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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 후 악화되는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의 발견된 숫자, 

원인 고찰 및 치료법 제시 

이정호1․하병진2․김상우3․김태임1․김응권1

연세 학교 의과 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연구소1, 실로암 안과 병원2, 울산 학교 의과 학교 안과학교실3

목 : 라식을 시행 받은 아벨리노각막이상증(ACD)의 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라식 후 ACD의 악화 기 을 추론하

고, 진행을 조사하며,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각 방법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악화 방지  치료법을 도출하고자 하 다.

상과 방법: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국백내장굴 수술학회 회원이 속한 병원에서 LASIK 수술을 받은 

ACD 환자 28명(56안)을 상으로 하여 술 , 후 최  교정시력, 비감도, 각막 혼탁 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치료효과 정을 해 기계  각막혼탁제거술  각막 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와 심층층 각막이식술(DLKP)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수술 , 후의 각막혼탁의 호  여부, 시력, 비감도를 비교 분석하 다.

결과: 이 기기, 삭기, 편의 크기와 두께에 계없이 라식을 받은 모든 경우에서 술 후 각막혼탁이 악화되어 시

력  비감도가 하되었다. 라식 후 악화된 ACD의 치료로 시도된 DLKP는 좋은 결과를 보 다.

결론: 라식은 ACD에서 각막혼탁을 악화시켜 시력  비감도를 하시키므로 수술의 기이다. DLKP는 라식 

후 악화된 ACD의 치료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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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리노각막이상증(Avellino corneal dystroph y; 

Granular corenal dystrophy type II; OMIM 

607541)은 과립성과 격자성의 각막기질 침착을 모두 

보이는 임상  특징을 가지는 유  질환이다.
1-3

 아벨리

노각막이상증은 big-h3 유 자  Exon4, codon 

124의 변이로 인해 arginine이 histidine으로 체

됨(R124H)으로써 생성되는
4
 비정상 인 단백(kerato 

-epithelin)이 hyaline과 함께 각막에 침착 됨으로써 

발생된다.5 기 소견은 작은, 경계가 명확한 과립상의 

침착물이 각막상피하  각막 기질부 에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개수가 증가하고 선상 는 성

상의 침착물이 각막기질 간부  후반부까지 진행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LASIK)는 193 

nm 엑시머 이 를 이용하여 각막 편 조직 아래 각

막의 굴 력을 바꾸는 것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굴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7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에

서 그 안 성과 측성, 그리고 안정성이 확인되었지만
8,9 아직 특정한 각막질환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있어 그 

안 성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이형 

합자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에서는 LASIK 수술 후 

각막침착이 각막 편과 기질사이의 경계면에서 증가된

다고 보고되고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LASIK 수술을 받은 아벨리노각막이

상증 환자의 를 수집, 조사, 분석을 통하여 LASIK 

수술 후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의 악화 기 을 추론하고, 

추 찰을 통하여 진행을 조사하 으며, 치료방법이 

용된 경우 각 방법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악화 방지 

 치료법을 도출하고자 하 다.

 

상과 방법

본원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연구소에 등록된 환자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국백내장굴 수술

학회 회원이 속한 병원에서 Laser in situ kerato 

mileusis (LASIK) 수술을 시행 받은 아벨리노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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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o. of eyes

　 Male Female 　

Sex

Age (years)

Time to exacerbation after surgery (months)

Schirmer test (mm/5min)

9 (18 eyes) 19 (38 eyes) 56

56

56

18

30.32±7.20 (22~48)

 47.80±26.67 (7~108)

7.17±5.75 (2~24)

preoperative postoperative

UCVA†

BCVA§

Refractive error (Diopter)

Corneal Refractive Power (Diopter)

Corneal thickness (μm)

 0.09±0.09 (HM‡~0.4)

0.99±0.14 (0.7~1.25)

   -5.89±3.23 (-14.50~+1.50)

  44.13±1.38 (41.13~47.25)

536.39±36.02 (460~626)

 0.56±0.27 (HM~1.25)

0.73±0.23 (0.4~1.25)

  -0.56±1.09 (-3.63~+1.00)

  40.54±2.72 (36.00~44.50)

338.25±105.64 (225~474)

30/56

44/54

56/54

42/18

36/8

Amounts of correction (Diopter) -5.45±3.14 (-10.25~+1.38) 36

Thickness (μm) Diameter (mm)

LASIK flap 135±18.67 (100~160) 8.44±1.03 (5.5~10) 32/32

* LASIK=laser in situ kertomileusis; †UCVA=uncorrected visual acuity; ‡HM=hand movement; § BCVA=best corrected visual 
acuity.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vellino Corneal Dystrophy Patients Exacerbated after LASIK*

이상증 환자 총 83명  의무기록 분석이 가능했던 28

명(56안)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기간 이

에 발생한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의 LASIK 후 악화

소견이나 이에 해 이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빈도 

 원인 분석을 해 조사 상에 포함하 다.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의 진단에 한 기 은 세극등 미경의 찰

을 통하여 과립형 혼탁이 각막에 보이는 경우를 기 으

로 하되, 액채취가 가능한 경우 유 자 검사를 통해 

5q31 R124H mutation을 확인하여 확진하 다. 의

무기록 조사로 술  나안시력, 술  최 교정시력, 술 

 굴 이상, 술  각막 굴 력, 술  각막두께, 술  

각막 침착 유무, 술  각막 침착물 개수, 술  

Schirmer test, 수술 교정량, 사용 삭기, 사용 이

기기, LASIK 편 두께, LASIK 편 직경, 술 후 

나안시력, 술 후 최 교정시력, 술 후 굴 이상, 술 후 

각막 굴 력, 술 후 각막두께, 술 후 과립 침착물 유무, 

술 후 과립 침착물 개수, 술 후 침착물 치(동공 심

을 기 으로 상, , 하로 나눔), 술 후 미만성 미세 침

착물 유무, 술 후 각막혼탁 악화여부, LASIK 수술 후 

악화됨을 안과에서 듣기까지 기간의 24가지 항목을 조

사하 다.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의 LASIK 후 악화는 세극등 검

사를 통해 기존의 과립 이외의 조그만 과립이 각막 편

과 남아있는 각막 간질 사이에 수십 개 이상 생기는 것

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세극등 찰을 기 으로 

과립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를 악화되는 것

으로 정하 다. 그리고 LASIK 후 악화된 아벨리

노각막이상증 환자들  LASIK 편을 들고 수술칼

날을 이용한 기계  각막혼탁제거, 심층층 각막이식술

(deep lamellar keratoplasty (DLKP))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이들의 경과를 찰하여, 각막

혼탁의 진행, 시력  비감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단하고자 하 다.

결     과

상 환자 군의 LASIK 수술 당시 연령은 30.32±7.20세 

(22~48세)이었으며, 남자 9명(18안), 여자 19명

(28안)이었다. 술 후 악화를 듣기까지 기간은 평균 

47.80±26.67개월이었으며, 수술 , 후의 굴 이상

(-5.89±3.23D, -0.56±1.09D), 술 , 후의 각막 굴

력(44.13±1.38D, 40.54±2.72D), 술 , 후의 각

막두께(536.39±36.02 µm, 338.25±105.64 µm), 술 

 Schirmer test (7.17±5.75 mm/5 min), 수술 

교정량(-5.45±3.14D), LASIK 편 두께/직경(135± 

18.67 µm/8.44±1.03 mm)을 확인하 다(Table 1). 

수술 , 후의 나안시력은 평균 0.09±0.09에서 0.56± 

0.27로 변화하 고, 수술 , 후 최 교정시력은 술  

평균 0.99±0.14 (0.7~1.25)에서 술 후 평균 0.81± 

0.25 (0.4~1.25)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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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

　 　 preoperative postoperative

Presence

Absence

N/A

34 (60.71)

5 (8.93)

17 (30.36)

56 (100)

0 (0)

0 (0)

Amounts 1-5

6-10

11-19

20≤

N/A†

3 (5.36)

17 (30.36)

4 (7.14)

2 (3.57)

30 (53.57)

0 (0)

0 (0)

0 (0)

56 (100)

0 (0)

* LASIK=laser in situ kertomileusis; †N/A=not accessed.

Table 4. Status of Corneal Deposits at Pre- and Post-LASIK*

　 Eyes (%)

Superior
Superior, center, inferior
Center
Center, inferior
Inferior

0 (0)
 4 (7.1)

  8 (14.3)
 43 (76.8)

 1 (1.8)

* LASIK=laser in situ kertomileusis.

Table 6. Location of Corneal Deposits after LASIK* 

　 　 Eyes (%)

CST*

　

Normal range

Subnormal

N/A‡

 9 (16.0)

31 (55.4)

16 (28.6)

* CST=contrast sensitivity test; †LASIK=laser in situ kertomileusis; 
‡N/A=not accessed.

Table 3. Comparison of CST* between Pre- and Post-LASIK†

　 Eyes (%)
　 Diffuse fine deposits Exacerbation

Presence

Absence

56 (100)

0 (0)

56 (100)

0 (0)
* LASIK=laser in situ kertomileusis.

Table 5. Presence of Diffuse Fine Deposits and Exacerbation
after LASIK* 

　 　 Eyes (%)

BCVA*

　

Worsened

No change

Improved

Unknown

 34 (60.7)

  6 (10.7)

0 (0)

 16 (28.6)

* BCVA=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ASIK=laser in situ 
kertomileusis.

Table 2. Comparison of BCVA* between Pre- and Post- 
LASIK†

술 후 34안(60.7%)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최 교

정시력이 감소하 고 6안(10.7%)에서 시력변화가 없

었으며, 최 교정시력이 증가한 경우는 없었다(Table 

2). 술 후 비감도는 부분에서 정상보다 감소하여 

31안(55.4%)에서 정상치 이하 으며, 정상범주에 해

당하는 경우는 9안(16.1%)이었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

은 경우가 16안(28.6%)이었다. 에서 기술한 최 교

정시력의 변화가 없었던 6안(10.7%)  5안에서 비

감도가 정상보다 감소하 고, 1안에서만 비감도가 정

상이었다(Table 3). 결과 으로 술 후 최 교정시력의 

변화가 없고 비감도도 정상범주로 유지되는 경우는 1

안에 국한되었다. 술  34안(60.7%)에서 각막 침착

물이 존재하 고, 5안(8.9%)에서 수술 에 각막 침착

물을 발견하지 못하 으며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가 17안(30.4%)에 해당되었다. 술  각막 침착

물이 존재한 경우 가장 많은 수인 17안(30.4%)에서 

6~10개 정도로 찰되었고, 10개~20개 정도가 4안

(7.1%), 1~5개 정도가 3안(5.7%)에서 찰되었으

며, 20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2안(3.6%)로 가장 

은 수를 차지하 다. 술 후 56안(100%) 부에서 각막 

침착물이 발생하 고 그 수는 20개 이상으로 모든 수술 

안에서 술  보다 증가하 다. 한 56안(100%) 부

에서 미만성 미세 침착물이 발생하 고 술 에 비해 

각막 혼탁이 악화되었다(Table 4, 5, Fig. 1). 각막 

침착물의 발생 치는 동공을 기 으로 동공보다 주로 

쪽에만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부분 동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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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
NIDEK EC-5000 
LADARVision
MEL60
MEL70
VISX strar S2
VISX star S3
VISX strar S4
CHIRON (B&C)
Kerator 217
MEL80
Schwind Keratom Multiscan
Technolas C-217
Telco
VISX 2020
VISX STAR
Unknown

6 (10.7)
4 (7.1)
4 (7.1)
4 (7.1)
4 (7.1)
4 (7.1)
4 (7.1)
2 (3.6)
2 (3.6)
2 (3.6)
2 (3.6)
2 (3.6)
2 (3.6)
2 (3.6)
2 (3.6)

10 (17.9)

Total 56 (100)

Table 7. Types of LASER instruments Used

　 Eyes (%)

Hansatome

ACS

Nidek MK2000

Moria LSK1

Moria C&B

Moria C&B evolution 2

SCMD

Innovatome

Unkown

4 (7.1)

12 (21.4)

 6 (10.7)

 6 (10.7)

2 (3.6)

4 (7.1)

 8 (14.3)

2 (3.6)

12 (21.4)

Total 56 (100)

Table 8. Types of Microkeratomes Used

  

Figure 1. Slit-lamp photographs showing areas of corneal deposits after LASIK.

(8안, 14.3%)와 동공부 를 포함하여 동공 아래쪽(43

안, 76.8%)에 발생하 다. 4안(7.1%)에서 동공부

를 포함하여 동공 쪽과 아래쪽에 범 하게 침착물

이 발생하 으며, 1안(1.8%)에서는 동공보다 주로 아

래쪽에만 발생하 다(Table 6). 수술에 사용된 이져

기기, 삭기의 종류에 상  없이 모든 시술 안에서 각

막혼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 다(Table 7, 8).

LASIK 수술 후 악화된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에 

한 치료로 LASIK 편을 들고 수술칼날을 이용한 기

계  각막혼탁제거(1 )와 심층층 각막이식술(1 )이 시

행되었으며, 이 2 증례를 상으로 경과를 찰하 다.

CASE 1. 수술 칼날을 이용한 기계 각막혼탁제거술 

(Mechanical removal from LASIK interface)  각막

편 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

23세 여환으로 양안 LASIK 수술 12개월 후 악화된 

각막혼탁을 주소로 내원하 다. 수술 후 과립상 침착이 

양안 각막에서 발견된 환자로 굴 이상은 구면 응치 

우안 -3.00D, 좌안 -3.00으로 최  교정시력은 우안 

0.7, 좌안 0.8이었다. 경과 찰  좌안 시력감소  

비감도 하 진행하여 LASIK 수술 21개월째 

LASIK 편을 들고 수술용 칼날로 혼탁을 어 제거

하 다. 수술  최 교정 시력 양안 0.8에서 수술 1개

월 후 좌안 최 교정시력 1.0으로 호 되었고, 비감

도도 정상범 로 회복되었다(Fig. 3). 이후 차 각막

혼탁 재발하여 수술 6개월 후 좌안 최 교정시력 0.8로 

감소하 다. 혼탁제거 수술 16개월 후 좌안 최 교정 

시력은 0.4로 더욱 감소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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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Slit-lamp photographs showing exacerbated Avellino 
corneal dystrophy after LASIK. Corneal images from case 1: 
(A) Right eye (B) Left eye

양안 각막혼탁은 계속 악화되었으며, 제거술을 받은 

좌안이 제거술을 받지 않은 우안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하 다. 혼탁제거 수술 3년 6개월 후 좌안 최 교

정시력이 안 수동까지 악화되어 각막 편 제거술을 

시행하 다. 각막 편 제거술 1개월 후 좌안 최 교정

시력 0.3으로 일시 으로 호 되었으나, 이후 지속

으로 양안 각막혼탁 진행하여 각막 편 제거술 1년 후 

최 교정시력 우안 0.4, 좌안 0.16으로 감소하 다

(Fig. 4).

CASE 2. 심층층 각막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

47세에 양안 LASIK 수술을 받은 남자 환자로 수술 

3년 후 악화된 각막혼탁  시력 하를 주소로 내원하

다(Fig. 5A). 술  굴 이상은 구면 응치 우안 

-11.38D, 좌안 -10.38D 최 교정시력 양안 0.5이었

다. 최 교정시력은 양안 0.5에서 1년 경과 찰  

0.3으로 악화되어 LASIK 수술 4년째 우안 심층층

각막이식술를 시행하고, 3개월 후 좌안 심층층 각막

이식술를 시행하 다. 우안 수술 후 11개월째 최 교

정시력 0.9, 좌안 수술 후 8개월째 최 교정시력 0.4

로 호 되었고, 각막혼탁의 재발 없이 유지되고 있다

(Fig. 5B).

Preop. POD#3yr6mo

Preop. POD#2wk

POD#3yr6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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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 Contrast sensitivity test: (A) before mechanical removal of corneal deposits from LASIK interface, (B) at 2 weeks 
after surgery, (C) at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surgery (R=right eye; L=left eye; solid line=right; dotted line=left).

고     찰

 이 연구에서는 LASIK 수술 후 악화된 아벨리노각

막이상증 환자에 있어 수술과 련되어 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 , 후의 다양한 조건에 해서 의무기록 조

사 분석을 통하여 아벨리노각막이상증에서 LASIK 

수술 후 악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수술 , 후 최 교정시력은 34안(60.7%)에 해당하

는 부분에서 술 에 비해 술 후에 감소하 다. 최

교정시력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가 16안(28.6%)을 차

지하 는데, 술 후 각막혼탁이 심한 경우 최 교정시력

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을 고려하면 실제 술 

후 최 교정시력은 에서 기술한 0.81±0.25보다 낮

을 것으로 상되며, 최 교정시력이 감소한 경우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술 후 비감도 역시 부분에

서 정상보다 감소하여 31안(55.4%)에서 정상치 이하

다. 결과 으로 술 후 최 교정시력의 변화가 없고 

비감도도 정상범주로 유지되는 경우는 1안에 국한되

었으며 이를 제외한 LASIK 수술을 받은 아벨리노각막

이상증 환자들은 모두 최 교정시력과 비감도가 감소

하 다. 이 경우에서는 종종 LASIK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시력 감소나 비감소와는 달리 각막 혼탁

의 악화와 연 되어 발생한 시력 하와 비감도로 이

를 통해 LASIK 수술은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을 악화시

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각막 침착물이 LASIK 편 바깥쪽 주변부 

각막에 찰기간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고, LASIK 

편 경계 내 부분의 각막 편과 남아있는 각막 간질 사

이에 국한되어 발생하 다. 이를 통해 아벨리노각막이상

증의 악화 기 으로 삭기와 이져 조사에 의한 각막

조직에 한 손상이 비정상 인 단백질의 발 을 증가

시켜 혼탁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 침착물은 편 경계 내에서도 주로 각막 침착물의 

발생 치는 동공을 기 으로 동공보다 주로 쪽에만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부분 동공부 (8안, 

14.3%)와 동공부 를 포함하여 동공 아래쪽(43안, 

76.8%)에 발생하 다. 이는 꺼풀에 의해 각막이 보

호받지 못하는 부 로 항상 환자가 을 찡그려도 노출

되는 부 이다. 이는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이 원래 생기

는 부 와 유사함을 보이며 이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이 

LASIK 후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의 악화와 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Wan et al
10

이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에서 라식 

후 각막혼탁이 증가되는 최 의 증례를 발표한 이래 아

벨리노각막이상증에서 라식 수술은 기시되어 왔다.
11
 

라식 수술시 각막편을 만들고 이 로 조직을 제하

는 것이 TGF-β를 포함하는 cytokine의 형성을 증가

시켜서 결과 으로 각막편 사이에 서서히 hyaline의 

축 을 유도한다는 이 의 연구 결과들
12

을 이 연구에

서 실제 수술 , 후의 시력, 비 감도, 각막 침착물 개

수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으

로 LASIK 수술은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에서 각막

혼탁을 악화시켜 시력  비감도의 하를 래하므

로 모든 수술  검사에서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이 의심

되는 환자나 진단이 된 환자에서는 LASIK 수술을 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많은 증례는 아니지만 LASIK 수술 후 

악화된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에 한 치료로 LASIK 

편을 들고 수술칼날을 이용한 기계  각막혼탁제거 

 각막 편 제거술과 심층층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경

우에 있어서 경과를 보았을 때, 편을 들고 수술용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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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a) Corneal image from case 1: (A) before removal of LASIK flap (at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mechanical removal
of corneal deposits from LASIK interface). (B) 2 weeks and (C) 1 year and 1 month after LASIK flap removal (R=right eye; L=left eye).

날로 혼탁을 어 제거하는 시술(Mechanical removal 

from LASIK interface)  각막 편 제거술은 술 

후 일시 으로 호 을 보이지만 결국 혼탁이 재발하여 

시력호   악화 방지에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심층

층 각막이식술은 수술 11개월 동안 각막혼탁의 재발 

없이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각막에 가해지는 외상은 TGF-β의 농도를 증가시켜 

이로 인하여 big-h3 유 자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big-h3 단백질의 각막내 농도를 증가시켜 big-h3 유

자 이상 각막증의 경우 각막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

로 생각 되고 있다.13-17 라식 수술을 하는 경우와 라식 

편을 들고 수술칼날을 이용한 기계  각막혼탁제거를 

시행한 경우 모두 각막에 외상을 가하는 수술  방법으

로 수술 기에는 각막 혼탁이 호 이 되었다가 각막 

외상이 가해진 불규칙한 수술 경계면을 따라 침착물이 

생기면서
18
 더 심하게 나빠지는 이 의 연구 결과 등은 

상기 가설 등을 뒷받침해 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심층층 각막이식술은 각막세포에 은 기계

인 외상을 가하고 각막 혼탁의 원인이 되는 각막침착

물을 만들어내는 keratocyte를 완 히 제거하는 치료

로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의 악화 기 을 생각해 보았을 

때 수술 후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좋

은 결과를 보 다.

Moon et al
19

은 18명의 동형 합자 아벨리노각막

이상증 환자를 상으로 치료 이져각막 제술, 층

각막이식술, 층 각막이식술, 심층층 각막이식술을 시

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실제 모든 경우에 있어

서 수술 후 다시 각막 침착물로 인한 각막 혼탁이 발견

되었지만 상 으로 각막세포에 외상이 덜 가해지고 

비정상 인 단백질을 생성하는 keratocyte를 제거하

는 각막이식술의 경우가 치료 이져각막 제술보다 

좋은 결과를 보 고 각막이식술 에서도 층 각막이식

술보다는 심층층 각막이식술이 더 좋은 결과를 보

다. 재 각막기질내 big-h3 단백질 기원이 상피세포
20-22 

혹은 각막세포
23-26

인지에 한 논란의 여지가 있

다. 그 기원이 상피세포인 경우 침착물이 상피에서 만

들어져서 각막의 후방부까지 멀리 이동하지 못하며, 각

막기질세포가 기원인 경우 실질의 깊은 곳에는 각막기

질세포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각막 침착물이 실질의 

앞쪽에 발생하므로 big-h3 유 자의 기원에 한 논란

L L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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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L

B R L
Figure 5. Corneal images from case 2 (A) before deep lamellar keratoplasty (DLKP). (B) after 6 months of DLKP (R) and after
4 months of DLKP (L). (R=right eye; L=left eye)

의 여지와 상 없이 각막의 앞쪽에 외상이 가해지는 치

료 이져각막 제술, 층 각막이식술보다 상 으

로 각막의 뒤쪽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심층층 각막이식

술이 수술 후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층각막이식술의 경우 수술 후 각막 내피 거부반응, 

안압 상승 등의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가 상 으로 

심층층 각막이식술보다 높고
27
 거부반응과 안압 상승 

등으로 인해 수술 후 실패의 험성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아벨리노각막이상증의 원인이 되는 big-h3 유

자를 가지는 수여자의 각막기질세포를 최 한 제거하고 

정상 인 각막기질세포로 체 시켰을 경우 질병의 호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심층각막이식술을 

실제 라식 후 악화된 아벨리노각막이상증 환자의 치료

에 용하여 실제 좋은 결과를 확인하 다. 이 연구에

서는 실제 심층층 각막이식술 후 11개월 동안 재발이 

없이 좋은 결과를 유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추후 

장기간의 경과 찰을 통해 재발의 여부와 재발시 재발

의 심한 정도, 재발까지의 기간 등에 한 추가 인 결

과를 분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라식 수술은 수술에 사용된 이 기기, 

삭기, LASIK 편의 크기  두께, 수술  굴 이

상 등에 계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벨리노각막이

상증을 악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라식 수술은 아벨

리노각막이상증의 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라식 수술 후 악화된 경우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증례에 

한 결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심층층 각막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향후 치료에 이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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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Cases, Cause and Treatment of Avellino Corneal 
Dystrophy Exacerbated After LASIK

Jeong Ho Yi, M.D.1, Byoung Jin Ha, M.D.2, Sang Woo Kim, M.D.3,
Tae-im Kim, M.D.1, Eung Kweon Kim, M.D.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Siloam Eye Hospital2,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lsan University Hospital, Uls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3, Ulsan, Korea

Purpose: To describe the number of cases and cause of Avellino corneal dystrophy (ACD) exacerbated after 
LASIK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to study the possible mechanism of exacerbation, and to suggest possible 
preventive measures and the most suitable treatment modality.
Methods: Twenty-eight (56 eyes) ACD patients who underwent LASIK were enrolled, and 24 parameters 
including pre-and post-operativ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contrast sensitivity, and corneal opacity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reatment modality for exacerbated cases after LASIK, the progression of 
corneal opacity, visual acuity, and contrast sensitivity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surgical methods 
(mechanical removal from LASIK interface with removal of surgical flap and deep lamellar keratoplasty 
(DLKP)).
Results: All patients showed progression of corneal opacities after LASIK regardless of the type of laser 
instruments, microkeratomes, or the size or thickness of the LASIK flap. As for treatment of exacerbated 
ACD patients after LASIK, DLKP showed better results than mechanical removal from the LASIK interface 
after removal of the surgical flap.
Conclusions: LASIK is contraindicated in any patient with ACD. DLKP could be a good treatment modality 
for ACD patients with exacerbated conditions after LASIK.
J Korean Ophthalmol Soc 2008;49(9):1415-1424

Key Words: Avellino corneal dystrophy, Deep lamellar keratoplasty,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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