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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Eczema-like Eruption in a Patient Treated 

with Interferon Alpha-2b and Ribavirin for Chronic Hepatit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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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bination of interferon alpha with ribavirin is currently recommended in the treatment of hepatitis C virus 

(HCV) infection. Commonly reported cutaneous reactions include localized reactions such as injection site 

inflammation and necrosis and worsening of other skin disorders, including psoriasis, lichen planus, vitiligo, or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However, generalized eczematous reactions have been reported to occur uncommonly 

in patients treated with interferon and ribavirin, however such a case has not been described in the Korean literature. 

Herein, we describe a 49-year old female showing generalized eczema-like eruption after treatment of interferon 

alpha-2b and ribavirin for chronic HCV infection. (Korean J Dermatol 2008;46(7):9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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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terferon (IFN) alpha는 항바이러스 효과, 면역 조절 효

과, 항암 효과를 지니는 당단백으로 악성 종양 및 만성 B

형, C형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1. Ribavirin

은 바이러스 DNA 복제를 방해하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

체로 최근에는 IFN alpha-2b와 ribavirin의 병합 치료가 만

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FN 

alpha 치료 중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 무력감 등이 초기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국소적인 피부 부작용 또한 비교

적 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건

조증, 가려움증, 두드러기, 가역적인 탈모 등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투여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반면 전신적인 피

부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 습진 양상의 발

진은 국내 피부과 문헌에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만성 C형 간염 환자에서 IFN alpha-2b와 ri-

bavirin을 투여받던 중 체간과 사지에 발생한 습진 양상의 

발진 1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환  자: 현○○, 49세, 여자

주  소: 체간과 사지에 발생한 홍반성의 반

병력: 환자는 내원 9년 전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내원 3개월 전부터 소화기내과에서 Alb-IFN 

alpha-2b와 ribavirin을 투여 받던 중 내원 10일 전부터 체

간과 사지에 가려움증이 동반된 홍반성의 반이 발생하여 

피부과로 자문 의뢰되었다.

과거력: 위에 언급한 간염 및 이에 대한 치료사항을 제

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었다.

가족력: 특기 사항 없었다.

피부 소견: 체간과 사지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다양한 크

기의 홍반성의 반이 관찰되었다(Fig. 1).

검사 소견: 일반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

사, 요검사에서 모두 정상 범위 내지 음성 소견을 보였다.

병리조직학  소견: 등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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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perficial perivenular lymphocytic infiltration with basal vacuolization, spongiosis and parakeratosis (H&E, A: ×100, B: 

×200)

Fig. 1. Multiple erythematous patches 

on trunk (A) and neck (B)

는 이상각화증, 해면화, 기저 세포의 액화 변성이 관찰되었

고, 진피 상부에는 혈관 주위로 림프구 침윤 소견이 관찰

되었다(Fig. 2). 

치료  경과: 약물에 의한 피부 부작용이 의심되어 

Alb-IFN alpha-2b와 ribavirin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3주간 

hydroxyzine 투여 및 prednisolone valeroacetate를 도포하여 

전신 가려움증 및 피부 병변의 호전을 보였다. 

고    찰

IFN alpha는 항바이러스성, 항증식성, 면역매개 작용 등

이 있어 바이러스 질환 및 다양한 악성 종양의 치료에 사

용되어 왔다1. Ribavirin은 바이러스의 역전사과정을 경쟁

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DNA 복제를 방해하는 뉴

클레오사이드 유도체로 최근에는 IFN alpha와 ribavirin의 

병합 치료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IFN alpha의 반감기는 12시간 이내로 혈중 내

에서 제거율이 높아 1주일에 3번 투여해야 하므로 IFN에 

다양한 물질을 결합시켜 약물 혈중 농도를 지속시키는 시

도를 해왔다3. Polyethylene glycol (PEG)과 IFN을 결합시

킨 PEG-IFN alpha-2b는 반감기가 약 40시간으로 IFN alpha

보다 효과가 높고, 1주일에 1번 투여로 약물 혈중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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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만성 C형 간염의 표준 치료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최근에는 albumin (Alb)을 IFN에 결

합시킨 Alb-IFN이 개발되었으며 Alb-IFN은 현재 3상 임상 

시험 중인 약물로 반감기가 21일로 기존의 PEG-IFN alpha- 

2b보다 효과가 높으며 2주일에 1번 투여로 약물 혈중 농도

가 유지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5,6.

IFN alpha 치료 중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 무력감 등이 

초기 부작용으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 부작용 또

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1.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대부분 투여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Poynard 등7은 

IFN alpha 투여 환자 중 20%에서 국소적인 피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IFN alpha와 ribavirin 병합 치료의 

대표적인 국소 부작용으로는 과색소침착이나 가려움증, 홍

반, 가역적인 모발 소실이 있고 편평 태선, 백반증, 괴저성 

농피증, 백혈구 파쇄성 혈관염 및 만성 육아종성 피부염 

등과 같은 질환이 유발되기도 한다8
. Ribavirin은 경구용 제

제로, IFN alpha 단독 치료와 IFN alpha와 ribavirin의 병합 

치료 후 투여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적인 피부 부작용 양상

이나 발병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9 PEG-IFN 

alpha는 혈중 내 반감기가 길어 조직으로의 흡수가 높아지

면서 기존 IFN-alpha에 비해 국소적인 피부 부작용의 발생

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Michael 등10은 PEG-IFN 

alpha 투여 후 60%에서 국소적인 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전신적인 피부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소

적인 부작용과는 달리 IFN alpha의 단독 치료보다 IFN 

alpha와 ribavirin의 병합 치료시 전신적인 피부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는 rivabirin이 가려움증 및 광

알레르기성 습진양 반응과 관련이 있는 점과 IFN alpha와 

ribavirin의 상승효과가 원인이 될 수 있다. PEG-IFN alpha

와 ribavirin 병합 치료에 의한 전신적인 피부 부작용은 국

외 문헌에 유육종증 양상이 2예, 습진 양상의 발진이 5예 

보고되었다9.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IFN alpha가 T 림프구의 이상 반응을 유도하여 태

양 광선이나 외상, 피부 자극 등에 부적합한 반응을 보이

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ribavirin이 

Th1 반응을 증강시키는 것이 체외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되

어 IFN alpha와 ribavirin의 병합 치료가 면역 반응을 변형

시키거나 증강시킴으로써 이러한 피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1. 

IFN alpha와 ribavirin의 병합 치료에 의한 전신적인 피

부 부작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신 유발 검사를 시

행할 수 있다12. 전신 유발 검사는 의심되는 약을 재투여하

여 동일한 병변을 유발하는 방법이나 위험이 따를 수 있

다. 본 증례에서는 Alb-IFN alpha-2b와 ribavirin 이외에는 

다른 복용 약물이 없었으며, 약물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병변이 소실되었던 임상 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바

탕으로 Alb-IFN alpha-2b와 ribavirin에 의한 범발성 습진 

양상의 발진으로 진단하였다. 확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

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피부 병변 발생시 증상이 심

하였던 점을 이유로 환자가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IFN alpha와 ribavirin 투여에 의한 피부 부작용은 피하

내 주입 검사나 첩포 검사 등을 통해 부작용이 일어날 가

능성 예측할 수 없으며12, 부작용 발생시 투여 중단으로 호

전될 수 있으나 만성 C형 간염에 대한 대체치료가 없기 때

문에 피부 부작용이 투여 부위에 국한될 경우 IFN alpha와 

ribavirin 투여를 중단하지 않고 국소 스테로이드와 보습제

를 사용해 볼 수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가 항바이러

스 효과를 낮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3 IFN alpha

와 ribavirin 투여가 완료된 후 피부 부작용의 임상적 호전

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전신적인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만으로는 호전되지 않을 수 있

으며 Dereure 등12은 전신적인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 20명

의 환자에서 피부 부작용 때문에 50%의 환자가 IFN alpha

와 ribavirin의 투여를 중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때문에 전

신 스테로이드 사용으로도 호전이 없을 경우 약제의 중단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환자에서는 Alb-IFN alpha- 

2b와 ribavirin 투여를 중단하고 경구 hydroxyzine 복용 및 

국소 prednisolone valeroacetate를 도포하면서 빠른 임상적 

호전을 보였으며 3주째에는 임상적 완치가 관찰되었다.

Alb-IFN alpha-2b와 ribavirin의 병합치료가 일반화되면 

국내에서도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본 질환을 

포함한 피부 부작용의 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질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IFN alpha- 

2b, PEG-IFN alpha-2b 등에 대한 부작용 사례만이 보고된 

상황에서 기존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 예로부터 본 증례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Alb-IFN 

alpha-2b와 ribavirin의 병합치료에서 나타나는 피부 부작용

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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