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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과 0.1% 양이온 에멀젼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연구

The Efficacies and Safeties of a 0.05% Cyclosporine Nanoemulsion and

a 0.1% Cyclosporine Cationic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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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evaluat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a 0.05% cyclosporine ophthalmic nanoemulsion and a 0.1% cyclosporine oph-

thalmic cationic emulsion in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dry-eye syndrome.

Methods: This was a multi-center, double-blinded, comparative,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trial. Three ophthalmological 

institutions enrolled a total of 105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dry eye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a 0.05% cyclo-

sporine nanoemulsion group (the test group) and a 0.1% cyclosporine cationic emulsion group (the control group). The corneal 

staining scores were obtained, and the tear film breakup time (TBUT) and Schirmer test performed, at the initial visit and after 1 

and 3 months of eyedrop use. The safety results were compared by recording discomfort and compliance during drug instillation.

Results: The corneal staining scores and the TBUT and Schirmer test results showed that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The corneal staining scores significantly (and similarly) decreased in both groups. In the test group, the TBUT 

showed significant prolongation after 1 month of treatment and the Schirmer test sco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3 months. 

Both groups reported less ocular discomfort and better compliance with drug use at 3 months than 1 month; the control group 

demonstra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ocular discomfort at 3 months.

Conclusions: Both drugs improved the dry eye symptom index and relieved eye discomfort. No patient complained of serious 

discomfort or side-effects. The drugs were equivalent in terms of efficac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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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정상인

에 비해 빠르게 손상되어 불안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눈의 

통증과 자극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작열감, 

이물감, 쓰라림, 눈부심과 같은 안구 피로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1
 안구건조증의 원인

은 눈물과 안구 표면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눈물막의 불안정과 눈물의 삼투압 증가, 안구 표면의 

염증 등이 주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눈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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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과 함께 염증 치료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하나의 염증성 질환으로 인식되면

서 많은 항염증 치료 약물이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사이클로스포린은 1970년대에 Tolypocladium inflatum

이라는 버섯에서 발견된 약물로, 어원으로는 둥글다는 뜻

의 사이클로와 버섯의 포자를 뜻하는 스포린이라는 말의 

결합이며, 분자 구조상 4개의 수소 결합을 가진 원형의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3
 사이클로스포린은 T세포의 활성도를 

낮추어, interleukin-2 및 interferon gamma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매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이로 인하여 안구 결막 

및 주눈물샘의 림프구 침윤 및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는 기

전으로, 2002년 건성안의 치료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을 받았으며, 현재 T세포 억제제 계열의 면역 억제제 가운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4,5

 

이전까지는 안구 건조 증상, 흐린 시야 등을 호소하는 안

구건조증 2단계 이상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중증의 안구건

조증 치료에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안구건조증 1단계의 

경우에도 안구건조증의 임상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누액과 더불어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에 사용하는 추세이

다.
6
 

사이클로스포린은 아미노산의 환형 구조로 분자 내 인력

이 강하게 유지되어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약물이라서 불가

하게 사이클로스포린을 유기 용매에 녹인 다음에 계면활성

제의 도움을 받아 에멀젼의 형태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에

멀젼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일정한 비율로 서로 다

른 용매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처음에는 0.05% 사이

클로스포린 음이온 에멀젼(Restasis
®
, Allergan Inc., Irvine, 

CA, USA)이 개발되었고, 이후 양이온을 띠어 음이온 세포

막에 더 쉽게 유착이 가능하며 안구 표면에서 오래 잔존할 

수 있는 형태로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Ikervis
®
, Santen SAS, Evry, France)이 출시되었다.

7

에멀젼은 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여러 상(phase)

으로 분리되려는 성질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

로 에멀젼의 크기를 나노 단위로 줄여, 역학적으로 안정적

이며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균일하여 투명한 성

상을 가지는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싸이포린

엔 점안액 0.05%, Taejoon, Seoul, Korea)이 출시되었다.
8
 

2019년에는 레스타시스 점안액, 디쿠아스 점안액(Diquas
®
, 

Santen, Osaka, Japan) 그리고 개선시킨 0.05% 사이클로스

포린 나노 에멀젼의 임상 효과를 비교한 다기관 맹검 연구

가 보고된 바 있으나,
9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과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의 효과를 직접적으

로 비교한 논문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서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과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을 이용하여 안구건조증의 

치료 효과 및 점안감의 비교를 통하여 두 약제의 임상 효과

를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며, 의학연구 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하에 진행되

었으며(승인 번호: 2019-08-012-003), 다기관 이중맹검의 

무작위 전향적 대조 임상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임상 연구

의 대상자는 모든 선정 기준 항목에 합당하면서 제외 기준

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환자

의 선정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한국건성안

학회의 지침에 따른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6
 각막염색점수가 3점 이상이

거나 눈물막 파괴시간이 10초 이하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의 추적 관찰이 가능하며, 본 임상 시험을 이해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외 기준으로는 안과용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현

재 사용 중이거나 최근 1달 이내에 사용한 경우, 감염성 각

막염 증상을 가진 경우, 각막이식 또는 신경영양 각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포진성 각막병증, 반흔성 각결막염으

로 인한 결막 흉터, 익상편, 선천성 눈물샘 결여, 원추각막, 

각막이식술 병력이 있거나,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및 임산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3개 기관 안과에서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으로 진

료받은 환자 가운데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환

자 10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험군인 0.05% 사이

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과 대조군인 0.1% 사이클

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치료군 두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

여 시험군에서는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을 1일 

2회 약 12시간 간격으로 1회 1적시 0.4 mL/tube를 각 눈에 

점안하였고, 대조군에서는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

멀젼을 1일 1회 점안, 1회 1적시 0.3 mL/tube를 각 눈에 점

안하였으며, 새로운 안약 점안이나, 눈물샘 플러그 등의 추

가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안약 사용 시작 시점 

및 점안 후 1, 3개월째 병원에 내원하여 안구건조증검사를 

시행하였다. 약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세극등검사를 

통하여 눈물막 파괴시간(tear film breakup time, TBUT)을 

측정하고, 각결막염색점수를 미국국립안연구소 각결막 염

색 기준(National Eye Institute [NEI] scale)으로 각막 5등

분, 결막 6등분을 하여 0점에서 3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10

 이후 쉬르머 테스트(Schi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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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otal (n = 105)
Cyporin N ® eye drop

0.05% (n = 49)

Ikervis® eye drop

0.1% (n = 56)
p-value

*

Age (years) 43.75 ± 13.52 44.98 ± 14.95 43.11 ± 9.15 0.981

Sex 0.507

Male     20 (19.05)      8 (16.33)     12 (21.43)

Female     85 (80.95)     41 (83.67)     44 (78.57)

Systemic disease

Diabetes mellitus     4 (3.81)     0 (0)     4 (7.14) 0.121

Hypertension     6 (5.71)     2 (4.08)     4 (7.14) 0.683

Rheumatic disease     2 (1.9)     2 (4.08)     0 (0) 0.215

Past medical history     8 (7.77)      6 (12.24)     2 (3.7) 0.146

Past surgical history     14 (13.33)      6 (12.24)     8 (14.29) 0.7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

p < 0.05, independent t-test.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clinical information

Figure 1. Corneal staining score changes for patients with dry 

eye disease who were treated with two groups of cyclosporine 

ophthalmic nanoemulsion 0.05% (Cyporin N
®

, Taejoon, Seoul,

Korea) and cyclosporine ophthalmic cationic emulsion 0.1%  

(Ikervis®, Santen SAS, Evry, France) at week 4 and week 12. 

NEI = National Eye Institute.

Figure 2. TBUT changes for patients with dry eye disease who 

were treated with two groups of cyclosporine ophthalmic 

nanoemulsion 0.05% (Cyporin N
®

, Taejoon, Seoul, Korea) 

and cyclosporine ophthalmic cationic emulsion 0.1% (Ikervis®,

Santen SAS, Evry, France) at week 4 and week 12. TBUT = 

tear film breakup time.

test)를 시행하였다. 약 사용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안약 사용시 불편감과 순응도를 최소 0에

서 최대 10까지의 기준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약제의 안전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클로스포린 제제 안약을 사용

할 때 보고되는 이상 반응으로 눈의 작열감, 결막충혈, 분

비물, 동통, 이물감, 소양감,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증례에 기록하고 임상 시험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비교군 

설정은 나이 또는 성별과 관계없이 두 군으로 배정하였으

며, 무작위 배정은 시험군과 대조군이 1:1이 되도록 진행하

였다. 무작위 배정 번호는 각 기관별로 연구자와 독립되고 

대상자의 모집 및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담당자에 의해 계

획된 블록 크기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난수를 이용하는 블록 무작위 배정법(block ran-

domization)으로 생성하였으며, 연구자는 전달받은 무작위

배정표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대상

자순으로 배정된 군을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2.0,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각결막 염색 지수(NEI scale), 

눈물막 파괴시간의 변화, 쉬르머 테스트를 이용한 안구건

조증 치료 효과 및 설문지를 통한 각 약물의 점안감 및 순

응도 측정치에 대한 각각의 대조군과의 비교를 위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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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irmer test changes for patients with dry eye dis-

ease who were treated with two groups of cyclosporine oph-

thalmic nanoemulsion 0.05% (Cyporin N
®

, Taejoon, Seoul, 

Korea) and cyclosporine ophthalmic cationic emulsion 0.1%  

(Ikervis®, Santen SAS, Evry, France) at week 4 and week 12.

Figure 4. (A) Discomfort, (B) compliance at week 4 and week 

12 visit with cyclosporine ophthalmic nano-emulsion 0.05%  

(Cyporin N
®

, Taejoon, Seoul, Korea) and cyclosporine oph-

thalmic cationic emulsion 0.1% (Ikervis®, Santen SAS, Evry, 

France). 

기 검사 결과 대비 각 방문에서의 시험군과 대조군의 군 내 

변화량을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고, 각 방문에서의 총점 및 변화량이 시험군과 대

조군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

석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군의 연령은 43.75 ± 13.52세였으며, 두 군 사

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81, independent t-test). 대

상 환자군에서 남성은 20명, 여성은 85명으로 여성의 발현

율이 높았다(Table 1). 연구 시작 시점에서 환자군의 각결

막염색점수는 7.81 ± 3.78점이었으며, TBUT는 4.97 ± 1.7초

였고, 쉬르머 검사는 9.41 ± 5.77 mm였으며, 각 항목에서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0.282,  

p=0.417, p=0.427, independent t-test).

투약 후 각결막염색점수(NEI)의 변화에서는 4주차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2.1 ± 3.16과 -1.57 ± 2.09로 측

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20, in-

dependent t-test). 12주차에는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3.78 ± 3.32와 -3.45 ± 2.76으로 측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271, independent t-test), 시험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4주와 12주 모두 각결막염색점수의 

감소폭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TBUT의 변화에서는 4주차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0.24 ± 1.35와 0.79 ± 1.46으로 측정되어 약물 사용 4주차

에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에서 눈물막 안정성에 효과가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p=0.047, independent t-test) 12주차

에는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1.74 ± 2.14와 2.22 ± 2.2로 

측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p=0.264, independent t-test) (Fig. 2). 

쉬르머 검사의 변화에서는 4주차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0.09 ± 5.09와 0.5 ± 4.52로 측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29, independent t-test). 12주차

에는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1.92 ± 5.82와 -0.67 ± 

5.87로 측정되었고 약물 사용 12주차에 대조군에 비해 시

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눈물 분비능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p=0.027, independent t-test) (Fig. 3).

약제에 의한 안구 불편감은 4주차에서 시험군 및 대조군

에서 각각 5.3 ± 3.48과 5.31 ± 2.63으로 측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75, independent t-test). 

12주차에서는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4.67 ± 3.84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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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3.12로 측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661, independent t-test). 대조군에서 4주차에 비

교해 12주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안구 불편감이 점

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paired t-test) 

(Fig. 4A).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전체 연구 대상자 가

운데 심각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투약 순응도는 4주차에서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9.15 ± 1.39와 8.52 ± 2.1로 측정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69, independent t-test). 12주차에서

는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8.8 ± 2.08과 7.7 ± 2.31로 

측정되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시험군에서 순응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p=0.001, independent t-test), 그 차이는 

시험군 및 대조군에서 12주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

찰되었다(p=0.033, p<0.001, independent t-test) (Fig. 4B).

고 찰

2002년 사이클로스포린 제제가 안구건조증의 치료 안약

으로 출시된 이래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10년 이상 장

기간 치료 관찰한 환자군에서도 큰 이상 반응 없이 건성안 

치료에 지속적인 임상적 유효성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보

고된 바 있다.
11

 다만, 처음 출시된 0.05% 사이클로스포린 

마이크로 에멀젼 레스타시스 점안액은 음이온 에멀젼 형태

의 현탁액으로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의 낮은 수용성을 해결

하였으나, 점안시 시야 흐림, 작열감 및 하루 2회 점안해야 

하는 점은 일부 사용자에게 불편으로 지적되었다.
12

 사이클

로스포린의 농도를 기존의 두 배로 높인 0.1% 사이클로스

포린 양이온 에멀젼인 아이커비스 점안액은 좀 더 높은 생

체 이용률을 나타내어 점안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따금 점안 시 작열감으로 인한 불

편감도 함께 보고되었다.
13,14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인 싸이포린엔 점안액은 에멀젼 방울의 크기를 기존 

220-500 nm에서 100 nm 이하로 줄이는 나노 에멀젼 공법

으로 싸이클로스포린의 용해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현탁액

이 아닌 투명한 성상을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농도는 기존

의 0.05%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와 동일하여 하루 2회 점안

해야 하는 사용상의 단점이 있다.
15-17

위와 같이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의 단점을 개선한 

이른바 2세대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의 안구건조증에 대한 

치료 효과에 관하여 여러 임상 연구가 보고되었다. 0.1% 

양이온 에멀젼 현탁액인 아이커비스 점안액에 대해서는 중

증 및 심한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SANSIKA 연

구 및 심한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SICCANOVE 

연구에서 위약에 비하여 건조증 증상 개선에 의미 있는 효

과를 보여주었으며,
7,14

 6개월간 레스타시스 점안액을 사용

하다가 아이커비스 점안액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도 안구건

조증 증상 및 징후 개선에 좀 더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

다.
18

 싸이포린엔 점안액은 국내에서 여러 임상 연구가 이

루어졌는데, 레스타시스 점안액과 비교 시 유사한 건성안 

치료 효과를 보이며 점안감은 좀 더 나은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디쿠아포솔 점안액과 비교하였을 때 싸이포린엔 점

안액은 안구건조증 징후인 각막염색점수의 개선이 우수하

였고 디쿠아포솔 점안액은 OSDI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설문에서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에 좀 더 효과를 나

타낸다고 보고되었다.
9,15,19 

그러나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인 싸이포린엔 점안액과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인 아이커비스 점안액의 임상 효과를 직접 

비교한 논문은 저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 없었고, 본 연

구가 최초의 보고이다.

이번 다기관 임상 연구에서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및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모두 안구

건조증 지표인 각결막염색점수, TBUT 및 쉬르머 결과상 

두 군 모두 투약 초기 대비 유의한 개선 소견을 보였고, 연

구 기간 동안 두 약제 모두 중증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

았다. 각결막염색점수는 두 군 모두에서 치료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수치상으로는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

멀젼 치료군에서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치

료군보다 4주와 12주 모두 각결막염색점수의 감소폭이 더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0.05% 사이클

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은 0.1% 사이클로스포린 양

이온 에멀젼 치료군과 비교할 때, 눈물 분비능 향상에 유의

하게 효과를 보여주었고, 12주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순응

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비하여, 0.1% 사이클로

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치료군에서는 0.05% 사이클로스포

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보다 TBUT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사이클로스포린 농도가 기존 제품보다 2배 높고,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의 계면활성제로 사용

되는 Tyloxapol과 Poloxamer 188이 일명 캡사이신 수용체

라고 알려진 TRPV1 통각 수용기를 자극하여 안구 표면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20

 점안 시 작열감 등

의 불편함이 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점안 

시 불편감에 있어서는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과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12주차 치료 시에는 0.1% 사

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점안 시의 불편감이 4주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감소폭 또한 0.1% 사

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치료군에서 0.05% 사이클로

스포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
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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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만 외 :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과 0.1% 양이온 에멀젼 비교 연구-

에멀젼을 점안 시 초기에는 자극감이 심하였으나, 점안을 

시작하고 2.65개월 후에는 초기보다 유의하게 불편감이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udouin et al
18
도 레스타시스

에서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으로 전환하여 6개

월간 점안한 환자군에서 단지 7.8%만이 점안 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기술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으나, 점안 초기에는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이 기존의 사이클로스포린 안약보다 비슷하거나 조

금 더 자극감이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약물의 순응도를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만, 2-3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점안을 

유지한 군에서는 점안 시 불편감은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은 2019년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발표된 연구 및 본 다기관 임

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각결막염색점수 개선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으며,
9
 본 연구에서 3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지

속적으로 눈물 분비능 향상 및 점안 순응도면에서 0.1% 사

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각막미란이 잘 호전되지 

않는 안구건조증 환자군이나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점안 시 작열감 등으로 인하여 치료 순응도가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환자의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치료군에

서는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보다도 눈

물막 유지 시간이 유의하게 연장된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

에 안구건조증 환자군에서 시력의 질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점안 시 작열감 등의 불편감 또한 다른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보다 심하지 않았고, 처음 보다는 3개

월 정도 치료를 유지하게 되면 점안감이 점진적으로 더 호

전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면 치료 순응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

젼 점안 시 작열감 등의 불편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점안 간격도 하루 1회로 

상대적으로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약제 순응도는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에서 더 높았던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0.05% 사이클로스포

린 나노 에멀젼이 기존 싸이클로스포린 제제보다 점안 시 

화끈거림과 이물감 면에서 주관적 점안감이 좀 더 좋았다

는 보고가 있었고, 투명한 성상인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보다 레스타시스나 아이커비스와 같은 현탁액

의 형태의 사이클로스포린 제제가 점안 후 일시적 시야 흐

림이 더 자주 발생하였다는 점이 순응도 차이가 발생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추정된다.
9,1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

고, 임상 연구 관찰 기간이 3개월로 다른 연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짧은 편이었으며, 연구 대상 환자들의 평균 나이

가 44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군이 모집되었고, 쇼그렌 

증후군 여부가 분류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약제 

사용 후 불편감에 대하여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만 표기하

였기 때문에, 충혈이나 작열감 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구체

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본 연구의 제한

점이다.

이번 다기관 임상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0.05% 사

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및 0.1% 사이클로스포린 양이

온 에멀젼은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하였을 때, 두 약제 모두 안구건조증 지표 향상 및 안

구 불편감 경감에 도움이 되었고, 두 제제 모두 심각한 불

편감이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약제의 유효성 및 안전

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중증도 이상의 안구건조증 치료에 여러 약물을 같이 사용

함을 고려할 때, 추후 좀 더 많은 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와 다른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병

용 요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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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과 0.1% 양이온 에멀젼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연구

목적: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 환자군에서 나노 에멀젼 방식의 0.05%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액과 양이온 에멀젼 방식의 0.1% 사이클

로스포린 점안액을 사용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임상시험은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 비교, 대조의 전향적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3개 기관 안과에서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는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시험군인 0.05% 사이클로스포린 나노 에멀젼 치료군과 대조군인 0.1% 사이

클로스포린 양이온 에멀젼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연구 시작 시점 및 안약 사용 1, 3개월째 약제의 유효성을 각결막염색점수, 

눈물막 파괴시간, 쉬르머 검사를 통해 평가하였고, 약제 점안 시 불편감 및 순응도를 조사하여 안전성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각결막염색점수, 눈물막 파괴시간, 쉬르머 결과상 두 군 모두 투약 초기 대비 유의한 개선 소견을 보였다. 각결막염색점수는 

두 군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두 군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TBUT는 투약 후 4주차에 시험군에서 유의한 연장 소견을 

보였고 쉬르머 검사에서는 12주차에서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 소견을 확인하였다. 두 군 모두 치료 4주차에 비해 12주차에 약제 

사용시 안구 불편감 감소 및 순응도 증가를 보였으며 대조군이 12주차에 유의한 안구 불편감 감소를 보였다.

결론: 두 약제 모두 안구건조증 지표 향상 및 안구 불편감 경감에 효과를 보였으며, 사용 중 심각한 불편감이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약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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