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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의 창상치유과정 중 각막상피의 재생은 세포가

기질에 유착하고 증식하여 창상부위로 이동하게 되는

단계로 생각되고 있으며,
1
이 중 한가지 이상의 단계에

결함이 있게 되면 건강한 상피세포층이 확립되지 못하

고 상피의 결함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2,3
각막상피의

창상치유시 바닥막(basement membrane)이 상피의 재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닥막이 상피세

포를 각막간질로부터 분리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각

막상피를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

다.
4,5

각막의 바닥막은 collagen, laminin과 같은 당단

백류와 heparan sulfate 등을 포함하는 점액다당류,

그리고 integrin과 같은 세포표면 수용체단백질(cell

surface receptor)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laminin은 바닥막의 주된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다.
6,7

Laminin은 세 종류의 서로 다른 peptide chain들의 복합

체로서, 적어도 열두개의 이형(isoform)들이 존재하며,
8,9

사람의 경우 laminin-1과 laminin-5가 각막 바닥막의

주된 성분이다.
10,11
Laminin-1은 고전적 의미의 laminin

으로서 모든 조직의 바닥막에 존재하나, laminin-5는

laminin-1에 비하여 조직 특이적인 분포를 보인다.
10,12

최근 laminin-5가 다른 이형들에 비해 각막상피세포의

유착과 이동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발

표되었다.
13,14

양막이식술은 보존적인 치료에 실패한 지속적 상피

결손이나 무균성 궤양(sterile ulcer)에 있어서 상피

의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한 시술로 알려져 있

다.
15-17

양막이식에 의해 각막상피의 재생이 촉진되어

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전으로는 양막이 바닥막과 유

사한 역할을 하는 기전과,
18-20

이동하는 각막상피세포

를 눈꺼풀의 깜빡임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기

전,
15,21
염증세포와 눈물층의 단백질로부터 각막간질을

보호하는 물리적인 장벽으로서의 역할,
22,23
그리고 양

막으로부터 발현되는 epithelial growth factor,

hepatocyte growth factor, keratinocyte

growth factor에 의한 작용들이 있다.
24
그러나 바닥

막의 구성성분에 대한 양막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백서각막에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각막상피 재생시

양막에 의한 Lami ni n의 발현

이용주·이형근·김응권·서경률·성공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 연구소

목적 : 백서의 각막창상치유시 양막의 효과와 l ami ni n-5의 발현에 대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실험을 시행하 다.

대상과 방법 : 40마리의 백서를 20마리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한쪽 눈에 엑시머레이저 각막 절삭을 시행한

후 검판봉합술을 시행하 으며, 이때 실험군에는 사람 양막을 이식하 다.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12, 18, 24, 48, 96

시간 후에 안구를 적출하여 면역조직화학(i mmunohi st ochemi cal ) , 간접면역형광(i ndi rect i mmunof l uorescei n)염색을

시행하 다.

결과 : 엑시머레이저 조사 12시간 후, l ami ni n-5, γ2 chai n의 경우 실험군에서 뚜렷하게 발현되었으며 대조군도

l ami ni n-5의 발현이 시작되었다. γ1 chai n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이 비슷한 정도로 발현되었다. 24시간 후에는 모

든 눈에서 상피세포의 재생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l ami ni n의 양 군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 백서 각막에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양막을 이식한 군에서 l ami ni n의 발현이 좀더 일찍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상피세포의 재생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향후 이러한 l ami ni n 발현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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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Kurpakus-Wheater는 laminin-5가 보존된 양

막의 한 성분이며 양막에 의해 각막상피의 재생이 촉진

되는 것은 laminin-5에 의해 상피세포의 유착이 증진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25
한편 laminin-5가 양

막의 성분이라는데 대한 반대되는 견해의 연구도 있

다.
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막에 존재하는 laminin-5

의 세가지 chain들이 각막상피세포의 이동과 유착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생체 외(in vitro) 실험을 통해서만

증명하 기 때문에 생체 내(in vivo)에서 양막에 존재

하는 laminin과 바닥막의 laminin 사이의 관계를 설

명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백서의 각막에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발생한 각막상피손상에서 양막에 의한 창상치

유의 효과와 각막상피재생시의 laminin-5의 발현에

대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실험을 시행하 다.

대상과 방법

실험 동물로는 생후 6∼8주, 200∼250g인 40마리

의 수컷 Lewis rat을 사용하 다. 12시간을 주기로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를 번갈아 주며 사육하고 실험

시작 전까지 7일간의 적응기를 두었다. 이후 실험에 포

함된 40 마리의 백서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20

마리씩 무작위로 분류시켰다. 모든 동물들은 ARVO

Resolution on the Use of Animals in Re-

search에 따라 처치되었다.

양막은 Kim과 Tseng
26
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비하

다. B, C형 간염, HIV, 매독 등의 혈청검사 상 음성

인 건강한 산모의 계획된 제왕절개술 후 태반을 얻은

후 융모막으로부터 양막을 분리하여 gentamicin 8 μ

g/ml과 cefaxoline 4 μg/ml이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PBS)(pH 7.2)으로 세척한 후

상피를 위로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에 편평하게

올려놓은 다음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Life Technology Inc, NY, USA)과 glycerol

(Life Technology Inc, NY, USA)을 1:1로 섞은 tube에

담아 -20 ℃에서 보관하 다. 양막은 실험 직전에 해동

시켜 PBS로 세차례 세척하 으며 각막에 이식하기 위

해 약 0.8×0.8 cm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다.

엑시머레이저 각막절제술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한쪽 눈에만 시행하 으며 193-nm 엑시머레이저

(Keratome II, Schwind, Kleinosthein, Ger-

many)를 이용하여 160 mJ/cm
2
의 에너지와 5Hz의

pulse rate로 각막중심부에 조사되었다. PRK

(photorefractive keratectomy) mode로 optic

zone은 3.0 mm로 고정하 으며 100 μm 깊이로 각

막 상피와 간질을 동시에 절삭하 다. 레이저 조사 후

실험군의 각막에 준비된 상피세포층이 위로 가도록 하

여 양막을 부착하고 10-0 나일론 봉합사를 이용하여

결막에 봉합하 다. 마지막으로 대조군, 실험군 모두

실험된 모든 안구는 검판봉합술(tarsorrhaphy)을 시

행하 다.

수술 후 추적관찰은 백서가 명백한 고통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육안 관찰 시 각막이 깨끗한 경우로 제한하

다. 레이저 조사 후 12시간, 18시간, 24시간, 48시

간, 그리고 96시간째에 백서를 희생시켜 안구를 적출하

다.

각각의 추적관찰시기에 각 군에서 세 마리 이상의 동

물을 희생시켜 조직학적,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를 시행

하 다. 안구를 적출하여 O.C.T compound (Miles,

Elkhart, Ind.)에 포매한 후 methylbutane-dry

Figure 1. Laminin-5 (A) and laminin γ1 subchain (B) presence unwounded normal corneal epithelial basement membrane

(arrow) and endothelial surface (arrowhead)(magnificatio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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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현탁액으로 동결시킨 후 -70℃에서 보존하 으며

실험 종료 후 한꺼번에 면역 염색하 다.

각각의 적출된 안구는 동공-시신경 면을 따라 8 μm

두께의 동결건조절편을 만든 후 gelatinized slide에

부착하 다. 각 군에서 하나의 동결절편은 hema-

toxylin and eosin (H&E)염색을 하 고 면역조직

Figure 2. Twelve hours after the excimer laser PRK treatment of rat cornea. (A) Control group showed faint and coarse

expression of laminin-5 (arrow). (B) Amniotic mambrane used group present linear well formed immunoreactivity of laminin-5

on wound bed (arrowhead). (C) Laminin γ2, a subchain of laminin-5 was not expressed on wound bed until 12 hours after

operation in control. (D) Amniotic membrane used group showed linear staining of laminin γ2 on ablation surface (arrow).

(E,F) Laminin 1 chain did not showed the difference of immunofluorescein intensity between both groups until 12 hours

(arrowhead)(magnification × 200).
*
Ep; Epithelium side,

†
Endo; Endothelial side

289

Control AM

Ln-5

γ2

γ1

A B

C D

E F



― 대한안과학회지 제 45 권 제 2 호 2004년 ―

Figure 4. Immunofluorescein staining of laminin-5, γ2

and γ1 subchains after reepithelialization in amniotic

membrane used rat cornea. (A) Laminin-5 was faintly

remained on epithelial basement membrane side (arrow)

at 48 hours after PRK (× 200 magnification), (B) γ2

almost was not identified on the reepithelialized stromal

bed at 72 hours after PRK (× 300 magnification). (c)

The γ1 subchains remained immunoactivity (arrow) at

96 hours after the excimer laser ablation (× 300

magnification).

Figure 3. Laminin-5 expressions on reepithelialization

area (A), denuded stromal bed (B) and untreated area

(C) at 12 hours after PRK. (A) The regenerated epith-

elial area showed intense laminin-5 expression (arrow).

(B) Denuded stromal bed also present immunoreactivity

of laminin-5 (arrowhead). (C) The stromal keratocyte

which located on untreated area showed immun-

oreactivity of laminin-5 (arrow) and the epithelial cells

also showed immunoreactivity of laminin-5 (magnifica-

tion × 200).
*
Ep; Epithelium side,

†
Endo; Endothelia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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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염색은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

technique과 간접 면역형광법(indirect immunofluo-

rescein staining)을 사용하 다.

Laminin-5에 대한 항체(Clone P3H9-2, mon-

oclonal mouse anti-human)와 laminin γ2에

대한 항체(Clone C20, polyclonal, goat anti-

human)는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로부터, laminin γ1에 대한 항체(Clone D18,

monoclonal, mouse anti-human)는 NeoMar-

kers (NeoMarkers, Fremont, CA)로 부터 구입

하 다. 일차항체의 희석은 준비조사단계에서 적정하

으며 가토의 IgG (2 μg/ml)가 대조염색(control

staining)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염색과정은 동일한

시간의 발색과정을 거쳤다. 동결절편은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technique을 위하여 0.1M

phosphate buffer (pH 7.4)로 희석된 4% para-

formaldehyde로 10분간 고정한 후 PBS (pH 7.4)

로 세차례 세척하 다. PBS에서 3% hydrogen

peroxide로 15분간 반응시켜 peroxidase activity

를 차단시킨 다음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막기 위해

상온에서 goat serum에 2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4℃에서 하룻밤 동안 일차항체에 반응시켰다. 면역반응

은 Histofine SAB-PO kit (Nichirei, Tokyo,

Japan)로 검사하 고 제조회사의 프로토콜을 따랐다.

상온에서 15분간 biotinylated anti-mouse or

goat serum에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한 절편을 상

온에서 streptavidin-biotin-peroxidase (SABC)

complex에 10분간 반응시켰다. SABC complex는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

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 다. 이후 hematoxy-

lin을 이용하여 대조염색하 다.

간접면역형광염색을 위하여 각막절편을 상온에서 면

역조직화학에서와 동일한 일차항체를 이용하 으며 면

역형광현미경 검사를 위한 이차항체로는 FITC-conju-

gated goat anti-mouse IgG와 rabbit anti-goat

IgG (DAKO, Produktionsvej, Denmark)를 사

용하 다. 염색된 조직은 Olympus BH-2 형광현미

경(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을 이용

하여 검경하 다.

결 과

엑시머레이저 조사를 하지 않은 각막 염색 시

laminin-5, B2t/γ1이 백서 각막에서 발견되었으며

두 줄의 형광활성(fluorescence activity)을 보 다.

하나는 상피와 그 밑의 세포외기질 사이를 따라 관찰되

었고, 또 다른 선은 데스메막과 내피세포 사이에서 관찰

되었다. 이러한 염색 양상은 바닥막 분자들을 염색하

을 때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이었으므로 laminin-5,

laminin B2/γ1들이 백서의 각막 바닥막의 성분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피쪽에 비하여 데스메

막과 내피세포사이의 공간에서 두 종류의 항체 모두 더

욱 강한 형광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A, 1B).

엑시머레이저 조사 12시간 후, 두 군 모두에서

laminin-5, laminin B2/γ1에 대한 항체에 대한 형

광활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laminin B2t/γ2에 대

한 항체는 양막을 이용한 실험군에서만 관찰되었다. 실

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강한 laminin-5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두 군 사이의 이러한 laminin-5,

laminin B2t/γ2의 강도의 차이는 엑시머레이저 조

사 후 12시간째부터 48시간째까지 지속되었다(Fig.

2A-2D). Laminin B2/γ1의 면역반응은 대조군에

서 레이저 조사후 12시간째에 관찰되었으며 그 강도는

실험군과 비슷하 다(Fig. 2E, 2F).

한편 laminin-5에 대한 발현은 재상피화가 진행되

는 부분 이외에도 엑시머레이저로 손상받지 않은 각막

주변부의 바닥막과 혈관내피세포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재생중인 상피에 비하여 각막주변부의 상피세포에서 더

욱 강한 발현이 나타났다(Fig. 3A-3C). 상피세포 이

외에, 일부의 각막 실질세포 (keratocyte)에서 상피

재생시기에 laminin-5의 면역반응이 관찰되었다

(Fig. 3C).

Laminin-5, laminin B2t/γ2, 그리고 laminin

B2/1의 면역반응은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강도를 보 으며 상피재생기

간 동안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뚜렷하고 강한

밴드를 형성하 다. 상피재생이 끝난 후에는 laminin-

5, laminin B2t/γ2의 면역반응이 두 군 모두에서 빠

르게 감소되어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48시간과 72시간

째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laminin B2/γ

1의 면역반응은 48시간째에도 증가된 상태로 있었으며

96시간째에 최고조에 도달하 다(Fig. 4A-4C).

고 찰

각막의 창상치유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의해 각막상

피가 간질의 리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

혀졌다.
27-29

각막상피의 결손은 각막 실질내 kera-

tocyte의 자연사(apoptosis)와 collagen, 점액다당

류와 같은 결체조직의 합성, 그리고 myofibroblast의

증식을 유발한다.
30,31
각막 상피세포의 회복에 있어 바

닥막의 형성은 세포와 각막 실질의 부착과 물질교환에

291



― 대한안과학회지 제 45 권 제 2 호 2004년 ―

있어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피세포의 재생시

바닥막 물질의 형성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9,10
따라

서 상피세포의 재생과정에 있어서 바닥막 물질에 대한

연구는 각막 상피세포의 재생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Laminin은 모든 조직의 바닥막에 존재하는 서로 다

른 세가지 당단백질 chain의 복합체이며, 세포-세포외

기질간(cell-extracellular matrix)의 부착과 세포

외기질-중계세포(extracellular matrix-mediated

cell) 간 신호전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10,12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laminin이 백서의 각

막 바닥막의 성분이며, 상피세포의 재생에 선행하여 상

피세포가 자라들어오는 각막 실질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 laminin-5가 다른

laminin에 비하여 먼저 나타나며 양막에 의하여 조기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양막을 이용한 창상치유에 있어서 laminin-5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각막상피의 바닥막의 성분이 상피세포와 간질세포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들로부터 밝혀졌

으며,
32,33
또, 이러한 연구들은 laminin-5의 경우, 세

chain 모두 각막 상피세포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34-36

Laminin-5는 서로 다른 α3, β

3, γ2 chain들의 복합체로서 십자형의 분자구조를 이

루고 있으며 열두 종류의 laminin 이형체(isoform)

가운데 laminin-5, laminin-12만이 2 chain을 가

지고 있고 나머지는 γ1 chain을 가지고 있다.
10
이에

우리는 laminin-5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laminin-

5와 γ2 chain에 대한 각각의 항체들을 이용하 고 다

른 laminin의 chain과 비교하기 위해 γ1 chain을

이용하 다.

이전에 epiligrin, kalinin, 그리고 nicein등으로

불리웠던 laminin-5는 사람 세포계 일부에서 세포유

착과 확산, 절반부착반점(hemidesmosome)의 형성

과 세포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37-40

최근 Qin과 Kurpakus
13
는 일차 배양한 각막상피세

포가 TGF 또는 EGF의 자극에 의하여 높은 운동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내인성 laminin-5의 분비

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한편 O'Toole 등
41
과

Ebihara 등
26
은 각각 사람의 keratinocyte와

keratocyte의 이동이 외인성 laminin-5의 첨가에

의해 억제된다고 각각 증명하 다. 이러한 laminin-5

의 상피세포에 대한 서로 다른 작용은 laminin-5의 외

인성(processing된 상태)과 내인성(processing되지

않은 상태) 사이의 구조적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6,42

양막은 여러 종류의 각막질환에서 상피의 재생을 촉

진시킨다. 이러한 양막에 의한 빠른 상피치유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막의 바닥막과 비슷한 효과, 안검

의 마찰에 대한 콘택트렌즈와 유사한 기계적 장벽의 역

할, 그리고 양막에 존재하는 성장인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6,15,17,18,21,23

그러나 양막이식에 의한 상피세

포의 재생과정에 있어 바닥막이 재생되는 효과에 대하

여 기술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특히 in vivo 실험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양막은 상피, 바닥막, 그리고 간질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막에 laminin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의 양막에 lamiin-5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13,25

우리는 엑시머레이저 조사로 인한 각막창상 치유시

양막에 의해 laminin-5의 발현이 증가하는 기전에 대

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첫번째 기전은

양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laminin-5의 발현이 능동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가

설이다. 양막에 존재하는 여러 성장인자(growth

factor)에 의해 상피세포의 증식이 유도됨과 동시에 이

러한 상피세포로부터 laminin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밝혀진 혹은

밝혀지지 않은 인자에 의해 자극된 각막상피세포가

laminin-5의 생성을 더 증가시켜 이 laminin-5가 각

막상피의 유착과 이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다. 재생중인 상피에 비하여 엑시머레이저로 손상받지

않은 각막주변부의 상피세포에서 더욱 강한

laminin-5의 발현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각막윤부상피

세포로부터의 능동적인 작용기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의 가능한 기전은 상피세포의 창상치유 시

양막에 의해 증가된 laminin-5의 면역활성은 각막상

피세포에서 능동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양막에 존

재하는 laminin-5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다. 즉 엑시

머레이저 조사 후 각막 실질에 덮어두었던 양막으로부

터 laminin-5가 확산 (diffusion)되어 각막 실질에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이번 연구에 사용된 양막에서 상피를 제거하지 않았

기 때문에 백서의 각막상피재생 과정에서 양막의

laminin이 유리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양막에 의한 proteinase 활성의 억제효

과와 눈물 및 다형핵의 백혈구(polymorphonuclear

leukocytes)의 침윤을 억제하는 효과에 의해

laminin-5의 생성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43

양막에는 상피와 간질의 증식과 성숙에 관련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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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과 growth factor가 존재한다고 밝혀져 있다.
6,44

Epidermal growth factor (E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α, β, keratinocyte growth factor (K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등이 사람 양막에 존재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4
Qin 등

13
은 EGF에 의해

laminin의 세가지 chain에 대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발표하 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양막에 의한 laminin-5의 생성은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 매개되었을 가능성 크다.

이번 연구에서 엑시머레이저 각막절제술 후 양막이

식은 각막상피재생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막에 의해 촉진된 상피의 치유는 아마도 증가된

laminin, 특히 상피재생시기에 증가된 laminin-5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증가된

laminin-5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

은 아직 밝혀지지 않으며 향후 양막에 의해 촉진되는

엑시머레이저 조사 후 각막창상 치유 시 증가된

laminin의 생성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밝혀내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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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Laminin with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in

Corneal Epithelial Wound Healing following Excimer Laser

Keratectomy in Rats

Yong Ju Lee, M.D., Hyung Keun Lee, M.D.,

Eung Kweon Kim, M.D., Kyoung Yul Seo, M.D., Gong Je Seong,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effect of an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for a corneal epithelial defect that's

due to a excimer laser in rats, and the expression of laminin-5 during cornea reepithelization as compared

with a control group.

Methods: 40 ra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f 20 rats each. They

received a excimer laser on one eye each and a tarsorrhaphy afterward. Preserved human amniotic membranes

were transplanted onto the eyes of the experimental group. Immediately after the excimer laser, (at periods

of 12, 18, 24, 48, 96 hours after the excimer laser), the effected eyes were enucleated and a

immunohistochemical and indirect immunofluorescei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12 hours after experiment, the expression of laminin-5 and 2 chains became definite and expression

of laminin-5 was also observed in the control group. Expression of the 1 chains were of the same intensity

a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in the control group. 24 hours after experiment, a complete corneal

reepithelization was observed in all eye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of lamini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s: Expression of laminin can definitely be observed early on the corneas of rats that have received

a ami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after an exposure to a excimer laser, and this expression continued until

there was completion of the reepithelization. In the future, the studies about the mechanism of this expression

of laminin need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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