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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뒤 발생한 양안의 일시적 근시와 급성폐쇄각녹내장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 평소 안과적 질환이 없던 28세 여자환자가 비만 클리닉에서 처방 받은 식욕억

제제를 9일 복용 후, 갑자기 발생한 양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자세한 문진

과 안과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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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전방이 좁아져 있었으며, A-scan으로 측정한 안축장 길

이에서도 양안의 전방감소, 수정체두께 증가의 소견을 보였다. B-scan상에서는 양안 모두

에서 모양체상강 맥락막삼출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식욕억제제를 중단하고 조절마비제와

안압하강제를 점안하자 안압이 하강되고 증상이 소실되었다.

결 론 : Phendimetrazine이나 Ephedrine과 같은 아드레날린 효연제는 모양체상강 맥락

막삼출물을 유발하여 공막극 근처의 모양체돌기를 포함한 모양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전방과 모양체고랑이 얕아지게 된다. 또한 조소대 이완에 의한 수정체의 두께

가 증가와 더불어 홍채-수정체 격막의 전방이동이 발생하면서 근시가 발생하게 되고, 방

수의 유출로를 차단하여 급성 폐쇄각녹내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Prostaglandin 의 증

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처럼 약물에 의한 속발성 녹내장의 치료는 원

인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급성 폐쇄각녹내장 환자 진료시에는 철저한 문진과

검사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 근시, 급성폐쇄각녹내장, 맥락막삼출물, 식욕억제제

Ⅰ. 서 론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중에 일시적 근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1-8)
이들 약제들이 근시를 일으키는 기전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

나가 맥락막상강액을 동반한 모양체 부종에 의해 수정체-홍채 격막(Iris-lens diaphragm)

의 전방이동을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해부학적 변화로 인해 전방이 얕아져서 급성 폐쇄

각 녹내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인 약제로는 설파유도체(Sulfa-derivates)와

항간전제인 topiramate가 있다.
6-13)

저자는 식욕억제제를 복용 후, 맥락막상강액에 의한

일시적 근시를 동반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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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 례

28세 여자환자가 내원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양안의 시력저하와 안통을 주소로 내원하

였다. 과거력상 6년전 개인의원에서 LASIK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 증세가 있기 전까지는

좋은 나안시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족력상 안과질환의 병력도 없었다. 내원 9일 전부터

는 비만클리닉에서 처방 받은 푸링 정(Phendimetrazine tartrate, 드림파마), 엘칸 정

(Levocarnitine, 일동제약) 그리고 에모젠 정(ephedrine hydrochloride, anhydrous caffeine,

acetaminophen, 휴온스)을 복용하고 있었다. 안과적 검사상 나안시력은 양안 0.05 이었으

며 교정시력은 양안 (0.5)x-8.00Dsph이었다. 안압은 골드만안평안압계로 양안 모두

25mmHg으로 측정되었는데, LASIK의 과거력을 감안하면 실제 안압은 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결막에 약간의 부종과 충혈이 있었고 중심 전방

깊이는 각막두께 2배, 주변 전방깊이는 각막두께 1/4미만으로 매우 얕아져 있었다(Fig. 1).

전방각경 검사상 양안에 Shaffer 분류상 grade 0의 폐쇄각이 관찰되었고 압박 전방각경

검사시 주변홍채앞유착은 없었다(Fig. 2). 전방이 얕고 안압이 증가했음에도 동공은 대광

반사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약물로 인한 급성폐쇄각녹내장을 의심하여 복용중이던 약물을

끊고 오큐트로핀®(Atropine Sulfate-1%, 삼일제약)을 점안하였고, 추가적인 안압 하강을

위해서 경구 탄산탈수효소억제제(Diamox®, acetazolamide, 동신제약) 500mg을 2회 분복

하여 복용하고, Cosopt®(dorzolamide HCL-timolol maleate ophthalmic solution, MSD)을

하루 2회 점안하게 한 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기로 하였다. 안약 점안3시간 후 측정한

안압은 양안 16mmHg 였다. 산동된 동공을 통해 관찰한 안저에서는 황반부 주변 공막주

름이 관찰되었다(Fig. 3). A-scan검사상 수정체 두께는 양안 4.00mm, 전방깊이가 우안

2.62mm, 좌안 2.50mm, 그리고 안축장길이는 우안 25.65mm, 25.98mm 였다. B-scan검사

상 양안 모두에서 맥락막상강액이 관찰되었다(Fig. 4). 다음날 안압은 양안 9mmHg로 감

소되어 있었다. 전방은 경도의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중심 전방깊이가 각막두께 4배, 주변

전방깊이는 각막두께 1/2이상으로 깊어져 있었다. 아트로핀효과로 동공은 산대되어 있었

으며, 양안의 조절마비 굴절검사는 우안 -5.50Dsph-0.50Dcyl x 180˚, 좌안 -4.50Dsph-0.50Dcyl x 180˚

로 최대교정시력은 양안 (0.8)로 측정되었다. 환자는 경구 탄산탈수효소억제제 복용과

Cosopt® 점안을 중단하고 이틀 후에 관찰한 결과 안압은 우안 10mmHg, 좌안 11mmHg,

나안시력은 우안 1.0, 좌안 0.8로 호전되었다. 약물 중단 2주 후, 환자의 나안시력은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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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압은 우안 12mmHg, 좌안 10mmHg 였다. 전방각검사상 360˚개방각이 관찰되었고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전방은 중심 전방깊이가 각막두께 6배, 주변 전방깊이는 각막두께

1/2이상으로 깊게 유지되어 있었다. A-scan검사상 수정체 두께는 양안 3.67mm, 전방깊이

가 우안 3.87mm, 좌안 3.81mm, 그리고 안축장길이는 우안 25.68mm, 26.00mm로 수정체

두께는 감소하고 전방은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scan검사상 모양체상강액은

양안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고(Fig. 5), 안저에서 보였던 황반부 주름도 관찰되지 않았

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우안 plano-0.50Dcyl x 180˚, 좌안 plano-0.25 x 180˚로 약간의 난

시만이 있었다. 약물 중단 한달 뒤 내원하였을 때는 시력은 양안 1.0, 안압은 양안

11mmHg이었고 중심전방깊이는 각막두께 6배로 깊게 유지되고 있었다.

Ⅲ. 고 찰

근시를 동반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키는 약물로는 설파유도체가 대표적이며, 이

들 약제들로는 sulfanilamides, hydrochlorthiazide, topiramate, 그리고acetazolamide가 있

다. 이 중 안압하강제로 사용되고 있는 acetazolamide가 약물특이반응으로 오히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다.3,8,9,10,13,20-23)

눈에서 설파유도체들과 비슷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약으로는 Venlafaxine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비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non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로

동물실험에서 항콜린효과가 없어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Venlafaxine이 맥락막삼출을 일으키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세로토닌

(5-hydroxytryptamine, 5-HT) 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며, 홍채에 존재하는 세로

토닌 수용체에 세로토닌 효연제나 억제제가 작용을 하여 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같은 암페타민 유사체와 암페타민(Amphetamine)은

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외인성 비만(exogenous obesity)의 치료에 사

용되고 있다.
18,19)

이들 약제들은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하여 중추신경계에서 시상하부와

변연계(limibc system)에 위치한 포만중추를 자극시킴으로써 식욕억제작용을 하게 된다.
16)

동시에, 말초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e)을 분비시키고



                                              식욕억제제에 의한 일시적 근시와 급성폐쇄각녹내장 : 노규화

-73-

연접전(presynaptic) 수용체에서 이의 재흡수를 방해하여 α 그리고 β 아드레날린수용체를

자극하게 된다.
18)
에페드린(Ephedrine)은 α 아드레날린 효연제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중추신경계에서 암페타민 유사체와 비슷한 약리작용을 일으키고 기초대사율을 증가시켜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28)
하지만, 펜디메트라진이나 에페드린과 같은 아드레날린 효

연제(adrenergic agonist)는 동공산대를 유발해서 동공폐쇄에 의한 녹내장이 잘 발병할 수

있는 눈 구조를 가진 환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녹내장환자에서는 금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18)

본 증례에서 환자는 과거력상 아드레날린 효연제인 phendimetrazine과 ephedrine을 복

용하고 있었지만 증상 발생 당시 동공산대가 없었고, 관해가 이루어진 후 관찰한 전방각

이 개방각인 점, 그리고 녹내장 외에 마이너스 9디옵터에 가까운 근시 발생은 동공폐쇄에

의한 폐쇄각녹내장과는 맞지 않는다. 이는 세극등현미경 검사와 A-scan상 전방의 깊이

감소, 수정체 두께의 증가 및 B-scan상 맥락막상강액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맥락막상강액

이 발생하면서 앞맥락막 및 섬모체가 박리되고 섬모체 부종이 유발되어 수정체소대가 이

완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졌고 섬모체의 전방이동으로 수정체-홍채 격막을 앞으로 이동

시켜 전방이 얕아지면서 근시를 동반한 급성폐쇄각녹내장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Ikeda

et al은 원인과 상관없이 섬모체부종과 섬모체맥락막 삼출물이 동반되어 이런 일련의 과

정을 일으키는 임상적 분류를 "섬모체맥락막 삼출물 증후군(ciliochoroidal effusion

syndrome)" 이라고 하였다.4) 아직 섬모체맥락막 삼출물을 일으키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아 대체적으로, 약물 알레르기인 약물특이반응(Idiosyncratic drug reaction)으로써

섬모체종창, 앞맥락막박리, 조절연축, 수정체 종창, 수정체소대이완 및 수정체-홍채 격막

의 전방이동을 유발하여 근시와 급성폐쇄각녹내장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4) Kreig 와

Schipper
23)
는 같은 약물을 다시 복용했을 때 증상의 재현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관찰

하고 이러한 약물특이반응에 의문점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약물로 인한 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의 증가가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 없이 섬모체 종창을 가져온다고 하였

다.

많은 연구에서 아드레날린 효연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을 비롯한 아이코사노이드

(eicosanoids)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9,30) 사람의 안구에는 섬모체 뿐 아니라 홍채,

섬모체근육 그리고 전방각에 EP2(prostaglandin E2 receptor, subtype 2)를 비롯하여 EP1,

EP4등 PGE2(prostagladin E2)의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아드레날린 효연제의 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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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내 PGE2가 증가하게 되면 EP2를 자극시키고, 섬모체의 혈관투과성이 증가하게 된

다.
31,32)

이것이 아드레날린 효연제로 인한 섬모체종창과 섬모체맥락막 삼출물을 유발하지

않나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처럼 약물로 유발된 섬모체맥락막 삼출물에 의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의심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약물을 끊는 것이므로 충분한 병력청취 및 약물 복

용의 경력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환자처럼 LASIK등의 안과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이전의 수술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까봐 불안해 할 때

는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기전이 동공차단에 의한 것이 아니

므로 필로카르핀 점안이나 레이저 홍채절개술은 효과가 없으며, 특히 필로카르핀을 점안

하게 되면 축동제에 의한 수정체 전방이동이나 섬모체수축이 발생하여 전방각 폐쇄가 더

욱 심해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5,26)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본 증례에서

처럼 조절마비제를 점안하게되면 모양체소대를 긴장시켜 수정체를 뒤로 당겨 전방을 깊

게 하고 홍채에 밀려 막혀있던 섬유주를 열어 방수 유출로를 확보하여 안압을 낮출 수

있으며, 조절마비제만으로는 모양체상강액에 의한 모양체의 전방이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 추가로 맥락막상강의 염증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7)

이전에 원시교정 LASIK 후 근시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보고가 있었지만, 약물복용

과의 관련성은 언급이 없었다.33) 근시교정 LASIK 후 약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및 근시와 관련된 보고는 없었으며, 식욕억제제로 인한 근시 및 급성 폐쇄각 녹내

장에 대한 보고도 본 증례가 최초이다. 또한 LASIK 후 근시의 재발원인으로는 근시로의

퇴행(myopic regression)이나 각막확장증(corneal ectasia)이 가장 흔하지만, 본 증례로 볼

때 식욕억제제의 복용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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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To report acute transient myopia and angle-closure Glaucoma by

anorexiants.

Methods : Twenty eight-year old woman visited with binocular decreased vision

with abrupt onset, after taking anorexiants for 9 days. Detail history taking and

ocular examination were done.

Results : A shallow anterior chamber was seen under slit-lamp microexamination.

Thickened lens and narrowed chamber were identified on A-scan ultrasonography,

also. A suprachoroidal effusion was noticed on both eyes with B-scan

ultrasonography. Her symptoms were gradually disappeared, simultaneously with

reduced intraocular pressure after stopping all her medication and treating with

cycloplegics.

Conclusion : Aderenergic agonists suchlike phendimetrazine or ephedrine, can cause

anterior shifting of cilliary body nearby scleral spurs by inducing suprachoroidal

effusion, as a result shallow anterior chamber and narrowing scleral spur are

occurred. There is also anterior shifting of iris-lens diaphragm with relaxed zonular

fiber can cause myopia and acute-angle closure glaucoma by blocking the trabecular

meshwork. We suggest that it was related to increased prostaglandins. It is important

that find out causative medication and stop it in secondary glaucoma suchlike our

case, detailed history taking and ocular examination are required.

Key Words : Anorexiants, Ephedrine, Angle-closure Glaucoma, Myopia, Phendimetr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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