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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교육자료
- 자가면역성 간염의 진단 63세 여자 환자가 건강 검진에서 간기능 관련 검사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외래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특별한 약물이나 건강 보조식품 등의 복용력이 전혀
없고 음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부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에서 복부
불편감, 압통 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키는 160cm, 체중 55 kg 이었으며, 복부
초음파 검사 상 거친 에코상 외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AST 250 IU/mL, ALT 201 IU/mL, ALP 220 IU/mL, r-GTP 250 IU/mL
Total bilirubin 0.8 mg/dL, Albumin 3.7 g/dL, PT INR: 1.10
WBC 4300/uL, PLT 220,000/uL, Hb 12.0 g/dL
HBsAg (-), anti-HCV Ab (-)
⚫ 질문: 추가로 어떤 검사를 시행하시겠습니까?
⚫ 해설: 중년 여성 환자로 간기능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 자세한 병력 청취와,
약물, 음주력에 대한 확인, 신체 검진,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권장하며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해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nti-nuclear Ab (+) / 1:320
Anti-smooth muscle Ab; positive
Anti-liver-kidney-microsome Ab ; negative
Anti-mitochondrial Ab; negative
Ig G 3300 mg/dL (Ref: 1600 mg/dL)
⚫ 질문: 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추가 검사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①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찰

②

간조직검사

③

항암화학요법

⚫ 해설: 위 환자는 간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림프구 침윤이 동반된 만성 간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간 조직검사 및 기타 혈액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자가
면역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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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mplified scoring criteria (2008)
Variable

Cutoff

Points

ANA or SMA

1:40

1

ANA or SMA

1:80

2

or LKM

1:40

2

or SLA

positive

2

IgG

Upper normal limit

1

> 1.10 times normal limit

2

Compatible with AIH

1

Typical AIH

2

Yes

2

Liver histologya
Absence of viral hepatitis
Definite H: ≥ 7, Probable AIH: ≥ 6

ANA, anti-nuclear antibody; SMA, anti-smooth muscle antibody; LKM, anti-liver-kidney
microsome antibody; SLA, anti-soluble liver antigen antibody; IgG, immunoglobulin G; AIH,
autoimmune hepatitis
Typical

a

(1) Interface hepatitis, lymphocytic/lymphoplasmacytic infiltrates in portal tracts and extending
into the lobule. (2) Emperipolesis (active penetration by one cell into and through a large cell).
(3) Hepatic rosette formation.
Compatible:
Chronic hepatitis with lymphocytic infiltration without features considered typical. Atypical:
showing signs of another diagnosis, like NAFLD.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Autoimmune Hepatitis Group (Hepatology
2008;48:169-176).

⚫ 질문: 이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찰

②

면역억제치료

③

항암화학요법

⚫ 해설: 자가면역간염의 경우 IgG가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ALT 가 정상 상한치
의

5배

이상인

경우

면역억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합니다.

치료

약제는

prednisolone 60 mg으로 시작하여 매주 감량하여 5주부터는 치료 용량으로 유지하
거나, predinisolone 30 mg/day와 azathioprine 50 mg의 병합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환자는 IgG 수치가 높고 ALT도 높아 활성도가 높은 자가면역간염으로서
prednisolone 60 mg 로 시작하였으며 2주차에 40 mg, 3주차에 30 mg, 5주차에
20 mg 로 감량하여 유지하였습니다. 내원 3개월 후 AST 150 IU/mL, ALT 101 IU/mL,
ALP 151 IU/mL, r-GTP 153 IU/mL으로 호전 추이를 보였습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