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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녹내장 환자에서 브린졸라미드 1.0%/브리모니딘 0.2% 

복합제제의 알레르기 임상양상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lergy to a Brinzolamide 1.0%/Brimonidine 0.2% 
Fixed Combination in Korean Glauco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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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describe the clinical aspects of allergy to a brinzolamide 1.0%/brimonidine 0.2% fixed combination (BBFC) in 
Korean patients with glaucoma.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117 glaucoma patients treated with BBFC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in terms of sex, age, 
glaucoma type, follow-up period after prescription of eyedrops, number of eyedrop preparations used, allergy onset,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Results: The incidence of ocular allergy during BBFC use was 12.8%. Allergy developed after an average of 8.58 months (range, 
0.93-25.80 months); half of all allergies were evident within the first 5 months. The most common type of allergy was follicular 
conjunctivitis (53.4%), followed by papillary conjunctivitis and blepharoconjunctivitis. Systemic side-effects and eye discomfort 
(0.09%) were largely confined to non-allergic patients.
Conclusions: An understanding of the clinical pattern of BBFC allergy in Korean glaucoma patients could facilitate treatment 
compliance and patien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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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으로 시신경

의 특징적인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비가역적인 시야손실로 

인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녹내장 치료는 안압하강으로, 이를 위해 방수 생산

과 배출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있다.1-3 

그러나 녹내장이라는 질병 특성상 장기간 약제를 점안하게 

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약제 순응

도 저하는 녹내장의 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환자

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4-6 

2013년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은 브린졸라미드 1.0%/브리모니딘 0.2% 

고정복합제제(1% brinzolamide/0.2% brimonidine fixed 

combination, BBFC) (Simbrinza®; Alcon Inc., Fort Worth, 

TX, USA)는 심장과 폐질환을 동반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베타차단제 사용이 제한 받게 되면서 유용한 대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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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retropsective chart review  
patients. A total 117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시되었다.7 또한, 강력한 안압하강이 필요한 경우 베타차단

제를 함유하는 프로스타글란딘 복합제제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2개의 약제로 4개의 성분을 투여할 수 있는 조합이 가

능해지면서 편리성과 약제 순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녹내장 약제 중 브리모니딘은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약제로 점안 횟수와 농도에 따라 그 발생률

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8-14 
특히, 색소가 짙은 갈색 홍

채를 갖는 한국인에서 장기간의 브리모니딘 사용 성적을 

보았을 때 0.2% 브리모니딘과 0.5% 티몰롤 복합제제인 콤

비간
® (Allergan Inc., Irvine, CA, USA)은 10.14%에서 알레

르기가 발생하는 반면,  그 보다 농도가 낮은 0.15% 브리모

니딘 단일 제제인 알파간-피® (Allergan Inc.)에서는 22.02%

의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각각의 약제 특성으로 인해 알레

르기 발생률도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15

한국인 녹내장 환자에서 BBFC의 안압하강 효과에 대한 

임상성적은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약제 사용한 후 안구알레

르기 발생률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16-18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 녹내장 환자에서 0.2% 브리모니딘을 포함하는 

BBFC의 알레르기 발생률과 그에 관련된 임상양상을 알아

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앙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녹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BBFC를 

1일 2회 사용한 환자 128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

하여 안구알레르기 발생률과 임상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중

앙대학교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2002-008-19302). 

과거 브리모니딘 또는 브린졸라미드 함유 점안액에 안구알

레르기를 보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단순 계절알레르기결막

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

토피 피부염, 조영제 등 전신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 환자

도 제외하였다. 베타차단제를 함유한 프로스타글란딘 고정

복합제(잘라콤
®, 타프콤

®, 듀오트라브
®)를 함께 사용하는 환

자는 98명(83.7%)으로 BBFC를 단독 사용한 10명, 프로스

타글란딘과 함께 병용한 9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Fig. 1).

최종 연구 대상인 117명 환자의 성별, 나이, 녹내장 형태, 

점안액 치료 시작 후 경과 관찰 기간, 알레르기 발생 유무, 

알레르기 발생 시기 및 알레르기의 임상특징을 조사하였고 

알레르기 발생군과 비발생군을 비교하였다. 녹내장 형태는 

원발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원발폐쇄각녹내장, 이

차녹내장으로 분류하였다. 이차녹내장은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 외상녹내장, 스테로이드 유발 녹

내장으로 정의하였다. 점안액 치료 시작 후 경과 관찰 기간

은 BBFC를 점안한 날부터 마지막 내원일까지로 계산하였

고, 안구 또는 전신알레르기나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점

안액 치료의 변경이 필요하여 사용을 중단한 경우 점안액 

사용을 중단한 날까지로 계산하였다. 

브리모니딘 유발 안구알레르기의 정의는 눈꺼풀부종과 발

적, 안구 가려움을 호소하거나 결막충혈과 함께 결막여포나 

유두가 동반되어 약제를 중단한 경우로 하였다.14 안구알레

르기는 여포결막염, 유두결막염, 눈꺼풀결막염으로 총 3가지

로 분류하였다. 잘 알려진 구강건조감, 졸림, 어지럼증 외의 

증상은 따로 분류하였다. 안구불편감은 약제 점안 후 눈이 

조이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둔탁한 느낌,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경우로, 전신불편감은 약제 점안 후 목이 아프거나 소

화가 안 된다고 하여 약제를 중단하여 호전된 경우로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21.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n-Whitney test,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를 유의한 것

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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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Allergic group Non-allergic group p-value
Number of patients 117 (100) 15 (12.8) 102 (87.2) -

Mean age (years) 63.61 ± 15.81 63.07 ± 18.03 63.69 ± 15.55 0.890†

Sex (male/female) 73/44 5/10 68/34 0.010*

Allergy free period (months) 19.98 ± 12.41
(0.23-42.10)

8.58 ± 7.94
(0.93-25.80)

21.66 ± 12.08
(0.23-42.10)

<0.001†

Number of concurrent topical glaucoma medications - 0.67 ± 0.48 0.91 ± 0.29 0.070†

Combined use of artificial tears  27 1 26 0.190†

Type of glaucoma 0.280*

Primary open-angle 22 (18.8) 0 22 (21.6)
Normal tension 71 (60.7) 11 (73.4) 60 (58.8)
Primary closed-angle 9 (7.7) 2 (13.3) 7 (6.9)
Secondary 15 (12.8) 2 (13.3) 13 (12.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p-value by chi-square test or a Fisher’s exact test for two-by-two tables, significance set at <0.05; †p-value by Mann-Whitney test, sig-
nificance set at <0.05.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s between allergic and non-allergic groups

A B C

Figure 2. Representative ocular allergy induced by brinzolamide 1.0%/brimonidine 0.2% fixed combination. (A) Blepharoconjunctivitis, 
(B) follicular conjunctivitis, and (C) papillary conjunctivitis. 

결 과

알레르기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나이, 녹내장의 유형, 병

용한 녹내장 약제 숫자는 차이는 없었다. BBFC를 사용한 

117명 환자 중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는 15명(12.8%)으로 

평균 8.58개월에 알레르기가 발생하였다. 가장 빨리 발생한 

경우는 28일, 가장 늦게 발생한 경우는 25.8개월이었으며 

알레르기의 약 절반(46.6%, 7/15)은 점안 후 5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알레르기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22.7% (10/44)에서 알레르기가 발생한 반

면, 남성은 6.8% (5/73)에서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Table 1). 

BBFC 사용 후 발생한 안구알레르기 중 가장 적은 형태

는 눈꺼풀부종과 발적, 가려움을 주로 하는 눈꺼풀결막염

으로 13.3%를 차지하였다(Fig. 2A). 가장 많은 형태는 여포

결막염으로 전체 알레르기의 53.4% (8/15)를 차지하였다. 

결막여포는 주로 검결막에 존재하였고 작은 물집 모양부터 

지름 1.0 mm 이상의 노란색의 불투명한 거대여포까지 다

양하게 관찰되었다. 동시에 검결막과 구결막의 충혈과 결

막조직비대가 자주 동반되었다(Fig. 2B). 유두결막염은 

33.3% (5/15)를 차지하였으며 계절알레르기와 달리 장기간 

유두혈관에서 새어 나온 조직액으로 인해 창백한 유두가 

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거대유두로 검결막 표면 위로 두드

러져 올라오는 형태를 보였다(Fig. 2C). 안구알레르기 외 

발생한 부작용은 9.4% (11/117)로 대표적인 전신 부작용인 

입마름과 졸림, 어지러움, 미각장애는 모두 비알레르기군에

서 관찰되었으며, 인후통, 소화 불량도 비알레르기군에서 

관찰되었다. 전신 부작용이 발생한 7명은 모두 점안 초기 

3주 이내에 발생하였고 이 중 입마름, 어지러움, 인후통, 소

화 불량을 호소한 5명이 약제를 중단하였다. 경과 관찰 기

간 동안 인공눈물을 사용한 환자는 총 27명으로 알레르기

군은 6.7% (1/15), 비알레르기군은 25.5% (26/102)로 양 군 

간 차이는 없었다(p=0.186). 그러나, 비특이적인 안구불편

감은 알레르기군에서 13.3% (2/15)로 비알레르기군의 1.9% 

(2/102)에 비해 많이 관찰되었다. 전신 부작용과 안구알레

르기 간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2). 

베타차단제를 함유한 프로스타글란딘 약제와 병용 사용

은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안구

알레르기 발생은 7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월에 3명, 

9월과 11월에 각각 2명, 2, 8, 10월에 각 1명씩 발생하여 계

절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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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 = 117) 

Allergic group 
(n = 15) 

Non-allergic group 
(n = 102)

Onset of allergy (months) 8.58 ± 7.94
Ocular allergy

Follicular conjunctivitis 8 8 (53.4) 0
Papillary conjunctivitis 5 5 (33.3) 0
Blepharoconjunctivitis 2 2 (13.3) 0

Other adverse events
Dry mouth 2 0 2 (1.9)
Dizziness 2 0 2 (1.9)
Systemic discomfort* 3 0 3 (2.9)
Ocular discomfort† 4 2 (13.3) 2 (1.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Systemic discomforts include feeling of throat hurt and indigestion; †ocular discomfort includes ocular tightness and dullness, burning sensa-
tion when application. 

Table 2. Comparison of ocular manifestations and systemic adverse events between allergic and non-allergic groups 

Total Allergic group Non-allergic group p-value*

Total 117 15 (12.8) 102 (87.2) -
Concurrent β-bloker use 98 10 (66.7) 88 (86.3) 0.068
Non concurrent β-Blocker use 19 5 (33.3) 14 (13.7)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s by Fisher’s exact test, significance set at <0.05. 

Table 3. Differences in allergic rates whether β-blocker combination therapy

고 찰

BBFC의 장, 단기간의 안압하강 효과는 두 가지 성분의 

약제가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브린졸라미드

는 탄산탈수효소억제제로 섬모체상피세포의 탄산탈수효소 

II (Carbonic anhydrase II) 작용을 비경쟁적, 가역적으로 억

제하여 중탄산이온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직접적으로 

섬모체상피를 통과하는 나트륨과 체액을 억제하여 방수 생

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브리모니딘은 선택적인 알파2-아드

레날린작용제로 알파2 수용체에 작용하여 홍채와 섬모체 

혈관을 수축시키고 아데닐 사이클라아제(adenyl cyclase)를 

억제하여 방수 생성을 억제하고, 방수내 프로스타글라딘을 

증가시키며 포도막공막유출을 증가시킨다. BBFC는 cyto-

chrome P450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심혈관과 폐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9 따라서, 베타차단제의 전신 

부작용인 저혈압, 서맥, 심정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저혈당, 우울증, 발기부전 등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안

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20 강력한 안압하강이 필요한 경

우 베타차단제를 함유하는 프로스타글란딘 복합제제와 함

께 사용하면 적은 점안 횟수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BBFC의 가장 흔한 안구 부작용은 충

혈, 시야흐림, 안구알레르기이며 전신 부작용은 미각장애, 

입마름, 졸림 등이 있다. 최장 6개월 사용 후 보고한 해외 

임상성적에 따르면 안구알레르기는 4.6-9.9%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브린졸라미드 단독에서 알레르기가 0.3%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BBFC 유발 알레르기는 주로 

브리모니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21-23 대표적인 

브리모니딘 유발 알레르기결막염은 유두결막염과 여포결

막염이다.12 브리모니딘이 결막상피세포의 부피를 감소시

켜 세포 사이 공간이 확장되면서 결막 외부에 존재하는 많

은 잠재적인 염증 유발물질들이 넓어진 세포 사이 공간을 

통해 결막하 조직으로 유입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

는데,24 유두 안에 삼출물이 장기간 쌓이게 되면서 거대유

두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포결막염은 브리모니딘이 정

상적으로 존재하는 결막점막 면역세포인 T와 B 림프구를 

증식 및 활성화시켜 평상시 잘 관찰되지 않던 여포에 림프

구가 쌓이면서 결막 충혈과 함께 불투명한 노란색으로 보

이게 된다.25 본 연구에서는 여포결막염, 유두결막염, 눈꺼

풀결막염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항알레르기약이나 스테로

이드 치료 없이 약제 중단만으로 저절로 호전되는 것을 확

인하여 약제 유발 알레르기로 확진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

로 유두결막염은 전형적인 알레르기 증상인 충혈, 간지러

움, 눈곱, 이물감을 자주 동반하지만 여포결막염은 여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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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이 주된 병리기전으로 충혈에 비해 간지러움과 눈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전 해외 연구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12.8%

의 알레르기 발생률을 보였다. 그 이유는 경과 관찰 기간과 

인종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 해외 보고는 6개월

까지의 임상결과였으나, 본 연구는 평균 19.98개월, 최

대 42개월의 장기간 관찰을 하여 후기 알레르기 발생을 충

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이 주로 백인이었던 

이전 보고와 달리 본 연구는 모두 한국인으로 짙은 갈색 홍

채에서 알파작용제가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

다.26-28 무색소 홍채를 지닌 백색증 쥐보다 짙은 홍채를 지

닌 색소성 쥐에서 눈에 점안된 브리모니딘의 대사가 느려

지며 높은 약제 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홍채 색소량

에 비례하여 브리모니딘이 영향을 받아 짙은 갈색 홍채 눈

에서 브리모니딘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알레르기 

발생률을 높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28

브리모니딘의 알레르기 발생은 약제의 점안 횟수와 농도

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3,1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알

파간-피® (Allergan Inc.)는 0.15% 브리모니딘에 퓨라이트

(purite) 보존제를 넣은 약제로 초기 개발된 0.2% 브리모니

딘에 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를 함유한 약제보다 알레르기 

발생률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BBFC에 함유된 브

리모니딘의 농도는 0.2%로 알파간-피® (Allergan Inc.)의 브

리모니딘보다 높은 농도이며 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를 보

존제로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발생률은 12.8%로 

알파간-피® (Allergan Inc.)의 22.02%보다 낮았다. 오히려 

브리모니딘 0.2%와 티몰롤 0.5% 복합제제인 콤비간
® 

(Allergan Inc.)의 알레르기 발생률인 10.14%에 가까웠다.15 

콤비간
® (Allergan Inc.)의 낮은 알레르기 발생은 약제에 함

유된 베타길항제인 티몰롤이 브리모니딘의 세포부피 감소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알레르기 발생을 줄인다고 알

려져 있으나,29 BBFC가 0.2%라는 높은 농도의 브리모니딘

을 함유하고 티몰롤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알레르기 발생률

이 12.8%로 낮은 이유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 현

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간접적으로 티몰롤의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티몰롤이 함유된 프로스타글란딘 고정복

합제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알레르

기 발생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한 티몰롤이 알레르기 발생을 줄인 것으로 생각

되지 않는다. 따라서, 브린졸라미드의 알레르기 반응이 

0.3%로 매우 낮고, 알레르기 반응이 약 12%로 보고되는 티

몰롤 0.5%를 브린졸라미드 1%와 섞은 고정복합제인 엘라

좁
® (Novartis Europharm Ltd., Dublin, Ireland)의 알레르기 

반응이 낮은 것으로 보아 브린졸라미드 약제 고유의 특징

에 의해 0.2% 브리모니딘라는 농도에도 불구하고 BBFC의 

알레르기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브리모니딘 유발 알레르기 발생은 전신알레르기 여부와 

상관이 없고,12 알레르기결막염의 중증도 또한 전신알레르

기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혀져 있다.30 따라서, 전형적인 전

신 부작용뿐만 아니라 비특이적인 전신 부작용이 비알레르

기군에서만 발견된 것은 알레르기군이 약제를 빨리 중단하

면서 전신 부작용이 덜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약제 점

안 시 눈이 조이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둔탁한 느낌,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경우를 비특이적인 안구 불편감으로 분

류하고 비교하였을 때 알레르기군에서 조금 더 많이 관찰

되었다. 본 연구가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여서 눈물막파괴

시간이나 눈물분비량, 각막미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

나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결막염이 더 많이 발

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아마도 환자가 약제 점안 시 느

꼈던 증상은 안구건조증 증상이 약제 점안으로 더 심화되

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12 또한, 통계적인 차이는 없

었지만 알레르기군은 비알레르기군에 비해 인공눈물 사용 

비율이 적었으므로 인공눈물에 의한 약제 독성의 희석 효

과, 안구건조증 증상의 호전이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BBFC 사용 후 발생한 안구알레르기의 발생률

을 평균 19.9개월, 최장 42개월까지 관찰한 결과 비록 0.2% 

브리모니딘을 함유하였지만 기존의 알파간-피® (Allergan 

Inc.) 알레르기보다 훨씬 적고 티몰롤를 함유한 콤비간
® 

(Allergan Inc.)과 유사한 알레르기 발생률을 보였다. 이는 

함께 사용한 베타차단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알레르기 발생 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편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BBFC의 사용은 12.8%에서 안구알레르기를 유발하며 평

균 발생 시기는 8.6개월로 알레르기의 절반은 점안 후 5개

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여포결막염의 형태가 53.4%를 차지

하였다. 따라서, 약제 처방 초기 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염

두에 두고 자세한 병력청취 및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녹내장 환자에서 본 약제 사

용 시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파악하고, 알레르기 발생률

과 발생 시기, 알레르기 임상양상을 숙지하여 약제 처방을 

하고 환자 교육을 하면 약제 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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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한국인 녹내장 환자에서 브린졸라미드 1.0%/브리모니딘 0.2% 

복합제제의 알레르기 임상양상

목적: 한국 녹내장 환자에서 브린졸라미드 1.0%/브리모니딘 0.2% 고정복합제제(brinzolamide 1.0%/brimonidine 0.2% fixed combination, 

BBFC)의 알레르기 임상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녹내장으로 진단 받고 BBFC를 사용 중인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성별, 나이, 녹내장 

형태, 점안약 사용 후 경과 관찰 기간, 병용 약제 수, 알레르기 발생 시기 및 임상특징을 조사하였다.

결과: BBFC 치료 후 알레르기 발생률은 12.8%로 평균 8.58개월(범위: 0.93-25.80개월)에 발생하였으며 알레르기의 절반은 초기 5개

월 내에 발생하였다. BBFC에 의한 알레르기는 여포결막염 형태가 53.4%로 가장 많았고, 유두결막염, 눈꺼풀결막염 순이었다. 알레르

기를 제외한 전신 부작용과 눈 불편감은 0.09%로 주로 비알레르기군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한국 녹내장 환자에서 BBFC 관련 알레르기 임상양상의 파악은 환자 교육 및 점안 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9):106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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