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 각막각막각막각막 뮤신의뮤신의뮤신의뮤신의 

구조와구조와구조와구조와 기능에기능에기능에기능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의의의의  학학학학  과과과과  

이이이이   동동동동   욱욱욱욱 



 

 

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 각막각막각막각막 뮤신의뮤신의뮤신의뮤신의 

구조와구조와구조와구조와 기능에기능에기능에기능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    김김김김  응응응응  권권권권 

 

 

이이이이 논문을논문을논문을논문을 박사박사박사박사 학위논문으로학위논문으로학위논문으로학위논문으로 제출함제출함제출함제출함 

 

 

2005년년년년 12월월월월   일일일일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의의의의  학학학학  과과과과  

이이이이   동동동동   욱욱욱욱 



 

 

이동욱의이동욱의이동욱의이동욱의 박사박사박사박사 학위논문을학위논문을학위논문을학위논문을 인준함인준함인준함인준함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                          인인인인 

심심심심사위원사위원사위원사위원                          인인인인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                          인인인인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                          인인인인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                          인인인인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2005년년년년 12월월월월   일일일일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로 이끌어 주시

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응권 교수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 

및 교정의 노고로 격려해 주신 이비인후과학교실 윤주헌 교수

님, 미생물학교실 김종선 교수님, 안과학교실 이준행 교수님과 

서경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험 과정에 많

은 도움과 관심을 보내주신 안과학교실 정소향 선생님과 목동

연세안과 이현동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보살핌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양

가 부모님, 사랑으로 응원해준 아내 지선, 소중한 두 아들 의

준, 준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자    씀 

 

 

 

 

 



 

차차차차     례례례례 

 

국문요약  ---------------------------------------------------------------------------------  1 

I. 서론서론서론서론  ---------------------------------------------------------------------------------  3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  4 

 1. 조직과 세포계  ---------------------------------------------------------------  4 

 2. Western blot 분석  ------------------------------------------------------------  5 

 3. Conventional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  

-------------------------------------------------------------------------------------  6 

 4.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가토 각막 조직 준비  ------------  6 

 5.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  7 

 6. 통계  -----------------------------------------------------------------------------  7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  7 

 1. HCLE 세포와 사람 각막 상피에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  ----------------------------------------------------------------------------  7 

 2. HCLE 세포에서의 MUC1과 MUC16 검출 ------------------------------ 9 

 3. 사람 각막 상피에서의 MUC1과 MUC16 검출 ----------------------- 10 

 4. BAC에 노출된 가토 각막의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 11 

IV. 고찰고찰고찰고찰  ---------------------------------------------------------------------------------- 13 

V. 결론결론결론결론  ---------------------------------------------------------------------------------- 14 

참고문헌  --------------------------------------------------------------------------------- 15 

영문요약  --------------------------------------------------------------------------------- 18 



 

그그그그  림림림림  차차차차  례례례례 

 

그림 1.  RT-PCR을 이용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 결과 --- 8 

 

그림 2. 사람 각막-윤부 상피세포에서 western blot 분석을 이용한 

MUC1 및 MUC 16 검출 결과 --------------------------------------- 9 

 

그림 3. 사람 각막 상피에서 western blot 분석을 이용한 MUC1 및 

MUC16 검출 결과 ----------------------------------------------------- 10 

 

그림 4. 0.01% BAC에 노출된 가토 각막의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 11 

 



 1 

국문요약 

 

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클로라이드가 각막각막각막각막 뮤신의뮤신의뮤신의뮤신의 구조와구조와구조와구조와 기능에기능에기능에기능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 (benzalkonium chloride, BAC)는 상용 안약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로서, 각막과 결막 상피에 대해 세

포독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각막상피에 존재하는 

뮤신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각막 상피에 눈물층을 안착시키므로 

눈물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BAC가 각막 뮤신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람 각막-윤부 상피세포를 0.0025%와 0.01%의 BAC를 포함한 안

약들로 각각 15분간 처리하였다.  또한, 엑시머 레이저 굴절교정각

막절제술시 얻을 수 있는 사람 각막 상피를 수술 1주 전부터 오큐

프록스® (0.0025% BAC가 포함된 0.3% 오플록사신) 안약을 점안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부터 채취하였다.  각막 뮤신 MUC1과 

MUC16 mRNA의 발현을 조사하기 위해 RT-PCR을 시행하였고, 

MUC1과 MUC16을 검출하기 위해 각각의 단일클론성 항체를 사용

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0.01% BAC에 노출시켰

던 가토 각막을 투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BAC를 처리한 사람 각막-윤부 상피세포와 엑시머 레이저 수술전 

오큐프록스를 투여하였던 사람 각막 상피에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western blot 분석 결과, 

MUC1과 MUC16은 BAC를 처리한 그룹에서 BAC를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적게 검출되었다.  투과 전자현미경 결과,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일반적인 고정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 뮤신

층이 0.01% BAC를 5분 이상 처리한 가토 각막에서는 관찰할 수 있

었고, 높은 농도 일수록 더욱 두껍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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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C에의 노출은 각막 뮤신의 구조를 변화 시킨다.  각막 뮤신의 

변화는 뮤신층의 기능을 저하시켜 각막 표면 눈물막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 

핵심되는 말 : 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 뮤신, MUC, 각막 상피, 눈물

막,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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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응권>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동동동동 욱욱욱욱 

 

 

ⅠⅠⅠⅠ. 서론서론서론서론 

 

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 (benzalkonium chloride, BAC)는 점안 용액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존제로서 주로 0.01% (0.004-0.02% 범위)의 농

도로 사용된다.1  그런데 임상적으로 일부 환자들에서 이 BAC가 포

함되어 있는 안약을 한 방울만 점안하더라도 눈이 충혈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을 조사해 본 결과, BAC는 4가 암모

니움 복합체로서2 안구 각막과 결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안구 표

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3-8  이처럼 현재까지 BAC의 

각막 상피에 대한 세포독성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9-11 BAC가 사람 각막 뮤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뮤신(Mucin)은 단백질 줄기에 감당류(oligosaccharide)가 부착된 구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12 단백질 구조에 따라 분비성 또는 막 연관성 

뮤신으로 구분된다.  사람 각막의 중층편평상피세포는 막 연관성 뮤

신인 MUC1,13 MUC4,14 MUC1615를 생성하는데, 이들은 각막상피와 

눈물막의 경계에 해당하는 당질층(glycocalyx)을 형성하며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16,17  MUC1과 MUC16은 주로 사람 각막 상

피의 중심부에서 높은 농도로 관찰되는 반면, MUC4 mRNA는 각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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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고, 결막 상피에서 주로 발견된다.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BAC의 단기간 노출이 사람 각막 상피 뮤신 MUC1과 MUC16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BAC에 의한 각막 상피 표면의 구조적인 변화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조직과 세포계(cell line) 

 

영속성을 가진 사람 각막-윤부 상피세포계 (immortalized human 

corneal-limbal epithelial cell lines, HCLE 세포) (Dr. I. K. Gipson, Schepens 

Eye Research Institute,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USA 제공)를 

keratinocyte-serum free medium (K-SFM; Gibco-Invitrogen, Carlsbad, CA, 

USA)에서 배양하였다.  반쯤 confluence를 이루었을 때 K-SFM과 

low calcium DMEM/F12 (Gibco-Invitrogen)의 1:1 혼합 배양액으로 바꾸

어 confluence를 이룰 때까지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10% fetal 

calf serum 과 10 ng/ml EGF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가 보

충된 DMEM 배양액으로 옮겨 7일 동안 중층세포로의 분화를 촉진

시켰다.18 

사람 각막 상피는 엑시머 레이저 굴절교정각막절제술 과정의 부

산물로서 수술 시 환자의 동의하에 채취하였다.  3명의 실험군은 오

큐프록스® (0.0025% BAC가 포함된 0.3% 오플록사신, 삼일제약) 안약

을 수술 전 1주일부터 매일 하루 4번 점안하였던 환자들로 구성하

였다.  3명의 대조군은 수술 전 항생제 안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로 구성하였다.  수술 시 마취를 위해 BAC가 포함되지 않은 

0.5% proparacaine을 5분 간격으로 3회 각각 1방울씩 점안하였으며 

각막 상피는 Bard-Parker 15번 칼날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긁어내었

다. 

아홉 마리의 가토(2.5 - 3 kg)를 ARVO(Association for Resear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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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Ophthalmology)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획득한 후, 과량의 

ketamine hydrochloride(50mg/kg)과 KCL(150mg/kg)을 이용하여 안락사

시킨 후 바로 각막을 채취하였다 

 

2. Western blot 분석 

 

HCLE 세포를 여섯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건에서 15

분간 배양시켰다.  첫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serum free media (SFM)

를 사용하였고, 두번째 그룹은 0.01% BAC가 첨가된 SFM을, 세번째 

그룹은 0.3% 오플록사신(ofloxacin) 용액, 네번째 그룹은 오큐프록스® 

안약 (0.0025% BAC가 포함된 0.3% 오플록사신) 용액, 다섯번째 그룹

은 0.5% proparacaine 용액, 그리고, 여섯번째 그룹은 Alcaine® 안약 

(0.01% BAC가 포함된 0.5% proparacaine, S. A. Alcon-Couvreur Co., 

Puurs, Belgium) 용액을 각각 처리하였다. 

HCLE 세포와 사람 각막 상피를 lysis buffer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에 용해시켰으며, 용해질을 한 표본 

당 총 단백질이 50 µg이 되도록 정량한 후, sample loading buffer와 혼

합하였다.  표본을 5분간 가열한 후 6% separating, 4% stacking SDS 

polyacrylamide gel 에서 전기영동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Immobilion™-P (Millipore Corp., Bedford, MA, USA)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s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으로 옮긴 후, Tris buffered saline으로 세척하고, 50 mmol 

sodium acetate와 10 mmol calcium acetate buffer (pH 6.5)에서 37 °C, 1시

간 동안 0.1 U/ml type V neuraminidas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 처리하였다.  그 후 membrane을 MUC1 인식 단일클론

성 항체 (HMFG-1, 1:1000; Biodesign, Saco, ME, USA)13와 MUC16 인식 

단일클론성 항체 (OC125, 1:1000; Dako Corp, Carpinteria, CA, USA)15에 

4 °C 에서 밤새 노출시켰다.  항체를 제거하고 반응 단백질을 세척

한 후 membrane을 peroxidase conjugated antimouse IgG (1:1000 dilution,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England)로 2시간동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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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으며, hyperfilm 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USA])에서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detection reagents (Amersham 

Pharmacia Biotech [USA])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β-actin을 

endogenous reference로 사용하였다. 

 

3. Conventional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 

 

HCLE 세포와 사람 각막 상피 세포에서 TRIzol reagent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Perkin Elmer Gene Amp PCR system 2400 (Hoffmann-La Roche Inc, 

Norwalk, CT, USA)에서 Perkin Elmer RNA-PCR core kit (Roche Molecular 

System, Inc., Branchburg, NJ, USA)를 사용하여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시행하였다.  MUC1 primers19와 

MUC16 primers15는 각각 368 bp와 114 bp의 PCR 산물을 생성하도록 

디자인하였다.  MUC1에 대한 PCR 조건으로 35 cycle로 94°C, 1분간 

denaturation, 65°C, 1분간 annealing 및 72°C, 1분간 extension을 시행하

였고, MUC16에 대한 PCR 조건으로는 35 cycle로 95°C, 15초간 

denaturation, 60°C, 1분간 annealing 및 72°C, 2분간의 extension을 시행

하였다.  PCR 산물 20 µl 를 ethidium bromide를 포함한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였다.  β2 microglobulin을 endogenous reference로 

사용하였다. 

 

4.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가토 각막 조직 준비 

 

대조군 각막은. 0.1 M sodium cacodylate-HCl과 1% sucrose를 첨가한 

pH 7.4의 5% glutaraldehyde를 이용하여 4°C에서 밤새 고정시켰다.  

실험군은 0.01% BAC 용액에 각각 1분, 5분, 15분, 60분간 노출시킨 후 

0.1 M sodium cacodylate-HCl과 1% sucrose를 첨가한 pH 7.4의 5% 

glutaraldehyde를 이용하여 밤새 고정시켰다.  그 후, 모든 표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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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7.3의 0.15 M sodium cacodylate-HCl로 세척하고, 1% tannic acid를 첨

가한 상동 buffer의 1% glutaraldehyde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동

안 다시 고정하였다.  다시 0.1 M sodium cacodylate-HCl로 세척한 후, 

Palade’s buffer를 함유한 2% osmium tetroxide에 넣고 4°C에서 1시간 

동안 후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막을 에탄올에서 탈수시킨 후 

Epon으로 포매하였다.20,21 

 

5.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Aqueous uranyl acetate과 Reynolds lead citrate으로 착색된 LEICA 

ultracut microtome을 사용한 다이아몬드 칼날을 사용하여 초박절편한 

후, 60 µm 의 대물 구경을 가진 80 KV의 Philips CM-10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6. 통계 

 

측정된 단백질 양의 차이는 Mann-Whitney U test 또는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통계학적으로 산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이하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HCLE 세포와 사람 각막 상피에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 

 

RT-PCR 결과, HCLE 세포에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은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A)  사람 각막 상피에서도 

MUC1과 MUC16 mRNA의 발현은 대조군과 오큐프록스® 안약을 사

용한 그룹 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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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 

 

 
 -그림 1B- 

 

그림 1. RT-PCR을 이용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 결과. 

(A) 사람 각막-윤부 상피세포의 각 그룹 간에서 MUC1과 MUC16 

mRNA의 발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 사람 각막 상피에서도 

MUC1과 MUC16 mRNA의 발현은 대조군과 오큐프록스® 안약을 사

용한 그룹 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cuflox®, 0.3% ofloxacin 

with 0.0025% BAC; Alcaine®, 0.5% Proparacaine with 0.01%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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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CLE 세포에서의 MUC1과 MUC16 검출 

 

BAC가 MUC1과 MUC16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0.01% BAC를 처

리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MUC1과 MUC16이 적게 검출되었다.  

MUC1과 MUC16의 감소는 오큐프록스® 안약 (0.0025% BAC가 포함

된 0.3% ofloxacin)과 Alcaine® 안약 (0.01% BAC가 포함된 0.5% 

proparacaine)을 처리한 그룹에서도 역시 관찰되었다.(그림 2)  또한, 

0.0025% BAC를 처리한 그룹에서 0.01% BAC를 처리한 그룹에 비해 

MUC1의 감소가 덜한 경향도 볼 수 있었다. 

 

 
그림 2. 사람 각막-윤부 상피세포에서 western blot 분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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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1 및 MUC16의 검출 결과.  MUC1과 MUC16은 BAC를 처리한 

그룹에서 적게 검출되었으며, MUC1 및 MUC16의 감소는 0.01% 

BAC를 처리한 그룹에서 0.0025% BAC를 처리한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Ocuflox®, 0.3% ofloxacin with 0.0025% BAC; Alcaine®, 0.5% 

Proparacaine with 0.01% BAC)  

 

3. 사람 각막 상피에서의 MUC1과 MUC16 검출 

 

Western blot 분석 결과, 0.0025% BAC가 포함되어 있는 오큐프록스® 

안약을 수술 1주 전부터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MUC1과 

MUC16이 적게 검출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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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람 각막 상피에서 western blot 분석을 이용한 MUC1 및 

MUC16 검출 결과.  0.0025% BAC가 포함되어 있는 오큐프록스® 안

약을 수술 1주 전부터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MUC1과 

MUC16의 검출량이 적었다. (Ocuflox®, 0.3% ofloxacin with 0.0025% 

BAC) 

 

4. BAC에 노출된 가토 각막의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대조군과 0.01% BAC에 1분간 노출된 각막에서는 투과 전자현미경 

상으로 뮤신층을 관찰할 수 없었다.(그림 4A)  0.01% BAC에 5분간 

노출된 각막에서는 얇은 뮤신층을 각막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4B)  0.01% BAC를 15분간 처리한 각막에서는 명확한 뮤신

층이 관찰되었으며,(그림 4C)  0.01% BAC를 60분간 처리한 각막에

서는 뮤신층이 더욱 두껍게 관찰되었다.(그림 4D)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다. 

 

 

-그림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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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B- 

 

 
-그림 4C- 

 

 

-그림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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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01% BAC에 노출된 가토 각막의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결

과.  (A) 대조안의 각막에서는 뮤신층을 볼 수 없었다.  (B) 5분간 

노출된 각막에서는 얇은 뮤신층을 각막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C) 15분간 노출된 각막에서는 명확한 뮤신층이 관찰되었다.  (D) 60

분간 노출된 각막에서는 더욱 두꺼워진 뮤신층을 볼 수 있었다.  

(그림에서 검은 막대는 1 µm을 나타냄.) 

 

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안약에 포함된 보존제인 벤잘코니움 클

로라이드 (benzalkonium chloride, BAC)가 사람 각막 윤부 상피세포와 

사람 각막 상피에서 뮤신의 검출을 줄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RT-PCR 실험 결과, BAC는 사람 각막 윤부 상피세포와 사람 각막 

상피에서 모두에서 뮤신 유전자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western blot 분석 결과 나타난 뮤신의 감소가 뮤신의 소실이나 

구조적 변형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눈물층 구조를 3층의 전통적인 구분 대신 혼합된 뮤신

층과 수성층 및 바깥쪽에 지방층이 있는 모델로써 설명하고 있다.22  

당질층(glycoclyx)은 각막 상피 세포의 표면에서 막 연관성 뮤신 

(MUC1, MUC4, MUC16)의 세포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물층의 

수성층 부분이 이 당질층에 접촉하고 있다.23  뮤신의 친수성 성향은 

각막 상피에 눈물층을 안착시키므로 눈물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막 표면을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고정 

과정에서 수용성인 각막 표면의 뮤신층은 소실되므로 관찰할 수 없

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Nichols 등은 전자 현미경을 위한 조직의 

처리시 cetylpyridinium chloride 나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와 같은 4가 암모니움 복합체를 사용하여 점액을 고정시킴으로써 

각막 상피 표면에서 뮤신층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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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신과 같은 가용성의 산성 뮤코다당질 (acid mucopolysaccharides)류

는 4가 암모니움 복합체와 화합되었을 때 단단한 불용성의 복합체

를 형성하게 된다.25  BAC도 4가 암모니움 복합체이므로 뮤신을 고

정시키게 되고, 따라서 투과 전자현미경 상에서 뮤신층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분간 노출시켰을 때에도 대조군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던 뮤신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자현미경 상 뮤

신층이 확인된다는 것은 뮤신층 고유의 특성 및 구조가 변형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사람 각막 윤부 상피세포에서 BAC가 포함된 안약을 

15분간 처리한 후 MUC1 및 MUC16이 감소된 결과가 뮤신의 구조

적 변형에 의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BAC는 뮤신의 구조

를 변형시켜 친수성을 잃게 하므로 눈물층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BAC가 포함된 상용 안약의 점안시 환자 눈에 불편감 및 충혈을 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ⅤⅤⅤⅤ.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BAC는 사람 각막 상피 뮤신에 대해 

악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뮤신은 정상적인 눈물층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므로 뮤신의 구조적 변형은 눈물층의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한 연구는 BAC를 포함한 안약

을 단 한 방울만 점안하여도 30분 경과 후 눈물막 파괴시간의 단축

과 각막 상피세포의 장벽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6  이는 BAC를 포함한 안약의 사용과 연관된 충혈, 이물감, 

건조증 등과 같은 안과적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AC는 안약

에 포함되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눈 표면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이러한 안약의 사용을 고려하고 계속 재평가하는 일은 가

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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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benzalkonium chloride on corneal epithelial mucin 

 

Dong-Wook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g Kweon Kim) 

 

 

Benzalkonium chloride (BAC) is the most commonly used preservative in 

commercial eye drops.  BAC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adverse effects 

on both the cornea and conjunctiva.  Corneal epithelial mucins play a great 

role in the physiology of the normal tear film.  The hydrophilic nature of 

mucins is important in maintaining the tear film because it keeps water on the 

corneal surface.  In this study, I want to find and evaluate the effects of BAC 

on corneal epithelial mucins. 

Immortalized human corneal-limbal epithelial (HCLE) cells were exposed 

to eyedrops containing BAC solutions at 0.0025% and 0.01% concentrations 

for 15 minutes.  Human corneal epithelium was acquired during elective 

excimer photorefractive keratectomy procedures after application of 

Ocuflox® eyedrops (0.3% ofloxacin with 0.0025% BAC) for 1 week before 

surger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mRNA of corneal epithelial mucins, 

MUC1 and MUC16.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BAC on MUC1 and MUC16.  Rabbit corneas exposed to 0.01% 

BAC solutions were examin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RT-PCR demonstrated that MUC1 and MUC16 mRNA expression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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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between groups.  However, expression of MUC1 and MUC16 were 

reduced after exposure to BAC in HCLE cells and human corneal epithelium. 

The result of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of the corneal epithelium 

revealed change of hydrophilic nature of the mucous layer after exposure to 

0.01% BAC. 

BAC has a deleterious effect on the corneal epithelial mucins.  Because 

the mucins are important to the physiology of the normal tear film, their 

denaturalization may cause tear film dysfunction 

 

 

---------------------------------------------------------------------------------------------- 

Key words : benzalkonium chloride, mucin, MUC, corneal epithelium, tear 

film, pre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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