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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in을 이용한 생체조직접착제는 안과 분야는 물

론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생체 물질로서 봉합에 

비해 수술시간이 단축되고 사용 부위에 대해 접근이 용

이하며 봉합과 관련된 자극이나 염증반응, 혼탁, 신생

혈관, 굴절이상 등의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안과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생체 

접착제는 1970년대 실험적으로 소개
1
된 이래 1990년 

대에 이르러 아프로티닌과 함께 사용되면서 사시수술, 

녹내장 수술에 있어서 결막 봉합, 백내장 적출술 후 공

막터널의 봉합에의 사용이 보고 되고 있으며,
2-5
 국내에

서도 가토를 대상으로 각막 천공상에 대하여 실험적인 

연구를 시행한 이래
6
 공막이식, 사시수술, 녹내장 수술, 

각막 표층이식 등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있어왔다.
7-11

한편 안과학 분야에서 실제 임상에 적용한 예로

는 Herbert et al
12
이 5안을 대상으로 조직접착제

(Human fibrin adhesive)를 이용하여 표층각막이

식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막에 대하여, 국내에서 Human fibrin 

adhesive를 임상에 이용한 적이 없기에 저자들이 

Human fibrin adhesive를 이용하여 각막 표층이식

술을 시행한 증례와 LASIK 후 외상으로 인하여 부분

적으로 떨어지고 접힌 각막판을 복원한 증례에 대해 보

고하고자 한다.

증   례 1

20여년전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

는 52세 여자환자가 각막 혼탁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저

하를 주소로 내원하 다. 다른 전신적, 안과적 질환의 

병력은 없었고 현성 굴절검사상 우안 -0.25Dsph=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무봉합 표층각막이식 및 

라식 각막판 복원 증례

임태형1․김명준1․김태임2․차흥원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1, 성애병원 안과2

목적 : Human fibrin adhesive를 사용하여 무봉합 표층각막이식 및 LASIK 각막판 복원을 시행한 증례를 보고하

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 표층에 각막혼탁이 있는 1예에서는 각막절개도(Automated Corneal ShaperTM, Chiron vision)

를 이용하여 공여 각막을 층판이식편을 만들고 수여자의 각막에도 같은 방법으로 층판각막절제술을 시행하 다. 

Human fibrin adhesive (Tisseel VH
TM fibrin sealant)를 이용하여 봉합없이 층판이식편을 수여자의 각막기질

에 고정시켰다. LASIK 후 외상에 의해 각막판이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접힌 뒤 그 위로 상피가 자란 1예에서는 20% 

알코올을 사용하여 상피를 제거한 후 Human fibrin adhesive를 이용하여 떨어진 각막판을 원래의 위치에 고정시켰

다. 두 증례 모두 시술 이후 1주간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도록 하 고 정기적으로 술 후 상태를 평가하 다.

결과 : 술 후 3개월까지 별다른 합병증 없이 고정된 조직은 잘 유지되었고 각막은 투명하 으며, 술 후 시력 개선이 

관찰되었다. LASIK 각막절편을 복원한 증례에서는 이후 각막상피 내생이 발생하여 추가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 다.

결론 : 각막 봉합이 필요한 증례에서 봉합대신 Human fibrin adhesive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술 후 통증, 굴

절이상 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추후 그 안전성과 사용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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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Dcyl 180, 좌안 +4.75Dsph 고, 교정시력

은 우안 1.0, 좌안 안전수지 으며, 안압은 우안 16 

mmHg, 좌안 17 mmHg이었다. 대광 반사는 정상이

었고 구심성 동공운동장애는 없었으며 안구운동은 정상

이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우안은 특이소견 관찰되

지 않았고, 좌안 각막 중심부에 각막기질 앞쪽 1/3정도

를 침범하는 각막혼탁이 관찰되었다(Fig. 1). 안저 검

사를 비롯하여 이 외에 다른 특이할 만한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다. 

수술은 ACS
TM
 (Automated Corneal Shaper

TM
, 

Chiron vision)를 이용하여 공여자와 수여자의 각막

에 300 um 두께, 직경 8.5 mm의 각막편을 만든 후 

공여자의 각막을 수여자의 각막 간질부에 Tisseel 

VH
TM
 fibrin sealant를 이용하여 고정하 다. 이

후 각막편의 안정성과 각막상피내생의 예방을 위하여 

Tisseel VH
TM
 fibrin sealant를 각막편 경계를 따

라 도포하 다. 이어서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

다. 술후 0.5% Levofloxacin (Cravit®, Santen 

Pharmaceutical CO., LTD)와 1% Prednisolone 

acetate (Pred Forte
®
, Allergan) 점안액을 하루 4

회씩 사용하 다. 술후 1일째 시력은 안전수지, 안압은 

10 mmHg 이었으며 6시부터 9시까지 25%정도의 각

막상피결손이 관찰되었다. 이식된 각막편은 제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었으며 경도의 각막부종과 함께 공여각

막의 접착부위에 Fibrin으로 생각되는 혼탁이 관찰되었

다(Fig. 2). 술후 1개월째 현성 굴절검사상 +7.00Dsph 

=+2.50Dcyl 45 고 교정시력은 0.1, 안압은 15 

mmHg 으며 공여 각막편에 부종은 소실되었으

나 약간의 혼탁은 남아있었다. 술후 3개월째 나안 

시력 0.07, 안압은 14 mmHg 으며 현성 굴절검사상 

+7.50Dsph=+5.00Dcyl 100으로 교정시력은 0.4

다. 세극등 검사상 각막편은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각막편 경계부의 혼탁은 완전히 소실되었다.(Fig. 3) 

증   례 2 

내원 3개월 전 양안 LASIK을 시행 받은 29세 남자

환자가 내원 3일전 우안에 나뭇가지에 찔리는 외상을 

받은 후 우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 다. 내원시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고 안압은 18 mmHg이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우안의 5시 방향부터 10시 방향 

정도까지 각막판이 나머지 각막상피 밑으로 접혀 들어

간 뒤 그 위로 각막상피가 덮여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 4). 그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각막 상피를 벗겨내고 접혀 들어간 각막절편을 다시 

편 후 이물질과 남아있는 각막 상피세포를 없애기 위하

Figure 2. These photos are taken at postoperative 1 day. (A) shows mild corneal edema and marginal opacity of donor corneal
flap which is thought to be fibrin. On slit lamp examination (B) there is opacity at the interface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rneal tissue. The anterior chamber is deep and quiet.

Figure 1. This is a preoperative slit photo. There is the 
corneal opacity which involves visual axis and anterior 
one-third of the corne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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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출된 각막 실질부와 각막절편 뒷면을 20%알코올

로 처리하고 평형염액으로 세척하 다. 

이후 Tisseel VH
TM
 fibrin sealant (Baxter

®
)

를 이용하여 떨어진 각막 절편을 각막 실질부에 붙

인 뒤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 다. 술후 0.5% 

Levofloxacin (Cravit
®
,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점안액을 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 다. 술 

후 1일째 시력은 안전수지 고, 안압은 19 mmHg, 경

도의 각막부종과 데스메막 주름이 있었다(Fig. 5A). 

술 후 1주일째 나안 시력은 0.8로 호전되었고 안압은 

13 mmHg이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각막 절편은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각막부종과 데스메막 주름은 소

실되었고 각막의 이측 하단부에 피브린으로 생각되는 

약간의 혼탁이 관찰되었다 (Fig. 5B). 이후 환자는 정

기적인 안과적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 

4개월 만에 내원하 는데 나안 시력은 1.0으로 유지되

었으나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4시 방향에서 10시 방향

까지 각막 상피내생이 관찰되었다(Fig. 6).

다시 각막절편을 젖힌 뒤 시행한 조직검사상 각막 절

편 밑으로 각막 상피가 자라 들어간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수술 소견상 7시에서 8시 사이에 각막 상피내생 

소견이 가장 심했고 이로 인하여 각막절편이 얇아진 소

견이 관찰 되었다. 각막 실질부와 각막절편 뒷면을 

20% 알코올로 처리하고 이후 Tisseel VH
TM
 fibrin 

sealant를 이용하여 각막 절편을 각막 실질부에 붙인 

뒤 10-0 Nylon으로 세 개의 단속 봉합을 시행하 다. 

이어서 상피내생의 재발을 막기 위해 Tisseel VH
TM
 

fibrin sealant 를 각막 절편연으로 둥그렇게 바른 뒤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끼웠다. 술 후 Levofloxacin와 

1% Prednisolone acetate 점안액을 하루 4회씩 사

Figure 3. Three months later, the edema of donor corneal flap
and opacity at the interface are resolved. There is no 
displacement of corneal flap and no sign of inflammation. 

Figure 5. (A) Postoperative 1 day, there are moderate corneal edema and folds of Descemet’s membrane. The opacity which is 
thought to be fibrin is shown at the naso-temporal area. (B) Postoperative 1 week, there are no corneal edema and folds of 
Descemet’s membrane ; the opacity of naso-temporal area is reduced because fibrins are absorbed with time.

Figure 4. Corneal epithelium covers the corneal flap which 
folds down. There is no epithelial defec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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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으며, 술 후 1주째 나안시력 0.25, 안압 15 

mmHg 고 각막절편은 잘 유지 되고 있었다. 이 후 

경과관찰 하면서 시기에 따라 2개의 봉합을 제거하

으며 술 후 3개월째 나안 시력 1.0, 안압 12 mmHg

고 각막상피내생의 재발 없이 각막절편은 잘 유지되

었다.

고     찰

창상의 치유 과정에 필수적인 섬유소는 섬유소원과 

피브리노겐, 트롬빈, factor XIII, 칼슘 등이 상호 작

용하여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섬유소의 응고 반응을 

이용하여 조직을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찍이 있어

왔고 안과 분야에서도 많은 보고가 있었다. 상품화된 

fibrin adhesive (TisseelTM)은 동결 건조된 피브리

노겐, factor XIII, pasminogen, 아프로티닌, 트롬

빈, 칼슘 클로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섬유소의 흡수를 촉진하고 생체가 가지고 있

는 섬유소 분해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아프로티

닌 용액에 동결 건조된 피브리노겐을 용해시킨 후 트롬

빈과 칼슘 클로라이드가 혼합된 용액을 사용하고자 하

는 조직에 동시에 분무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용액이 만나게 되면 피브린이 형성되어 조직접착제로서

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의 속도는 트롬빈 농

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는데 4 unit/ml로 사

용하는 경우 30∼60초 내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500 

unit/ml로 농도를 높이면 수초 내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지혈, 조직접합 등 원하는 용도에 따라 트롬

빈의 농도를 결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상품화된 fibrin adhesive로 인해 각막 수술 분야

로의 적용이 용이해졌는데 이를 이용하여 Chung et 

al
6
은 각막천공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시행하 고 

Kim et al
11
도 가토의 표층각막이식에 fibrin adhesive

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 다. 각막 수술 분

야에 있어 실제 임상으로의 응용은 국내에는 아직 보고

된 바 없고, 국외에서는 Herbert et al
12
이 5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표층각막이식술을 시행하 는데, 표층각

막이식을 시행 받은 5명 모두에서 이식된 각막편이 술 

후 3개월째까지 깨끗하게 잘 유지되었고 교정 시력도 

술 전 1.0이었던 교정 시력이 술후에도 유지되었던 한 

안을 제외하고 4안에서는 0.05에서 0.1이었던 시력이 

술 후 경성 컨텍트 렌즈로 교정하여 0.4에서 0.63 정도

로 호전되었음을 보고하 으나 구체적으로 굴절이상의 

정도는 언급하지않았다. 

Fibrin adhesive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봉합에 비해 수술시간의 단축되

고 사용 부위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할 수 있으며, 그리

고 봉합사와 관련된 자극이나 염증반응, 혼탁, 신생혈

관, 굴절이상 등의 봉합과 관련된 합병증이 적다는 점

이다. 증례 1에서는 3개월 동안 공여 각막편이 투명하

게 잘 유지되고 염증반응이나 각막 상피 내생 등의 합

병증이 없었던 점 등은 이러한 장점이 잘 나타난 경우

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증례 1에서 결과적으로 +7.0 

디옵터의 원시와 5디옵터 정도의 난시가 발생하여 환자

의 시력 재활에 장애를 주었다. 수술안의 중심부 평균 

각막만곡도는 40D 는데 이는 fibrin adhesive을 사

용할 경우 공여 각막편을 봉합하여 수여각막에 고정하

는 경우보다 각막만곡도가 더 편평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각막 봉합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부 각막은 봉

합으로 인하여 편평하게 되고 반면 중심부 각막의 만곡

도는 증가하게 되지만,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주변부에 

대한 봉합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막 중심부가 편평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막 봉합을 시

행하는 경우에는 수술후 봉합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난시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fibrin adhesive

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증례와 같은 경우 난시 교정을 위한 각막봉합이나 

각막 절개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며 이러한 굴절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fibrin 

adhesive을 이용한 표층각막이식술 후에 각막 모양의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증례 2 

에서는 각막절편은 투명하게 잘 유지되어 나안 시력이 

1.0까지 회복되었으나 각막상피내생이 재발되었다. 증

례 1과 달리 이미 수술 전에 각막상피가 각막 실질부와 

접혀진 각막절편의 뒷면을 덮고 있었던 증례로 각막절

편 아래로 자라 들어간 각막상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

했을 가능성과 각막절편의 주변부를 각막 실질부에 충

Figure 6. Corneal flap is in place, but epithelial ingrowth is
noted beneath the flap from 4 o’clock to 10 o’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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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착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

며, 때문에 증례 2와 같이 각막 상피내생이 존재하거나 

라식후 외상으로 인하여 각막절편이 각막기질 바탕에서 

떨어진 경우에 fibrin adhesive를 응용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erbert et al12은 안과 역에서 이상적인 조직접

착제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1) 접착제가 응고 되기 전

에 충분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2) 각막

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3) 시력 유지를 위해 투명해야 하며, 4) 염증을 유발하

지 않고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사에 

필요한 물질이 투과 될 수 있어아 하고, 5) 최종적으로 

접착제가 흡수되어 없어져야 하는 점을 언급하 다. 본 

증례에서 사용된 fibrin adhesive (Tisseel
TM
)는 위

와 같은 조건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도 역시 굴절 이상과 각막상피 내생이라는 문제점들

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조건을 잘 충족시키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fibrin 

adhesive (Tisseel
TM
)를 안과의 여러 분야에 있어 

임상 적용하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추후 많은 경우에 대한 다양한 시도로 경험과 지식

이 축적되고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립된다면 fibrin 

adhesive가 봉합을 대신할 수 있는 수술재료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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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mellar Keratoplasty and Restoration of Traumatic Dislocation of 
LASIK Flap Using Human Fibrin Adhesive 

Tae-Hyung Lim, M.D.1, Myoung-Joon Kim, M.D.1, Tae-Im Kim, M.D.2, Hung-Won Tchah, M.D.1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1,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ungae Hospital2, Seoul, Korea

Purpose: To report two cases of sutureless corneal surgery performed with human fibrin sealant : lamellar 
keratoplasty and revision of traumatic LASIK flap dislocation.
Methods: In one case, lamellar keratoplasty was performed because of corneal opacity in the anterior stroma, 
which occurred after herpes simplex keratitis. Free flaps were made in donor and recipient corneas using an 
Automated Corneal ShaperTM (ACSTM). After human fibrin sealant was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recipient's 
stromal bed, the donor's corneal flap was attached to the bed. The other patient evaluated had partial 
dislocation of the LASIK flap following trauma. The corneal epithelium covered the lifted and wrinkled 
corneal flap. The epithelium was removed after applying 20% alcohol. Then, the flap was repositioned and 
fixed using human fibrin sealant.
Results: At postoperative 3 months, clarity and integrity were maintained without serious complications. 
Visual acuity was improved in both cases. However, an additional procedure was needed in the case of 
LASIK flap revision because of epithelial ingrowth. 
Conclusions: Human fibrin sealant is an effective tool for corneal surgery and is advantageous because it 
does not require sutures. However, further studies that involve a large number of patients and a longer 
follow-up period are required to validate its universal use.
J Korean Ophthalmol Soc 46(10):1741-174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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