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과학회지 제 권 제 호45 10 2004
J Korean Ophthalmol Soc 45(10):1645-1651, 2004

1645

삼차신경의 제 분지인 안신경의 지배를 받는 각막은1
신체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분포하는 조직이며 이들 감
각신경은 외부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여 눈을 보호하고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막의.
지각이 저하되면 눈물 분비량이 감소하고 순목반사가
감소하여 각막 손상이 증가하고 상처치유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저하된 각막지각으,
로 인한 눈물 분비량의 감소는 굴절교정수술후의 안구
건조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
각막의 감각기능손상시 눈물분비가 감소하며 각막,

윤부로부터의 각막의 감각신경은 수직축보다는 수평축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자유신경말단이 분포한다는점을 생
각할 때,4,9 이측절개시 상측절개에 비해 신경손상이나
건성안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적으로 각막의 지각은 Cochet-Bonnet

를 이용하여 측정할수 있으며esthesiometer ,5 최근의
백내장 수술은 투명각막절개후 소절개창을 통한 초음파
유화흡입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각막신경의 물리적
절단에 의한 지각손실은 더 적어 수술후 각막상피의 기
능적 형태적 변화를 덜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
최근에는 굴절교정 수술후 각막지각의 변화가 활발

히 보고되었는데 특히 수술후 각막지각의 연, LASIK
구는 절개의 깊이6 레이저절삭 깊이, 등7,8이 각막지각
감소와 회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임을 밝혔다.
또한 경첩부위의 위치에 따른 각막지각의 비교연구로
비측 경첩을 갖는 각막편을 만드는 것이 상측 경첩을
갖는 각막편을 만들 때보다 각막지각의 측면에서 유리
함을 보고하였다.9 그러나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후,
각막지각의 변화를 보고한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최근
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투명각막절개후의 영향에 관한
보고가 아직 없어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절
개부위에 따라 각막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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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백내장 수술시 이측 투명각막절개술과 상측 투명각막절개술후의 각막지각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
대상과 방법 노인성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이측 투명각막절개 군 또는 상측 투명각막절개 군 후 초음파수정체: (1 ) (2 )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받고 주 개월 개월에 를 이용하여 각막지1 ,1 , 3 Cochet-Bonnet esthesiometer
각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군 안 명 군 안 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각각 세 세였다 술후: 1 25 (20 ), 2 25 (23 ) 67.2 8.6 , 63.0 6.6 .
의 각막지각의 변화는 두 군에서 모두 중심부에서 주째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 보였으며 군1 (1 :P=0.057, 2
군 그 이후는 술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에서 모두 절개부위에서 의미있는 지각 감소가 있었으며:P=0.043), .
술후 개월째에는 술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술후 두 군간의 각막지각변화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군에3 . 1
서 이측부위와 군에서 상측부위를 비교한 결과 군에서의 지각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 1 .
결론 술후 각막지각변화는 주로 절개부위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술후 개월째에는 술전의 수준으로 회복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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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자 중 한술자에 의해 이측 투명각막절개후 초음파
유화흡인술을 시행 받은 명 안 군 과 년20 25 (1 ) 2003 6
월부터 년 월까지 동일 술자에 의해 상측 투명2003 11
각막절개후 초음파유화흡인술을 시행받은 명 안23 25
군 을 대상으로 술전과(2 ) 술후 주 개월 개월째에1 , 1 , 3

각막 민감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술전 검사시 각막 지.
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각막질환의 기왕력 장기간의,
안약사용 녹내장환자 안수술의 기왕력 콘택트렌즈, , ,
사용환자나 눈물 분비 및 배출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결
체조직질환이나 누소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막의 민감도 측정.
방법은 Cochet-Bonnet esthesiometer(Luneau
ophthalmology, Chartres Cedex, France)5를
이용하여 각막 중심부 및 각막윤부로부터 안쪽2 mm
의 상측 하측 이측 비측의 다섯군데에서 측정하였는, , ,
데 길이 직경 의 나일론사60 mm, 0.12 mm (nylon

를 각막면에 수직으로 최소한의 구부monofilament)
러짐이 생길때까지 압박하여 환자의 지각유무를 조사하
였으며 최소 번을 자극하여 이상 지각하면 양성4 50%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반응이 없는 경우 나일론사를. 5
씩 짧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극하였고 최초로 양mm

성반응을 보일때의 나일론사의 길이를 측정하여 각막감
각역치로 표시하였다 백내장 수술은 통상적인. 4%

점안마취 후 다이아몬드 절개도를 이용하여lidocaine
각막윤부로부터 안쪽에서 의 크기2.0 mm 3.0 mm ,

깊이의 투명각막절개를 시행하였다 군의 경300 . 1
우 술전 각막난시가 도난시 혹은 이하의 직난시1.25D
를 갖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측 투명각막절개를 시행
하였으며 군의 경우 술전 각막난시의 가파른 경선이, 2

도 사이에 이상의 직난시를 갖는 환자들60 120 0.5D
을 대상으로 시방향에서 상측 투명각막절개를 시행12
하였다 성공적인 수정체낭 원형절개후 초음파 유화흡.
인술 및 전방 내 점탄물질 삽입 후(Healon) injec-
를 사용하여 접는 인공수정체를 낭내에 삽입하였다tor .

수술에 사용한 인공수정체는 군 모두 실리콘 렌즈1, 2
나 소수성 아크릴(SI40NB, PhacoFlexII, AMO)

렌즈 를 사용한 환자들만 포(AR40e, Sensar, AMO)

함되었으며 각막 절개창은 봉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각막부종을 유발시켜 자가폐쇄 되도록 하였다 수술도.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수술중 각막절개를 더 넓
혀야 했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먼저 각 그룹내에서 측정시점에 따른

부위별 각막감각의 변화를 repeated measure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의미있는 차이가ANOVA ,

있을 경우 방법을 이용한LSD multiple compar-
을 통해 분석하였다 동일 시점에서 두 그룹간 각ison .

막지각의 변화정도는 술전으로부터의 변화량을 계산후
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유의수준student's t-test .

은 로 하였고 통계0.05% , SPSS package(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version 11.0) .

결 과
전체 명 안 의 환자중 이측 투명각막절개군43 (50 ) (1

군 은 안 명 으로 남자 안 여자 안이었으며) 25 (20 ) 9 , 16
평균연령은 세 세 였고 상측 투명각67.2 8.6 (55 81 ) ,
막절개군 군 은 안 명 으로 남자 안 여자(2 ) 25 (23 ) 13 ,
안이었으며 평균연령은 세 세 로12 63.0 6.6 (53 70 )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1).
수술 전 각막 각 부위의 평균 감각역치는 두 군에서

모두 정상범위로 비슷하였으나 중심부가 가장 민감하였
다(Table 2, 3).
군의 경우 투명각막절개를 시행했던 이측부에서 술1

전에 비해 술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수술 후 주째에는 급격한 감소가 보였고 이1
후 개월에는 서서히 회복되나 여전히 감각저하는 지속1
되었으며 개월째에는 거의 술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3
다 각막중심부에서 수술 후 주에서 다소 감각이 저하. 1
되는 양상이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
달하지 못하였으며 수술 후 개월과 개(P=0.057), 1 3
월에서는 술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외 다른 부위.
에서는 술전에 비해 감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Fig. 1).

Table 1. Demographics of patients

Group 1 Group 2 Total

number

M:F

Age

25

9:16

67.24±8.60

25

13:12

62.96±6.65

50

22:28

65.06±7.89

Group 1: Temporal clear corneal incision.

Group 2: Superior clear corneal in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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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2 경우 역시 투명각막절개를 시행했던 상측부에
서 술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각저하가 있었으
며 수술 후 주째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다가 이후에는1
서서히 회복되어 개월째에는 거의 술전의 수준으로 회3
복되었다 각막중심부에서는 수술후 주에서 감각이 저. 1

하되었으며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술후(P=0.043), 1 1
개월과 개월에는 술전의 수준으로 감각이 회복되었다3 .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절개부위인 상측부와 중심부를1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는 감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3, Fig. 2).

Table 2.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rneal sensitivity of different locations of group1

(temporal clear corneal incision) (mm)

Location Preoperative
Postoperative

1 week 1 month 3 month

Center

Superior

Temporal

Inferior

nasal

56.80±3.50

54.40±3.63

56.40±3.39

55.60±4.16

56.60±3.14

55.80±4.00

54.00±3.54

29.80±2.69
*

55.60±4.16

56.40±3.39

56.80±3.50

54.40±3.63

42.40±4.36
*

55.60±4.16

56.60±3.14

56.60±3.45

54.40±3.63

56.00±2.89

55.80±4.00

56.60±3.14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preoperative value.

: P=0.057.

Table 3.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rneal sensitivity of different locations of group2

(superior clear corneal incision) (mm)

Location Preoperative
Postoperative

1 week 1 month 3 month

Center

Superior

Temporal

Inferior

nasal

55.96±4.00

53.85±4.08

54.42±4.76

54.23±5.23

54.23±4.62

55.19±4.35
*

32.69±6.20
*

53.85±5.35

53.85±5.35

53.85±5.16

55.77±3.92

43.65±6.09
*

54.03±4.69

54.23±5.23

54.04±4.90

55.96±4.00

53.46±4.42

54.04±4.69

54.23±5.04

53.85±5.16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preoperative value.

Figure 1. Comparison of corneal sensitivity over time at

various locations for group 1.

Figure 2. Comparison of corneal sensitivity over time at

various locations for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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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점에서 두 군간의 감각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술후 시점에서의 감각역치에서 술전 감각
역치를 뺀 후 이를 술전 감각역치로 나눈 변화량을 구
하여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중심부에서는 두 군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절개부위인 군의 이측부위와, 1 2
군의 상측부위를 비교한 결과 술후 주와 개월에서 통1 1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Fig. 3).

고 찰
각막의 감각은 삼차신경의 제 분지인 안신경에서 기1

원한 장모양체 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장모양체 신경은
안구후벽을 관통한 후 맥락막상강을 통해 전방으로 진
행하다가 거상연 부위에서 분지하여 각막윤부 근처에서
환상신경총 을 형(circumferential nerve plexus)
성하고 개의 작은 신경섬유가 각막간질의 중간60 80
층을 뚫고 방사상으로 각막중심으로 들어간다 이들 신.
경은 각막 실질내에서 보우만층하 신경총을 형성하고
이들 분지가 보우만막을 뚫고 나와 상피층의 바로 아래
에서 기저세포신경총(basal epithelial nerve

을 형성한다plexus) .4.10 각막 신경의 대부분은 이측과

비측방향에서 실질내로 들어가며 중심 영역내에5mm
서 가장 밀집되어 있고 각막의 수직축보다는 수평축에,
비측보다는 이측에 자유신경말단이 많이 분포하고 있
다.10 이러한 분포는 각막의 감각이 중심부에서 가장 민
감하고 주변부로 갈수록 떨어지며 이측부나 비측부가
하측부에 비해서 더 민감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각막.
의 감각신경은 각막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
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각막의 감각기능손상시 눈물분,
비가 감소하며,1,2 상피투과성 증가,10 상피세포의 대사
활동저하 유사분열의 감소, ,11 순목반사의 저하 등으로
인해 상피치유과정이 지연되고 외부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손상받기 쉬워진다.10-13 백내장수술과 같은
각막을 통한 수술이나 방사상각막절개술(radial
kerato 전층각막이식술tomy), (penetrating kerato-

레이저각막절제술plasty; PKP), (photorefrac-
레이저각막절삭가공성형tive keratectomy; PRK),

술 등 각(laser in situ keratomileusis; LASIK)
막 형태를 변형시켜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수술들에 있
어서 현저한 각막지각의 소실을 보이며 그 기간은 수개
월에서 수년까지도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0,12 이
전에 이루어졌던 백내장 수술 후 각막지각에 관한 보고
를 살펴보면 John12은 윤부에서 상방에2.5 mm 5

크기의 상공막절개를 시행 후 개월까지 절개부위mm 1
를 중심으로 각막지각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Kohlhaas10는 윤부로부터 상방 위치에서2 3 mm

크기의 상공막절개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에6 7 mm
서 술후 개월까지 상당한 각막지각 저하가 있으며 술4
후 년까지도 지각저하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1 .
편 국내연구에서는 Choi et al14은 크기의 상7 mm
공막절개후 시행한 초음파유화흡인술에서 절개부위 주
변으로 각막지각의 감소를 보고하였으며 술후 개월째2
술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들에.
서 각막중심부의 감각은 보존된다고 보고한 바와는 달
리 Kohlhaas10는 중심부에서도 각막지각의 감소가 나

Table 4. Comparison of change (%) in corneal sensitivity

Location Group 1 week 1 month 3 month

Center
1 -1.72 0.03 -0.33

2 -1.50 -0.32 0

Incision sites
1 -47.2

*
-24.8

* -0.56

2 -39.5
*

-19.2
* -0.72

(Postoperative value-Preoperative value) / Preoperative value x 100(%)

Group 1: temporal clear corneal incision, Group 2: superior clear corneal incision
*
: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paired t-test

Figure 3. Comparison of corneal sensitivity between

temporal position from group 1 and superior position from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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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절개부위와 반대쪽인 시 방향의 각막에서도 지6
각저하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를 설
명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모두 투명각막절개후 각막지각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투명각막절개 방법을 이용하.
는 추세이며 수술 후 난시유발의 감소를 위해 절개창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절개 방법은.
결국 각막신경의 물리적 절단에 의한 지각손실을 더 적
게 유발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각막지각의 변화 및 각막
상피의 기능적 형태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상공막절개의 경우 절개부위의 공막과 각막.
윤부 주변에서 상공막정맥에 대한 전기소작과정이나 각
공막 통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부주변 환상신경총의
절단이 예상되나 투명각막절개에서는 이러한 각막신경
의 물리적 절단이 절개부 주변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각막지각 감소의 정도도 그리 심각하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것처.
럼 투명각막 절개의 경우 주로 절개부위에 국한된 각막
지각의 감소를 보였으며 술후 개월째에는 거의 술전수3
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각막 중심부의 지각의 경우.
절개창의 크기가 본 연구에서 보다 컸던 상측 공막절개
에서도 술후 변화가 없다고 보고된 바와는 달리 술후 1
주에서 약간 감소되는 양상이 보였다 이측절개군인. 1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
으나 두 군 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투명각막절개의 경우 상측 공막절개의 경우보다 중심부
에 더 가깝게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
며 상측 투명각막절개군은 모두 직난시를 가진 환자들,
로서 이들에게서는 절개부위와 중심간 거리가 상대적으
로 더 가까울 수 있어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
났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상측.
투명각막절개와 이측 투명각막절개 두 방법이 각막지각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술후 주와 개월째에 지각이 감소된 정. , 1 1
도가 이측절개시에 상측절개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회복 양상과 술후 개월정도에 거의 술전 수3
준으로 회복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기에 본 연구
를 통해서 이측절개보다 상측절개시 각막지각의 감소를
덜 가져온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막내 신경분포를 생각할 때 이측절개가 상측절개보다
더 심한 감각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러
한 차이가 정도의 소절개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3mm
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절개방향이 각막지각에 미치.
는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대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월과 개월사이에1 3
도 자주 측정시기를 두고 만약 개월까지도 감각이 회, 3
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시점까지 관찰하여 각 경우
에 어떤 시점에서 지각이 회복되는지를 정하는 방법으
로 연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한다.

과Millodot Owen15,16은 각막 민감도에 관하여 40
세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연령은,
각막지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혼란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 연령의 통계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
대상환자수를 한정시켜야 했는데 이측절개군이 상측절,
개군에 비해 고령인 사람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상측절개를 시행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시력회복과 난시유발정도를 고려하여 일정량 이상의
직난시가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결국 연령은 각막지각과 난시방향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두 방법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이
러한 영향을 보정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성별 또한 혼란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
은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는 아직없고 다만 임신이나,
생리와 관련하여 각막지각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령
으로 그러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막지각의 감소는 눈물 분비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눈물층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눈물층의 농도는,
안구 표면 및 눈물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17 임상적으로는 해부학적인 요소와 관련된 각
막지각의 감소 못지않게 기능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눈물분비 정도나 눈물층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의
의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중심부에서의 각막지각이 어느정도 보존된다면 투명
각막절개 후의 각막지각의 저하 면적은 전체 각막에서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여 눈물분비나 눈
물층의 농도에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만약 술전에 안구건조증이 심하게 있거나 여러 이,
유로 각막지각이 감소된 환자에서는 작은 영향도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술후 눈물의 분비 및 각막 손상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투명각막절개 방법은

주로 절개부위에 국한된 감각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수
술후 약 개월 정도에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중심부3 .
에서의 각막지각 변화는 아직 확실히 결론지을 수 없으
나 주까지는 저하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측 절개와 상1 .
측 절개가 각막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감각의 회복양상의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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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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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ison of Corneal Sensitivity after Temporal and Superior

Clear Corneal Incisions in Cataract Surgery

Chan Young Lim, M.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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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young Yul Seo, M.D.

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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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rpose: To compare the change in corneal sensitivity after temporal and superior clear corneal incisions in

cataract surgery.

Methods: We measured and compared the change in corneal sensitivity in senile cataract patients who had

received phacoemulsification using temporal clear corneal incision (group 1) and superior clear corneal

incision (group 2). The changes were measured at 1 week, 1 month, and 3 months after surgery using

Cochet-Bonnet esthesiometer.

Results: There were 25 eyes (20 patients) in group 1 and 25 eyes (23 patients) in group 2. The mean age

for each group was 67.2±8.6 years and 63.0±6.6 years, respectively. At 1 week after surgery, the sensitivity

at the corneal center had a tendency to be decreased in both groups (Group 1: P=0.057, Group 2: P=0.043).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during the subsequent follow-up period.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sensitivity at the incision site in both groups. At 3 months after surgery, the corneal

sensitivity was nearly recovered to preoperative values. The postoperative change in corneal sensitivity

showed similar patterns in both groups, and group 1 showed a larger decrease.

Conclusions: Postoperative change in corneal sensitivity occurs mainly around the incision site and is

recovered to preoperative values within 3 months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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