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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reviously reported ocular complications of interferon alfa administration are extremely
rare. We experienced a 15-year-old boy with chronic hepatitis B who developed glaucoma after
interferon alfa therapy. The purpose of this prospective study was to evaluate the possible
development of glaucoma after interferon alfa therapy for chronic hepatitis B.
Methods: Nine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who visited Inha university hospital between
February 1998 and July 1999 received interferon alfa therapy. We measured visual acuity, intraocular pressure, C/D ratio, and visual field examination at pre-interferon therapy, three and six months
after therapy, respectively.
Results: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was 9 (4 boys and 5 girls). Mean age was 11.7±4.1 years.
The duration of therapy was 6 months and mean dosage of interferon was 5 million units. Compared
with visual acuity, intraocular pressure, and C/D ratio at pre-therapy, those parameters at 3 months
and 6 months after therap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nd none showed visual field defect
after therapy.
Conclusion: Our prospective study showed no evidence of development of glaucoma after interferon
therapy.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glaucoma
or other ophthalmologic diseases after interferon therapy in chronic hepatitis B. (J Korean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0; 3: 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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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76년 Greenberg 등1)이 인터페론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한 이래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알파 인터페론 단독 혹은
병합요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2∼6)

으며

, 최근에는 소아에서도 알파 인터페론 치

료요법이 성인들의 치료성적과 비슷한 30∼40%
환자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없애주는 것으로 보고
7∼10)

되고 있다

.

알파 인터페론 치료시 부작용으로는 열, 오한,
피로, 두통, 근육통, 관절통같은 감기증상과 탈모
증 발생 및 가역적인 골수억제, 우울증과 갑상선
염, 건선, 용혈성빈혈, 유욕종증 등의 자가면역질
11∼13)

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안과적인

부작용으로는 C형 간염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
후 녹내장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전세계적으로 1
14)
례 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증례보고가 없었다. 저

자들은 최근 15세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인터
페론 투여 후 녹내장이 생긴 예를 경험한 바 있어
인터페론 치료와 녹내장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자 전향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8년 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인하대학교 병
원에서 6개월 이상 HBsAg 및 HBeAg이 양성이고
혈중 transaminase (AST, ALT)치가 상승되어 있어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남아 4명, 여아 5
명 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대상 환아에게 recombinant 인터페론 알파 500만
단위(최소 300만 단위, 최대 600만 단위)를 투여하
였다. 인터페론 투여 전, 투여 3개월, 6개월 후 시
력검사(visual acuity), 안압, C/D (cup/disc)비, 시야
(visual field)검사를 측정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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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좌안 0.7±0.2 이었다. 각 환아들의 시력

결

과

는 인터페론 투여전 후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Fig.
1, 2).

1. 대상 환아들의 성별 및 연령 비교

3. 인터페론 투여전 후 안압 비교

대상 환아들은 남아 4명, 여아 5명 총 9명이었
고, 그중 1명은 2년 8개월로 안과적 검사가 어려워

안압은 Goldman applanation tonometry로 측정하

일부검사는 제외되었다. 평균 연령은 11.7±4.1년

였고, 모든 환아의 인터페론 투여 전 평균 안압은

(범위: 2.7∼15.1)이었으며, 인터페론 알파 평균 투

우안 16.6±1.2 mmHg, 좌안 16.4±0.8 mmHg이었

여량은 500만 단위였다(Table 1).

고, 투여 3개월 후는 우안 16.0±0.1 mmHg, 좌안
15.9±0.8 mmHg이었으며, 투여 6개월 후는 우안

2. 인터페론 투여전 후 시력 비교

15.8±0.8 mmHg, 좌안 15.3±0.4 mmHg이었다. 각

모든 환아의 인터페론 투여 전 평균 시력은 우안
0.6±0.1, 좌안 0.8±0.1이었고, 투여 3개월 후는 우

환아들의 안압은 인터페론 투여전 후 사이에 변화
가 없었다(Fig. 3, 4).

안 0.6±0.1, 좌안 0.7±0.1이었으며, 6개월 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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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left visual acuity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after interfer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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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right visual acuity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after interferon therapy.

0

25

Pressure (mmHg)

1
2
3
4
5
7
8
9

Pre

After 3 mo

After 6 mo

Fig. 3. Changes of right intraocular pressure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after interfer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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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left intraocular pressure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after interfer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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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sAg(+), HBeAg(+), HBV-DNA(+))을 앓고 있

4. 인터페론 투여전 후 C/D비 비교

던 15세 남아로 인터페론 알파 600만 단위를 주 3

인터페론 투여 전 평균 C/D비는 0.29±0.03, 투

회 6개월간 치료 후 HBV-DNA는 소실되었지만 3

여 3개월 후는 0.25±0.03, 6개월 후는 0.30±0.04

개월 후 HBV-DNA가 양성으로 전환되어 인터페론

(p＞0.05)이었고 각 환아들의 C/D비는 인터페론 투

재치료 중 안구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상 양

여전후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

안의 시력이 30/200으로 저하되었고, 안압은 우안
46 mmHg, 좌안 47 mmHg로 증가되었으며 C/D비

5. 시야검사

는 0.7이었다. 시야검사에서 우안은 상비영역, 좌

인터페론 투여전 후 사이에 대상 환아 모두 시

안은 상비와 상이영역에 시야결손이 발생하였다.
인터페론 투여중지 후 1개월만에 시력, 안압, C/D

야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비는 회복되었으며 1년 후 시행한 시야검사에서

고

찰

시야결손은 상당히 회복된 상태였다. 이에 저자들
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시 합병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시 숙주세포에서 생성

증으로 녹내장 발생 여부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본

되는 당단백질로서, 생성세포에 따라 α, β, γ 3가

연구를 전향적으로 시행하였다. 모두 9명을 대상

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모든 형태의 인터페론은 항

으로 하였지만 그 중 한명은 2년 8개월로 시력검사

바이러스 작용과 면역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

를 하기가 어려워 시야결손 검사만 시행하였으며,

15)

려져 있다 . 인터페론 알파는 감마보다 항바이러

모든 대상아들이 인터페론 투여전 후에 측정한 시

스 작용은 강하지만 면역조절기능은 떨어지는 경

력, 안압, 그리고 C/D비 변화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

16)
향이 있다 .

의 변화는 없었고 시야결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터페론 치료 부작용은 주로 투여용량에 관련
17)

하지만 암환자에서 인터페론 투여 후 망막출혈,

되어 나타난다 . 인터페론 투여 후 수 시간에서 2

망막삼출성반점, 동안신경마비의 합병증과 C형 간

주까지는 오한, 발열, 전신피로, 근육통, 두통, 관절

염 환아에서 인터페론 치료 후 녹내장이 발생한

통 등과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2주 후에는

예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론 투여 후 안

골수억제작용이 일어나며 이는 투여량과 유관하다

과적 질환 및 녹내장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

18)

는 보고가 있다 . 그 외의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2)

탈모증, 감정변화와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19,20)

, 건선21),

또한 흔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갑상선염
22,23)

용혈성빈혈

24)

, 유욕종증

요

약

등의 자가면역질환이
25)

목 적: 만성 C형 간염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

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암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

후 녹내장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전세계적으로 1

후 10례의 망막증 발생이 있었고, 그 외 합병증으

례 있어왔다. 최근 저자들도 15세된 만성 B형 간

로 망막출혈, 망막삼출성반점(cotton wool patches),

염 환자에게 인터페론 투여 후 녹내장이 생긴 예

26)

동안신경마비 등이 있다 . Ayaki는 당뇨병과 C형

를 경험한 바 있어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인터

간염으로 고생하는 56세 환자에게 인터페론 알파

페론 치료와 녹내장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600만 단위를 2달간 주 3회 피하주사 후 녹내장이

자 본 연구를 전향적으로 시행하였다.

발생하기도 한다. 안과적 부작용으로는 David 등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녹내장은 인터페론 투
14)

여를 중지한 후 6개월만에 회복되었다 .
본 병원에서 경험한 환아는 만성 B형 간염

방 법: 1998년 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인하대학
교 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 받고 인터페
론 알파를 투여받은 9명의 환아(남아 4명, 여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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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인터페론
투여 전, 투여 3개월 후, 6개월 후 안과적 검사를
통하여 시력검사, 안압, C/D비, 시야검사를 측정

6)

비교하였다.
결 과:
1) 대상환아들의 평균 연령은 11.7±4.1세, 투여

7)

기간은 6개월이었고 평균 투여량은 5백만 단위였
다.
2) 각 환아들의 인터페론 투여 전 시력, 안압,
C/D비를 투여 3개월 후, 6개월 후에 비교하였을

8)

때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3) 시야검사에서는 시야결손은 한 명도 발생하
지 않았다.
결 론: 만성 B형 간염 환아에게서 인터페론 치

9)

료 후 녹내장이 발생하여, 이후 9명의 만성 B형 간
염 환아를 대상으로 인터페론 치료 후 안압증가
여부 등을 전향적으로 조사하였지만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하지만 인터페론 투여 후 녹내장 및 안
과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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