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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고용량 메틸프레드니솔론 정맥내 투여 후에 발생한 독성간염
증례 2예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라혜주 석정임

Two Cases of Toxic Hepatitis after Intravenous High-dose Methylprednis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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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rt-term high-dose 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is widely used in various inflammatory and
autoimmune conditions. Steroid has several side effects such as hyperglycemia, gastritis, weight
gain, insomnia, and osteoporosis. However, toxic hepatitis is a rare complication of steroid
treatment. We introduce two cases of acute hepatitis after treatment with methylprednis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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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는 고혈당, 위염, 체중증가, 불면증, 골다공
증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
작용을 잘 숙지하고 이에 대한 추적검사를 하면서 사용해
야 한다.1 하지만 간에 대한 독성은 아주 드물고, 오히려
자가면역성 간염의 치료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간독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 메틸프레드니솔론
(methylprednisolone) 정맥주사 요법은 신경계의 염증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의 급성기 치료로 흔하게 사용되
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고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의 위험성이 낮은 편
이다. 저자들은 고용량 메틸프레드니솔론 정맥주사 후에
급성으로 발생한 독성간염에 대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37세 여자가 2개월간의 왼쪽 몸통과 팔다리 감각 이상
으로 내원하였다. 다른 동반질환은 없었고, 복용중 인 약
제도 없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추 자기공명영상
검사(T2강조영상)에서 C4 부위의 척수에서 경한 부종을
동반한 신호강도의 증가가 관찰되었고(Fig. 1-A), 조영증
강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을 찾기 위한 뇌자기공명영
상검사, 뇌척수액검사 및 혈액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없
었다. 증상 치료를 위해 메틸프레드니솔론을 3일간 정맥
주사하였다(총용량 3 g). 정맥주사가 끝난 다음 날 환자는
우측 상복부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체검
사에서 우측 상복부에서 머피징후(murphy’s sign)가 관찰
되어 급성 담낭염으로 추정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
검사에서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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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2-weighted image reveals focal lesion (arrow) with high signal intensity at the
level of C4 (A) and syringomyelia (arrows) at the level of C4-C5
and C6 (B).

transferase, AST)와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각각 39와 108 IU/L로 증가되었으나 빌
리루빈수치는 정상이었다. 입원 당시에 AST는 10 IU/L, ALT
는 13 IU/L로 정상이었다. 뒤이어 시행한 복부단층 사진촬
영 및 간초음파에서 결석이나 담낭의 팽창 없이 담낭 주위
의 액체 저류 및 담낭벽이 두꺼워진 소견이 확인되었고 독
성간염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하였다(Fig. 2-A, B). 간염바
이러스(A, B, C형)에 대한 혈액검사와 자가면역질환에 대
한 혈액검사(적혈구침강속도, C반응성단백질, 류마티스인
자, 항핵항체, 항세포질항체) 및 크레아틴키나아제는 모두
정상이었다. 대증 치료 후 혈액검사 및 증상은 수일 내로
호전되었다.

증례 2
32세 여자가 3개월간의 왼쪽 팔다리의 감각 이상 및 근
력저하로 내원하였다. 다른 동반질환은 없었고, 복용 중
인 약제도 없었으며, 술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사회적
음주자였다.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C4-C6 부위에서
척수공동증이 확인되었다(Fig. 1-B). 아놀드-키아리 기형
(Arnold-Chiari malformation)이나 결박척수증후군(tethered
cord syndrome)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당장 수술이 필요
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상감각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
하여 증상완화를 기대하며 메틸프레드니솔론을 3일간 정
맥주사하였다(총용량 1.5 g). 정맥주사가 끝난 당일 오후
부터 환자는 우측 상복부의 통증 및 비특이적인 증상(메
스꺼움, 어지럼증, 근육통)을 호소하였고, 신체진찰에서
저명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혈액검사에서 입
원 당시 정상이던 AST, ALT가 각각 243, 294 IU/L로 증가
되었고, 빌리루빈수치는 정상이었다. 복부단층촬영 및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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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epatobiliary imaging of case 1 (A and B) and case 2
(C and D). Hepatobiliary ultrasound (A and C) shows thickened
wall of the gallbladder (two asterisks) without any stone.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B and D) shows thickening of the
gallbladder wall (arrow) and fluid collection around it.

음파에서 담낭벽의 비대가 확인되었고 독성간염의 이차
적 소견으로 판단하였다(Fig. 2-C, D). 간염바이러스(A,
B, C형)에 대한 혈액검사와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혈액검
사(적혈구침강속도, C반응성단백질, 류마티스인자, 항핵
항체, 항세포질항체, 보체성분 3, 보체성분 4, 루푸스항응
고인자, 항Ro항체, 항La항체, 항이중가닥 DNA항체, 항카
디오리핀항체) 및 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모두 정상이
었다. 저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아세타미노펜
325 mg, 트라마돌 37.5 mg)를 하루에 2알씩 입원 후부터
3일 동안 복용하였으며 간기능 이상이 확인되어 중단하
였다. 대증 치료 이후 복부 통증 및 비정상 혈액검사는 수
일 내로 정상화 되었다.

❚고 찰
간독성은 1,000여개의 다양한 약제에 의해 유발이 될
수 있고 동반된 간질환이나 음주,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
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2 첫 번째 증례에서는 메틸프레드
니솔론 외에 원인이 될만한 다른 약제를 복용하지 않았
다. 두 번째 증례에서 사용한 진통제의 성분인 트라마돌
과 아세타미노펜은 고용량에서 간손상을 일으키는 약물
로서 소량을 3일간만 사용하였고 간수치가 정상화된 다
음에 다시 복용하였는데 간기능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았
다.3,4 증례의 두 환자는 동반된 간질환이나 음주 같은 대
표적인 위험요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스테로이드 사용 후 발생하는 간기능 이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우선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간염

Steroid-induced Toxic Hepatitis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간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
5
다. 본 증례는 간염의 병력이 없었고, 간염바이러스검사
에서도 음성이었다. 두 번째로 자가면역성 간염의 발생도
드물지만 고려해야 한다.6 하지만, 증례의 환자는 동반된
자가면역질환이 없었으며 자가면역질환의 표지자인 자가
항체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가능성이 떨어진다. 마
지막으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간독성에 의해 생길 수 있으
7-9
며, 본 증례에서 보인 간기능 이상도 다른 원인이 배제
되어 메틸프레드니솔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메틸프레드니솔론에 의해 간손상이 일어나는 기전은
특이 약물반응으로서 용량과 관련이 없고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10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으나 약제의 대사
물질이나 보존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이후
에 간손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수일에서 수주까지 다양하
였고,8,9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아서 대증요법
으로 회복이 되었으나 간부전에 의한 사망도 드물게 보고
10
되었다. 간손상의 호전은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화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회복기간은 수일에서 수주
까지 보고되었다. 메틸프레드니솔론의 용량은 3 g (하루
1 g씩 3일간 정맥주사)이 가장 많았다.8.9 특이하게도 기
존에 메틸프레드니솔론에 의한 간손상이 보고된 환자가
대부분 여자인데, 이는 여자에서 흔한 자가면역질환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발경화증은 증상의 재발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한
환자에서 여러 차례 메틸프레드니솔론을 사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처음에 간독성이 발생하면 다음 사용에서도
간독성이 재발되는 경향을 보였다.7 따라서, 일단 간독성
이 발생하면 두 번째 사용할 때는 간독성의 발생에 대한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이후에 발생하는 독성간염은
드문 부작용이나 간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사

후에 간독성의 가능성을 인지하여 환자의 증상을 살피고
주기적으로 간수치 검사를 해서 조기에 간손상을 인지하
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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