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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의 임상효과

Efficacy of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in Normal-tension Glaucoma with 
Mild to Moderate Dry Eye

이송민⋅진상욱

Song Min Lee, MD, Sang Wook Jin, MD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in patients with normal-tension glaucoma who had 
mild to moderate dry eye after switching from preserved latanoprost.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in patients with normal-tension glaucoma who had mild to moderate dry eye. 
All enrolled patients had used preserved latanoprost and switched to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The study consisted of a 
baseline visit (treatment with preserved latanoprost) and four follow-up visits conducted after 1, 3, 6, and 12 months of treatment 
with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Intraocular pressure (IOP), mean deviation (MD),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Shirmer’s
test score, tear break-up time (TBUT), corneo-conjunctival fluorescein staining, and adverse drug reactions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IOP and MD values during treatment with preserved latanoprost were 14.1 ± 2.6 mmHg and -2.68 ± 0.11 dB, 
respectively. The mean IOP and MD values at 12 months after switching to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were 13.9 ± 1.9 mmHg 
and -2.66 ± 0.12 dB, respectively. The OSDI, Shirmer’s test score, BUT, and corneo-conjunctival fluorescein staining during 
treatment with preserved latanoprost were 53.15 ± 8.86, 4.97 ± 1.71 mm, 4.92 ± 1.72 seconds, and 2.92 ± 1.05, respectively. The 
OSDI, Shirmer’s test score, TBUT, and corneo-conjunctival fluorescein staining at 12 months after switching to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were 49.07 ± 6.97, 5.51 ± 1.48 mm, 5.49 ± 1.46 seconds, and 2.47 ± 1.09, respectively. There were no serious ad-
verse drug reactions causing ocular damage.
Conclusions: Preservative-free latanoprost was effective for improving objective and subjective symptoms compared to pre-
served latanoprost; it maintained a stable IOP and visual field value in patients with normal-tension glaucoma who had mild to 
moderate dry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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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망막신경절세포와 그 축삭 돌기의 소멸과 시야

장애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시신경병증으로 녹내장을 진

행시키는 위험인자는 높은 안압, 가족력, 인종 등 다양한 

인자가 알려져 있지만 이런 다양한 위험인자들을 조절하여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안압을 낮

추는 치료만이 시신경과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사멸을 멈

추어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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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1,2 

현재까지 안압을 낮출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녹내장 안

약의 점안,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서 녹내장의 일차 치료법으로 녹내장 안약의 점안

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3 하지만 장기간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 환자의 45-60%가 충혈, 점상각막염, 작열감, 안구 

건조증 같은 안구표면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안약

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 성분, 보존제, 완충제(buffers), pH

값, 그리고 오스몰 농도가 각결막에 독성을 초래하여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보존제에 의한 독성이 

안구 표면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이런 녹내

장 안약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안구표면 질환의 악화는 녹

내장 안약 사용에 대한 환자 순응도를 감소시켜 녹내장 경

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안구표면 질환

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녹내장 안약을 선택하는 데 있

어서 보존제 포함 여부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4-6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Monoprost®, Thea, 

Clermont-Ferrand, France)는 50 μg의 라타노프로스트를 함

유한 무보존제 녹내장 안약으로 포도공막유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낮추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자기 전 하루에 한 번 

점안하며 실온 보관이 가능하게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보

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 중인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녹내장 환자에서 무보존제 라

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녹내장 약제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

된 약제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병원 안과에 내원하는 경도에서 중

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자 중 기존에 

사용 중이던 보존제가 함유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Xalost®, 

Taejoon Pharm., Seoul, Korea)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

트 제제(Monoprost®, Thea)로 변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대

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DAUHIRB-19-256).

정상안압녹내장의 진단은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기저 안압과 매번 내원 시 측정한 안압이 모두 20 mmHg 

이하이고 전방각경검사에서 전방각이 열려 있는 환자 중 

시신경유두 입체 사진에서 녹내장성 변화 또는 빛간섭단층

촬영 시 특징적인 시신경 및 시신경섬유층 손상이 보이면

서 이에 상응하는 녹내장성 시야 결손을 보이는 경우로 정

의하였다. 

안구건조증에 관련된 환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20세 이상의 연령, 2) 2007년 International Dry Eye 

Workshop에서 제시한 중증도 체계에 따라 경도인 level 1, 

중등도인 level 2에 해당하는 환자.7,8

다음과 같은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녹내장 

수술이나 레이저 시술을 포함한 이 전에 안과 수술의 과거

력이 있는 환자, 2) 녹내장 안약, 무보존제 인공눈물 이외의 

안약을 점안 중인 환자, 3) 콘택트렌즈 사용자, 만성 각막미

란, 중증 이상의 알레르기결막염, 그리고 각막 이영양증, 

4)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의 기왕력이 있

는 환자. 

모든 환자들의 단안만을 연구에 이용하였는데 양안 모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안을 선택하였다.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하던 때와 무보존제 라

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시야검사,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를 

이용한 설문지 점수 결과,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 각

결막 염색 지수, 그리고 안압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야검사는 험프리 자동시야검사(Humphrey Field Analyzer, 

Carl-Zeiss Meditec, Dublin, CA, USA)를 이용하여 C24-2 

Swedish Interactive Thresholding Algorithm standard program

으로 측정하였다. 가양성률과 가음성률이 33% 미만이고, 

주시상실이 20% 미만일 때의 시야검사를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OSDI 설문지는 12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마다 0에서 4점으로 응답하여 각 점수의 총합을 답변

한 질문 수로 나누어 전체 점수를 측정한다. 0점에서 100점

까지 점수로 표현이 되며 점수가 클수록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 분표에 따라 정상(0-12점), 경도(mild, 

13-22점), 중등도(moderate, 23-32점), 중증(severe, 33점 이

상)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9

눈물층파괴시간은 Fluorescein 종이를 아래 눈꺼풀 결막

낭에 접촉하고 제거한다. 이후 정면을 바라보고 눈을 수초

간 깜박이게 한 뒤, 염색된 눈물막 층에서 형광 색소 염색

의 결손이 관찰될 때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세극등현미

경 코발트 블루광원을 통해 측정하였다. 10초 이상의 눈물

층파괴시간을 정상 범위로 판단하였다.10

쉬르머 I 검사는 점안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쉬르머 검사지(Color Bar™, Eagle Vision, Memphis, TN, 

USA)를 아래눈꺼풀 바깥 1/3 지점에서 아래눈꺼풀을 당긴 

후, 검사지를 결막낭 내로 들어가게 한 뒤 정면을 보게 한 

후 정상적인 눈 깜빡임을 하는 상태에서 5분간 접촉시킨 

후, 젖은 부위의 길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11 

각결막 염색검사는 Fluorescein을 점안하여 Oxford scheme

에 따라 각막과 비측, 이측 결막의 염색 정도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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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aseline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IOP (mmHg) 14.1 ± 2.6 13.8 ± 3.2 13.6 ± 2.7 13.7 ± 2.4 13.9 ± 1.9
p-value* N/A 0.347 0.126 0.216 0.528
MD (dB) -2.68 ± 0.11 -2.70 ± 0.09 -2.64 ± 0.12 -2.69 ± 0.14 -2.66 ± 0.12
p-value* N/A 0.270 0.106 0.541 0.352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IOP = intraocular pressure; MD = mean deviation; Baseline = intraocular pressure using preserved latanoprost preparation; N/A = not 
applicable.
*Paired t-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5, vs. baseline.

Table 2. Changes in IOP and MD value before and after 1, 3, 6 and 12 months of treatment with preservative free latanoprost

Characteristic Value (n = 73)
Age (years) 52.7 ± 11.2
Sex (female) 41 (56.2)
Baseline IOP (mmHg) 14.1 ± 2.6
Mean MD (dB) -2.68 ± 0.11
CCT (μm) 537.4 ± 12.5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aseline IOP = intraocular pressure using preserved latanoprost 
preparation; MD= mean deviation; CCT = central corneal 
thickness.

Table 1. Clinical and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12 
안압의 측정은 다른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시

행하였으며, 한 명의 동일 검사자(S. W. J)가 골드만압평안

압계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한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약제 변경 전과 후의 시야 검

사의 MD값, OSDI를 이용한 설문지 점수 결과, 눈물막파괴

시간, 쉬르머검사, 각결막 염색검사, 그리고 안압의 변화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73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는 32명

(43.8%), 여자는 41명(56.2%)이었다. 평균 나이는 52.7 ± 

11.2세였다.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를 사용 시 평

균 안압은 14.1 ± 2.6 mmHg였으며 시야 검사상 MD값은 

-2.68 ± 0.11dB이었다(Table 1).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

고 12개월째 평균 안압은 각각 13.8 ± 3.2 mmHg, 13.6 ± 

2.7 mmHg, 13.7 ± 2.4 mmHg, 그리고 13.9 ± 1.9 mmHg로 

변경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347, p=0.126, p=0.216, p=0.528) (Table 2).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할 때의 평

균 MD값은 -2.68 ± 0.11 dB이었으며 무보존제 라타노프로

스트 제제로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평균 MD값은 각각 -2.70 ± 0.09 dB, -2.64 ± 0.12 dB, -2.69 

± 0.14 dB, 그리고 -2.66 ± 0.12 dB로 변경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70, p=0.106, 

p=0.541, p=0.352) (Table 2).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할 때의 평

균 OSDI 점수는 53.15 ± 8.86이었으며 무보존제 라타노프

로스트 제제로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째 평균 점수는 각각 52.41 ± 9.01, 49.52 ± 7.43, 48.98 ± 

7.01, 그리고 49.07 ± 6.97로 변경 전과 비교하여 변경 후 

3개월째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604, 

p=0.008, p=0.002, p=0.002). 평균 눈물막파괴시간은 약제 

변경 전에 4.92 ± 1.72초에서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각각 4.97 ± 1.68초, 5.47 ± 1.50초, 5.53 

± 1.49초, 그리고 5.49 ± 1.46초로 변경 전과 비교하여 변경 

후 3개월째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845, 

p=0.041, p=0.022, p=0.031). 쉬르머 I 검사에서는 약제 변

경 전에 4.97 ± 1.71 mm에서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각각 5.12 ± 1.61 mm, 5.29 ± 1.51 mm, 

5.53 ± 1.46 mm, 그리고 5.51 ± 1.48 mm로 변경 전과 비교

하여 변경 후 6개월째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84, p=0.240, p=0.035, p=0.044). 각결막염색 결과

에서는 약제 변경 전에 2.92 ± 1.05에서 변경 후 1개월, 3개

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각각 2.55 ± 1.12, 2.56 ± 1.09, 

2.49 ± 1.12, 그리고 2.47 ± 1.09로 변경 전과 비교하여 변경 

후 1개월째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38, 

p=0.047, p=0.019, p=0.012) (Table 3).

보존제를 포함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 중인 환자 

중 약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31명(42.5%)이었다. 안검

염이 8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결

막 충혈, 이물감, 안구 자극감이 각각 6명, 소양감 4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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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period OSDI (score) BUT (seconds) Schirmer I test (mm) Oxford scheme (score)
Baseline 53.15 ± 8.86 4.92 ± 1.72 4.97 ± 1.71 2.92 ± 1.05
1 month 52.41 ± 9.01 4.97 ± 1.68 5.12 ± 1.61 2.55 ± 1.12
p-value* 0.604 0.845 0.584 0.038
3 months 49.52 ± 7.43 5.47 ± 1.50 5.29 ± 1.51 2.56 ± 1.09
p-value* 0.008 0.041 0.240 0.047
6 months 48.98 ± 7.01 5.53 ± 1.49 5.53 ± 1.46 2.49 ± 1.12
p-value* 0.002 0.022 0.035 0.019
12 months 49.07 ± 6.97 5.49 ± 1.46 5.51 ± 1.48 2.47 ± 1.09
p-value* 0.002 0.031 0.044 0.012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OSDI =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BUT = tear film break-up time; Baseline = values using preserved latanoprost preparation. 
*Paired t-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5, vs. baseline.

Table 3. Changes in the OSDI score, BUT, Schirmer I test value, and Oxford scheme score after 1, 3, 6 and 12 months of treatment
with preservative free latanoprost

Factor
Preserved 
latanoprost

Preservative free 
latanoprost

Blepharitis 8 (11.0) 6 (8.2)
Conjunctival hyperemia 6 (8.2) 6 (8.2)
Foreign body sensation 6 (8.2) 5 (6.8)
Eye irritation 6 (8.2) 4 (5.5)
Eye pruritus 4 (5.5) 3 (4.1)
Punctate keratitis 2 (2.7) 2 (2.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4. Adverse drug reactions

리고 점상각막염 2명이었다.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

제로 변경 후 12개월째 8명의 안검염 환자 중 2명이 증상

이 소실되었고, 1명의 이물감 환자, 2명의 안구 자극감 환

자, 그리고 1명의 소양감 환자에서 증상이 소실되었다. 그

리고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경 후 약제를 중

단할 만한 심각한 약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고 찰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가 있으며 이 중 약물치료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 치료에 비해 심각한 합병증 발생의 위

험성이 적어서 일차 치료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물치

료는 평생 동안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3 녹내

장 약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제는 라타노프로스트를 포함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이

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녹내장 약제에 포함된 보존제로 인

해 안구건조증, 안구 불편감, 소양감, 충혈 등 다양한 안구

표면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녹내장 치료의 순응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안압 조절의 실패와 녹내장성 시신

경 손상을 악화시키게 된다.5,14-16 보존제 성분 중 안구표면 

질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benzalkonium 

chloride (BAK)이다. BAK는 Alkylbenzyldimethylammonium 

chlorides의 혼합제로서 미생물에 독성을 유발하여 안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진핵세포에도 독

성을 유발하여 각막, 결막의 상피에 손상 및 염증을 유발시

킬 수 있고, 각결막에 축적되어 지속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16 따라서 기존의 보존제가 포함된 녹내장 약제를 

사용 중인 환자를 무보존제 녹내장 약제로 변경함으로서, 

안압하강 효과와 더불어 보존제에 포함된 BAK에 의해 발

생하는 안구표면질환을 호전시켜 녹내장 약제에 대한 순응

도를 높이는 것이 녹내장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 중인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무보존제 약제로 변경하여 약제

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

노프로스트 제제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안압하강 효과, 

녹내장성 시야 결손 진행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러 지표들을 통해 유의한 안구표면질환의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존제가 포함된 녹내장 안약과 무보존제 녹내장 안약 

사이에 효용성과 안정성을 비교한 기존의 여러 연구가 있

었다.14-16 Rouland et al14
은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

트 제제를 사용 중인 원발개방각녹내장과 고안압증을 대상

으로,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그대로 사

용하는 군과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경한 군을 

무작위로 나누어 두 군을 비교한 결과, 두 군에서 동등한 

안압하강 효과를 보였고,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를 사용

한 군에서 결막충혈의 빈도가 낮았고 주관적인 안구 증상

의 호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ptel et al15
의 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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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각녹내장과 고안압증 대상의 연구에서도 두 가지 제제

가 동등한 안압하강 효과를 보였고 내성에서도 차이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Uusitalo et al16
가 보고한 연구 결

과에서는 원발개방각녹내장, 고안압증, 그리고 수정체낭녹

내장을 대상으로 보존제를 포함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에

서 무보존제 타플루프로스트 제제로 변경하였을 경우 무보

존제 타플루프로스트가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와 비슷한 안압하강 효과를 보였으며 더 좋은 내성을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원발개방각녹내장과 

고안압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단일 모집단에서 약제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연구가 아니라 보존제를 포함한 녹

내장 안약을 사용한 군과 무보존제 녹내장 안약을 사용한 

군을 비교한 연구였다.

본 연구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

압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

노프로스트 제제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

경하였을 경우 안압하강 효과, 녹내장성 시야 결손의 진행 

정도, 안구표면질환의 호전 여부를 비교하였다. 안압하강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는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가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와 동일한 안

압하강 효과를 보였으며 시야 검사 결과에서는 약제 변경 

전과 변경 후 12개월간 녹내장성 시야 결손의 진행하지 않

았다. OSDI를 이용한 설문지 점수 결과,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 그리고 각결막 염색 지수를 이용하여 약제 변

경 전과 후의 안구표면질환의 호전 여부를 비교한 연구 결

과에서는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경하였을 경우 유의한 안구 표면 

질환의 호전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도 및 중

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무보

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가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

스트 제제와 비교하여 동일한 안압하강 효과와 녹내장성 

시야 결손 진행의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유의한 안구 표

면 질환의 호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의 약제 부작용은 안검염

과 결막 충혈이 각각 6명(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감 5명(6.8%), 안구자극감 4명(5.5%), 소양감 3명(4.1%), 

점상각막염 2명(2.7%) 순으로 발생하였으나 약제를 중단할 

만큼의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하였을 당시 발생한 약

제 부작용 중 일부는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

경 후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분석하

였고 3차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선택적 편향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연구 대상자가 주

로 초기 정상안압녹내장에 국한되어 다양한 진행 정도의 

정상안압녹내장이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점, 약제 변경 전

과 변경 후 12개월째 시야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녹내장성 

시야 결손의 진행을 평가하였으나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야 결손의 진행을 평가하기에는 

12개월이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안구표면 질환이 시

야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하

였다는 점, 안구표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보존제 

인공눈물 사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보존제를 사용한 총 기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
13-15

와 달리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

자를 대상으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의 효용성 및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

용 중인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

내장 환자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로 변경하였

을 경우,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와 비교하

여 동등한 안압하강 효과, 녹내장성 시야 결손 진행 억제 

효과를 보였고 안구표면 질환의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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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에서 

무보존제 라타노프로스트의 임상효과

목적: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에서 무보존제 제제로 

변경 시 임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경도에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자 중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에서 무보존제 제

제로 변경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약제 변경 전과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안

압, mean deviation (MD),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점수, 쉬르머 I 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그리고 각막 및 결막염색 

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를 사용한 경우 안압과 MD값은 각각 14.1 ± 2.6 mmHg, -2.68 ± 0.11 dB이었고, 무보존제로 

변경 후 12개월째 안압과 MD값은 각각 13.9 ± 1.9 mmHg, -2.66 ± 0.12 dB로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약제 변경 전 OSDI 점수, 쉬르머 I 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그리고 각막 및 결막 염색 

지수 결과는 각각 53.15 ± 8.86, 4.97 ± 1.71 mm, 4.92 ± 1.72초, 그리고 2.92 ± 1.05였고, 약제 변경 후 12개월째 OSDI 점수, 쉬르머 

I 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그리고 각막 및 결막 염색 지수 결과는 각각 49.07 ± 6.97, 5.51 ± 1.48 mm, 5.49 ± 1.46초, 그리고 2.47 

± 1.09로 약제 변경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약제를 중단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보존제가 포함된 라타노프로스트 제제를 사용 중인 안구건조증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에서 무보존제 제제로 변경할 경우, 보존

제가 포함된 제제와 비교하여 동등한 안압하강 효과와 시야 결손 진행 억제 효과를 보였고 안구표면 질환의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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