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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보고 =

S-1 전신 항암 요법 후 발생한 눈물길 폐쇄 2예
박종서⋅하성우⋅유혜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안과학교실

목적: 경구 항암제 S-1 (tegafur, gimeracil, oteracil ; TS-1Ⓡ, Taiho Pharmaceutical, Japan) 투여 후 발생한 눈물길 폐쇄 2예를 국내
에서 최초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증례 1) 34세 남자가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고 S-1 항암제를 투여 후 6개월경부터 시작되어 18개월간 지속되는 양안
눈물흘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눈물길검사에서 우안 눈물소관폐쇄와 좌안 눈물점협착 및 코눈물관 부분폐쇄가 발견되어 우안은
trephine을 사용하여 눈물소관폐쇄 개통 후 코경유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을, 좌안은 눈물점 폐쇄막 절제와 성형술 및 코눈물관 내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한 후 눈물흘림이 소실되었다. (증례 2) 60세 남자가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고 S-1 복용 2개월부터 발생
한 양안 눈물흘림으로 내원하였다. 우안 코눈물관 부분폐쇄 및 좌안 눈물주머니 폐쇄 소견을 보여 양안 코눈물관 내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유루증상이 해소되었다.
결론: S-1 항암제 복용 후 눈물점 협착, 눈물소관과 코눈물관 폐쇄와 같은 눈물길 폐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1 투여시 눈물흘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과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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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TS-1®)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

께 보고하고자 한다.

구용 항암 치료제로 진행성 위암이나 진행성 대장암 등 위
장관암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약제이다. S-1의 주된

증례보고

항암성분은 5-fluorouracil (5-FU)의 전구약제인 tegafur
이다. Tegafur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 간세포와 암세포에

증례 1

서 5-FU로 전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Tegafur 경구
투여시 나타나는 5-FU 정맥 투여에 비해 낮은 혈중농도를

34세 남자 환자가 1년 6개월간 지속된 양안의 눈물흘림

보강하기 위해 5-FU의 분해 효소인 dihydropyrimidine

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2년 6개월 전 조기위

dehydrogenase의 억제제를 결합하였고, 5-FU의 위장관계

암(adenocarcinoma, T1N1M0)이 진단되어 위전절제술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oxonate를 추가로 tegafur에 결합하

시행받았으며, 수술 2주 후부터 3주간 cisplatin (cisplatin

여 S-1이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S-1은 5-FU의 경구용

60 mg/m2, 1일 정맥 투여)과 S-1 병합요법(S-1 75 mg

전구약제이지만 중심정맥관을 통한 5-FU의 지속 주입과

3주간 1일 2회 경구 복용)을 5주 간격으로 4회 시행 후

유사한 약동학 특성을 가지고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인한

3주간 S-1 화학요법(S-1 75 mg 3주간 1일 2회 경구 복

감염, 혈전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용)을 시행하여 총 5주기 동안 S-1이 투여되었다. 항암

5-FU 전신항암요법을 시행한 후 코눈물관이나 눈물소관
3-7

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눈물흘림이 나타났다. 눈

전구약제인 S-1 투여

물흘림 외에도 항암치료 6개월째부터 얼굴과 손 부위에

후 발생한 예는 아직 국내에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S-1

피부착색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항암치료 종료

항암제 복용 2개월과 6개월 후에 발생한 눈물소관 및 코눈물

후 6개월부터 저절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눈검사에

관 폐쇄 2예를 경험하였기에 조직검사 결과와 문헌고찰을 함

서 눈꺼풀의 위치와 이완 정도는 정상이었으며, 각막과 결

폐쇄가 발생한 증례보고는 있었지만

막에서는 결막이완증과 염증소견이 없었고 좌안 상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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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점의 협착이 관찰되었다(Fig. 1).
눈물점을 통해 시행한 눈물소관관류술에서 우안은 세척
바늘의 진행이 부드러운 연조직에 의해 막히는 양상(soft
stop)을 보였으며 동측 및 반대편 눈물점을 통해 역류가 발생

www.ophthalm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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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operative photographs of case 1 patient show left (A) upper and (B) lower punctal stenosis.

A

B

Figure 2. Preoperative macro digital subtraction dacryocystographic findings of case 1 patient show (A) right canalicular obstruction and (B) left nasolacrimal duct partial obstruction.

하였다. 좌안은 눈물점확장기로 눈물점 확장 후에 시행한 눈

증례 2

물소관관류술에서 벽에 닿아 진행되지 않는 양상(hard stop)
을 보이고 식염수가 부분관류되고 역류되었다. 디지털 감산

60세 남자 환자가 2개월간의 눈물흘림을 주소로 내원하였

눈물주머니조영술검사에서 우안 눈물소관 부위의 완전폐쇄와

다. 5개월 전 진행 위암(tubular adenocarcinoma, T2bN1M0)으

좌안 코눈물관의 부분폐쇄가 관찰되었다(Fig. 2).

로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고 S-1 화학요법(S-1 75 mg 2

TM

lacrimal tre-

주간 1일 2회 경구 복용)을 4주 간격으로 6회 시행 중이었다.

phine, BD, USA)을 사용하여 눈물소관 폐쇄부위 개통 후 코

치료는, 우안에서는 trephine (BD Visitec

항암제 투여 2개월째부터 눈물흘림이 나타났다. 전신검사에서

TM

경유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 및 실리콘관(BD Visitec

DCR

set, BD, USA)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좌안에서는 눈물점

항암 치료 후 3개월 후부터 얼굴과 손 부위에 피부착색이 나타
나고 설사를 호소하여 보존 치료를 시행하였다.

폐쇄막을 현미경하에서 폐쇄막부터 눈물소관 내막까지 충분히

눈물소관관류술에서 우안은 hard stop 소견을 보이고 부분

제거하였고 two-snip 눈물점 성형술과 코눈물관내 실리콘관

관류되었으며 좌안은 hard stop 및 완전 역류되는 결과를 나

(crawford intubation set, Jedmed, USA) 삽입술을 시행하

타내었다. 디지털 감산 눈물주머니조영술검사에서 우안 코눈물관

였다. 좌안 눈물점에서 제거한 폐쇄막의 조직검사에서 편평상

부분폐쇄와 좌안 눈물주머니 폐쇄를 보였다(Fig. 4).

피세포 하 섬유화가 관찰되었다(Fig. 3). 수술 후 눈물흘림은

환자는 지속적인 S-1 화학요법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

양안 모두 소실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작용없이 수술 4개월째

하여 부분마취하에 양안 코눈물관확장술 및 실리콘관(crawford

경과관찰 중이다.

intubation set, Jedmed, USA)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양안 모
두 수술 후 눈물흘림이 해소되었으며 부작용 없이 수술 후 3개
www.ophthalm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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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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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Histopathologic findings of punctal membrane (case 1) show subepithelial fibrosis (white arrow) below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black arrow) (hematoxylin-eosin, ×200) (B) Histopathologic findings of lacrimal sac (case 1) show chronic inflammation consisting of lymphocytes (black arrow) with fibrosis (white arrow)
(hematoxylin-eosin, ×200).

A

B

Figure 4. Preoperative macro digital subtraction dacryocystographic findings of case 2 patient show (A) right nasolacrimal duct partial obstruction and (B) left lacrimal sac obstruction.

월째 경과관찰 중이다.

는 위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로 단독으로 사용되기
도 하며 거의 대부분의 병합요법에서 기본약제로 사용되고 있

고

8

다.

찰

5-FU는 DNA합성 억제제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피부, 구강
®

9

최근 개발된 S-1 (TS-1 ,Taiho Pharmaceutical, Japan)

점막, 위장관 등에 손상을 준다. 안과영역에서의 5-FU의 합

은 경구용 항암제로서 기존에 사용된 주사용 5-FU의 전구약

병증으로 결막염, 각막염, 눈꺼풀염, 눈물소관 및 코눈물관 폐

제인 tegafur와 두 종류의 효소억제제인 5-chloo-2, 4-

쇄 등이 있으며 보통 5-FU 투여 후 수일에서 수주 후에 증상

dihydroxypridine (CDHP)과 potassium oxonate (Oxo)로

이 나타나고 투여를 중단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Tegafur는 간의 P-450효소계 및 세포질 효

5-FU 전신화학요법 후 발생한 눈물기관의 폐쇄는 여러 차례

소에 의해 주로 간이나 종양세포에서 5-FU로 전환되며,

보고되어 왔다.3-7 5-FU에 의한 코눈물관 폐쇄의 기전은 두

CDHP는 dihydropyrimidine dehydrogenase (DPD)의 경쟁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는 눈물성분에 5-FU가 분비되

적인 가역억제제로 5-FU의 반감기를 연장시켜 암세포와 체

어 눈물배출통로에 만성염증을 야기하여 폐쇄를 일으킨다는

1-2

3

내의 5-FU 농도를 높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5-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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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증식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상피하 고유질에 만성적인

내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위암의 통상적 화학요법 치료제

3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폐쇄가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S-1 투여 후의 눈물흘림의 발생빈

S-1은 5-FU의 전구약제로서 S-1투여 후 체내에서 활성화

도와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다수의 환자군을 대상으

된 5-FU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전으로 눈물기관에 폐쇄를

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화학요법 전 코눈물

일으켰으리라 사료된다.

관 실리콘관삽입술과 같은 예방법에 대한 임상연구도 고려해

5-FU에 의한 유루 증상은 눈물배출계의 문제 이외에 다른
가능성들이 제시되어 왔다. 표층점상각막염과 결막염같은 안

볼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S-1 투여 후 눈물배출계에 폐쇄가
일어난 증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구 표면 이상이 자극을 유발하여 눈물흘림이 나타날 수 있으
며, 눈꺼풀 주위의 피부염과 반흔성 변화를 일으켜 눈꺼풀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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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국내 암 발생빈도의 1위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위암 수술 후 통상적 복합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대표적 약제인
S-1은 경구약으로서의 이점 때문에 사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약제이다. 저자들은 5-FU의 전구약제인 S-1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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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U의 부작용인 눈물배출계의 폐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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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Cases of Lacrimal Drainage Obstruction Associated
With S-1 Anticancer Treatment
Jong-Seo Park, MD, Sung Woo Ha, MD, Helen Lew, MD, Ph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Bundang CHA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ungnam, Korea

Purpose: To report two cases of lacrimal drainage obstruction associated with the anticancer drug S-1 (tegafur, gimeracil, oteracil ; TS-1Ⓡ,
Taiho Pharmaceutical, Japan).
Case summary: (Case 1) A 34-year-old male who had previously undergone a total gastrectomy for treatment of gastric cancer visited with
epiphora in both eyes that had developed 6 months after S-1 treatment. On examination, a right canalicular obstruction and left punctal and
nasolacrimal partial obstruction were noted. Endoscopic dacrycystorhinostomy with lacrimal trephinization was done in the right eye and punctoplasty with punctal membrane removal and silicone tube intubation were performed in the left eye and the epiphora were successfully treated.
(Case 2) A 60-year-old male who was treated with S-1 for gastric cancer presented with tearing in both eyes that had developed 2 months
after S-1 treatment. Ophthalmic examinations revealed a right nasolacrimal partial obstruction in the right eye and lacrimal sac obstruction in
the left. Silicone intubations were performed on both sides and the epiphora were successfully treated.
Conclusions: Lacrimal drainage obstructions may develop after S-1 treatment. Therefore, ophthalmologic evaluations should be performed in
patients treated with S-1 to detect lacrimal drainage obstruction.
J Korean Ophthalmol Soc 2010;51(6):89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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