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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보고 =

원추각막 환자에서의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 후 각막곡률의 변화
노시진 1⋅안지민 2⋅한경은 1⋅서경률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연구소1, 실로암 안과병원2

목적: 진행하는 원발성 원추각막 및 굴절수술 후 각막확장증에서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콜라겐 교차결합술 후 각막곡률 변화를 알아본다.
대상과 방법: 진행성의 원발성 원추각막 10명 12안, 굴절수술 후 각막확장증 3명 3안에 20%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콜라겐교차결합술을
시행했다. 술 전 최대교정시력과 각막지형도의 평균 K값과 난시, 자동굴절검사의 평균 K값과 난시, 구면렌즈대응치를 술 후 6개월과
비교하고 7명 8안은 술 후 1년과 비교했다.
결과: 수술 6개월 후 최대교정시력은 logMAR 0.66 ± 0.50에서 logMAR 0.55 ± 0.58로 호전됐고 각막지형도의 평균 K값은 50.04
± 5.88D에서 49.18 ± 6.15D로 감소했다. 자동굴절검사의 평균 K값은 48.53 ± 5.94D에서 47.95 ± 5.76D로, 난시는 3.95 ± 2.54D에서
3.52 ± 2.40D로, 구면렌즈대응치는 -6.25 ± 3.45D에서 -5.40 ± 2.91D로 감소했다. 술 후 1년에도 각막지형도상 평균 K값과 난시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결론: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콜라겐교차결합술은 각막실질 손상을 줄이면서 진행성의 원발성 원추각막 및 굴절수술 후 각막확장증 진
행을 억제하는 안전한 치료방법이다.
<대한안과학회지 2012;53(11):1591-1596>

원추각막은 각막 두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안성 비

4,6

층 각막 이식술이 필요하다.

염증성 질환으로, 각막의 돌출로 인해 불규칙 난시가 발생

Riboflavin (비타민 B2)과 자외선-A (ultraviolet-A,

하며 시력이 감소한다. 원추각막의 발생시기는 개인에 따라

UVA)를 이용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corneal collagen

차이가 있으나 보통 사춘기 또는 20대에 발생하며, 유병률

cross-linking, CXL)은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원추각막 치

1,2

은 약 2000명 당 1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원추각막은 각

료 방법으로, 백인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막의 모든 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Bowman층의 변성과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7,8 국내에서도 원추각막 환자에서

상피의 지속적인 반흔이 주된 병리학적 변화로 알려졌다.

3,4

시행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의 임상 결과가 보고된 바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있으나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의 결과는

콘택트렌즈, 눈 비빔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었다. 알코올을 이용하면 기계적인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1,4,5

방법보다 각막의 손상이 적어 염증을 덜 일으키고 빠르고

9

병의 초기에는 안경과 하드 콘택트렌즈가 시력 교정을

균일하게 각막상피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12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병이 진행할수록 불규칙 난시가 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행하는 원발성 원추각막 및 굴절

화되어 교정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중심 각막에 혼탁이 없

수술 후 각막확장증에서 20%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 콜라

는 경우에는 기질 내 각막 고리 삽입술을 통한 치료를 고려

겐 교차결합술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볼 수 있으나, 진행하는 경우 결국 시력 호전을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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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을 이용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을 시행한 후 그
13

변화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Wittig-Silva et al 의 기
준을 참고하여 최근 1년 내에 각막지형도상 최대각막곡률

* 이 논문의 요지는 2011년 대한안과학회 제105회 학술대회에서 구연으로
발표되었음.

이 1.0D 이상 증가하거나 각막난시가 1.0D 이상 증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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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면렌즈대응치가 0.5D 이상 증가한 경우 진행성 원추

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각막으로 판단하였다(Table 1). 10명 12안은 원발성 원추

7명의 8안을 수술 1년 후까지 비교하였을 때는 최대교정

각막 환자였고, 3명 3안은 굴절수술 후 각막확장증 환자였

시력이 평균 logMAR 0.51 ± 0.43에서 logMAR 0.47 ±

다. 평균 나이는 25.53 ± 5.76세(19-40세)였으며, 남자 8

0.60 (p=0.778)으로 약간 호전되었고, 각막지형도상의 평

명, 여자 5명이었다. 수술 전 최대교정시력과 각막지형도

균각막곡률은 49.34 ± 6.33D에서 48.98 ± 4.97D

(ORB scan II, Bausch & Lomb Inc., Rochester, New

(p=0.036)로, 각막난시는 4.48 ± 4.62D에서 3.44 ±

York, USA)상의 평균각막곡률과 각막난시, 자동 굴절검사

3.00D (p=0.02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자동굴절검사

(KR 8800, Topcon, Japan)상의 평균각막곡률과 각막난시,

에서는 평균각막곡률이 49.48 ± 6.55D에서 43.89 ±

구면렌즈대응치를 측정하여 수술 6개월 후 동일한 검사를

5.45D (p=0.116)로, 각막난시가 3.39 ± 1.94D에서 2.53

시행하여 각각을 비교하였다. 7명 8안에 대해서는 수술 1

± 1.66D (p=0.128)로, 구면렌즈대응치는 -5.71 ± 2.64D

년 후의 값까지 비교하였다.

에서 -5.12 ± 3.07D (p=0.225)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통

통계학적인 검증을 위하여 SPSS (ver 12.0 for windows;

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2).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Wilcoxon 부호

진행하는 원추각막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각막

순위검정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

콜라겐 교차결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6개월 혹은 1년이 경

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과하였을 경우 각막지형도상의 각막곡률을 수술 6개월, 1

®

모든 수술은 Proparacaine 0.5% (Alcaine , Alcon, Fort
Worth, TX, USA)로 국소 마취 후 이루어졌다. Speculum

년 후의 값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able 3).

을 이용하여 눈을 고정시키고 20% 알코올을 30초간 처리

알코올을 이용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 시행 후 각막

한 후 각막에 8 mm 크기의 상피 결손을 만들고 pachy-

염, 각막 혼탁 등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과 관련된 합병증

meter (UP-1000 ultrasonic pachymeter, Nidek, Japan)

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다.

를 이용하여 각막 두께를 측정하고 각막의 두께가 400 μm
이상인 것을 확인 후 등장성 Riboflavin 용액(Medio-

고

찰

®
Cross , Andrec, Bogota, Colombia)을 2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점안하였다. 점안 후 각막의 두께가 400 μm보다 얇은

현재 Riboflavin과 UVA를 이용한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

경우에는 저장성 Riboflavin 용액을 5초 간격으로 2분간 점

술은 진행 중인 원추각막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365 nm의 UVA (3

치료 방법으로 알려졌다. 원추각막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mW/cm2)를 30분간 조사하며 2분 간격으로 다시 등장성

없으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시력의 악화를 늦추고 결과적

Riboflavin 용액을 점안하였다. 각막상피의 재생이 완료될

으로 전층 각막 이식술이 필요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때까지 치료용 contact lens를 착용시키고, levofloxacin
®

0.5% (Cravit , Santen, Osaka, Japan), Fluorometholone
®

교차결합술은 플라스틱이나 중합체 산업에서 강도를 강
화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정상적으로 각막에

0.1% (Ocumetholone , Samil, Korea)를 하루 4회 점안하

는 트로포콜라겐의 나선형 구조 사이와 미세 섬유 사이에

도록 하였다.

교차결합이 존재한다.

14,15

이러한 교차결합은 나이가 들면

서 점점 많아지게 되어 원추각막의 진행은 나이가 들수록

결

16

과

점점 느려진다.

당뇨 환자에게서는 당화(glycation)에 의

해 교차결합이 강화되어 원추각막의 진행이 덜한 것으로
수술 6개월 후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평균 logMAR 0.66

17

알려졌다.

이 교차결합의 결핍이 원추각막의 발병 기전은

± 0.50에서 logMAR 0.55 ± 0.58 (p=0.100)로 호전되었

아니나, 교차결합을 증가시켜줌으로써 각막의 강도가 커져

으며, 각막지형도에서 평균각막곡률은 50.04 ± 5.88D에서

원추각막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할 수 있다.

49.18 ± 6.15D (p=0.01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각막난

18

UVA는 광감작제인 riboflavin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

시는 5.29 ± 4.49D에서 4.29 ± 4.48D (p=0.894)로 큰 변

며, 활성화된 riboflavin은 활성 산소를 발생시켜 각막 콜라

화가 보이지 않았다. 자동굴절검사에서의 평균각막곡률은

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증가시키고 각막의 강도를 증가시

48.53 ± 5.94D에서 47.95 ± 5.76D (p=0.038)로, 각막난

킨다.

시는 3.95 ± 2.54D에서 3.52 ± 2.40D (p=0.010)로, 구면렌

안구 구조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22,23

즈대응치는 -6.25 ± 3.45D에서 -5.40 ± 2.91D (p=0.037)
1592

19-21

또한 riboflavin은 UVA를 흡수하여 각막 안쪽의

Riboflavin과 UVA를 이용한 콜라겐 교차결합술은 Spö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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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rease in maximal K, mean K, corneal astigmatism in corneal topography and spherical equivalent in auto refractometer
at preoperative evaluation compared with 1 year before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1 year before CXL
51.52 ± 7.33 D
49.15 ± 5.99 D
4.67 ± 4.08 D
‐4.99 ± 2.85 D

Max K
Mean K
Astigmatism
SE

Preoperative evaluation
52.74 ± 7.37 D
50.04 ± 5.88 D
5.33 ± 4.47 D
‐6.25 ± 3.45 D

Increase amount
1.22 D
0.89 D
0.66 D
‐1.26 D

p‐value
*
0.007
0.019*
*
0.046
0.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CXL =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Max K = maximal keratometry; Mean K = mean keratometry; SE = spherical equivalent.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2. M ean value of parameters 6 months and 1 year after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BCVA (log MAR)
Corneal topography
Auto refractometer

Mean K
Astigmatism
Mean K
Astigmatism
SE

6 months after CXL (n = 15)
Postoperative
Baseline
6 months
0.66 ± 0.50
0.55 ± 0.58
50.04 ± 5.88 D 49.18 ± 6.15 D
5.33 ± 4.47 D
5.29 ± 4.88 D
48.53 ± 5.94 D 47.95 ± 5.79 D
3.95 ± 2.54 D
3.52 ± 2.40 D
-6.25 ± 3.45 D -5.40 ± 2.91 D

1 year after CXL (n = 8)
Postoperative
Baseline
p-value
1 year
0.51 ± 0.43
0.47 ± 0.60
0.778
49.34 ± 6.33 D 48.98 ± 4.97 D
0.036*
4.48 ± 4.62 D 3.44 ± 3.00 D
0.021*
49.48 ± 6.55 D 48.39 ± 5.45 D
0.116
3.39 ± 1.94 D 2.53 ± 1.66 D
0.128
-5.71 ± 2.64 D -5.12 ± 3.07 D
0.225

p-value
0.100
0.019*
0.755
0.038*
*
0.010
*
0.0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CXL =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Mean K = mean keratometry; SE = spherical equivalent.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3. Estimated mean keratometry without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and postoperative mean keratometry at 6 months and
1 year in corneal topography

Mean K

6 months after CXL (n = 15)
Estimated value
Postoperative
without CXL
6 months
50.49 ± 5.88 D
49.18 ± 6.15 D

1 year after CXL (n = 8)
Estimated value
Postoperative
without CXL
1 year
51.23 ± 5.88 D
48.98 ± 4.97 D

p-value
*

0.003

p-value
0.01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CXL =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Mean K = mean keratometry.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Wilcoxon signed rank test.

et al24이 1997년 돼지 각막에서의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
25

26

의 호전이 있었고 47%에서 평균 1.20D의 난시 감소가 있

였고, 이후 Wollensak et al 과 Kohlhaas et al 이 이 방법

었으며, 최대각막곡률이 54%에서 평균 2.47D 감소하였다

을 이용하여 돼지 각막 및 사람의 각막에서 각막 콜라겐 교

고 보고하였다.

차결합술의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기계적으로 각막상피를 제거할 경우에는 보우만층이 손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상될 수 있고 각막실질의 표면이 불균일해질 수 있으며, 부

7
유럽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 Hoyer et al 은 111명의

분적으로 각막상피가 제거되지 않고 남을 수 있다.

10

153안의 원추각막 환자에 대해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을

손상된 각막상피에서 유리된 매개물질들에 의해 아래쪽의

시행한 이후 3년 동안의 경과 관찰을 통해 수술 전에 비해

각막실질세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11 본

최대각막곡률이 4.34D 감소하고, 60.6%에서 최대교정시력

연구에서는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을 시행할 때 20% 알

8

이 한 줄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aporossi et al

코올을 이용하여 각막상피를 제거하였는데, 알코올로 인한

은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 시행 2년 후 평균 각막곡률이

각막상피세포와 각막실질세포의 세포 독성의 가능성이 있

2D 감소하고, 85%에서 각막의 대칭성이 개선되었다고 보

으나 기계적으로 각막상피를 제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며, 보다 짧은 시간에 염

또한

동양에서 연구된 바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Agrawal

27

증 반응을 덜 일으키면서 각막상피를 제거할 수 있어 환자

은 인도인 41명 68안의 원추각막 환자를 대상으로 각막 교

의 통증이 적고 각막상피 재생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차결합술을 시행하였는데, 1년 후 54%에서 최대교정시력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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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ollahi et al28은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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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환자 66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을 이용하여

술, 부분층 및 전층 각막이식 등)보다 덜 침습적인 방법으

각막상피를 제거한 군이 기계적으로 각막상피를 제거한 군

로 진행성 원추각막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

보다 상피의 재생이 더 빠르게 일어나며, 공초점현미경상

방법으로 생각한다. 추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앞쪽 각막실질세포의 밀도가 높아 알코올을 이용하여 각막

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피를 제거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실험실 환경에서
자외선을 사용하지 않고 β-nitro alcohol 자체만으로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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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Corneal Keratometry Readings after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Using Alcohol in Keratoconus Patients
Si Jin Noh, MD1, Ji Min Ahn, MD2, Kyung Eun Han, MD1, Kyoung Yul Seo, MD, PhD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2
Siloam Eye Hospital ,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changes in corneal keratometry (K) readings after corneal collagen cross- linking (CXL) using
20% alcohol in primary keratoconus and keratectasia after refractive surgery.
Methods: Twelve eyes of 10 patients with primary keratoconus and 3 eyes of 3 patients with keratectasia after refractive
surgery were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mean K, corneal astigmatism by corneal topography, and mean K, corneal astigmatism, and spherical equivalent (SE) by auto refractometer were evaluated at
baseline, and 6 months postoperatively. Eight eyes of 7 patients were also evaluated 1 year postoperatively.
Results: Mean BCVA improved from log MAR 0.66 ± 0.50 to log MAR 0.55 ± 0.58 (p = 0.100) at 6 month after CXL. In corneal topography, mean K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50.04 ± 5.88 D to 49.18 ± 6.15 D (p = 0.019), and corneal astigmatism slightly decreased from 5.33 ± 4.47 D to 5.29 ± 4.88 D (p = 0.755) at 6 months after CXL. According to the auto refractometer, mean K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48.53 ± 5.94 D to 47.95 ± 5.79 D (p = 0.038), corneal astigmatism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3.95 ± 2.54 D to 3.52 ± 2.40 D (p = 0.010), and SE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6.25 ± 3.45 D to
-5.40 ± 2.91 D (p = 0.037) at 6 months after CXL. Significant mean K and corneal astigmatism decreases in topography
were also observed at 1 year after CXL. Complications related to CXL were not observed.
Conclusions: CXL using 20% alcohol appears to be a safe and promising treatment modality with less corneal stromal
damage in progressive primary keratoconus and keratectasia after refractive surgery.
J Korean Ophthalmol Soc 2012;53(11):1591-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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