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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chicine is an alkaloid that has been used for treating acute gouty arthritis, psoriasis, 

scleroderma and Behcet's syndrome. Colchicine decreased liver fibrosis in rats with carbon 

tetrachloride induced cirrhosis and in patients with many liver diseases. Therapeutic oral 

doses of colchicine may cause nausea, vomiting, abdominal pain and diarrhea. The adverse 

effect of colchicine associated with the dose is bone marrow suppression, and especially 

neutopenia. Neutropenia has often been reported in patients have taken an overdose of 

colchicine. We describe a 64-year-old female liver cirrhosis patient with neutropenia that was 

induced by a therapeutic dose of colch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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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콜히친은 성 통풍이나 건선, 피부경화증, 베

체트병 등에  세계 으로 리 쓰이는 알칼로

이드계 약물이다.1) 콜히친이 Carbon tetrachloride

에 의해 손상된 쥐의 간을 회복시키고,2) 인간

의 다양한 간질환에 해서도 섬유화를 감소시

키며, 생존률에 한 굉장한 호 이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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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이러한 근거로 콜히친은 간경변 환자에

게도 자주 처방되어지는 약물이다.

콜히친 작용의 기 이 아직 완 히 밝 진 것

은 아니지만, 백 구의 이동과 proinflammatoty 

cytokine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경구로 복용하는 콜히친의 부작용의 부

분은 장  증상이며, 구역,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80%까지 보고되고 있다. 용량과 

련된 콜히친의 부작용은 골수억제이며 주로 

호 구성백 구감소증(neutropenia)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호 구성백 구감소증은 고의로 

는 우연히 과용량이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이러한 경우 

부분의 환자에서 심각한 장  증상이 동반

되며 부분의 의사는 콜히친 사용을 단할 

수 밖에 없다.
5)
  

자 등은 우발 인 과용량이나 심각한 

장  증상 없이 콜히친에 의해 유도된 심한 호

구성백 구감소증을 1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4세 여자로 4일간의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

다. 6년  만성 C형 간염을 진단 받았고, 3

년  간경변 진단 받았으며, 2년 부터 본원 

외래에서 추  찰 인 환자 다. 내원 4일 

부터 발열을 동반한 신쇠약, 식욕부진이 

있어 입원하 다. 과거력으로 20년  당뇨 진

단 받고 경구 당강하제 복용이었고 가족력에

서 특이사항 없었다. 흡연력  음주력은 없

었다.

진찰소견：입원 당시 체  48Kg, 압 110/70 

mmHg, 맥박수 분당 72회, 호흡수 분당 18

회, 체온 36.8℃이었다. 의식은 명료하 고,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으며 공막에 황달은 

없었다. 흉부 청진상 심음은 잡음없이 규칙

이었으며 호홉음도 잡음없이 깨끗하 다. 

복부는 부드러웠으나 우측 갈비  아래로 

다섯 손가락 마디 크기의 간 비   세 손

가락 마디 크기의 비장비 가 찰되었다.

검사실 소견：2년  시행한 말 액 검사에

서 백 구 3380/mm3(호 구 47%, ANC 

1589/mm
3
, 림 구 44%, 단핵구 3%, 호산구 

3%, 호염기구 4%), 색소 12.9 g/dL, 소

 70000/mm3이었다. 입원 3개월  시행한 

말 액 검사에서 백 구 5480/mm
3
(호 구 

44.9%, ANC 2460/mm3, 림 구 42.6%, 단핵

구 6.9%, 호산구 1.4%, 호염기구 0.4%), 색

소 12.7 g/dL, 소  70000/mm
3
이었다. 입

원 당시 응 실에서 시행한 말 액 검사

에서 백 구 860/mm3 (호 구 51%, ANC 

438/mm
3
, 림 구 30%, 단핵구 4.4%, 호산구 

0.7%, 호염기구 1.7%), 색소 9.2 g/dL, 

소  23000/mm3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총

단백 4.83 g/dL, 알부민 2.54 g/dL, 액요소질

소 7.44 mg/dL, 크 아티닌 0.57 mg/dL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AST 174 IU/L, ALT 

66 IU/L, 총빌리루빈 1.68 mg/dL, 직 빌리

루빈 1.35 mg/dL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alkaline phosphatase 201 IU/L, GGT 25 

IU/L로 정상이었다. 액 응고 검사에서 

prothrombin time 75%(INR 1.17)이었다.

치료 및 경과：입원 당시 2년간 계속해서 복용

해오던 약은 콜히친 0.6 mg 1일 2회, 

ursodeoxycholic acid 200 mg 1일 3회, 

silymarin 400 mg 1일 3회, metformine 500 

mg을 복용 이 었으며, 입원 당일부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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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친을 제외한 나머지 약제는 계속해서 투여 

하 으며 호 구성백 구감소증과 연 된 

발열에 하여 3세  cephalosporin계열의 

항생제를 투여 하 다. G-CSF(Granulocyte 

– colony stimulating factor)등의 조 모세

포의 성장이나 분화를 진하는 약물은 사

용하지 않고 찰한 결과 환자의 백 구는 

조 씩 상승하여 입원 7일째 시행한 말

액 검사에서 백 구 1800/mm3(호 구 49%, 

ANC 882/mm
3
, 림 구 32%, 단핵구 16%, 

호산구 1%), 색소 8.4 g/dL, 소  

44000/mm3로 확인 되었다. 내원 8일째부터 

Thymomodulin 15ml를 1일 2회 투약하면서 

퇴원하 다.

고    찰

콜히친의 골수억제효과는 세포내의 미세

(microtubule)에 부착하는 능력과 연 이 있다. 

세포내 과립의 이동을 방해하고, 백 구의 부

착이나 움직임, 화학주성 등을 억제하며 미세

 형성의 변화로 인해 유사분열에 향을 미

친다. 콜히친은 고농도에서 미세 의 합작용

을 억제하고, 농도에서는 미세  말단의 특

정 부 에 부착하여 미세 의 움직임을 안정화 

시키고, 미세 -콜히친 복합체를 형성한다.6)

여러 증례보고에서 콜히친의 액학  부작

용은 말 의 백 구증가 후 수일 뒤에 소

감소증, 호 구성백 구감소증이 따라오며 목

숨을 하는 쇼크를 동반한 심 계 증상이 

동반된다. 한 이러한 부작용은 과용량으로 

인한 것이며 개의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7) 부작용을 일으키는 콜히친의 용량

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다.

5 mg/day 이상의 용량에서 장 계 증상

을 일으키고, 0.5∼0.8 mg/Kg의 용량에서 골수

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0.8 mg/Kg

를 과하는 용량에서는 100%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신장기능이 감소된 환자에

게는 하루 0.6 mg 2회의 용량만으로도 환자가 

사망에 이르 다는 보고도 있다.
8)
 통풍 환자에

게 하루 3.6 mg의 콜히친 투여에도 호 구성

백 구감소증이 발생한 도 있다.9) 본 증례에

서는 단순히 콜히친을 단하는 것만으로도 백

구를 회복하 지만, G-CSF의 사용이 콜히

친으로 인한 액학  부작용  다른 부작용

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10)

본 증례의 환자가 복용하고 있던 4가지 약

물들의 부작용에 해 여러 문헌을 조사하

고, 콜히친만이 호 구성백 구감소증과 련

된 보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약물은 

계속 투여하면서 콜히친만 단하 고, G-CSF

등의 다른 약물의 도움 없이도 백 구가 증가

하여 입원 1주일째 1800/mm3(ANC882/mm3) 

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 학교 의과 학 병원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2,545명의 만

성 간질환 환자에게 콜히친이 처방되었고 이들 

환자의 CBC를 후향 으로 분석하 다. 2,545

명의 환자  466명의 환자에게서 호 구성백

구감소증이 동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187명의 환자는 악성종양으로 항암약

물치료 에 호 구성백 구감소증이 발생하

다. 279명의 환자  240명이 경한 호 구성백

구감소증(ANC 1000이상 1500미만)이 확인 

되었고 이는 간경변으로 인한 것으로 단되며 

사용기간 동안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등도의 호 구성백 구감소증(ANC 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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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미만)을 경험한 35명의 환자  2명의 환

자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없으나 호 구성백

구감소증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 다. 본 

증례를 포함하여 4명의 환자가 심한 호 구성

백 구감소증(ANC 500미만)을 경험하 으며 

본 증례를 제외한 3명의 환자는 감염성 질환으

로 인한 패 증으로 호 구성백 구감소증이 

발생하 다. 2545명의 환자  본 증례를 제외

하고 2명의 환자가 용량(1.2 mg/day)의 콜히

친에 의해 등도의 호 구성백 구감소증으로 

추정된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콜히친 효과는 아직 

논란이 있다. 2005년 Morgan 등의 연구에서 

549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게 0.6 mg의 

콜히친을 투여하 으나 생존률에 있어 명백한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
 1,138개의 

콜히친과 련된 주제에 한 meta-analysis에

서 콜히친이 섬유화와 사망률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12)
 그러나 2007년에 Arrieta 

등은 비록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제외한 연구이긴 하지만, 만성 바이러스성 간

염에 의한 간경변 환자에게 콜히친의 사용이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늦추고, 다 회귀분석을 

통해 콜히친의 사용이 간세포암종 발생을 억제

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odd-ratio)라는 보고를 

하 다.13)

결론 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환자에게 콜히친의 투여는 다양하고 때

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계속 고려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간경변 환자에게는 용

량에서도 매우 드물지만 콜히친의 사용은 액

학 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니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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