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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탐부톨 유발 독성 시신경병증과 동반된 철결핍성 빈혈에 의한 

허혈시신경병증

Ischemic Optic Neuropathy Caused by Iron Deficiency Anemia Accompanied 
by Ethambutol-induced Toxic Optic Neu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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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ischemic optic neuropathy caused by iron deficiency anemia (IDA) accompanied by ethambutol-in-
duced toxic optic neuropathy. 
Case summary: A 64-year-old female patient presented with declining visual acuity. Four months prior, she had been taking 
ethambutol daily for tuberculosis. Corrected visual acuity was 0.3 in both eyes and a central visual field defect was revealed in 
visual field tests. In the color vision test, the right eye scored three and the left eye scored two. Ethambutol was stopped immedi-
ately under suspicion of toxic optic neuropathy; however, the corrected visual acuity gradually worsened to 0.05 in the right eye 
and the finger count was 50 cm in the left eye. The patient’s blood test showed signs of IDA. After 5 months of IDA treatment, the 
blood test results returned to the normal range and corrected visual acuity improved to 0.5 in both eyes. However, focal atrophy 
of the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was observed, requiring close monitoring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ndings.
Conclusions: Ischemic optic neuropathy due to IDA may occur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may be difficult to diagnose if accom-
panied by ethambutol-induced toxic optic neuropathy.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progressive vision loss, prompt diagnosis and 
careful monitoring in follow-up evaluatio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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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탐부톨은 결핵균 혹은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의 일차 치료제로 쓰

이는 약제로, 독성 시신경병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제

이다. 에탐부톨에 의한 시신경병증은 이를 복용한 환자의 

1-5%에서 복용 후 수일에서 수개월 후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1 이 환자들은 streptomycin, chloramphenicol, linezolid

에 의한 시신경병증과 비슷한 임상양상을 보이며, 특징적

으로 초기에 색각이상과 양안의 점진적인 시력저하를 호소

한다. 일반적으로 약제를 끊으면 증상이 서서히 회복되나, 

진단이 늦어지면 비가역적인 시력손상이 발생될 수 있기에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지침에 따르면 에탐부

톨에 의한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약제를 끊고 경

과를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2 

빈혈과 관련된 시신경병증은 흔하지 않지만, 점진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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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niti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ndings, fundus photographs, and visual field tests. (A, C) The swelling of nerve 
fiber layer was shown in both eyes, but the defect of nerve fiber layer was not detected in both eyes. (B) The optic disc was slightly 
congested. (D) Central visual field defect was revealed in both eyes and pattern standard deviation was 2.70 dB in right eye, 2.93 dB 
in left eye.

력저하와 비가역적인 시신경의 손상이 야기될 수 있어 주

의를 요한다. 이전 연구자들에 따르면 흡연, 소장절제, 장기

간의 채식 섭취 등으로 인한 악성 빈혈로 인하여 시신경병

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간경화나 영양 결핍으

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한 허혈시신경병증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3,4 이러한 시신경병증은 다른 시신경병증과 

구별되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초기에 안과 검사상 진단하

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특히 다른 

종류의 시신경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감별해내기 쉽지 않

다. 저자들은 본원에서 에탐부톨에 의한 시신경병증과 영

양 부족으로 인한 시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에탐부톨 약제 

중단 이후에도 오랜 기간 시력저하가 진행되다가 빈혈 치

료와 적절한 영양섭취 후 호전 양상을 보이는 사례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려고 한다.

증례보고

64세 여자 환자가 한 달 전 어지럼증과 구토 발생 후 서서

히 시작된 양안 무통성 시력저하와 청력저하를 주소로 타 병

원을 거쳐 내원하였다. 환자는 본원 병력청취상 내원 4개월 

전부터 결핵 진단 하에 Isoniazid 450 mg, Rifampin 900 mg, 

Ethambutol 800 mg (13.5 mg/kg/day)을 매일 복용 중이었

다. 과거 병력상 암이나 기타 내과 질환 및 흡연력은 없었

다. 결핵 진단 초기에 약을 먹으면서 입맛이 떨어져 몸무게

가 1달 동안 8 kg 빠졌으며, 그때부터 거의 식사를 하지 않

고 물만 마시고 생활하거나 하루 한 끼, 밥 반 공기만 먹었

다고 하였다. 본원 내원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교정시력

은 우안 0.3, 좌안 0.3이었다. 안통 및 두통은 없었으며, 동

공반사, 상대구심동공운동장애검사, 안구운동검사 및 전안

부에 대한 세극등검사상 백내장 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시

야검사상 양안에서 중심시야 결손이 관찰되었으며, mean 

deviation (MD) 값은 우안 -4.08 dB, 좌안 -5.34 dB이었고 

pattern standard deviation (PSD) 값은 우안 2.70 dB, 좌안 

2.93 dB이었다. 안저검사상 양안 시신경유두의 경미한 충혈 

소견과 빛간섭단층촬영상 신경섬유층의 부종 소견이 관찰

되었으며,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상 신경섬유층의 결손은 관

찰되지 않았다(Fig. 1). 한천석 한식색각검사표는 우안 3개

를 맞추었고, 좌안은 2개를 맞추었다. 에탐부톨 복용으로 인

한 독성 시신경병증 의심하, 진료 후 내과에 의뢰하여 진료 

당일 에탐부톨 복용을 바로 중단하였고, 이후 환자는 자의

로 결핵 약제를 모두 중단하였다. 기타 신경학적 질환을 감

별하기 위해 안구 및 뇌 동정맥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압 상승을 시사하는 뇌실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레버

시신경위축(Leber optic atrophy), 시신경위축-1 (optic atro-

phy-1) 유전자검사 및 아쿠아포린-4 (Aquaporin-4) 항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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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ndings and visual field tests. Eighty two days after the initial presentation, (A, B) the 
aggravation of swelling in nerve fiber layer was shown in both eyes and (C) the result of visual field tests was aggra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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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ndings and visual field tests. After treatment for anemia (A, B), The swelling of nerve 
fiber layer was much improved but the focal atrophy of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was shown in both eyes and (C) the result 
of visual field tests was much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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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역 항체 그리고 부신생물(Paraneoplastic) 항체는 음성 

소견을 보였다.

약을 끊고 경과 관찰 82일 후 양안 교정시력은 우안 0.2, 

좌안 0.1로 더욱 악화되었다. 빛간섭단층촬영상 신경섬유

층의 부종 소견은 더욱 악화되었으며(Fig. 2), 패턴 시유발

전위검사상 좌안에 더 뚜렷한 양안 p100파 지연이 관찰되

었다. 동반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에 대해 신경과 진료 후 

기타 검사를 위해 입원했을 때 교정시력은 우안 0.05, 좌안 

안전수지 50 cm였으며, 빛간섭단층촬영상 신경섬유층의 

부종 소견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야검사는 시력악화로 인

한 협조도 저하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한천석 한식색각검

사표는 우안 1개를 맞추었고, 좌안은 맞추지 못했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는 정상 범위였으나, 혈

색소(hemoglobin) 8.0 g/dB, 적혈구용적률(hematochrit) 28.6%

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

ration) 6.7%, 혈청철(serum iron) 23 μg/dL로 매우 감소되

어 있어 WHO 기준 중등도 철결핍성 빈혈 소견이 관찰되

었다. 비타민 B12는 555.3 pg/mL, 엽산은 6.4 ng/mL로 정

상 범위였다. 뇌척수액검사, 혈액응고검사, 혈액도말검사 

소견은 정상이었다. 환자는 입원 직전까지 지속적인 시력

악화 증상을 호소하다가, 입원 중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

를 세 끼 규칙적으로 하고 빈혈약(Ferrous Sulfate 256 mg)

을 복용한 직후 주관적인 시력 증상이 먼저 호전되기 시작

했으며 빛간섭단층촬영상 신경섬유층의 부종 소견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퇴원 후에도 종합비타민과 함께 빈혈 

약을 복용하였으며, 규칙적인 식사 일기를 써올 것을 지시

하였다. 환자는 이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빈혈과 영

양 치료 시작 5개월 후 교정시력은 양안 0.5까지 호전되었

고, 한천석 한식색각검사표는 양안 각각 10개를 맞추었으

며, 혈액검사 결과는 혈색소(hemoglobin) 12 g/dL, 적혈구

용적률(hematochrit) 35.9%,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6.4%, 혈청철(serum iron) 72 μg/dL로 모두 정

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빛간섭단층촬영상 신경섬유층의 부

종은 호전되었으나 신경절세포-속얼기층의 손상 소견이 관

찰되어(Fig. 3)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예정이다.

고 찰

에탐부톨로 인한 독성 시신경병증은 에탐부톨의 대사산

물이 미토콘드리아 내의 전자 수송 및 세포 산화 대사 과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토크롬 c 산화효소(cytochrome c 

oxidase)의 보조인자인 구리의 이용을 감소시켜, 그 결과 

시신경섬유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으로 인한 시신경의 

축삭 수송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 시력 증상은 약제를 끊으

면 호전되지만 고령의 경우 회복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시력은 0.05 미만으로 떨어지

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5 에탐부톨은 구강 복용 후 

75-80%가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며 초기 복용량의 50%

가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6 임상적으로 복용 중지 후 약

제가 다 배출되기까지 시력저하는 다소 진행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병력청취상 에탐부톨 복용 약 3개월 후 시력저

하가 시작되었고, 복용 4개월 후 내원했을 때 즉시 에탐부

톨을 끊은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시력이 악화되어 약제 배

출 기간과 초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몇 주 더 경과 관

찰을 하였다. 그러나 약제 중단 3개월 후에도 에탐부톨로 

인한 독성 시신경병증에서 비교적 초기에 관찰되는 신경절

세포-속얼기층의 손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7,8 이전에 보

고되어 있는 평균적인 시력 회복 시기를 지나도 시력과 신

경섬유층의 부종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9 

또한 빈혈 치료 직전 시력은 안전수지로 측정되어, 독성 시

신경병증에 의한 일반적인 시력저하 수준보다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독성 시신경병증의 회복이 지연되

고 있는 가능성 이외 시신경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들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를 하였고, 철결핍성 빈혈과 

관련된 허혈시신경병증을 추가로 진단하였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결핵 이외에 기타 내과 질환이 없었으며, 안저검사

상 시신경은 경미한 충혈 소견을 보였으나 이미 빛간섭단

층촬영상 망막신경섬유층의 부종이 심하였고, 시력저하와 

함께 양안의 중심시야 장애 및 초기 색각이상 등 전형적인 

독성 시신경병증의 소견을 보였기에 임상양상만으로 동반

된 다른 시신경병증의 감별이 쉽지 않았다.

철결핍성 빈혈은 영양섭취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정상인

에서는 흔히 발생되지 않으나, 비정상적인 식이로 영양섭

취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몇몇 역학연구에 따르면 철결핍성 빈혈은 종종 

영양섭취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소아와 월경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 여성에게서 가장 이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0,11 본 증례의 환자는 결핵 진단 초기 본원에서 시행

했던 혈액검사상 빈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에, 결핵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몇 달간 영양섭취가 제대로 되

지 않아 단기간의 급격한 영양 결핍에 의해 철결핍성 빈혈

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망막의 정맥순환 시스템은 낮은 혈류 속도와 높은 혈관

저항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 혈액학적 문제에 의해서 

정맥혈류가 정체되거나 혈전이 발생되는 경우 망막과 시신

경의 혈류 순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심한 빈혈

의 경우, 정맥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과 저산소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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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적혈구의 변형이 이차적으로 망막과 시신경의 혈류장

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Kacer et al4
은 철

결핍성 빈혈을 가진 환자에서 망막중심정맥폐쇄와 허혈시

신경병증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를 통해 혈색소 9.4 g/dB, 

적혈구용적률 30.5%로 빈혈이 경미한 경우에도 망막과 시

신경의 허혈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다

수의 이전 연구자들은 철결핍성 빈혈 환자에서 양안의 시

신경부종을 보고하였는데,13-15 이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

하며, 두통과 구토를 빈번하게 동반하지만 두개내압은 정

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시신경부

종은 헤모글로빈 저하로 인한 빈혈성 산소 결핍과 동시에 

철효소인 시토크롬 산화효소(cytochrome oxidase)의 부족

으로 인한 조직독성 무산소증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빈

혈 치료와 함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됨에 따라 시신

경의 부종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본 증례의 환

자는 빈혈과 관련된 전신질환은 없었으나, 이전 연구자들

이 발표했던 증례보다 심한 중등도의 빈혈 소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징적으로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고 관련된 

치료와 적절한 영양공급을 받게 되자, 치료 직후 바로 주관

적인 시력호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

한 것처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됨에 따라 신경섬유층

의 부종도 유의하게 호전 추세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증례에서는 결핵 약제 독성으로 인해 발생한 시토크롬계 

효소 이상과 이로 인해 취약해진 시신경이 철결핍성 빈혈

로 인한 산소 결핍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존의 독

성 시신경병증보다 더욱 심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되

며, 동반된 빈혈로 인한 시신경병증은 적절한 치료와 영양

섭취로 다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적절하

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 경과 관찰 중 본 증례의 환자는 시신경부종이 점차 

완화되며 양안의 시력이 0.5까지 회복되었고, 빛간섭단층

촬영상 신경절세포-속얼기층의 손상이 다소 관찰되었다. 

이는 시력저하 증상으로부터 진료 후 에탐부톨을 중단할 

때까지 1개월가량 지연되었기에 약제 독성에 의한 축삭 손

상을 반영하는 비가역적인 손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시신경병증이 동반되면서 신경섬유층의 부종이 느리게 호

전되어 전형적인 에탐부톨에 의한 독성 시신경병증의 단독 

사례보다 더 늦게 나타난 것이라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철결핍성 빈혈에 의한 허혈시신경병증은 빈

혈과 관련된 다른 전신적인 내과 질환 없이 단기간에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본 증례와 같이 에탐부톨에 의한 독성 시

신경병증과 철결핍성 빈혈로 인한 시신경병증은 동반될 수 

있으며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임상양상에서 보이는 단서를 

기초로 가능한 시신경병증에 대한 폭넓은 평가와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일 것이다. 덧붙여 점진적 시력저하로 오는 

환자들의 진료를 볼 때, 병력청취상 명확한 시력저하의 요

인이 있더라도 면밀한 병력청취와 함께 다각도로 의심을 

하고 평가하여 비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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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에탐부톨 유발 독성 시신경병증과 동반된 철결핍성 빈혈에 의한 

허혈시신경병증

목적: 에탐부톨에 의한 시신경병증과 철결핍성 빈혈에 의한 시신경병증이 동반된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64세 여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양안의 무통성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4개월 전부터 결핵 치료를 

위해 에탐부톨을 매일 복용 중이었다. 교정시력은 양안 0.3으로 측정되었으며, 시야검사상 양안 중심시야 결손이 관찰되었다. 색각검

사는 우안 3개, 좌안 2개를 맞추었다. 에탐부톨 복용으로 인한 독성 시신경병증 의심하 약물 복용을 바로 중단하였으나, 교정시력은 

점차 악화되어 우안 0.05, 좌안 안전수지 50 cm로 떨어졌다.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철결핍성 빈혈 소견을 보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5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 정상으로 회복되고 교정시력 양안 0.5까지 호전되었으나, 빛간섭단층촬영상 신경절세포-속얼기층의 손상이 

관찰되어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예정이다.

결론: 철결핍성 빈혈에 의한 허혈시신경병증은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에탐부톨에 의한 독성 시신경병증과 동반되어 감별이 어

려울 수 있다. 점진적 시력저하로 오는 환자들의 경우, 명확한 시력저하의 요인이 있더라도 다각도로 평가하여 신속히 진단하고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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