양성률이 매

우 높았기 때문이다. 영상적 평가인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

의 경우 흉부 X선 촬영으로만 판단하였을 때에는 양성률 

0.79였으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까지 포함하였을 때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 컴퓨터단층촬영의 진단적 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렵고 영상학적 진단

이 어려운 경우에 probable OS로 진단하여 눈 사르코이도

시스의 감별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조직검사 시

행률 및 양성률이 높은 한국의 진료 환경에서는 눈 사르코

이도시스를 진단하는데 임상적으로 기존 진단 기준과 개정 

진단 기준과의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후향적 연구 방식으로 인해 

개정 분류 기준에서 새롭게 추가된 검사들을 환자군에 모

두 시행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단일 기관의 환자군에 

국한되어 다양한 진단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에 있어서 조직검사와 

양측 폐문 림프절병증을 주로 활용하여 진단하였기에, 조

직검사와 영상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신적 검사의 양성 

소견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probable OS에 대해서는 판단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전향적 방식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분류 기준과 개정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총 34명을 

진단 분류하였을 때 possible OS에서 presumed OS로 재분

류된 1명 외에 진단이 달라진 점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눈 

사르코이도시스의 진단에 있어 조직검사 결과와 영상학적 

검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조직검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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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이 높고, 영상학적 검사의 질이 높은 한국의 임상 상황

에서는 기존 진단 기준과 비교하여 개정된 진단 기준을 활

용하였을 때 진단 결과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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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한국인에서 개정된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 기준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분석

목적: 2017년 6차 International Workshop for Ocular Sarcoidosis (IWOS)에서 개정 발표된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 기준을 2009년 

발표된 1차 IWOS 진단 기준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한국인 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에 활용했을 때의 임상적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안과에서 포도막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호흡기내과 및 안과 정밀검진을 시행 

후 눈 사르코이도시스로 진단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내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영상학적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와 안과 검진 시 시행한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형광안저 혈관조영술 결과를 종합하여 2009년 및 2017년 IWOS 진단 기준

에 따라 눈 사르코이도시스를 진단하였다.

결과: 눈 사르코이도시스로 진단된 총 34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두 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조직검사를 시행한 32명의 

환자 중 31명이 조직검사상 사르코이도시스로 진단되었다(양성률 96.87%). 31명이 definite ocular sarcoidosis (OS), 2명이 

presumed OS로 이전 진단 기준과 개정된 진단 기준에서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1명의 환자만 기존 진단 기준에서는 possible OS, 

개정된 진단 기준에서는 presumed OS로 분류되었다. 

결론: 조직검사 양성률이 높고, 영상학적 검사의 질이 높은 우리나라의 임상상황에서는 이전 진단 기준과 비교하여 개정된 진단 기준

을 활용하였을 때 진단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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