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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와 신경근육질환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나상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Corticosteroids Treatment in Spinal Cord and Neuromuscular Disorders
Sang-Jun Na,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Corticosteroids are a class of steroid hormones that are produced in the adrenal cortex of the 
vertebrates, as well as the synthetic analogs of these hormones that are synthesized in the 
laboratories. Two main classes of corticosteroids, glucocorticoids, and mineralocorticoids, 
are involved in a wide range of physiologic processes, including stress response, immune 
response, and regulation of inflammation, carbohydrate metabolism, protein catabolism, 
blood electrolyte levels, and behavior. Corticosteroids have been used for almost 60 years 
in medicine and their roles in patients have always been discussed by researchers and 
clinicians dedicated in the related field. Currently, they are still used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neurological disorders. Usually, corticosteroids are used in the treatment of 
various inflammatory diseases and conditions. In this review, we present five key indications, 
i.e., neuromyelitis optica, acute spinal cord injury,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myasthenia gravis, polymyositis/dermatomyositis for the systemic use of 
corticosteroids in neurology based on a mix of quality of evidence, prevalence, and impact on 
dise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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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CS)는 척추동물의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의 한 부류이며 이 호르몬의 합

성 유사체를 포함한다.1 CS의 주요 두 부류는 글루코코르티코

이드(glucocorticoid)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이고 그 종류는 

Table 1에서 보여준다. CS는 항염증, 면역억제, 항증식 및 혈관

수축 작용을 가지고 있다.2 CS는 약 60년 전에 의학에 소개되었

으며 많은 신경계 질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임상에서 주

로 사용하는 CS는 프레드니손(prednisone, PD), 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 PDS),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MP),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DMS)이다. 무작위 통제 시험, 체계

적인 검토 및 메타분석으로부터 얻은 견고한 과학 데이터는 일

부 질환에서 CS의 사용을 지지한다. 그러나 어떤 질환에서의 

CS 적응증은 임상 경험 및 전문가 의견에 크게 의존한다. 이 논

문에서는 신경학 분야에서 전신적 CS 사용의 주요 5가지 적응

증을 제시한다. 적응증의 선택은 증거의 질, 유병률 및 질병 관

리에 대한 영향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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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1)  급성 시신경척수염 사건의 치료(treatment of acute 

 NMO events)

시신경척수염(NMO)의 초기 발현이나 악화시 치료의 주요 

목표는 신경계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신경 기

능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

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NMO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고용량 치료에 대한 대조군 시험연구는 없

지만 다발성 경화증, 횡단성 척수염, 특발성 시신경염의 급성 

발작에 대한 치료를 근거로 하여 NMO의 급성 발병시 고용량 

정맥내 메틸프레드니솔론(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IVMP)을 하루 용량 1,000 mg을 3-5일 동안 투여한다.3 IVMP 

5일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7-10일 치료 후 반응이 불량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혈장 교환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급성 발작의 성공적인 치료 후 경구 CS는 추가 재발을 예방

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경구 CS 유지는 단상질환(혈

청 음성) 환자에서 급성 공격의 개선 이후 악화되는 반동을 

방지한다. 따라서 점진적인 감소로 2-6개월 동안 경구 프레드

니솔론(PDS)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S)

일반적으로 NMO 급성 발작 치료 후에도 CS 경구 복용을 

지속한다. 그런 다음 스테로이드 보존 면역억제제(steroid-

sparing immunosuppressant)가 효과적이 되면 경구 CS 용량

을 천천히 줄여 CS의 장기 부작용 위험을 줄인다. 경구 PDS의 

매일 또는 격일 요법은 일반적으로 1 mg/kg의 초기 용량으로 

사용한다. 1차 스테로이드 보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기 시작

할 때도 여전히 경구 PDS를 동일한 용량으로 유지한다. PDS

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보존 면역억제제가 효과가 나타나

는 6개월 동안 유지 용량까지 점차 감소한다. 이 기간 후에 환

자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PDS의 복용량을 더 감소해볼 수 있

다. 그러나 중증근무력증과 같은 다른 항체 매개질환에 비해 

환자를 심하게 무력화시키는 재발 위험 때문에 NMO에서 CS

의 중단을 권장하기는 어렵다. 많은 NMO 환자는 스테로이

드 의존성이며 저용량의 PDS(일일 10-20 mg 또는 이와 동등

한 격일요법)로 유지하는 것이 공격 예방에 효과적이다(Table 

2).4

Table 1. Comparison of representative glucocorticoid preparations2,74

Equivalent doses* (mg)
Relative anti-inflammatory 

activity
Duration of action (hours)

Glucocorticoids

   Short-acting

   Hydrocortisone (cortisol) 20 1 8-12

   Cortisone acetate 25 0.8 8-12

   Intermediate-acting

   Prednisone 5 4 12-36

   Prednisolone 5 4 12-36

   Methylprednisolone 4 5 12-36

   Triamcinolone 4 5 12-36

Long-acting

   Dexamethasone 0.75 30 36-72

   Betamethasone 0.6 30 36-72

Mineralocorticoids

   Fludrocortisone Not used to induce any anti-inflammatory effect† 12-36

*Equivalent anti-inflammatory dose shown is for oral or intravenous (IV) administration. Relative potency for intra-articular or 
intramuscular administration may vary considerably.
†The anti-inflammatory potency is 10 to 15 times higher than hydrocortisone; however, fludrocortisone is not used clinically as an anti-
inflammator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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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척수손상(acute spinal cord injury)

1) 초기 정맥내 메틸프레드니솔론(early IVMP)

메틸프레드니솔론(MP)은 항염증인자를 상향 조절하고 산

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척수손상의 동물 모델에서 내인성 

세포 생존을 향상시키는 합성 CS다. National Spinal Cord Injury 

Study I, II 및 III의 주요 임상시험에서5-7 고용량 MP 프로토콜은 

신경학적 회복에 대한 잠재적 이익보다 더 큰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저용량 IVMP 프로토콜로 

척수 손상 후 8시간 이내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합병증 발

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신경학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시리즈의 연구 방법 및 하위 그룹 분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논쟁되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포

괄적인 코크란 리뷰 메타분석 결과가 2012년에 6건의 무작위

통제연구와 몇 가지 핵심관측연구를 포함하여 발표되었다. 이 

분석은 척수 손상 후 8시간 이내에 IVMP를 받은 환자에서 4점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운동 점수 향상을 나타냈다.8 

이것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꽉쥐

기, 삼두근 및 삼각근 기능과 같은 주요 근분절에서 4점 개선

은 환자에게 중요한 기능적 이득을 나타낼 수 있다. 국제 및 학

제 간 전문가위원회가 개발한 2016년 AOSpine 가이드라인은 

부상 후 8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가능한 경우 IVMP (30 mg/kg 

단회주입+5.4 mg/kg/hour) 투여를 24시간 동안 하는 것을 치

료 옵션으로 제안한다.9 

3.  만성염증탈수초다발신경병(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

CIDP의 치료제로 다양한 면역조절제가 사용되었다. 대부

분의 시리즈 연구에서 대체로 반응률은 좋았으며, CIDP 환자

의 65-95%가 단독요법 또는 복합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10-13 

그러나 어떤 단일요법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고, 한 가

지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치료법으로 이어져야 한

다. 한 시리즈 연구에서 단지 39%의 CIDP 환자에서만 CS 치료

로 향상되었으며 또 다른 시리즈 연구에서는 39%에서 CS, 면

역글로불린정맥주사 또는 혈장교환술로 첫 치료에 반응하였

다.13,14 CIDP 치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CS, 혈장교환술 및 면

역글로불린정맥주사이다.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은 혈장교

환술 및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CS의 쓰임새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향적 무작위비맹검 시험은 프레드니손(PD) 치

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하여 PD 치료를 받은 CIDP 환자

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15 CIDP 치료를 위한 CS 

사용에 대한 최근의 코크란 리뷰는 이 시험이 대상이 35명으

로 적었고 증거의 무게가 약하였다고 지적하였다.16 CS의 다른 

통제된 임상시험은 없다. 통제된 시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CS는 CIDP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한 치료 중의 하나이며, 

효과적인 치료인지의 여부를 수년간 관찰해 왔다. PD의 효과

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경구 복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이상 60-100 mg/day에서 시작하여 점차

적으로 용량을 감량한다.17 통제되지 않은 연구에서 간헐적인 

펄스 경구 MP 또는 IVMP를 주당 500 mg 또는 1,000 mg 사용

은 효능이 입증되었고 경구 PD보다 내약성이 우수하였다.18,19 

PD에 아자티오프린을 추가한 결과 PD 단독치료보다 더 나

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작은 무작위대조군연구가 있다. 그

러나 이 연구는 명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충분한 방법론

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0

CIDP 초기 치료는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 혈장교환술 또는 

PD로 이루어져야 한다. CIDP 환자 중 일부는 모두 도움이 되

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를 초기 치료법으로 사용할지 결정은 

환자의 장애의 심각성, 신속한 치료 효과 발생의 필요성, 부작

용, 유용성, 편의성 및 비용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

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나 급속한 개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 또는 혈장교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

다. 경미한 환자의 경우 CS 또는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가 합

리적인 초기 치료법이다. 종종 일부 환자는 개선 효과가 오랫

동안 지속되며, 장기간 CS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

Table 2.  Corticosteroids used for NMO treatment

Treatment Typical dose

For acute attack 
(relapse)

Methylprednisolone 1,000 mg daily for 3-5 days 
followed by continuation with 
oral corticosteroid

Relapse prevention

Prednisolone 1 mg/kg daily or an equivalent 
alternative-day regimen followed 
by tapering

Maintenance

Prednisolone 10-20 mg daily or an equivalent 
alternative-day regimen

NMO, neuromyelitis op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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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를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첫 번째 치료법이 되었다. 정맥내면역글로불린은 

2-3일 동안 2 g/kg으로 투여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면역글로

불린정맥주사의 효과가 지속되고 질병의 진행 과정이 단상

(monophasic)이 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지속되지 않고 환자가 재발하면, 면역글로불

린정맥주사를 동일한 용량으로 다시 투여할 수 있지만, 매일 

60-80 mg의 PD를 병행해서 투여해야 한다.21 PD는 2-3개월 

동안 이 용량으로 유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격일로 60 mg

으로 용량을 점점 감량하며 그다음 3개월 이상 격일로 20 mg

까지 용량을 점점 감량해야 한다. 이후 병의 완화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격일요법으로 점점 감량한다. 아

자티오프린 2-3 mg/kg 또는 다른 면역억제제를 추가하여 PD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한 CIDP 환자나 면역글로불린정

맥주사 및 혈장교환술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중등

도 CIDP 환자에게 PD를 투여할 수 있다.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CS)

CS는 일련의 무작위 및 비무작위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한 

CIDP 치료법 중 가장 오래되고 인정된 치료법 중 하나이다

(Table 3). CS에 대한 권장 투여량은 일반적으로 매일 PD 60 

mg 또는 격일로 PD 100 mg을 처방한 후 악화를 예방하는 최

저 복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5 mg/week씩 점점 감량하는 것

을 제안한다.15,22 한 시리즈 연구에서 초기 개선의 평균 시간

은 1.9개월이었고 임상 고원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은 6.6개월

이었다.12 보통 개선의 중간시간은 약 2개월이지만 몇 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23

매일 CS 치료법은 저렴하고 효과적이지만 장기간의 부작용 

위험이 높으며, 펄스로 IVMP를 사용하거나 경구 덱사메타손

(DMS)을 사용하는 격일요법은 효과적이고 내성이 더 적게 나

타난다. 한 연구는 펄스 스테로이드가 면역 매개 조건을 치료

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비유전자적 작용(nongenomic 

action)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다.24 비유전자적 작용이란 직

접적으로 그리고 초기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

용을 말하며 오히려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와 같은 보다 빠

른 효과를 가져온다. 펄스 경구 MP 500 mg을 3개월 동안 1주

일에 1회 복용한 이후 3개월간 점점 감량을 시행한 10명의 

CIDP 환자에 대한 작은 개방표지시험(open-label trial)이 있었

다. 평균 27개월 이후에 증상이 완화된 환자의 50% 이상에서 

3-6개월 사이에 증상이 개선되었다. 완화된 환자의 질병 경과

가 더 짧았다. 단기간의 부작용은 복용 직후에 주로 경미하게 

나타났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에

서 골다공증이 발생하였으며, 나이가 많고 치료과정이 더 오

래된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비

유전자 작용에 대한 천장 효과를 고려할 때 더 적은 용량인 

펄스 경구 MP 250 mg을 투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25

이중맹검무작위대조시험은 표준 용량인 일일 경구 PD (5주 

동안 매일 60 mg 복용 후 이어서 32주까지 감량)를 복용하

는 군과 고용량 매월 경구 DMS(매달 4일 동안 매일 40 mg 복

용)를 복용하는 군을 비교하였다.22 두 치료군 모두 비슷한 비

율인 약 40%의 환자에서 12개월째 완화가 있었으나 완화되

는 평균 치료시간은 DMS군에서 20주로 PD군 39주에 비해 

짧았다. 저자들은 완화의 정의를 Rivermead Mobility Index에

서 적어도 3점 이상 개선되고 염증성 신경병증 원인 및 치료

(Inflammatory Neuropathy Cause and Treatment)장애등급에

서 적어도 1점 개선되었을 때로 정의하였다. 장기 추적관찰에

서 재발은 PDS군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빨리 발생하였다.26 

치료 반응이 없는 환자의 대다수는 결국 대체 진단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CIDP 사례만 포

함하면 장기관해율은 DMS군에서 40%, PDS군에서 12%가 

된다. 부작용은 PDS군에서 쿠싱형 얼굴과 불면증이 더 많았

던 것을 제외하고는 두 군 간에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펄스 DMS요법을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

인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작용으로 더 빠른 개선과 

약간 더 긴 완화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정맥 CS도 사용되며 내성이 더 좋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IVMP요법이 연구되었다: 4주마다 4일에 걸쳐 IVMP 2,000 mg

Table 3.  Standard dosing regimens of corticosteroids for treat-
ment of CIDP

Therapy Dosing strategy

Corticosteroids Prednisone 60 mg orally once a day 
followed by tapering by 5 mg/week 
based on therapeutic response

Dexamethasone 40 mg orally once a day 
for four consecutive days once per 
month

IV methylprednisolone 2,000 mg over 4 
days every 4 weeks or 1,000 mg over 
3-10 days followed by 1,000 mg per 
day once a week followed by tapering 
based on therapeutic response

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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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3-10일 동안 연속 IVMP 1,000 mg/day 사용한 이

후 1주 동안 1,000 mg/day 사용하고 이후 2개월에서 5년까지 

감량을 하는 것이다.18,27 한 후향적 연구에서 면역글로불린정

맥주사나 경구 PD에 비해 IVMP군의 결과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IVMP군에서 체중증가와 쿠싱양 특징이 낮다고 보

고하였다.18 또 다른 후향적 연구에서는 IVMP를 5년 동안 치

료받은 15명의 CIDP 환자를 관찰하였고 치료 후 2개월부터 

모든 환자에서 5년 동안 modified Rankin Scale (mRS) 점수가 

향상되었다. 10년 추적조사에서 환자의 60%에서 증상 완화 

또는 완치가 이루어졌으며 치료를 중단한 후 평균 9개월만에 

40%가 재발하였다. 부작용은 주로 불면증, 속쓰림 및 체중증

가였지만 골감소증은 일상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28

4.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MG)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CS)

대규모 무작위연구에서 경구 CS(보통 PD) 사용은 전신형 

중증근무력증(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GMG) 환자의 

63-82%에서, 안구형 중증근무력증(ocular myasthenia gravis, 

OMG) 환자의 66-86%에서 완화 또는 현저한 개선이 나타났

다(class IV evidence).29 이중맹검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MP의 

효능은 확립되었지만 PD의 효능은 확립되지 않았다. GMG 환

자에서 IVMP를 사용한 10명과 위약을 사용한 9명의 무작위

이중맹검임상시험에서 MP군은 치료 2주 후에 위약군보다 근

육강도가 7.2배 더 호전되어 CS의 단기적인 이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30 GMG에서 6명의 PD를 사용한 군과 7명의 위약을 

사용한 군의 무작위이중맹검임상시험은 치료 6개월에서 호

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1 이 연구는 각 군의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MP 대 면역글로불린정

맥주사의 무작위통제임상시험에서 치료 14일째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이는 MP가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만큼 효과

적임을 보여준다.32 이와 같이 CS는 단기 면역억제제로 유용

하다(class II evidence). CS의 장기간 사용은 체중증가, 체액 저

류, 당뇨병, 정신병, 녹내장, 백내장, 위장관 출혈 및 골다공증

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비록 장기간 CS 사용이 드

물지 않지만 CS는 3-4개월 동안 하루 60 mg으로 단기간 사용

하는 면역억제제로서 이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골다공

증의 위험은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를 투여함으

로써 감소한다(class IV evidence).

MG에서 면역억제제가 필요할 경우, 경구용 PD가 가장 초기

약으로서 추천된다(class IV evidence). 왜냐하면 CS가 다양한 

면역억제제 중에서 가장 빠른 호전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초

기 치료 방법(매일 고용량, 격일 고용량, 격일 저용량, 점차적

으로 증가하는 요법)에 관한 논란이 있다. 저용량(20-30 mg)

은 4-10일 동안 고용량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에게 근무력증

위기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악화(steroid dip)가 발생한다고 믿

는 사람들에게 추천된다(class IV evidence). 초기에 저용량으

로 복용을 시작한 환자는 몇 주 동안 점차적으로 고용량으로 

복용량을 증가한다. 고용량의 일일 처방으로 개선이 더 빠르

다고 믿고, 스테로이드 악화는 환자의 질병이 불안정하여 MG

의 자연적 악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초

기 고용량(60 mg/day 이상)이 권장된다. 보통 스테로이드 악

화는 과장된 것이라고 믿으며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

제의 일일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극히 드

문 일로 여긴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초기 고용량 처

방을 권장하기도 한다. CS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악

영향 때문에 일단 최대 효과 또는 약리학적 완화가 달성되면 

투여량을 최소 유효 투여량으로 서서히 줄이거나 중단하고 

장기간 면역억제제의 동시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

2) 전신형 중증근무력증(GMG)에서 CS 치료요법

CS 사용 초기에는 고용량으로 투여하였고 근무력증위기를 

포함한 근무력증 증상의 초기 악화가 종종 관찰되었다.33,34 

이른바 스테로이드 악화는 대개 치료 개시 후 처음 4-10일 이

내에 발생하며 며칠 동안 지속된다. 보고된 빈도는 25-75%이

다.35 초기 악화의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설은 분해

된 림프구에서 방출된 항체의 작용, 신경근 접합부에서의 콜

린에스테라아제의 증가된 활동, 일시적으로 강화된 림프구 

감작 및 면역 반응의 전반적인 증가를 포함한다.35-37 고령, 질

병의 중증도 및 구근 증상과 같은 임상적 요인은 CS에 의한 악

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

하게 하거나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35 1970년대에는 PD

의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PD에 의한 악화

의 위험을 감소시켰고38 이 처방을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39,40 자가 면역 신경근 전달 장애 치료를 위

한 EFNS 가이드라인에 따라 격일 PD 10-25 mg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격일 PD 60-80 mg으로 증가하도록 한

다.41 증상 조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격일 PD 100 mg으로 복

용량을 늘린다.38 최종 복용량은 보통 4-16주 후에 나타나는 

최대 개선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줄인

다. 보통 격일 PD 30 mg 복용량이 될 때까지 2주마다 10 mg

씩 복용량을 줄인다. 그 후 용량은 격일 PD 7.5 mg 이하의 유



https://doi.org/10.18700/jnc.170032

Sang-Jun Na • CS Therapy in Spinal Cord or Neuromuscular Disease

81

지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2주마다 2.5 mg씩 줄인다. 

용량 감량 속도가 낮고 PD의 마지막 투여량이 많아지면 용

량 감량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장기간

의 면역억제요법에 대한 무작위대조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위약군 환자에서도 PD를 28-36주 이내에 7-15 mg의 용량으

로 점차 감량할 수 있었다.43-45 중증 환자의 경우, 매일 고농도

의 CS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근무력증 증상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혈장교환술 또는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와 같

은 빠른 작용치료로 임상적인 안정화를 이룬 후에만 투여해

야 한다.

3) 안구형 중증근무력증(OMG)

OMG에서 CS 사용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쟁이 있다. 관심

사의 한 가지는 안구 증상의 조절이 CS의 전신 부작용을 능가

하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최근의 리뷰는 OMG 치

료에서 안구 증상의 개선이나 OMG에서 GMG로의 진행에 대하

여 CS가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

다.46 그러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로 치료하는 것은 

안구 근무력증 증상 조절에 종종 불충분하다.47 OMG 환자의 

CS 치료에 대한 유일한 무작위통제임상시험은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였다.48 4개의 통제되지 않은 연구는 OMG 치

료에 대한 CS의 효과를 조사하였다.47,49-51 CS는 모든 연구에서 

효과적이었으며 72-96%의 개선율을 보였다. 최근 보고에 따르

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단독 치료시 OMG 환자의 

29%에서, CS 치료를 받은 OMG 환자의 70%에서 안구증상의 

약리학적 완화(pharmacologic remission)를 보였다.52 

OMG에서 CS 치료에 반대하는 한 가지 주장은 약물감량 시

도 중 임상 재발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CS 평균 치료 기간은 수

개월에서 수년까지였으며 한 연구에서는 32.3개월까지 높았

다.51 그러나 최근에는 83명의 OMG 환자에서 PD 감량은 2명

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4개월 이내에 일일 10 mg의 용량까

지 가능하였으며 평균 일일 유지 용량은 5 mg/day였다.53

MG는 약 50% 환자에서 순전히 안구 증상으로 처음 나타

난다.54 OMG에서 CS를 조기에 사용하면 GMG로의 변환 위험

이 감소한다는 증거가 있다. 몇몇 후향적 연구에서 아세틸콜

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로 치료한 OMG 환자의 36-83%에서 

전신화율을 보고하였고 CS로 치료한 OMG 환자의 7-17%에

서 전신화율을 보고하였다.55-57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

지만 한 가지 가설은 질병 초기에 자가면역 공격이 오래 지속

되면 신경근 접합부에서 자가 항원의 파괴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자가 면역 공격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자가 항원의 

또 다른 노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58 따라서 초기 CS 치료는 

OMG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논의되어야 하며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 좋은 치료 옵션이라고 여겨진다. 상대적으

로 격일 PD 20-40 mg의 적은 용량만으로도 안구 증상을 조

절하기에 충분하며 최대 개선 효과에 도달한 후에 위에서 설

명한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스테로이드 악화의 위험은 

OMG 환자에게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49,59

5. 다발근염/피부근염(polymyositis/dermatomyositis, 

PM/DM)

1) 초기 치료: CS의 역할

통제된 임상시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PD는 경험에 근거

하여 PM/DM 환자에게 우선 선택되는 약물이다. PD는 혈청 

근육 효소를 정상화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보존한다.60 

PD 치료법의 효과와 상대적 안전성61-67은 향후 강력한 면역억

제제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고용량 

PD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PD를 1 mg/kg/day 용

량으로 투여하고, 종종 1일 80 mg을 초과하지 않게 나누어 

투여한다. 4-6주간의 고용량 PD 치료 후, 기존 복용량을 매월 

20-25%씩 줄이는 일반지침을 사용하여 최소 유효 복용량으

로 PD를 천천히 감량한다. 일일 PD 용량이 5-10 mg/day에 도

달하려면 감량 기간은 보통 6-12개월이 걸린다(Table 4).

심각한 근력약화, 중증 연하곤란이나 급성 진행성 간질성 

폐질환과 같은 중증 질병 양상을 가진 환자의 경우 펄스 IVMP 

1,000 mg/day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투여하며 이어서 위에

서 언급한 고용량 경구 PD 요법을 시행해야 한다.68 이 환자들

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보존 면역억제제를 시작해야 한다. 

PD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작용을 최

소화하면서 질병을 조절하는 가장 낮은 용량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PD 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스테로이드 보존 면

역억제제를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질병이 매우 공격적이

며 환자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시작부

터 다른 면역억제제와 PD를 병용하는 것은 지지되지 않는다. 

경구 PD 치료의 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9-12개월이지만, 

염증성 근육병 환자의 약 50%는 PD 단독에 완전하게 반응하

지는 못한다.69 염증성 근육병 환자 113명에 대한 후향적 코호

트 연구에서 PD 단독요법에 반응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PD를 

감량하였을 때 정상적인 근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60 PD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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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초기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근

염 진단을 위해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스테로이드 근육병 또

는 확인되지 않은 악성 종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경증 PM/DM 환자는 PD 단독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

만, 대부분의 근염 환자는 난치성 질환이고 반복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PD의 치료용량, 치료 기간 및 약 부작

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면역억제제를 추가해야 한다. 초기 치

료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조기 치료는 근육 손상을 줄이는 것

과 관련이 있다.60

2) 유지 CS 요법 동안 재발

재발은 PD 복용량이 환자의 한계 수준 이하로 감소되는 경

우, 즉 외관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바이러스성 질병 후 회복

되지 않은 경우, 동시 감염이 있는 경우, 질환이 악화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재발 환자의 경우 PD 복용량을 초기 사

용한 용량만큼 고용량 단회 일일 복용량으로 증량하거나 또

는 재발이 경미한 경우 고용량 격일 복용량으로 증량한 후 한 

달 동안 천천히 감량하면 통제된다. 그러나 재발이 자주 발생

하는 경우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나 면역억제제의 추가와 같

은 보다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결 론

CS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치료 시작부

터 엄격한 저탄수화물, 저염식, 고단백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환자가 위장 장애를 경험하면 제산제 또는 히스타민 H2 수용

체 길항제 중 하나가 사용한다. 칼슘 보충제(1 g/day)와 비타

민 D(주당 50,000 units)를 함께 투여하면 장기 CS 투여에 유

용하다. 폐경기 여성에서 장기요법이 필요할 때, CS 관련 골다

공증 예방에 대한 입증된 효능을 토대로 매주 한 번 알렌드로

네이트(alendronate)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계측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으로 골

다공증을 모니터링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NMO의 급성 발병시 고용량 IVMP를 하루 용량 1,000 mg

을 3-5일 동안 사용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구 PDS를 매일 

1 mg/kg의 초기 용량 또는 이와 동등한 격일요법으로 시작한 

후 감량한다. 유지를 위해서는 일일 10-20 mg 또는 이와 동

등한 격일요법을 사용한다. 급성 척수 손상은 부상 후 8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가능한 경우 IVMP (30 mg/kg 단회주입+5.4 

mg/kg/hour) 투여를 24시간 동안 하는 것을 치료 옵션으로 

제안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CS를 사용한 초기 임상 경험은 지속

되는 치료요법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거의 없이 신경

근육질환에 사용되었다.70,71 소수의 무작위대조임상시험에

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법이 시행된다. 초기 

고용량으로 매일 PD 60 mg 이상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초

기 격일요법은 시작 복용량과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있

다. 일시적인 악화는 MG에서 그리고 때로는 CIDP에서 초기 

고용량으로 투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저용량 PD

를 요구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수반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고 에스트로겐을 함유한 피임약을 복용하는 환자와 노인

에게 고려되어야 한다. 초기 PD 투여는 일반적으로 임상 증상

이 호전될 때까지 대개 4-6주 이내 계속된다. 기저 질환의 인

지된 임상적 심각성은 초기 용량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

며 감량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 용량을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

지 결정하는데도 중요하다. 감량일정은 지침에 대한 통제된 

시험 없이 상당히 다르다. 개별 환자의 질병 중증도는 감량일

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 대부분의 케이스 시리즈에서 악

화가 관찰된다. 느린 감량률은 악화를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

다. CS 부작용은 약물 사용 역사 초기에 인지되었으며,72 감량

일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격일요법은 부작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었지만, 그러한 부작용 

범위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근육질환에 대한 통제

Table 4.  Corticosteroid used in the treatment of PM/DM

Drug Dose
Level of evidence for use in 

inflammatory myopathy

Prednisone Begin at 1 mg/kg/day, often in divided doses and generally not 
exceeding 80 mg daily 

Taper by 20-25% of the existing dose monthly until 5-10 mg/day is 
reached

Hold tapering for a total duration of therapy of 6-12 months

Retrospective study60

PM/DM, polymyositis/dermatomyos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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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가 없다.

신경근육질환에서 CS 치료는 개별 환자의 질병 심각성, 공

존하는 의학적 문제 및 임상 경험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

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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