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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각결막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점안 후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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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성각결막염 환자에서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하고 스테로이드 점안 후 농도 변화를 측정
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비쇼그렌 건성각결막염 환자 41명과 정상인 23명에서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의 농도를 ELISA로 측정
하였다. 건성각결막염 환자군에서는 0.1% prednisolone와 0.1% hyaluronic acid를 각각 28일 동안 하루에 세
번씩 점안한 후, 압흔세포진단법과 면역염색검사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눈물 속 총 단백에 대한 신경성장인자의 분획을
구하였고 주관적 증상 정도와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쉬르머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건성각결막염 환자군은 정상안군에 비해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농도가 높았다(p<0.0001). 스테로이드 점안군
은 대조군에 비해 28일 점안 후 눈물 신경성장인자 농도가 감소하였고(p<0.0001), 주관적 증상(p=0.0014)과 압흔
세포진단 결과(p=0.0317)도 호전되었다. 눈물막 파괴시간과 쉬르머 측정값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건성각결막염에서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 농도가 높았으나 스테로이드 점안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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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안은 흔하지만 그 원인과 임상양상이 다양하고
표준화된 진단법과 검사법이 부족하여 치료가 어려운
1
질환이다. 또한, 환자의 증상과 임상 양상, 이학적 소
2
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건성안의 시작과 진행에 있어서 안구표면의 염증과
3,4
이것의 신경 되먹임이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건성안의 진단적 분류는 일반적으로 수성눈물 생성부족
과 눈물막 증발증가로 나누어지며,5 눈물막의 결핍이
가장 흔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많은 건성안 환자들은 인
공눈물을 사용해도 불편감을 호소한다.
수성눈물 생성부족과 눈물막 증발증가는 안구표면의
6-8
만성염증을 유도한다,
이러한 염증반응은 염증세포
의 침윤과, HLA-DR나 ICAM-1 같은 염증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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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α, -β, TNF-α 와 TGF-β1 같은 싸이토카인의 발
현 증가로 상피세포가 활성화되고, 눈물 속의 매질 분
6-14
해효소의 활동증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신경성장인자는 말초 신경조직의 분화와 생존에 관
여하는 신경영양물질로써 각막 상피를 포함한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현되며 건강한 각막 감각과 상피
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17 또한, 염증 발생시 비만세포나 대식세포, T 세
포 및 B 세포에서는 뉴론의 성장과 분화를 위해 신경성
18-21
장인자 생산된다.
예를 들어, 기관지천식이 발생하
면 신경성장인자의 혈중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22
23
있으며, Lambiase et al 은 봄철 각결막염 환자와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에서 안구표면의 염증이 발생하
면 신경성장인자의 혈중 농도가 증가함을 처음으로 보
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성안 환자에서 실제 염증
이 발생하는 눈물 속이나 안구표면에서의 신경성장인자
발현 변화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상인과
비쇼그렌 건성각결막염 환자의 신경성장인자 농도를 비
교하고자 하였고, 둘째로 건성각결막염 환자에서 스테
로이드 점안 후 신경성장인자 농도 변화를 조사하여 주
관적 또는 객관적인 임상적 지표들과 신경성장인자 농
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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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본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적,
임의적인 이중맹검법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모든 참
가자들로부터 informed consent를 받았으며 Helsinki
선언의 윤리적 기준에 합당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완수한 총 41명의 비쇼그렌 건성각결막염 환자 중 남자
가 11명, 여자가 3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9.9±13.0
세(24~70)였다. 조여듦, 이물감, 자극감, 충혈, 가려
움, 따가움, 혹은 통증과 같은 건성안 증상이 한가지 이
상 존재하면서 쉬르머 검사상 5분 동안 8 mm 이하의
결과치를 양안에서 보이고 양안 눈물막 파괴시간이 7초
이하이며, 특징적인 각막 또는 결막의 점상 미란이 관
찰되고 압흔세포진단법상 결막상피세포의 핵:세포질
비율이 1:3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본 연구의
대상군으로 하였다. 감염 또는 외상력이 있거나, 임신,
수유를 하였거나, 6개월 이내에 안과를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였으며, 마이봄샘의 기능 이상을 동반한 심한 안검염을
앓았거나, 파킨슨씨 병 및 얼굴신경마비 같은 눈깜박임
장애, 심한 익상편, 조절이 잘 안 되는 전신질환 환자
역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모든 환자
는 최소 1주 이상 아무런 점안약을 투여하지 않았다.
한편, 눈물막 파괴시간이 10초 이상이고 쉬르머 검사결
과 10 mm 이상이면서 주관적인 건성안 증상을 호소하
지 않으며 안과적 혹은 전신적인 질환이 없는 46안(23
명: 남 7, 여 16)에서도 압흔세포진단법과 눈물 속 신
경성장인자의 기초량(baseline) 측정을 시행하였다.
이들 정상안 군의 평균연령은 47.4±14.0세(28~67)
였다.
모든 대상자의 양안에서 눈물막 파괴시간과 쉬르머
검사를 시행하였고 생체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광염색과
안압 측정을 하였으며 압흔세포진단법을 위해 결막 세
포를 채취하였고 눈물을 모았다. 건성안 환자들은 각각
의 눈에 대해 증상의 정도를 10 cm bar scale (0=
무증상, 10=참기 힘들 정도의 통증)로 표시하였다. 또
한, 건성안 환자들은 한쪽 눈에는 하루에 3번 0.1%
prednisolone용액을 점안하고 즉시 다른 눈에는
0.1% hyaluronic acid을 점안하도록 하였는데 스테
로이드 점안안과 히알루론산 점안안은 임의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들 측정지표들을 점안 전에 기초자료
(baseline)로 측정하였으며 점안 후 14일과 28일에
각각 조사하였다.
연구기간동안 모든 검사는 맹검법으로 진행되었고

점안용기에 표시로는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한 저자가(H.K.L.) 발생할 수 있는 약의 부작용과 환
자의 순응도를 검사하였고 다른 한 저자는(S.A.C.) 눈
물막 파괴시간과 쉬르머 검사 그리고 증상 정도를 측정
하였으며 이 자료들은 또 다른 저자에 의해 분석되었다
(H.C.K.).
압흔세포진단법과 면역염색

압흔세포진단법은 5×8 mm 크기로 자른 니트로 셀
룰로오스막 strip (Immobilon-NC, Millipore,
Billerica, MA)으로 이측 구결막을 5초 정도 누른 후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이 strip은 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PAS 염색과 신경성장인자 염색을 하
였는데, 젤라틴이 덮혀있는 슬라이드 위에 세포가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strip을 덮은 후 즉시 공기와 접
촉하지 않도록 95%알코올에 담그었다. Periodic
Acid Schiff (PAS)염색은 Tseng의 방법을 이용하였
24
다. 신경성장인자 염색은 슬라이드를 3% 과산화수소
에 15분간 노출시켜 내재적인 페록시다아제의 활성을
억제한 후 PBS로 헹구고 염소 혈청에서 20분간 실온
에서 숙성하여 비특이적인 항체 반응을 줄였으며, 이후
2시간 동안 실온에서 1:500으로 희석한 토끼의 항 인
체 ß-NGF 항체(R&D Systems, Minneapolis,
MN)로 숙성시켰다. 숙성 후 20분 동안 이차 항 가토
항체(DAKO, Glostrup, Denmark)와 반응시켜 그
면역활성을 Histofine SAB-PO kit (Nichire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3’-Diam
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이 chr
omogen으로 사용되었으며 슬라이드들은 Mayer’s
hematoxylin으로 counter-stain되었다. 각 검체들
은 술잔세포를 파악하기 위해 PAS 염색을 시행하였고
Nelson의 분류에 따랐다.24 신경성장인자의 면역활성
과 압흔세포진단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경성장인자
염색의 표준화 사진을 지정하여 각각의 슬라이드를 분
석하고 등급을 매겼다(S.W.H.).
눈물채취와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에 대한 ELISA
분석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bonded
2.0×10 mm polyester fiber rod (Transorb® Wicks,
Filtrona, Richmond, VA)를 사용하였다. 반사적으
로 분비되는 눈물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0.5% propacaine (Alcaine®, Alcon- Courvreur,
Puurs, Belgium)을 우선 점안하였으며 2분 후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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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ester wick를 하결막낭에 3∼5분 동안 적용하였
다. 이 후 자극을 주지 않고 제거한 후 1.5 ml
Eppendorf tube에 넣었으며 각 튜브는 ELISA 분석
을 하기 전까지 -70°C 에 보관되었다. 신경성장인자의
농도는 DuoSet ELISA development kit (R&D
Systems, Minneapolis, MN)를 이용하여 측정되
었으며, 각각의 눈물 검체에 포함된 총 단백량은
microBSA (bovine serum albumin) 방법으로 산출
되어 총 단백에 대한 신경성장인자의 분획을 구하였다.26
통계적 분석

정상안군과 건성안군은 Student’s t-tests를 이용
하여 연령, 각막 감각지각, 그리고 신경성장인자 농도
를 비교하였으며, 성별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눈물 속의 신경성장인자 농도과 총 단
백에 대한 신경성장인자 농도의 분획은 SAS (ver.
8.0; SAS, Cary, NC)의 ANOVA를 이용하였고, 선
형회귀분석과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총 단백
에 대한 신경성장인자 농도의 분획과 주관적 증상, 눈
물막 파괴시간 그리고 쉬르머 검사결과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p value <0.05 이면 통계학적 의미
를 지니는 것으로 하였다.

결

과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 농도

각 안에서 70~110 µl의 눈물을 채취하였는데,
ELISA 분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눈물양은 50 µl이
었고 1 pg/ml의 신경성장인자도 감지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들의 총 단백량은 251~4238 µg/ml였
고, 신경성장인자의 농도는 19~592 ng/ml였다.
신경성장인자의 눈물 속 기초 농도(baseline, 0일
째)는 건성안에서 정상안보다 높았다(65.9±14.5 vs.
122.1±45.3 pg/µg, p<0.0001)(Fig. 1). 치료 전,
건성안 환자의 신경성장인자 눈물 속 농도의 양안 차
이는 없었다(p=0.870). 28일간 한쪽 눈에 0.1%
prednisolone을 점안하고 다른 눈에는 0.1%
hyaluronic acid을 점안한 결과, 치료 후 14일째에는
스테로이드를 점안군에서는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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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명의 비쇼그렌 건성각결막염 환자들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 12명은 본 연구를 끝까지 수행
하지 못하였는데, 6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내원하지 않

았고, 4명은 찌르는 감각, 안구 통증 등의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연구 시작 전보
다 안압이 8 mmHg 이상 증가하여 중단하였다. 부작
용을 호소하는 환자 중 3명은 스테로이드 점안안에, 나
머지 1명은 히알루론산 점안안에서 통증을 호소하였는
데, 두 약제 모두 방부제로 0.05% Benzalkonium
chloride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를 완수한 41명의
건성안 환자 중 15명은 당뇨가 있었고, 9명은 콘택트
렌즈 착용력이 있었으며, 2명은 안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우울증 2명, 갑상선 항진증 1명, 갑상선 저하증
1명, 치료받지 않는 류마치스 관절염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41명 중 24명은 좌안에, 17명은 우안에 스테
로이드 제제를 점안하였다.

100
80
60

80
60
40

40

20

20

0

0
control

dry eye

Figure 1. Tear nerve growth factor/tear total protein
(NGF/TP) ratios in normal eyes (■) and keratoconjunctivitis
sicca (KCS) eyes (□) ( * ; p<0.01,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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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ar nerve growth factor/tear total protein
(NGF/TP) ratios in eyes treated with 0.1% prednisolone (■)
or 0.1% hyaluronic acid (□) ( * ; p<0.01, repeated measures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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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자의 분획이 61.4±15.1 pg/µg인데 반해, 히알루
론산 점안군에서는 98.6±37.0 pg/µg이었으며 이들
분획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또한, 치료 후 28일째에는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
장인자의 분획이 스테로이드 점안군에서는 68.2±25.0
pg/µg인데 반해, 히알루론산 점안군에서는 108.0±
43.4 pg/µg이었다(p<0.0001)(Fig. 2). 치료 전과 치
료 후 28일이 지났을 때의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
장인자의 분획은 스테로이드로 치료한 경우는 의미 있
게 감소하였지만(p<0.0001), 히알루론산으로 치료한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4일째에는 치료 전에 비해 스테로이드 점안군에서는
2.65±1.78 (p<0.0001, compared with baseline)
로 감소한데 반해, 히알루론산 점안군은 3.58±1.66로
감소하였는데(p<0.0001, compared with baseline),
이 둘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8)(Fig.
3). 또한, 치료 후 28일째에는 스테로이드 점안군에서
는 2.16±1.01로 감소한데 반해, 히알루론산 점안군은
3.39±1.50로 감소하여 28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치
료 방법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p=0.0014)
(Fig. 3).

10

눈물막 파괴 시간과 쉬르머 검사

Symptom scale

8

치료 후 14일과 28일째의 눈물막 파괴시간과 쉬르머
검사결과는 스테로이드 점안군과 히알루론산 점안군 간
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더욱이 두 군 모두 치
료여부가 쉬르머 검사결과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스
테로이드: p=0.887, 히알루론산: p=0.322). 하지
만, 눈물막 파괴시간은 두 군 모두 치료 전에 비해 향상
되었다(스테로이드: p=0.003, 히알루론산: p=
0.041).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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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

4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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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증상 정도

실험을 시작하기 전, 주관적인 증상 정도는 스테로이
드 치료군은 4.94±2.21, 히알루론산치료군은 5.37±
2.25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p=0.250). 치료 후

Figure 3. The effect of 0.1% prednisolone (■) or 0.1%
hyaluronic acid (□) treatment on subjective symptoms for
ocular surface dryness ( * ; p<0.01, † ; p<0.05, repeated measures
ANOVA).

Table 1. Tear breakup time (BUT) (sec.) in eyes treated with either 0.1% prednisolone or 0.1% hyaluronic acid
Baseline

After treatment

Mean±SD * (range)

14 days
Mean±SD (range)

28 days
Mean±SD (range)

0.1% prednisolone

3.24±1.51 (0.6 to 8.2)

4.02±1.70 (0.5 to 8.5)

5.36±1.75 (0.7 to 11.5)

0.1% hyaluronic acid

3.32±1.04 (0.5 to 7.9)

3.93±1.42 (0.5 to 8.4)

4.97±1.19 (0.5 to 10.8)

0.715

0.570

0.062

p value
*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Schirmer values (mm) in eyes treated with 0.1% prednisolone or 0.1% hyaluronic acid
Baseline

After treatment

Mean±SD * (range)

14 days
Mean±SD (range)

28 days
Mean±SD (range)

0.1% prednisolone

2.51±3.10 (0.0 to 8.5)

3.37±3.79 (1.2 to 9.7)

3.40±3.39 (0.7 to 11.5)

0.1% hyaluronic acid

2.39±3.05 (0.0 to 10.0)

3.07±3.78 (0.5 to 9.8)

3.28±3.43 (0.5 to 10.0)

0.149

0.519

0.228

p value
*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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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장인자의 면역염색과 압흔세포진단

결막상피의 면역염색은 양성, 음성, 그리고 모호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는데(Fig. 4), 양성군은 신경성장
인자가 세포안과 세포간질 모두에서 염색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Fig. 4A), 음성군은 세포 안팎으로 신경성
장인자의 염색이 잘 안 되는 경우로 하였으며(Fig.
4B), 모호한군은 세포질에는 염색이 되나 세포간질은
염색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Fig. 4C). 5개의 슬
라이드가 모호하였는데, 세포 내 신경성장인자는 신경
성장인자의 분비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눈물 속의 신경성장인자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호한 군은 음성군으로 간주하였다.
치료 전의 경우, 건성안의 결막상피 압흔세포진단 결
과는 술잔세포의 밀도와 PAS 염색강도 모두가 정상안
에 비해 낮았다. 28일이 지난 후 스테로이드 치료군은
세포 부종과 점액의 뭉침이 감소하였으나 PAS 염색의
강도는 변하지 않은 것에 반하여(Fig. 5A), 히알루론
산 치료군에서는 큰 세포질(흰 화살)과, 점액 띠(검은
화살), 그리고 분쇄된(pyknotic) 세포핵(검은 화살머
리) 소견을 보였으며, 이런 특징은 치료 전과 유사하였
다(Fig. 5B).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군과 히알루론산
치료군의 압흔세포진단 등급은 치료 전 각각 1.90±0.76
과 1.86±0.70 (p=0.752)이었고, 치료 후 28일에는
1.05±0.67과 1.61±0.86이었는데, 히알루론산으로
치료군의 경우는 치료 전 후의 차이가 없었으나
(p=0.790), 스테로이드 치료군은 치료 전보다 유의하

Figure 4. Standard photographs for the determination of
nerve growth factor (NGF) immunostaining status: NGF
positive (panel A), NGF negative (panel B), equivocal (panel
C), and positive control for NGF in human cerebrum (panel
D). The arrows mark the immunopositive glial cells (D) (×
100, Olympus B×51, Tokyo, Japan; ×150 in the white box
of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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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아졌으며(p=0.0105), 치료 후 28일에 두 군간
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317).
한편, 치료 전 건성각결막염 환자의 82.9% (82안
중 68안) 결막 상피 세포질에 신경성장인자가 강하게
염색된 것에 반해, 정상안에서는 단지 21.7% (23안
중 5안)만이 비슷한 정도로 신경성장인자가 염색되었
다. 치료 후 28일째 스테로이드 치료군은 면역염색되는
신경성장인자의 수가 43.9% (41안 중 18안)로 감소
하였고 치료 전에 비해 염색되는 정도도 약해진데 반해
(Fig. 5C), 히알루론산 치료군은 여전히 73.2% (41
안 중 30안)에서 신경성장인자 양성 염색소견이 관찰
되었다(Fig. 5D).
눈물 신경성장인자와 임상적인 지표의 상관관계

치료 후 28일째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분획은 눈물막 파괴시간이나 쉬르머 검사 결과와 상관
관계가 없었다(눈물막 파괴 시간: r=0.172, p=0.439,
쉬르머 검사결과: r=0.0474, p=0.291 - 스테로이드
치료군; 눈물막 파괴 시간: r=0.163, p=0.110, 쉬
르머 검사결과: r=0.226, p=0.325 - 히알루론산 치
료군). 하지만,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분
획은 주관적 증상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Figure 5. Impression cytology and immunocytostaining for
nerve growth factor (NGF) in samples taken from
keratoconjunctivitis sicca (KCS) eyes treated with either
0.1% prednisolone or 0.1% hyaluronic acid for 4 weeks.
Impression cytology. Panel A. 0.1% prednisolone treatment
(×200). Panel B. 0.1% hyaluronic acid treatment (×100).
NGF immunostaining. Panel C. NGF-positive conjunctival
epithelial cells following 0.1% prednisolone treatment. Panel
D. NGF staining following 0.1% hyaluronic acid treatment.
Black arrows indicate NGF-positive cells and white arrows
indicate aggregated mucus strands (×100, Olympus B×51,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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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rrelation between tear NGF concentration and
subjective symptom score after 28 days of treatment
(r=0.75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0001).

(r=0.751, p<0.0001)(Fig. 6), 특히 스테로이드 치
료군은 히알루론산 치료군에 비하여 낮은 주관적 증상
정도와 낮은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분획
을 나타내었다. 또한,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장인
자의 분획은 두 치료군 모두에서 압흔세포진단 등급과
주관적 증상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r=0.487,
p=0.0159)(Fig. 7).

고

찰

본 연구를 통하여 정상안에 비해 비쇼그렌 건성안에
서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 농도가 높았으며, 항 염증제
제인 0.1% prednisolone 점안액이 이러한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의 농도를 낮춰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테로이드 점안치료가 눈물막 파괴시간이나 쉬
르머 검사 결과에는 영향을 못 미쳤으나 주관적 증상과
압흔세포진단 결과를 호전시켰다. 반면, 히알루론산을
점안할 경우 증상은 호전되나 스테로이드 점안 시 보다
호전 정도가 적었으며,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 농도 분
획과 압흔세포진단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안구 표면의 신경성장인자가 비쇼
그렌 건성안과 관련된 안구표면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 염증제제가 건성안의 치료제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건성안의 진단과 평가는 주관적인 증상
과 눈물막의 불안정성, 안구표면의 손상정도로 이루어
졌다. 건성안의 병태 생리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
지만, 눈물의 분비와 증발, 신경반사, 호르몬, 표면 염
증 등의 여러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3,4,9,12,13
다.
이 중에서 염증 부분은 건성안의 증상뿐만

Figure 7. Scatter plot relating tear NGF concentration and
impression cytology score after 28 days of treatment. The
points can be represented by a linear regression given by
the equation y=19.27+4.53x (r=0.487, p=0.0159).

아니라 질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27
있으며, 따라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안구 표면의 건조
로 일어나는 염증 상태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쓰일 수
28-30
있음이 알려졌다.
최근 임상가들은 환자들의 증상
에 비하여 표면 손상과 눈물의 불안정성이 적은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되면서, 눈물막 파괴시간이나 쉬르머 검사
와 같은 전통적인 건성안의 진단 및 평가 지표를 신뢰
27,31
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건성안의 염증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가
능케 하는 유의한 진단 지표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경성장인자는 1950년대 초에 처음 발견된 이래 광
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뉴론의 성장과 분
화를 촉진하는 향신경성인자로만 알려졌으나, 알레르기
성 염증을 포함한 신경계 이외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기
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2 본 연구에서는 신경성장인
자의 눈물 속 농도가 비쇼그렌 건성안 환자에서 증가되
어 있었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이를 낮출 수 있음을 확
인하였는데, 이는 만성적으로 건조한 안구표면에서는
건성안의 초기 원인에 관계없이 조절과 치유를 위해 신
3
경계가 과도하게 자극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신경
자극은 신경학적 염증을 유도하고 T 세포를 활성화하
여 염증성 싸이토카인이 눈물샘, 눈물막 그리고 결막에
3,4
분비되게 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막
과 각막상피세포는 각각 국소적인 면역성 염증반응을
초래하는 IL-1α, -6, -8과 TNF-α를 생산하게 되고 결
4
국 신경성장인자 생성이 촉진되는 것이다. 한편, 스테
로이드는 염증 및 면역 매개 물질인 싸이토카인, 케모
킨, 세포 표면 수용체, 결합분자, 조직인자, cyclo
oxygenase (COX)-2 및 유도성 일산화 질소 생성효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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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nitric oxide synthase)와 같은 분해효소의 유전
33
자 발현을 억제한다. 염증 반응 유전자는 특히 NF-κ
B 전사인자와 활성인자 단백질(activator protein-1,
AP-1)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리간드가 부
착된 스테로이드 수용체는 AP-1 복합체(대개 c-Jnk
/c-Fos heterodimers)와 상호작용을 하여 그들의
34,35
전사작용을 억제하게 되는데,
AP-1은 신경성장인
35,36
자의 전사조절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용체에 결합한 스테로이드는 AP-1 활성을 저하시키
게 되고, 결국 신경성장인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성안의 염증과 관련한 신경성
장인자의 조절이 신경성장인자가 이러한 염증반응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
니지만, 신경성장인자가 안구 표면 건조의 병태 생리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였
다. 말초 신경에 대한 신경성장인자의 두드러진 영향은
“neuronal plasticity”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말초신
경의 기능적인 활동과 능력의 질적, 양적인 변화로 정
의된다. 예를 들어, 천식환자에서 신경성장인자의 생성
이 증가하면 염증 자극에 대한 신경의 활성화 역치가
줄어들게 되어 trk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37,38
다.
따라서, 건성안에서의 신경성장인자는 단순한 염
증성 싸이토카인의 활성화로 인한 부산물이라기 보다는
건성안의 병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점안군이 대조군에 비해 눈
물 신경성장인자 농도가 감소하였고 주관적증상과 압흔
세포진단결과가 의미 있게 호전되었으나 눈물막파괴시
간과 쉬르머측정값은 두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쇼
그렌 건성안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여러 검사들 중
눈물막파괴시간과 쉬르머측정값의 진단적 효용성이 떨
어지고 환자의 증상에 관한 설문이 효용성이 뛰어나다
는 최근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39 스테로이드 점안액
과 NSAID 점안액간의 건성안 환자 치료 효용성을 비
교한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 군에서 주관적증상과 압흔
세포진단결과가 의미 있게 호전되었으나 쉬르머측정값
40
은 두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건성
안 진단과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쉬르머측정값, 눈물막
파괴시간 보다는 주관적 증상이나 압흔세포진단결과와
함께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 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눈물 수집 과정 중에서 일부 대상은 충분한 눈물량을
보인 반면, 다른 대상들은 안구표면이 건조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눈물 속 총 단백량은 희석되거나 농
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눈물 속의 총 단
백량을 측정하고 총단백에 대한 눈물 신경성장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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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을 구하여 반사적인 눈물 분비에 의해 희석되거나
반대로 건조하여서 신경성장인자가 농축되는 경우를 보
정하였다. 눈물 속 신경성장인자의 농도 자체는 안구표
면의 건조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총
단백질을 이용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치료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다 신뢰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동일한 조건에서 약물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고자 동일인
의 양안에 각각 다른 종류의 안약을 점안 하였다. 하지
만 Brain –immune system – eye axis라는
lacrimal functional unit 개념에 의하면 스테로이드
안약이 다른 종류의 안약을 점안한 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가 어렵다.41,42 추후
실험설계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눈물 속의 신경성장인자
농도가 정상안에 비해 건성안에서 보다 높았으며,
0.1% prednisolone 점안액을 이용한 단기간의 항 염
증치료를 시행한 결과 증가하였던 눈물 속 신경성장인
자 농도가 감소하였고, 심각한 부작용 없이 건성안의
주관적 증상들이 경감되었다. 이러한 치료의 장기간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는 물론, 나아가
건성안에서의 증가된 신경성장인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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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pical 0.1% Prednisolone Lowers Nerve Growth Factor Expression in
Keratoconjunctivitis Sicca Patients
Seung Ah Chung, M.D.1, Hyung Keun Lee, M.D.1, Kyoung Yul Seo, M.D.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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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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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nerve growth factor (NGF) levels in tears and on the ocular surface of normal controls
with those of non-Sjogren type keratoconjunctivitis sicca (KCS) subjects,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0.1%
prednisolone eye drops on NGF levels in KCS patients.
Methods: Baseline tear NGF levels were measured in 41 KCS patients and 23 healthy control subjects using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s (ELISA). KCS patients received 0.1% prednisolone drops in one eye,
and 0.1% hyaluronic acid drops in the other eye, three times daily for 28 days. Impression cytology (IC) and
immunostaining for NGF on conjunctival epithelium was performed for both groups.
Results: KCS patients were found to have higher baseline tear NGF concentrations compared to age- and sexmatched healthy control subjects (65.9±14.5 vs. 122.1±45.3, p<0.0001). In KCS patients, prednisolone
treatment for 28 days resulted in a decrease in tear NGF levels, symptom scores and IC scores, whereas
hyaluronic acid treatment had no such effect (68.2±25.0 pg/μg vs. 108.0±43.4 pg/μg, p<0.0001 for tear
NGF/TP ratio; 2.16±1.01 vs. 3.39±1.50, p=0.0014 for symptom scale; 1.05±0.67 vs. 1.61±0.86, p=0.0317
for IC). Measurements taken at both 14 and 28 days indicate that neither prednisolone nor hyaluronic acid
treatment affected BUT or Schirmer values.
Conclusions: KCS patients showed elevated levels of tear NGF, which were decreased by treatment with
0.1% prednisolone. These data suggest that the ocular surface NGF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ocular
surface inflammation processes associated with dry eyes.
J Korean Ophthalmol Soc 47(11):1720-17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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