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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 환자에서 발생한 근시견인황반증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급성간질각막염

Acute Stromal Keratitis Following the Vitrectomy for the Treatment of Myopic 
Tractional Maculopathy in Lu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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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acute stromal keratitis after vitrectomy for the treatment of myopic tractional maculopathy in a lupus 
patient.
Case summary: A lupus patient who were treated with low dose steroid complained of decreased visual acuity due to myopic 
tractional maculopathy with fovea detachment. No evidence of intraocular inflammation was observed.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20/40. We performed the vitrectomy and removal of epiretinal membrane and internal limiting membrane. 
BCVA of 20/80 at day 1 decreased to hand motion at day 5. Severe corneal edema and superficial punctate keratitis that were 
observed did not improve three days after the anti-herpetic treatment. Based on this, we diagnosed her as immune-mediated 
acute stromal keratitis in lupus, and treated with oral methylprednisolone of 20 mg. The corneal edema improved rapidly follow-
ing high dose systemic steroid. Myopic fovea detachment also improved. Improvement of BCVA was limited to 20/80 at six 
months, compared to the baseline one. 
Conclusions: We observed the development of acute stromal keratitis after vitrectomy for the myopic tractional maculopathy in 
the patient with lupus. High dose systemic steroid improved this corneal complication. Increased dose of systemic steroid should 
be considered before and after vitrectomy in lupu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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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자가항체가 생성되어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세포나 조직이 파괴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이 질환의 임상양상은 설명되지 않는 

발열, 피부발진, 구강궤양과 콩팥, 폐, 중추신경계 등의 여

러 장기조직에 손상을 유발한다.1

루푸스에서 안과적 합병증도 발생이 가능한데, 가장 흔

한 안과적 질환은 건성각결막염(keratoconjunctivitis sicca, 

KCS)으로, 루푸스 환자의 약 25-35%에서 발생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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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dus photograph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t baseline. (A) W ide fundus photograph showed the chorio-retinal 
atrophy, and posterior staphyloma indicating degenerative myopia. (B, C) Optic coherence tomography showed the myopic reti-
noschisis and foveal detachment due to taut posterior hyaloid and epiretinal membrane.

A B C D

Figure 2. Slit lamp photographs after vitrectomy. (A) Severe corneal stromal edema with Descemet’s membrane folding was ob-
served five days after vitrectomy. (B) Superficial punctate keratitis was seen in the fluorescein stain. (C, D) Cornea edema still re-
mained three days after the anti-herpetic treatment.

이차 쇼그렌증후군으로 인한 눈물층의 부족이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2,3 그 밖에 띠모양각막염, 홍채섬모체염, 원반각

막염, 각막궤양, 간질각막염 등 다양한 각막병증이 보고되

었다.4,5 3-29%에서 망막병증이 발생하며, 심각한 시력저하

를 유발하는 합병증으로 중증의 망막혈관폐쇄성 질환인 망

막중심동/정맥폐쇄가 3-11%에서, 시신경염은 1%에서 보고

되었다.6-8 이외에도 망막혈관염, 외안근염 등이 보고된 적 

있다.9,10 루푸스 환자에서 눈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굴절교정수술 후 각막미란 및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

막이식술을 시행한 뒤에도 각막두께의 감소와 데스메막류

가 보고된 적이 있다.5 하지만,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전

안부 합병증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본 저자들은 루푸스 환

자의 중심와 박리가 동반된 근시견인황반증의 치료를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고, 급성간질각막염이 발생한 증례

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루푸스를 앓고 있는 64세 여성이 6개월 전부터 지속되

는 우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15년 전 양안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3년 전에는 좌안 망막박리로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루푸스의 조절을 위해 

methylprednisolone 5 mg을 유지요법으로 복용 중이었다.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5, 좌안 0.04, 안압은 우안 14 mmHg, 

좌안 18 mmHg로 측정되었다. 세극등검사에서는 특이 소

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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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undus photograph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 after systemic steroid treatment. (A) Corneal edema and Descemet’s
membrane folding rapidly resolved after six days after systemic steroid treatment. (B) Superficial punctate keratitis also improved. 
(C)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howed the improvement of fovea detachment one month after vitrectomy.

황반부의 근시변성과 후포도종(Fig. 1A)이 관찰되었으며, 

우안은 중심와 부분의 망막박리, 황반부 망막층간분리 소

견이 관찰되었다(Fig. 1B, C). 중심와 박리를 동반한 근시 

견인황반증(myopic tractional maculopathy)으로 진단하였

다. 수술은 25게이지 유리체절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리

체절제술, 망막앞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일째 우안의 교정시력은 0.25 (20/80)였으며, 안압 

14 mmHg로 측정되었다. 세극등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

었다. 수술 후 5일째 환자가 급격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내원하였다. 우안 교정시력이 안전수동이었다. 세극등검사

에서 심한 각막부종(Fig. 2A)과 표층점상각막염(superficial 

punctuate keratitis)이 관찰되었으나(Fig. 2B), 전방축농, 결

막충혈 등은 없었다. 각막부종이 심해 전방과 유리체 염증

세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면역저하자에서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단순포진각막염을 배제할 수 없어 Ganciclovir ointment 

(Virgan®, Samil Pharm. Co. Ltd., Seoul, Korea) 하루 5회, 

Valacyclovir (Valtrex®, GlaxoSmithKline Korea, Seoul, Korea) 

1 g 하루 2회 경구복용을 3일간 시행하였으나, 각막병변이 

호전되지 않았다(Fig. 2C, D). 임상경과를 바탕으로 루푸스 

환자의 면역 관련 급성 간질각막염으로 진단하고 점안 

Prednisolone (Predbell®, Chong Kun Dang Pharmeceutical 

Corp., Seoul, Korea) 2시간마다 점안하면서 경구 Prednisolone 

(Solondo tab®, Yuhan Corporation, Seoul, Korea)을 증량하

여 20 mg 하루 1회 복용을 시작하였다. 

경구 스테로이드치료 6일째, 각막부종이 호전되어 전방

과 유리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염증반응은 없었다. 안저

검사에서는 수술 전 관찰되었던 근시견인황반증은 호전되

기 시작하여 중심와박리도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3C). 스

테로이드치료 후 1달째 각막부종은 회복되었으며(Fig. 3A, B) 

교정시력은 0.125로 측정되었다. 스테로이드를 감량해 나

가면서 재발은 없었으나, 치료 6개월째 교정시력은 0.25로 

호전되었으나 수술 전 시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고 찰

루푸스 환자는 약 34%에서 눈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가 증가하여 전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면역이 떨

어지는 경우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눈 합

병증인 KCS은 주로 이차 쇼그렌증후군에서 외분비선에 림

프구침윤에 의해 발생한다. 각막병증은 항인지질 항체에 

의해 생성된 면역복합체의 직접적인 침윤으로 각막윤부 주

변의 혈관염이 유발되는 경우 발생 가능하다.4 망막병증과 

맥락막병증은 시력에 위협을 주는 합병증으로, 망막과 맥

락막의 혈관염 또는
 
이차성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다.4,9

본 증례처럼 심한 각막부종으로 나타난 루푸스의 눈 합

병증은 Raizman and Baum4
이 원판형 홍반성 루푸스(discoid 

lupus erythematosus) 환자에서 발생한 각막간질의 침범과 

각막부종을 보고한 적이 있다. 활동성 루푸스 환자에서 각

막간질을 침범한 원형의 각막간질 침범과 각막부종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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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각막염과 결막충혈, 각막부종과 함께 국소 각막침

범의 형태로, 1% 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prednisolone 

acetate) 점안액을 사용한 이후 병변이 호전된 증례였다. 

Halmay and Ludwig3
도 활동성 루푸스 환자에서 발생한 양

측성 띠모양각막병증과 홍채섬모체염을 보고한 바가 있다. 

양안의 섬모체충혈 및 결막충혈과 각막 중앙부에 회백색의 

띠모양각막침범을 보였으며, 스테로이드와 항말라리아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전신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각막병증도 

함께 호전되었다. 

루푸스 환자에서 눈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보

고는 많지 않은데, 루푸스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관련 녹내

장으로 술 후 전방출혈이 발생했던 보고가 있다.11 유리체

절제술 후 발생한 각막합병증에 대한 보고로는 Tosi et al12

이 망막박리의 치료를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받고 지연성 

각막혼탁이 발생한 루푸스 환자를 보고하였다. 이 증례는 

각막굴절교정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거력이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눈수술의 

과거력이 없으며, 근시견인황반증후군으로 유리체절제술 

후 심한 각막부종으로 나타났다. 형광 염색제에 염색되는 

표재성 각막염도 동반되어 있었다. 루푸스처럼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면역저하 환자에서 수술 후 

발생 위험이 높은 단순포진각막염을 배제할 수 없어, 항헤

르페스치료를 시작하였다.13 항바이러스 제제 치료 후 병변

의 호전이 없어, 면역관련 각막병증으로 판단하고 경구 스

테로이드 제제를 증량하여 치료를 하였다. 루푸스의 조절을 

위해 복용 중이던 methylprednisolone을 5 mg에서 20 mg으

로 증량하고 점안 prednisolone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병변이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러한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본 증례는 유리체절제술 후 면역반응으로 인한 각막주위 

혈관염과 이로 인한 각막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루푸스와 같은 면역저하자에서 수술 전 스테로이드 사용

을 지속할 경우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유지 요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루푸스 환자에

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질병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전후에도 적절히 사용

되어야 한다. 또한, 수술 후 면역반응으로 인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포도막염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전후 스테로이드

를 증량하는 것이 질병의 활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후포도막염 환자의 경우에는 술 후 시력회복

과 합병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본 증례에서는 수술 전 오랫동안 루푸스의 활성이 없었고, 

포도막염의 과거력이 없는 루푸스 환자가 유리체절제술만 

시행하는 경우였으므로 복용 중인 methylprednisolone 5 mg

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술 전후 스테로이드

의 증량이 유리체절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막합병증

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시견인황반병증은 망막에 작용하는 견인력에 의해 망

막층간분리, 망막박리, 중심와박리, 황반열공 등이 나타나

는 질환으로, 황반부 망막박리 등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본 증례는 비록 루

푸스에 의한 면역 관련 각막합병증으로 시력회복에 제한이 

있었으나, 근시견인황반증에 대한 유리체절제술과 내경계

막제거술을 통해 황반부박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저용량 경구 스테로이드로 질병 

활성이 오랫동안 조절되고 있던 루푸스 환자가 유리체절제

술 후 면역 관련 급성간질각막염이 발생하였고, 경구 스테

로이드를 증량하여 호전되었다. 루푸스 환자에서는 합병증

의 예방을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포함한 안과 수술 전후 전

신 스테로이드의 증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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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외 : 루푸스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간질각막염-

= 국문초록 = 

루푸스 환자에서 발생한 근시견인황반증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급성간질각막염

목적: 루푸스 환자의 중심와박리가 동반된 근시견인황반증에서 유리체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급성간질각막염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저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유지요법을 받던 루푸스 환자가 중심와박리를 동반한 근시견인황반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내원하

였다. 수술 전 최대교정시력은 20/40이었다. 유리체절제술, 망막앞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첫 날 교정시력이 

20/80이었으나 5일째 안전수동으로 측정되었다. 심한 각막부종과 표층점상각막염이 관찰되었고 전방/후극부의 염증세포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단순포진각막염을 배제할 수 없어 항바이러스 안연고를 3일간 사용했으나 호전이 없었다. 루푸스에 의한 간질각막염으로 

진단 후 경구 스테로이드를 증량하였다. 이후 각막부종이 빠르게 호전되었고 전방/후극부 관찰이 가능하였다. 치료 6일째 각막부종은 

사라졌고 중심와박리도 호전되었으나 시력은 6개월까지 20/80으로 남았다.

결론: 루푸스 환자에서 근시견인황반증으로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한 급성간질각막염이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치료에 호전되었다. 

루푸스 환자에서 면역관련 각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 스테로이드의 증량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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