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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막스선의 앞쪽 이동 유무에 따른 안구건조증 환자의 
임상양상 분석

Clinical Analysis of Dry Eye Syndrome According to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Marx Line

이다빈⋅이문형⋅조경진⋅박율리

Da Bin Lee, MD, Moon Hyeong Lee, MD, Kyong Jin Cho, MD, PhD, Yuli Park, MD, PhD

단국대학교병원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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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dry eye syndrome according to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Marx line.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volved 127 eyes in 127 patients with dry eye, who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group 1, 
aqueous-deficient, including Sjögren syndrome; group 2,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GD) dry eye; and group 3, other tear 
layer instability. A detailed assessment was conducted, involving the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corneal fluorescein staining 
(score: 0-15), conjunctival Lissamine green staining (score: 0-12), measurement of tear breakup time, and Schirmer’s test.
Result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MGD was highest in the group with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Marx line (p < 0.05). The 
correlation between anterior dislocation of the Marx line and Schirmer’s test, an objective indicator of dry eye syndrome, was sig-
nificantly weaker when there was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Marx line.
Conclusions: Anterior dislocation of the Marx line was more common in patients with MGD. The Marx line is a useful marker for 
diagnosing M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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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의 부족 및 눈물막의 과도한 증발로 

인해 안구표면의 손상에서 오는 눈의 불쾌감 및 자극증상

을 동반하는 눈물막의 질환이다.1,2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시

력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안구건조증의 

병인에 눈물층과 안구 표면의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2007년 Dry Eye Workshop

에 의하면 안구건조증은 눈물 부족형 안구건조증과 눈물 

증발형 안구건조증으로 나누며, 이 중 눈물 증발형 안구건

조증은 눈물의 분비량은 정상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증발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마이봄샘기능부전이 있다.5 특히 마

이봄샘으로부터 분비되는 지질은 눈을 깜빡임으로써 눈물

층의 바깥층을 형성하여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며 눈꺼풀의 

가장자리에서 소수성의 장벽을 형성하여 눈물의 손실을 막

아주는 역할을 한다.6,7 따라서 임상적으로 마이봄샘의 이상

을 발견하는 것은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찾는 데에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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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lit-lamp photograph of normal Marx line. When the 
upper eyelid margin was stained with lissamine green, mucocu-
taneous junction is clearly stained.

Figure 2. Slit-lamp photographs of anterior dislocated Marx line. The lissamine green staining line (Marx line) is spread broadly 
along the eyelid margin and is invading meibomian orifices.

움이 된다. 마이봄샘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극등

을 통해 마이봄샘 개구부를 평가하거나, 마이봄샘촬영술

(meibography)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도관과 소엽을 포

함한 마이봄샘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또는 

마이봄샘측정계(meibometry)로 지질 분비를 측정하는 방법

이 있다.8-12 그러나 눈물 증발형 안구건조증을 진단할 때 마

이봄샘의 기능을 간단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별검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눈꺼풀의 막스선은 리사민그린이나 플루레신으로 눈꺼

풀의 가장자리를 염색했을 때, 점막 피부 경계의 뒤쪽 점막

이 대기에 노출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는 마이

봄샘 개구부의 점막 쪽에 위치한다(Fig. 1). 그러나 일부 환

자에서는 눈꺼풀의 막스선이 마이봄샘 개구부의 피부 쪽으

로 부분적으로 침범하거나 전위된 경우가 있다(Fig. 2).

막스선의 관련된 이전 연구들에서 막스선의 위치가 마이

봄샘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선별도구가 될 수 있다고 논의된 

적이 있으며,13 마이봄샘기능부전 환자에서 눈꺼풀 가장자

리의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4 

그러나 지금까지 눈물 부족형 환자들을 포함한 안구건조증 

환자들에서 막스선의 앞쪽 이동 유무에 대한 보고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저자들은 막스선의 이러한 위치 변화가 마

이봄샘기능부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안구건조증과 관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대상

으로 막스선의 앞쪽 이동 유무에 따른 안구건조증의 임상

적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단국대학교병원 안과에

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127명의 127안을 대상으

로 후향적 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눈물

막파괴시간이 짧은 안의 검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양안

의 눈물막파괴시간이 같을 경우 우안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안구건조증과 안검염 외 다른 각막질환을 가

진 경우, 각막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신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안과적 외상력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안과 수

술을 받은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안구건조증 환자 중 쉬르머검사(Schirmer test)가 10 mm 

미만인 경우 1군 눈물 생성 부족(쇼그렌증후군 포함)으로, 

쉬르머검사가 10 mm 이상이면서 마이봄샘기능부전을 수

반한 경우 2군 마이봄샘기능부전으로, 1군과 2군에 포함되

지 않는 환자들을 3군 기타 눈물층 불안정으로 나누었으며, 

눈물 생성 부족과 마이봄샘기능부전이 동반되는 경우는 통

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눈물 생성 부족군에 포함하였

다. 모든 대상자의 안과적 이학적 검사는 한 명의 안과 전

문의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학적 검사 전 환자들은 안구건

조증 자각 증상 점수 설문 조사(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를 시행하였다. OSDI는 일상생활과 특정 상황에 따

른 증상 정도를 묻는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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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Group (n = 127)

p-valueAqueous-deficient
(n = 69)

MGD
(n = 33)

Other tear layer instability
(n = 25)

Sex 

Male 26 (37.7) 17 (51.5) 9 (36.0)

Female 43 (62.3) 16 (48.5) 16 (64.0) 0.353*

Age (years) 58.6 ± 12.2 52.9 ± 15.5 51.7 ± 14.8 0.038†

OSDI score 40.2 ± 20.5 31.4 ± 19.7 35.8 ± 21.4 0.124†

TBUT 3.9 ± 1.4 4.6 ± 2.2 4.2 ± 1.8 0.168†

Cornea staining score (median [IQR]) 2.0 (3.0) 1.0 (3.0) 1.0 (2.0) 0.189‡

Conjunctival staining score (median [IQR]) 2.0 (2.0) 1.0 (2.0) 1.0 (1.0) 0.09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MGD = meibomian gland dysfunction;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TBUT = tear break up time; IQR = interquartile range. 
*Chi-square test; †Analysis of variance; ‡Kruskal-Wallis test.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 Value

Age (years) 55.77 ± 13.84 (21-87)

Sex (M:F, %) 41:59

Schirmer’s test (mm/5 minutes) 9.0 ± 6.1

Tear film break-up time (seconds) 4.2 ± 1.7

Corneal staining score (0-9) 2.2 ± 2.6

Conjunctival stainig score (0-5) 1.9 ± 1.7

OSDI score (0-100) 37.0 ± 20.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M:F = male:female;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Table 1. Demographics of patients with dry eye syndrome

는 각 항목에 대하여 0에서 4점으로 점수를 매기며 전체 점

수는 각 점수의 총합을 답변한 질문 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0에서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각막 플루레신 염색 정도

(cornea staining score)는 플루레신 형광색소(Haag-Streit 

AG, Köniz, Switzerland)로 염색한 후 각막을 5군데로 나누

어 각각 0점에서 3점으로 점수를 주고 모두 합하여 0점(염

색 안 됨)에서 15점(가장 심하게 염색됨)까지 점수를 나누

었다. 결막 리사민그린 염색 정도(conjunctival staining 

score)는 결막을 위, 아래, 코쪽, 귀쪽 4군데로 나누어 리사

민그린을 이용해 각각 0점부터 3점으로 점수를 주고 모두 

합하여 0부터 12점까지 점수를 나누었다. 눈물막파괴시간

(tear break up time)은 플루레신 형광색소를 결막낭에 접촉

시킨 후 피검자가 수 초간 몇 번 눈을 깜빡이게 한 후 염색

된 눈물막층에서 검은 점, 구멍 또는 줄의 형태로 형광 색소 

염색의 결손이 관찰될 때까지 시간을 세극등현미경의 코발

트블루 광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는 점안마취제를 이용하지 않고 쉬르머검사지(Colorbar®, 

EagleVision, Memphis, TN, USA)를 외측 결막낭에 넣고 

5분 후에 적셔진 길이를 측정하였다. 막스선의 전방전위는 

세극등현미경을 통해 눈꺼풀의 가장자리를 관찰했을 때, 

마이봄샘 개구부의 피부 쪽으로 부분적으로 침범하거나 전

위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의무기록 분석으로 헬싱키선언을 준수

하였으며 단국대학교병원 IRB에 승인을 받았다(IRB number: 

2021-07-002). 통계분석은 R version 3.1.3 (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을 사용했다. 안구건조증군 간의 비교

를 위해 chi-square test, analysis of variance,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고, 눈꺼풀 막스선의 전방전위 유무에 따른 

비교를 위해 chi-square test, t-test, Wilcoxon rank-sum test

를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을 이용하여 성별과 군을 통제하여 눈꺼풀 막스선의 전방

전위와 다른 지표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보았다.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했다.

결 과

127명 환자의 127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환자의 평

균 연령은 55.77 ± 13.84세였으며, 남성 52명(40.9%), 여성 

75명(59.1%)이었다. OSDI, 각막염색점수 결막염색점수, 눈

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의 평균값은 각각 37.0 ± 20.6, 

2.2 ± 2.6, 1.9 ± 1.7, 4.2 ± 1.7초 및 9.0 ± 6.1 mm였다

(Table 1).

대상 환자들을 군별로 나누었을 때 1군 눈물 생성 부족 

69명(54.3%), 2군 마이봄샘기능부전 33명(26.0%), 3군 기

타 눈물층 불안정 25명(19.7%)이었다(Table 2). 평균나이는 

1, 2, 3군에서 각각 58.6 ± 12.2세, 52.9 ± 15.5세,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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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movement of Marx line

β (SE) p-value*

OSDI score 3.22 (4.81) 0.504

TBUT 0.41 (0.40) 0.311

Cornea staining score -0.81 (0.62) 0.189

Conjunctival staining score -0.31 (0.40) 0.436

Schirmer test score -3.33 (1.40) 0.019

SE = standard errors;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TBUT 
= tear break up tim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adjusted for sex and group.

Table 4. Comparison of normal Marx line and anterior dis-
located Marx line

Characteristic
Forward movement of Marx line (n = 127)

p-value
Normal (n = 88) Forward movement (n = 39)

Sex 

Male 29 (33.0) 23 (59.0)

Female 59 (67.0) 16 (41.0) 0.011*

Group 

Aqueous-deficient 53 (60.2) 16 (41.0)

Meibomein gland dysfunction 10 (11.4) 23 (59.0)

Other tear layer instability 25 (28.4) 0 <0.0001*

Age (years) 55.4 ± 13.7 56.7 ± 14.5 0.624†

OSDI score 37.4 ± 20.2 36.4 ± 22.0 0.819†

TBUT 4.0 ± 1.6 4.6 ± 2.0 0.090†

Cornea staining score (median [IQR]) 2.0 (3.0) 1.0 (2.5) 0.189‡

Conjunctival staining score (median [IQR]) 1.0 (2.0) 1.0 (3.0) 0.131‡

Schirmer test score (median [IQR]) 7.0 (6.0) 7.0 (5.5) 0.7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TBUT = tear break up time; IQR = interquartile range.
*Chi-square test; †t-test; ‡Wilcoxon rank-sum test.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with or without forward movement of Marx line

14.8세였고 각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38). OSDI score는 1, 2, 3군에서 각각 40.2 ± 20.5점, 

31.4 ± 19.7점, 35.8 ± 21.4점이었으며 각 군 간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24).

눈꺼풀 막스선의 전방전위 유무에 따라 대상 환자들의 

임상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없는 환자 

88명(69.3%), 전방전위가 있는 환자 39명(30.7%)으로 나타

났다(Table 3).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없는 안구건조증 환자

의 성비는 3.3:6.7 (남성:여성), 전방전위가 있는 안구건조

증 환자의 성비는 5.9:4.1 (남성:여성)로 막스선의 전방전위 

유무에 따라 성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1). 막스

선의 전방전위가 없는 환자들은 1, 2, 3군에서 각각 53명

(60.2%), 10명(11.4%), 25명(28.4%)으로 눈물 생성 부족군

에서 가장 많았고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있는 환자들은 1, 

2, 3군에서 각각 16명(41.0%), 23명(59.0%), 0명(0%)으로 

마이봄샘기능부전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본 연구는 눈꺼풀 막스선의 전방전위 유무에 따라 OSDI, 

각막염색 점수 결막염색 점수,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

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관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성별과 군

을 통제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4). 그 결

과 OSDI, 각막염색 점수, 결막염색 점수, 눈물막파괴시간

은 막스선의 전방전위 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쉬르머검사는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없는 

안구건조증 환자에 비해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있는 안구건

조증 환자에서 쉬르머검사 결과가 -3.33 mm 만큼 낮게 측

정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p=0.019).

고 찰

마이봄샘은 지방을 분비하여 눈물막의 지방층을 구성하

는 역할을 한다.15 지방층은 안구의 윤활액으로의 작용 및 

피부에서 분비된 지방의 눈물막으로의 침입을 방지하는 장

벽 역할을 하고, 눈물이 눈꺼풀테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며, 안구 표면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기

능을 한다.6,16,17 마이봄샘의 기능이상으로 인하여 지방층에 

이상이 생긴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에 일부 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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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안구의 불편감 및 건성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각각 눈

물 생성 부족군 58.6세, 마이봄샘기능부전이군 52.9세, 기

타 눈물층 불안정군 51.7세로 눈물 생성 부족군에서 환자

들의 평균 나이가 많았다(p=0.038). 나이가 들수록 생리학

적으로 눈물량이 감소하고 눈물의 삼투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지질의 성분이 변화하여 

눈물층의 안정성이 감소한다.18-20 본 연구에서는 안구건조

증의 평균 나이가 55.77세로 높았지만, 그중에서도 눈물 생

성 부족군에서 평균 나이가 가장 높아 고령이 눈물 생성 부

족의 큰 위험인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안구건조증의 큰 위험인자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도 안구건조증 환자의 성비가 4.9:5.9 (남성:여

성)로 여성이 더 많게 나와 여성이 큰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는 이전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20 하지만 막스

선의 전방이동 유무에 따라서 성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막스선이 정상일 경우 여성이 더 많았지만 막스선의 전방

전위가 있을 경우 남성이 더 많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없는 경우 안구건조증 

환자 중 눈물 생성 부족군이 60.2%로 가장 많았지만, 막스

선의 전방전위가 있는 경우 마이봄샘기능부전이 59%로 가

장 많았다(p<0.0001).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지질이 눈을 

깜빡임으로써 눈물층의 바깥층을 형성하여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뿐 아니라 눈꺼풀의 가장자리에서 소수성의 

장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6,7 이에 저자들은 눈꺼풀의 

지질 장벽이 막스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봄샘기능부

전이 있으면 지질 장벽이 깨져서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나

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 성별과 군을 통제하였을 때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쉬르머검사상 눈물 생성이 덜 된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p=0.019). 이는 눈물 생성 부족 역시 

막스선의 전방전위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함께 표

본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는 하지 못

하였다. 추후 더 많은 표본으로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는 것

이 필요하겠으며,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막스선의 

변화를 보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남성, 마이봄샘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 또는 눈물 생성이 부족할 경우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마이봄샘기능부전 환자들

에서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많이 관찰되며, 눈물 생성이 부

족할 경우 마이봄샘기능부전을 더 악화시키고 막스선의 전

방전위를 더 진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마이

봄샘기능부전을 진단 및 치료하는 데에 있어 막스선을 유

용한 보조적 마커로서 활용해볼 가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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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눈꺼풀 막스선의 앞쪽 이동 유무에 따른 안구건조증 환자의 
임상양상 분석

목적: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막스선의 앞쪽 이동 유무에 따른 안구건조증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안구건조증 환자 127명의 127안을 대상으로 막스선의 위치를 검사하고 분석하였다. 안구건조

증은 1군 눈물 생성 부족(쇼그렌증후군 포함), 2군 마이봄샘기능부전, 3군 기타 눈물층 불안정으로 나누었다.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 자각 증상 점수 설문 조사(Ocular Surface Disease Index), 각막 플루레신 염색 정도(score 0-15), 결막 리사민그린 염색 

정도(score 0-12),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쉬르머검사(Shirmer test)를 측정하였다. 

결과: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있는 군에서 마이봄샘기능부전(2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p<0.05). 또한 막스선의 전방전위와 안구건조

증 객관적 지표들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을 때, 막스선의 전방전위가 있는 경우 쉬르머검사의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p<0.05). 
결론: 막스선의 전방전위는 마이봄샘기능부전이 동반된 안구건조증 환자에서 많이 나타났다. 향후 마이봄샘기능부전을 진단 및 치료

하는 데에 있어 막스선을 유용한 보조적 마커로서 활용해볼 가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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