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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비당뇨병 환자의 백내장수술 후 눈물 지질층 두께의 변화

Changes in Tear Lipid Layer Thickness after Cataract Surgery in Diabetic

and Non-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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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 Hong Pak, MD, Sung Kun Chung, MD, PhD

새빛안과병원

Saevit Eye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To compare tear film lipid layer thickness (LLT) and dry eye parameters between non-diabetic and diabetic patients af-

ter cataract surgery. 

Methods: We retrospectively studied patients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We enrolled 65 eyes of 36 patients with cataracts 

but not diabetes (group I) and 35 eyes of 23 patients with both cataracts and diabetes (group II). The LLT, partial blink rate, tear 

break-up time (TBUT), and strip meniscometry tests were performed preoperatively and 1 and 2 months after surgery. The ocu-

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efore and 2 months after surgery by both groups.

Results: In group I, the strip meniscometry test value was 3.2 ± 1.4 mm before surgery, 2.3 ± 1.0 mm at 1 month, and 2.5 ± 1.0 

mm at 2 months, thus significantly less than before surgery (p < 0.05). The TBUT result was 3.4 ± 1.6 seconds before surgery, 

3.0 ± 1.5 seconds at 1 month, and 2.9 ± 1.5 seconds at 2 months, thus significantly less than before surgery (p < 0.05). The OSDI 

score was 30.8 ± 21.3 before surgery and 20.0 ± 15.8 at 2 months, thus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 surgery (p < 0.05). In 

group II, the TBUT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the preoperative value of 3.6 ± 1.3 seconds to 3.0 ± 1.0 seconds at 1 month and 

3.1 ± 1.0 seconds at 2 months (p < 0.05). The OSDI score was 30.0 ± 20.6 before surgery and 19.0 ± 16.0 at 2 months, thus sig-

nificantly lower than before surgery (p < 0.05). Neither group evidenced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LT before and after 

surgery.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dry eye parameters in each group before and after cataract surgery, but there was no dif-

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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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만성 안구질환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

다고 널리 인정되어왔다.
1,2 

당뇨 환자에서 안구장애는 망막

병증, 각막상피미란, 안구건조 등이 흔하며, 안구건조증에 

관한 최신 보고인 International Dry Eye Workshop II (DEWS 

II)에서는 당뇨병이 안구건조증의 위험요인일 수 있다고 밝

혔으며
3
 안구건조증 증상이 비당뇨 환자보다 더 심하다고 

보고되었다.
4
 당뇨 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당뇨를 앓

고 있는 백내장수술 환자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

백내장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안과수술 중 하나이며, 수술 후 우수한 시각적 결

과를 제공한다.
5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술 후 이물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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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 (n = 62) Group II (n = 35) p-value

Age (years) 68.8 ± 10.1 71.8 ± 9.4 0.120
*

Gender (men:women) 14:21 11:12 0.631
†

Serum glucose (mmol/L) 104.9 ± 14.9 145.2 ± 57.2 0.024
*

Duration of diabetes (years) / 8.6 ± 7.9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Group I = non-diabetic patients; group II = diabetic patients.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Table 1. Clinical and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Group I
*

 (n = 62) Group II
†
 (n = 35)

Pre-op 1 month p-value
‡

2 months p-value
*

Pre-op 1 month p-value
‡

2 months p-value
‡

LLT

(nm)

82.8 ± 22.5 79.7 ± 23.3 0.387 82.5 ± 22.8 0.949 80.6 ± 21.9 87.0 ± 18.3 0.101 81.4 ± 21.9 0.952

PBR

(%)

47.1 ± 39.6 44.8 ± 42.3 0.722 41.0 ± 35.4 0.291 43.6 ± 36.2 40.6 ± 39.0 0.683 36.0 ± 37.4 0.342

TBUT

(seconds)

3.4 ± 1.6 3.0 ± 1.5 0.041 2.9 ± 1.5 0.050 3.6 ± 1.3 3.0 ± 1.0 0.046 3.1 ± 1.0 0.035

Strip 

meniscometry 

(mm)

3.2 ± 1.4 2.3 ± 1.0 <0.001 2.5 ± 1.0 <0.001 2.8 ± 1.2 2.7 ± 1.5 0.501 2.4 ± 1.3 0.196

OSDI score 30.8 ± 21.3 - - 20.0 ± 15.8 <0.001 30.0 ± 20.6 - - 19.0 ± 16.0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ach p-value was compared with before surgery. 

Pre-op = preoperative; LLT = lipid layer thickness; PBR = partial blink rate; TBUT = tear break-up time;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

Non-diabetic patients; 
†
diabetic patients; 

‡
paired t-test.

Table 2. Changes in the lipid layer thickness and dry eye parameters before and after cataract surgery

적인 시야 흐림, 간헐적 통증, 바람이 불거나 빛을 볼 때 불

편감 등의 건성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5,6

 백내장

수술 후 이러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안구

표면이 중요하며, 눈물막의 이상은 안구표면의 질환을 유

발할 수 있다. 눈물막은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층은 지질층, 중간에는 수성층, 가장 안쪽에는 뮤

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질층은 수성층과 접하는 부분

을 만나는 안쪽 극성 지질층과 공기와 접하는 바깥쪽 비극

성 지질층의 두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7
 마이봄샘은 마이봄

을 분비하여 지질층을 형성하며, 이는 눈물막에서 지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4
 지질층이 나빠지면 눈물막이 불안정해

지고 증발 건성안이 생기며, 안구표면이 불규칙해지기 때

문에 건성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
8
  

마이봄샘의 구조, 기능 및 눈물 지질층 분석을 통해 백내

장수술 후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의 임상 양상에 관한 연구

는 있으나
9
 당뇨, 비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후 

눈물 지질층을 분석하고, 건성안의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

는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가 있는 백내장 환자와 비당뇨 백내장 

환자의 수술 전후에 LipiView
®
II간섭계(TearScience Inc., 

Morrisville, NC, USA)를 이용하여 눈물 지질층 두께를 측

정하고, 여러 건성안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백내장수술 후 

건성안의 임상 양상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원에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령 관련 백내장으

로 진단받고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59명, 97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비당뇨 백내장 환자로 이루어진 I군의 대상

자는 36명 62안, 당뇨병이 있는 백내장 환자로 이루어진 II

군은 23명 35안이었다. I군은 남자 14명, 여자 21명이며, 평

균 연령은 68.8 ± 10.1세(46-85세)였고, II군은 남자 11명, 

여자 12명이며 평균 연령은 71.8 ± 9.4세(53-82세)였다. 혈

중 포도당농도는 I군에서 104.9 ± 14.9 mmol/L, II군에서 

145.2 ± 57.2 mmol/L였고, 당뇨 유병 기간은 8.6 ± 7.9년이

었다(Table 1). 본 연구는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으며(IRB 승인 번호: 202111-001-01) 헬싱키선언을 준수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다른 안과질환이 있거나 안외상력, 

다른 안수술 과거력, 당뇨를 제외한 전신질환력, 백내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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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 (n = 62) Group II (n = 35) p-value
*

LLT (nm)

  Pre-op 82.8 ± 22.5 80.6 ± 21.9 0.732

  1 month 79.7 ± 23.3 87.0 ± 18.3 0.123

  2 months 82.5 ± 22.8 81.4 ± 21.9 0.818

PBR (%)

  Pre-op 47.1 ± 39.6 43.6 ± 36.2 0.667

  1 month 44.8 ± 42.3 40.6 ± 39.0 0.625

  2 months 41.0 ± 35.4 36.0 ± 37.4 0.818

TBUT (seconds)

  Pre-op 3.4 ± 1.6 3.6 ± 1.3 0.540

  1 month 3.0 ± 1.5 3.0 ± 1.0 0.123

  2 months 2.9 ± 1.5 3.1 ± 1.0 0.523

Strip meniscometry (mm)

  Pre-op 3.2 ± 1.4 2.8 ± 1.2 0.132

  1 month 2.3 ± 1.0 2.7 ± 1.5 0.155

  2 months 2.5 ± 1.0 2.4 ± 1.3 0.691

OSDI score

  Pre-op 30.8 ± 21.3 30.0 ± 20.6 0.081

  2 months 20.0 ± 15.8 19.0 ± 16.0 0.76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I = non-diabetic patients; Group II = diabetic patients; LLT = lipid layer thickness;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PBR = 

partial blink rate; TBUT = tear break-up time.
*

Student’s t-test.

Table 3. Comparison with non-diabetic and diabetic patients in the lipid layer thickness and dry eye parameters before and after cata-

ract surgery

Figure 1. Changes in the lipid layer thickness and dry eye parameters before and after cataract surgery. (A-E) Comparison between 

group I and group II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LLT, partial blink rare, TBUT, strip meniscometry test, and OSDI score. 

Group I = non-diabetic patients; group II = diabetic patients; LLT = lipid layer thickness;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PBR = partial blink rate; TBUT = tear break-up time; Pre-op = before cataract surgery; 1 m = 1 month after cataract surgery; 

2 m = 2 months after cataract surgery. 

술 중 후낭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연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수술은 동일한 술자(S.K.C)에 의해 국소

마취 하 이측에 3 mm 크기의 투명각막절개를 가했으며, 

INFINITI
®
 Vision System (Alcon Laboratories Inc., Fort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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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TX, USA)을 이용하여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하고, 

후방에 접힘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처치

는 동일하게 Moxifloxacin 0.5% (Vigamox
®
, Alcon Laboratories 

Inc.) 6회, Prednisolone acetate 1% (PredForte
®
, Allergan, Irvine, 

CA, USA) 6회, Bromfenac (Bronuck
®
, Taejoon Pharm., Seoul, 

Korea) 2회를 점안 횟수의 변동 없이 2개월간 점안하였으

며, 술 전, 술 후 1주일, 1개월, 2개월에 경과 관찰하였다. 

술 전, 술 후 1개월, 2개월에 동일한 연구자가 매 내원 시

마다 모든 환자들의 눈물 지질층 두께(lipid layer thick-

ness), 부분 눈꺼풀 깜빡임 비율(partial blink rate), 눈물막

파괴시간검사(tear break up time, TBUT), strip meniscom-

etry를 측정하였고, 술 전과 술 후 2개월에 안구표면질환지

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설문을 시행하여 

두 군을 비교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LipiView
®
를 이용하여 눈물 지질층 두께와 부분 눈꺼풀 

깜빡임 비율을 측정하였고, 검사하는 20초 동안 자연스러

운 눈 깜박임을 하도록 하였다. TBUT는 하안검 결막낭에 

Fluorescein Paper
®
 (Haag-Streit, Köniz, Switzerland)를 접

촉한 후 세극등현미경의 코발트블루 광원을 조사한 상태에서 

염색된 눈물막 층에서 형광색소 염색의 첫 결손이 관찰되

기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쉬르머 검사는 OccuTube
®
 (Occutech, Seoul, 

Korea)를 이용한 strip meniscometry로 대체하였으며 점안

마취를 이용하지 않고, 검사지를 아래 결막 구석에 둔 후 

5초 후 검사지를 제거하고, 젖은 부분의 최대지점의 길이를 

mm로 측정하였다. OSDI 설문지를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

월째에 설문 조사하였고, 건성안 증상에 대한 질문 5가지, 

시각 기능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정도를 확

인하는 질문 4가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자극에 대

한 질문 3가지로 구성되었다. 전체 OSDI 설문 점수는 각 

점수의 총합을 답변한 질문 수로 나눈 다음 25를 곱하여 계

산하였고, 0점에서 100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클수록 증

상이 심함을 나타낸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
®
 for Windows version 18.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눈물 지질

층 두께, 부분 눈꺼풀 깜박임 비율, TBUT, strip meniscom-

etry검사 수치 및 OSDI 설문 점수를 수술 전 값들과 비교

할 때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눈물 지질층 두께, 부분 

눈꺼풀 깜박임 비율, strip meniscometry검사, TBUT 수치 

및 OSDI 설문 점수를 포함한 비당뇨군과 당뇨군 비교분석

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동일집단 내 수술 전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I군에서 눈

물 지질층 두께는 술 전 82.8 ± 22.5 nm, 수술 전과 비교 

시 술 후 1개월째 79.7 ± 23.3 nm (p=0.387), 2개월째 82.5 

± 22.8 nm (p=0.949)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부분 눈꺼풀 

깜박임 비율은 술 전 47.1% ± 39.6%, 술 후 1개월 44.8% 

± 42.3% (p=0.722), 2개월 41.0% ± 35.4% (p=0.291)로 수

술 전에 비해 수술 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TBUT는 술 전 3.4 ± 1.6초, 술 후 1개

월 3.0 ± 1.5초(p=0.041), 2개월 2.9 ± 1.5초(p=0.050)로 유

의하게 감소되었으며, strip meniscometry검사는 술 전 3.2 

± 1.4 mm, 술 후 1개월 2.3 ± 1.0 mm (p<0.001), 2개월 2.5 

± 1.0 mm (p<0.001)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OSDI 설문 

점수는 술 전 30.8 ± 21.3점, 술 후 2개월 20.0 ± 15.8점

(p<0.001)으로 수술 후 유의하게 감소되었다(Table 2). 

II군에서 눈물 지질층 두께는 술 전 80.6 ± 21.9 nm, 술 

후 1개월 87.0 ± 18.3 nm (p=0.101), 2개월 81.4 ± 21.9 nm 

(p=0.952)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부분 눈꺼풀 깜박임 비

율은 술 전 43.6% ± 36.2%, 술 후 1개월 40.6% ± 39.0% 

(p=0.683), 2개월 36.0% ± 37.4% (p=0.342)로 수술 전에 비

해 수술 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TBUT는 술 전 3.6 ± 1.3초, 술 후 1개월 3.0 ± 1.0초

(p=0.046), 2개월 3.1 ± 1.0초(p=0.035)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strip meniscometry검사는 술 전 2.8 ± 1.2 mm, 술 후 

1개월 2.7 ± 1.5 mm (p=0.501), 2개월 2.4 ± 1.3 mm (p=0.196)

로 술 전에 비해 수술 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하

지 않았다. OSDI 설문 점수는 술 전 30.0 ± 20.6점 술 후 

2개월 19.0 ± 16.0점(p=0.01)으로 수술 후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Table 2). 

동일시점 내 두 집단 간의 비교에서 눈물 지질층 두께 및 

모든 건성안 지표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3, Fig. 1). 

고 찰

건성안은 DEWS II에 의해 눈물막의 항상성 상실을 특징

으로 하는 안구표면의 다인성 질환으로 정의되었고, 안구 

증상을 동반하며, 눈물막 불안정성, 고삼투압, 안구표면 염

증 및 손상, 신경감각 이상이 병인학적 역할을 한다.
10

 백내

장수술은 눈물막의 항상성을 파괴하여 건성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있다. 백내장수술 중 각막

절개로 각막신경 손상이 각막 민감도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11 

수술현미경의 불빛으로 인한 광독성,
12

 수술 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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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사용하는 안약의 독성
13
으로 인한 안구표면 손상 

등이 눈물막의 항상성을 파괴할 수 있다.  

Cho and Kim
12
의 전향적 임상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중 

수술현미경의 빛 노출은 건성안군과 비건상안군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주관적인 건성안 증상의 악화, TBUT 감

소를 보였으며 수술 중과 수술 후에 사용하는 점안제의 방

부제는 결막과 각막에 세포독성을 일으켜 각막 상피세포, 

결막 상피세포와 술잔세포가 손상되어 안구건조증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Li et al
14
은 수술 전과 후 최대 

3개월까지 37명의 환자를 조사했으며, 대부분 환자에서 수

술 후 특히 아래 눈꺼풀 부위에 결막의 술잔세포 감소와 결

막의 편평상피화생을 관찰하였고, 이와 관련된 주요 원인

으로 안약의 오남용임을 확인하였다.
13

 백내장수술 과정은 

염증을 유발하고, 안구표면에서 활성산소(oxygen-free radi-

cals), 단백질분해효소 및 고리형 산소화효소(cyclooxygenase)

와 같은 염증 매개체의 방출을 유발하여 안구표면이 손상

되고, 술잔세포의 밀도가 감소된다.
15 

눈물 지질층은 수성층의 증발을 막고, 계면활성제로 작

용하여 수성층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서 물방울을 형성하

지 않고, 각막표면에 얇은 물층으로 퍼져 눈물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눈물 지질층의 파괴는 눈물막의 불안

정성과 증발 건성안을 유발한다.
4,16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로 Kim et al
17
은

 
Lipiview

®
를 이용하여 백내장수술 후 1개

월째와 3개월째 눈물 지질층 두께 변화를 평가하였고 백내

장수술 후 눈물 지질층 두께, TBUT가 유의한 감소 소견을 

보였으며, OSDI 설문 점수에서 수술 후 유의한 증가를 보

였다. 반면 Lipiview
®
를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백내장수

술 후 OSDI 설문 점수에서 수술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TBUT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눈물 지질층의 두께는 수

술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본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눈물 지질층 두께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두 연

구
9,17

에서는 마이봄샘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며, 본 연구에서 2개월간 점안 횟수를 변경하지 않고 

항염증 치료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당뇨 환자에서 건성안 임상 양상을 비교해 보면 Ozdemir 

et al
18
은 TBUT와 쉬르머검사 값이 대조군보다 당뇨병 환

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당뇨병군에서는 대

조군보다 비정상 형광염색 및 로즈벵갈염색이 있는 피험자

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Dogru et al
19
에 따르면 대사조절이 

잘 되지 않고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각막 

민감도, BUT 및 쉬르머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낮았고, 술잔

세포 손실 및 결막 편평상피화생은 말초신경병증 및 당뇨

병 조절 불량과 관련이 있지만 당뇨병 유병 기간이나 당뇨

망막병증 상태와는 관련이 없었다. Zhang et al
20
은 당뇨환

자에서 백내장수술 전과 수술 후 1달째에 눈물 지질층 두

께를 포함한 건성안 지표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수술 전 

두 군에서의 눈물 지질층 두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TBUT, 쉬르머검사 결과가 당뇨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

어 있었으며, 수술 1개월째에 당뇨군은 수술 전보다 유의하

게 얇아진 눈물 지질층 두께를 보였고, 두 군을 비교시에도 

당뇨군에서 눈물 지질층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10년 이상

의 긴 유병 기간을 가진 당뇨 환자에서 수술 전 눈물 지질

층 두께가 더 얇고, TBUT가 더 짧았으며 OSDI 설문 점수

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군에서 TBUT는 수술 전과 

비교 시 두 군 모두 수술 한 달째, 두 달째에 TBUT의 유의

한 감소가 있었으며 strip meniscometry검사에서는 비당뇨

군에서 수술 1개월, 2개월째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각 

연구마다 백내장수술 후 TBUT와 쉬르머검사 결과 차이가 

보이는 것은 검사하는 과정이 불명확할 수 있고, 쉬르머검

사지 종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백내장수술 시간이나 

각막절개 방법 등의 백내장수술 관련된 여러 요인에 기인

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저자들은 연구에 앞서 

백내장수술 후 두 군 모두 건성안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고 두 군을 비교 시 비당뇨군보다 당뇨군에서 건성안

의 악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흥미롭게

도 비당뇨군, 당뇨군 모두 백내장수술 후 OSDI 설문 점수

는 유의하게 호전되었고, 두 군을 비교할 때 모든 건성안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himabukuro et al
21
에 따

르면 건성안 환자군에서 백내장수술 후 이물감, 건조함, 작

열감, 눈꺼풀의 무거움과 같은 주관적인 증상이 백내장수

술 후 완화되었고 이는 수술 후에 사용한 스테로이드와 비

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사용이 건성안과 관련된 이물감과 

통증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Lee et al
22
은 106명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전, 후 기질금

속단백분해효소 9 (matrix metalloproteinase 9, MMP-9)를 

비롯한 건성안 임상 지표의 단기 변화를 확인하고, 안구표

면 불편감 변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눈물 내 MMP-9 

발현 등급은 술 전에 비해 술 후 1개월째에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 OSDI 설문 점수는 술 후 1주일 및 1개월째 모두 

술 전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당뇨와 

비당뇨 두 군 모두 수술 후 OSDI 설문 점수가 유의하게 감

소된 것과 일치하며, 백내장수술 후 2개월간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및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복합적으로 투여하여 강

한 항염증 효과로 안구건조증의 주관적 증상 호전이 된다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러 염증 매개체의 강력한 억

제제로서 국소 스테로이드는 염증 발생 과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NF-kB의 억제는 급성 사이토카인 인터루

킨-1 및 종양괴사인자, 세포간 부착 분자-1, 기질금속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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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효소, 프로스타글란딘, 인지질 A의 억제로 이어지며 

또한 염증이 있는 안조직의 백혈구 침투를 감소시킨다.
23-25

 

이러한 국소 스테로이드의 강력한 항염증제의 기능이 수술 

후 건성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킬 정도로 건성안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두 군 간 대상자의 수에 차이가 있고, 일반적

인 진료 환경에서 백내장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후

향적 연구를 진행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결막 술잔세

포밀도 변화, 눈물 내 삼투압, 눈물 내 염증 수치를 반영하

는 염증 생체지표(biomarker)인 MMP-9 등과 같은 다른 건

성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였

고, strip meniscometry검사 결과가 비당뇨군에서 수술 전과 

비교시 수술 1개월(p<0.001), 2개월째(p<0.001) 유의하게 

감소된 것과 추적 관찰 2개월 동안 점안제를 사용하였는데 

항염증 치료 중단 후에도 주관적인 건성안 증상의 호전 여

부 및 건성안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백내장수술 후 당뇨와 비당뇨군 모두 눈물 

지질층 두께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두 군을 비교 시 

눈물 지질층 두께 및 모든 건성안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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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당뇨와 비당뇨병 환자의 백내장수술 후 눈물 지질층 두께의 변화

목적: 당뇨와 비당뇨병 환자에서 백내장수술 전후의 눈물 지질층 두께와 건성안 지표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비당뇨 백내장 환자(I군) 36명의 65안과 당뇨가 있는 백내장 환

자(2군) 23명의 35안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눈물 지질층 두께, 부분 눈꺼풀 깜박임 비율, 눈물막파괴시간, strip meniscometry검사를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2개월째에 측정되었고 안구표면질환지수 설문지는 수술 전과 2개월 후에 실시하여 두 군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I군에서 strip meniscometry 검사는 수술 전 3.2 ± 1.4 mm, 1개월 2.3 ± 1.0 mm, 2개월 2.5 ± 1.0 mm로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눈물막파괴시간검사는 수술 전 3.4 ± 1.6초, 1개월 3.0 ± 1.5초, 2개월 2.9 ± 1.5초로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안구표면질환지수 점수는 수술 전 30.8 ± 21.3점, 2개월 20.0 ± 15.8점으로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II군에서는 눈물막파괴시간검사는 수술 전 3.6 ± 1.3초, 1개월 3.0 ± 1.0초, 2개월 3.1 ± 1.0초로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안구표면질환지수 점수는 수술 전 30.0 ± 20.6점, 2개월 19.0 ± 16.0점으로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두 군 모두 수술 전, 후 눈물 지질층 두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백내장수술 전, 후 각 군에서는 건성안 지표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 군 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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