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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 모낭충 감염군과 안구건조증 환자 중 비감염군에서의 

마이봄샘 소실 비교

Comparison of Meibomian Gland Loss between Demodex-infested Group 
and Dry Eye Patients without Demodex Inf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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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the degree of meibomian gland drop-out associated with Demodex infestation using non-contact meibography.
Methods: We performed noncontact meibography using an infrared digital camera on 24 adult subjects infested by Demodex 
and 40 without infestation. The right upper and lower lids were scored based on the loss of meibomian glands, and the scores of 
the upper and lower eyelids were summed to obtain the total meiboscore for each subject. Meiboscores were evaluated accord-
ing to Demodex infestation and gender in each group. 
Results: Sixty-four eyes of 64 peopl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study subjects had an average age of 67.9 years (range, 
40-79 years; men, 65.2 years; women, 69.1 years).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Demodex infestation and total 
meiboscore and upper and lower eyelid meiboscores (p = 0.000, p = 0.002, p = 0.004,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
ference in the meiboscores between men and women. Age and meiboscore suggested a weak positive correlation; however, the 
R2 value was low, due to the concentrated age distribution of the study population.
Conclusions: Based on noncontact meibography, the authors concluded that the prevalence of changes in the meibomian 
gland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modex infestatio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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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s of Demodex mites. (A) Demodex mites (arrows) in the root of an eyelash (×40 magnification by the slit-lamp 
biomicroscopy). (B) Two Demodex mites with an epilated eyelash (×100 magnification by the light microscope).

Figure 1. Demonstrating observation of the specimen on the 
microscope slide through the slit-lamp biomicroscopy.

마이봄샘기능부전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위험요인으로는 대표적으

로 고령이 있으며,3 그 외 성호르몬 중 특히 남성 호르몬의 

부족,4 장기간의 콘택트렌즈 착용, 눈썹 문신, 아토피 피부

염, 모낭충 감염 등이 알려져 있다.5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

이봄샘기능부전은 눈물막파괴시간의 단축을 초래하므로, 

임상적으로 안구건조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마이

봄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마이봄샘기능부전의 주요 원인으로서 모낭

충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6 Zhang et al7
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마이봄샘기능부전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환자에서 

모낭충 감염이 확진되었다고 한다. Cheng et al8
은 마이봄

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모낭충 감염률이 43%가량

이었으나, 마이봄샘기능부전 환자의 경우 90%에 가까운 

현저히 높은 비율로 모낭충 감염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Liang et al9
은 대조군 없이 35세 미만의 모낭충 눈꺼풀염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접촉 마이봄샘촬영술을 시행함으로

써 모낭충 감염에 의한 마이봄샘 소실에 대해 더욱 본격적

인 연구를 한 바 있는데, 모낭충 눈꺼풀염 환자의 90%에서 

마이봄샘기능부전을 진단하였고,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상 환자에게서 검출된 모낭충의 개수와 마이봄샘기능부전 

정도가 유의하게(p<0.05)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다만 이 

연구에는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아, 모낭충 눈꺼풀염 환자

에게 발생한 마이봄샘기능부전을 모낭충만의 영향으로 평

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마이봄샘 소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이의 영향이 배제된 모낭충 감염에 의한 마이봄샘

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나이가 매칭된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를 설계, 선행 연구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두 

군 간 비교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 환자에서 

발생한 마이봄샘의 구조적 변화는 정량적으로 이뤄졌고, 실

험군과 대조군의 마이봄샘기능부전 정도를 수치로 비교하

여 모낭충 감염이 마이봄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

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남성호르몬은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에스트로겐은 안구건조증

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보고에 따라,10-12 본 연구에

서는 모낭충 감염군 내 남녀의 마이봄점수(meiboscore)를 

비교하여 남녀별 차이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2019년 3월부터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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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dex Control p-value
Gender (men:women) 8:16 11:29 0.621*

Age (years) 67.8 ± 6.4 68.0 ± 7.1 0.637†

Number of eyes 24 40
Meiboscore

Upper lid 1.4 ± 0.7 0.8 ± 0.6 0.002†

Lower lid 1.6 ± 1.1 0.8 ± 0.8 0.004†

Total 3.0 ± 1.3 1.6 ± 1.2 0.000†

tBUT (seconds) 10.7 ± 5.6 9.7 ± 5.9 0.512†

Corneal stain 1.1 ± 1.0 0.9 ± 0.8 0.5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Demodex = Group of Demodex infested patients; Control = Group of Demodex free patients; tBUT = tear film break-up time.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p-values were calculated by Mann-Whitney U-test.

Table 1. Statistical demographics of the total patients

Figure 3. Age demographics of Demodex infested group and 
control group. This figure shows the age demographics of 
Demodex infested group and control group. The mean age was 
67.8 years in control group and 68.0 years in Demodex in-
fested group,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age distribution (p = 0.637).

Figure 4. Gender demographics of Demodex infested group 
and control group. This figure shows gender demographics of 
Demodex infested group and control group. Demodex infested 
group consisted of 8 men and 16 women, and control group 
consisted of 11 men and 29 wome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gender com-
position (p = 0.621). Demodex = group of Demodex infested 
patients; Control = group of Demodex free patients.

까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안구건조증 검사를 

원하여 내원한 환자와 모낭충 감염이 확진된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

인을 받아 진행하였고(승인 번호: SC19RASI0187)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

실험군은 눈꺼풀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눈꺼풀에 비듬(cylindrical dandruff) 및 인설(scale)이 관찰

되는 눈꺼풀염 환자들의 모낭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Coston13,14
의 표준 채집법을 통해 세극등현미경 혹은 광학

현미경상으로 모낭충 감염이 확진된 환자들을 집단으로 설

정하였다. 대조군은 안구건조증검사를 원하여 내원한 환자

들로, 눈꺼풀에 비듬 및 인설이 관찰되지 않아 모낭충 감염

이 의심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낭충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로 설정하였다.

모낭충 눈꺼풀염의 진단은 Coston13,14
에 의해 제시된 표

준 채집법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한쪽 눈에서 4개씩, 총 8개

의 속눈썹을 채취하였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하이셀(Samil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을 직경 1 cm 너비

로 도포하고, 앞서 채취한 속눈썹 검체를 하이셀 안에 심은 

후 그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 1매를 씌웠다. 이를 진료실에

서 일부의 환자는 세극등현미경으로 곧바로 관찰하여 모낭

충 유무를 확인하였다(Fig. 1). 이 때 세극등현미경은 40배

율을 사용하였다(Fig. 2A). 또 일부 환자에서는 진료실에 비

치된 광학현미경(MU1000, AmScope Inc., Irvine, CA, USA)

을 통해 100배율로 관찰하였다(Fig. 2B).

모낭충이 발견된 환자들에게는 8주 동안 1주일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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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iboscore distribution of Demodex infested group and control group. The average meiboscore of the upper eyelid was 
1.4 in Demodex infested group and 0.8 in control group (A). The average meiboscore of lower lid in Demodex infested group (1.6)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0.8) (p = 0.004) (B). The total meiboscore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Demodex infested group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ith an average of 3.0 in Demodex infested group and 1.6 in control group 
(p = 0.000) (C). Demodex = group of Demodex infested patients; Control = group of Demodex fre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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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mages demonstrating representative cases of the Meibomian gland changes. (A) Right upper eyelid of grade 0, right lower 
eyelid of grade 0. (B) Right upper eyelid of grade 3, right lower eyelid of grade 3.

외래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50% 농도의 티

트리 오일을 면봉에 적셔 눈꺼풀의 첩모근 부위에 도포하였

고, 마른 면봉으로 이를 문질러 닦아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다.15 또한 환자에게 티트리 오일 성분이 있는 Oust 

demodex (OCuSOFT Inc., Rosenberg, TX, USA)를 처방하

여 평상시에도 눈꺼풀을 하루 1-2회 닦도록 교육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 환자 모두 처음 내원한 당시 마이봄샘 

촬영을 실시하여 마이봄샘 소실을 평가하였다. 마이봄샘 촬

영은 LipiView (TearScience Inc., Morrisville, NC, USA)에 

의해 비접촉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험자를 기계 앞에 앉힌 

뒤, 머리 고정대에 이마와 턱을 고정하고 눈꺼풀을 외전 시

켜 눈꺼풀 결막을 노출시킨다. 그 후에 적외선 카메라의 초

점을 노출된 눈꺼풀 결막에 맞추고 위, 아래눈꺼풀의 마이

봄샘을 모두 촬영하였다. 마이봄샘의 소실 정도에 대한 정

량적 평가는 Arita et al16
에 의해 제시된 마이봄점수 체계에 

근거하였는데, 0단계(grade 0)는 마이봄샘의 소실이 없는 

경우이며, 1단계(grade 1)는 소실된 마이봄샘의 영역이 전

체 마이봄샘의 1/3 이하인 경우, 2단계(grade 2)는 소실된 

영역이 1/3에서 2/3 사이인 경우, 3단계(grade 3)는 2/3 이상 

소실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오른쪽눈 위눈

꺼풀 및 아래눈꺼풀을 대상으로 마이봄샘 탈락 정도를 평가

하였고, 총 마이봄점수는 오른쪽눈 위, 아래눈꺼풀 마이봄

점수를 합한 0-6점 사이의 점수로 정의하였다. 모낭충 감염

군 및 대조군의 눈물막파괴시간(tear film break-up time, 

tBUT) 및 Oxford scheme17
에 따른 플루오레신(fluorescein) 

각막염색(0-5점)도 비교하였다.

위와 같이 얻은 마이봄점수가 피험자의 모낭충 감염 여

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모낭충 감염군 내에서 성별에 따

라 마이봄점수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도구로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모낭충 감염군과 비감염군의 

성별 구성에 대한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

로, 두 군 간의 평균 마이봄점수, 평균 나이, 눈물막파괴시

간 및 각막염색 정도에 대한 비교는 Mann-Whitney U-test

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관찰된 모낭충 개수에 따라 마이봄샘 소실이 달

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낭충 감염군 내에서 나이, 성

별, 검출된 모낭충 개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이 때 총 마이봄점수는 오른쪽 위, 아래눈

꺼풀의 마이봄점수를 모두 합하여 구하였다(0-6점).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판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실험군은 24명 24안, 대조군은 40명 40안이었

다. Fig. 3을 통해 실험군 및 대조군의 환자 연령 분포를 알 

수 있다. 평균 나이는 실험군이 67.8세, 대조군은 68.0세로 

연령 구성에 있어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637, Table 1). Fig. 4는 실험군 및 대조

군의 성별 구성을 보여주는데, 실험군은 남성이 8명, 여성

은 16명이었으며, 대조군은 남성 11명, 여성 29명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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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f Demodex infested patients Men (n = 8) Women (n = 16) p-value
Age (years) 70.1 ± 6.3 66.7 ± 6.3 0.214
Meiboscore

Upper lid 1.3 ± 0.7 1.4 ± 0.7 0.653
Lower lid 1.8 ± 1.0 1.5 ± 1.1 0.610
Total 3.0 ± 1.5 2.9 ± 1.2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calculated by Mann-Whitney U-test.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Demodex infested patien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 p-value VIF

B SE β

Total meiboscore*

Constant -3.833 2.528 -1.516 0.144
Age 0.100 0.037 0.496 2.682 0.014 1.000

Gender (women) 0.087 0.447 0.659 1.072
Demodex count -0.225 -1.228 0.233 1.000

R = 0.496, R2 = 0.246, F = 7.191, p = 0.014, Durbin Watson 1.741.
SE = standard error; 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s.
*Total meiboscore = Meiboscore of the right upper eyelid and meiboscore of the right lower eyelid.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age, gender, and number of Demodex on the total meiboscore in Demodex in-
fested group

져 있었다. 성별 구성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두 군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21, Table 1). 

Fig. 5는 실험군 및 대조군에서 위, 아래눈꺼풀 마이봄점

수 및 총 마이봄점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모낭충 

감염이 있는 실험군에서 마이봄샘 탈락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고(Fig. 6A), 심한 마이봄샘 탈락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

었다(Fig. 6B). 위눈꺼풀의 평균 마이봄점수는 실험군에서 

1.4, 대조군에서는 0.8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위눈꺼풀

의 마이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2, Table 1), 아

래눈꺼풀 평균 마이봄점수의 경우 실험군에서 1.6, 대조군 

0.8로 역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4, Table 1). 총 마이봄점수 또한 실험군이 평균 3.0, 

대조군이 평균 1.6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Table 1). 눈물막파괴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10.7초, 

대조군이 평균 9.7초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512, Table 1), 각막염색에서도 실험군이 평균 1.1점, 

대조군이 평균 0.9점으로 두 군 간 평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50, Table 1).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모낭충 감염군 내에서 성별에 

따른 마이봄샘 소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

험군에서 남성은 8명, 여성은 16명으로 남녀의 평균 나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14, Table 2). 

위, 아래눈꺼풀 및 총 마이봄점수 또한 남녀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upper lid: p=0.653, lower lid: p=0.610, total: 

p=1.000, Table 2). 

Table 3는 관찰된 모낭충 개수에 따라 마이봄샘 소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낭충 감염군 내에서 나이, 

성별, 검출된 모낭충 개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나이만이 마이봄점수에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

를 가졌으며(β=0.496, p=0.014, Table 3), 성별 및 모낭충 

개수는 마이봄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여자: 

p=0.659, 모낭충 개수: p=0.233).

고 찰

모낭충은 인체의 피부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외부 기생

충으로 여러 피부 질환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8 인체에 

기생하는 모낭충에는 Demodex folliculorum와 Demodex 

brevis 두 종이 알려져 있다.19 모낭충 감염률은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상승하여 60세 이상은 84%, 70세 이상은 100%

에서 모낭충 감염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4 해부학적으

로 눈은 코, 뺨, 이마와 같은 돌출 부위들에 둘러싸여 있기

에 눈꺼풀은 일상적인 위생 활동만으로는 청결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또한 눈꺼풀을 둘러싼 이들 얼굴 부위에는 모낭

충이 특히 많이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얼굴 모낭충 

감염이 발생할 시엔 눈꺼풀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모

낭충 눈꺼풀염은 여러 전안부 질환의 감별진단에서 쉽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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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성 눈꺼풀염 환자의 30% 정

도에서 모낭충 감염이 진단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그 임상적 

중요도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20

눈꺼풀 영역에서 Demodex folliculorum의 경우 첩모 모

낭에서 발견되나, Demodex brevis는 더 깊게 파고들어 피

부기름샘과 마이봄샘에 서식하며 피지 및 샘 조직의 상피

세포를 섭취함으로써 눈꺼풀 테두리에 직접적인 손상을 끼

친다.21 모낭충 눈꺼풀염은 해부학적으로 전부와 후부로 분

류되는데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후부 눈꺼풀염은 주로 

Demodex brevis에 의해 마이봄샘 감염을 포함하여 진행된

다.22 Demodex brevis는 기계적으로 마이봄샘의 입구를 막

는데, 이는 마이봄샘의 충만, 부종, 비대화, 과각질화를 유

발한다.23 게다가 모낭충은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콜레라 

간균 및 바이러스와 곰팡이를 보균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의한 감염 혹은 이들 미생물의 항원에 의한 염증반응이 마

이봄샘에서 일어날 수 있다.24 또한 모낭충의 키틴 외골격

은 외부 이물로서 작용하여 마이봄샘 내부에서 육아종성 

반응을 일으켜 다래끼로 발전되는 경우도 흔하다.25 위와 

같은 원리들로 모낭충에 의해 마이봄샘에 만성적이고, 전

반적인 이상이 발생하면 마이봄샘 개구부의 폐쇄와 분비물

의 질적, 양적 변화가 동반되어 최종적으로 마이봄샘기능

부전이 유발된다.

본 연구는 최초로 모낭충 감염에 따른 마이봄샘 변화 여

부를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로써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모낭충에 감염된 경우 마이봄샘기능부전이 통계적으

로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당장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간과되어 오던 모낭충 눈꺼

풀염이 장기적으로는 마이봄샘을 파괴하여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저명한 눈꺼

풀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이봄샘이 

소실된 안구건조증 등 모낭충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Coston13,14
의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낭충검사를 시행

해야 하겠다. 이에 따라 모낭충이 검출된다면 선제적으로 

모낭충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추가적인 마이

봄샘 소실을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모낭충 감염군에서 성별에 따라 마이봄샘기능부전 정도

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낭충 비감염군에서 성별에 따른 마이봄샘 소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은 이미 선행 연구로 알려진 바 

있으나,16 모낭충 감염군에서 성별에 따른 마이봄샘 소실 

정도의 차이는 과거에 연구된 바가 없었기에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모낭충 감염과 마이봄샘 소실에 대해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으나, 대조군을 구성함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대조군을 구성함에 있어 안과적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정상

인을 대상으로 마이봄샘촬영술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원하여 내원한 

환자들 중 모낭충 눈꺼풀염과 관련된 특징적 증상을 보이

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조군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모낭충검사를 시행하지

는 않았기에, 엄밀히는 대조군의 모든 환자들에게 모낭충 

감염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점 또한 한계점

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조군 구성에 있

어 이런 불완전한 요소들은 마이봄점수 측면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격차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되므로, 본 연구 결과의 유의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험자, 특히 남성 피험자들 및 젊은 피험

자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

어 보인다. 또한 눈꺼풀에서 채취된 모낭충의 개수에 따른 

모낭충 눈꺼풀염의 심각도, 피험자가 느끼는 안구건조증상

의 정도, 폐경 여부 및 호르몬제 복용 여부와 같은 피험자

의 안구 건강 상태 및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연구 자료로서 포함시킨다면 모낭

충이 마이봄샘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더욱 신뢰성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치료 전 오른쪽 

위, 아래눈꺼풀의 총 마이봄점수와 나이, 성별, 모낭충 개수

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모낭충 개수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후 마이봄점수를 

측정하여 비교한다면 모낭충 개수 변화에 따른 마이봄샘의 

변화를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

구에서는 안구건조증 등 안표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지

속적인 안약의 사용, 안과적 수술 등의 병력 등이 있는 피

험자를 대상으로 마이봄샘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마이봄

샘기능부전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별 및 연령을 맞춘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

교를 통해 모낭충 눈꺼풀염이 있는 경우 마이봄샘 소실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낭충 눈꺼풀염이 

장기적으로 마이봄샘 파괴를 초래하여 안구건조증을 유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모낭충 감염 여부에 대한 적극적

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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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외 : 눈꺼풀 모낭충 감염과 마이봄샘 소실-

= 국문초록 = 

안검 모낭충 감염군과 안구건조증 환자 중 비감염군에서의 

마이봄샘 소실 비교

목적: 비접촉 마이봄샘촬영술을 이용하여 눈꺼풀 모낭충 감염 여부에 따른 마이봄샘 소실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저자들은 눈꺼풀 모낭충에 감염된 24명의 성인 환자와 감염되지 않은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접촉 마이봄샘촬영술을 시행하였다. 마이봄샘의 소실을 기준으로 오른쪽 눈의 위눈꺼풀과 아래눈꺼풀의 마이봄점수를 

합하여 각 피험자에 대한 전체 마이봄점수를 구했다. 각 그룹의 눈꺼풀 모낭충 감염 여부 및 성별에 따라 마이봄점수를 평가하였다.

결과: 64명 64안이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67.9세(40-79세, 남자 65.2세, 여자 69.1세)였다. 눈꺼풀 모낭충 감염과 총 마이

봄점수, 위 및 아래눈꺼풀 마이봄점수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각각, p=0.000, p=0.002, p=0.004). 마이봄점수는 남자와 여

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과 마이봄점수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시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집중된 연령 분포로 인해 

R
2
 값이 낮았다.

결론: 비접촉 마이봄샘촬영술을 이용한 검사에서 눈꺼풀 모낭충 감염이 마이봄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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