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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크론병크론병크론병크론병    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    경구경구경구경구    스테로이드의스테로이드의스테로이드의스테로이드의    치료반응치료반응치료반응치료반응    및및및및    반응반응반응반응예측인자예측인자예측인자예측인자    

 

    

스테로이드는 활동성 크론병 환자에서 단기적인 치료효과가 입

증된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치료 후 임상 경과의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활동성 크론병 환자에서 첫번째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

른 단기, 장기적인 자연 임상 경과를 확인하고, 그 예측인자를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1994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 활동성 크론병

으로 내원한 239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 

진단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처음으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최소한 4개월 이상 경과를 관찰하였던 96명을 대상으로 1개월, 4

개월, 1년째의 치료 경과 및 치료 시작 시 임상 지표를 분석하였

다. 

대상 환자 96명에서 남자 75명, 크론병 진단 당시 나이 중앙값 

23세(12-64), 유병 기간의 중앙값 5개월(0-156)이었으며, 크론병

의 해부학적 위치로 회장 말단과 대장을 침범한 경우(L3)가 63명

(65.6%), 질병 행태 상 염증형(B1)이 53명(55.2%)으로 가장 많았

다. 초기에 사용한 스테로이드의 용량 중앙값은 0.59mg/kg (0.31-

0.95)였다. 1개월 치료반응은 관해 37예(38.5%), 호전 48예(50%), 

무반응 11예(11.5%)였다. 4개월 치료반응이 확인된 95예 중 지속 

반응 68예(71.6%), 스테로이드 의존 20예(21.1%) 였으며 스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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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불응성을 보인 7예 중 6예는 수술, 1예는 면역억제제 추가가 

이루어졌다. 1년 치료반응이 확인된 84예에서는 49예(58.3%)에서 

지속반응, 스테로이드 의존 19예(22.6%), 스테로이드 불응성 16예

(19%)였다(수술 8예, 면역억제제사용 5예, infliximab 3예). 스테

로이드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비교하였을 때 임상 지표 상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CDAI)만이 비반응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7/0.000/0.010, 1개월/4개월/1년). 

결론적으로 크론병 환자에서 첫번째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

한 단기 반응률은 88.5%로 높았으나 1년 후에는 58.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치료 시작 당시 CDAI가 높은 경우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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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크론병, 스테로이드 치료반응, 크론병 활동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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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크론병크론병크론병    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    경구경구경구경구    스테로이드의스테로이드의스테로이드의스테로이드의    치료반응치료반응치료반응치료반응    및및및및    반응반응반응반응예측인자예측인자예측인자예측인자    

 

<지도교수 김김김김    원원원원    호호호호> 

연세대학교 대학원의학과 

 

김김김김        덕덕덕덕        환환환환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크론병은 위장관의 만성적인 염증을 보이는 질병으로, 병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구강부터 항문까지 위장관의 어느 부위도 침범할 수 

있지만 주로 소장말단과 대장의 근위부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1. 현

재 크론병의 치료 목표는 증상 완화 및 관해유지이며 여러가지 약제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치료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1955년 활동성대장염 환자에서 경구 cortisone을 사용하여 관해를 이

루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2 이후 Corticosteroid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

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National Cooperative Crohn’s 

Disease Study (NCCDS)와 European Cooperative Crohn’s Disease Study 

(ECCDS)에서 시행한 대규모의 무작위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활동성 크

론병에 대한 단기적인 관해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까지도 중등도 이상의 

크론병의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3, 4.  

이와 같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5-8에서 스테로이드의 치료효과가 입증

되었지만, 다양한 단기, 장기적인 부작용이 문제되고 있다9. 또한 스테

로이드는 관해를 이룬 환자의 유지 효과가 없다는 점이 보고 되었으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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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단기적인 효과와 비교하여 장기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의존, 혹은 무

반응에 따른 반복적인 수술 위험도가 증가하는 등 임상적인 스테로이드

의 사용과 중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 크론병 초기에 관해 유도를 목적으로 경구 스테

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경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경과를 

임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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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4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 활동성 

크론병으로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기

간에 내원한 환자 중 크론병의 ICD-10 코드(K50)로 분류된 517명을 대상

으로 경구 prednisolone의 처방코드(D2SOLO01)가 동시에 적용되는 환자

를 전산으로 239명 검색하였으며,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본원에서 크론병 

진단 이후 처음으로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한 96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제외기준은 1) 외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거나 

(34명) 2) 본원에서 스테로이드의 첫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4명), 3) 스테로이드 정주 요법으로 시작한 경우(23명), 4) 치료 경과

를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거나(19명) 5) 스테로이드 사용 시작 1개월 

이내에 부작용, 환자의 거부 등으로 인하여 중단한 경우(3명)였다.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 정의 

환자군의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반응 분류

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11, 분류의 기준은 부분적으로 수정

하였다. 

(1) 1개월 (단기 반응) 

l  관해: 크론병의 활동성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 (발열 등 전

신 증상이 없고, 배변이 하루 2회 이하). 

l  호전: 크론병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호전된 상태 (발열 등 전신 

증상이 없고, 복통이 없거나 경미하며, 배변은 하루 6회 이하). 

l  무반응: 임상적인 호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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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월 (중기 반응) 

l  지속 반응: 계획된 스테로이드의 감량 중, 혹은 이후에 임상적인 

재발의 증거가 없을 경우. 

l  스테로이드 의존: 계획된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대해 크론병 증상

의 호전이 있었으나 감량 중 2주 이상 용량을 더 이상 줄이지 못

하거나, 스테로이드의 증량이 필요한 경우 (증량, 혹은 스테로이

드 용량의 유지를 통해 더 이상의 임장 증상의 악화가 없는 경

우). 

l  스테로이드 불응: 스테로이드의 사용 중 임상적으로 증상의 호전

을 보이지 않아 용량을 줄일 수 없는 경우. 

(3) 1년 (장기 반응) 

l  지속 반응: 스테로이드의 사용 이후 완전 관해 혹은 부분 관해 

상태가 유지되면서 1년간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1회, 3개월 이하로 사용한 경우. 

l  스테로이드 의존: 완전 관해 혹은 부분 관해 상태가 유지되지만 

1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재 사용하거나 끊지 못

한 경우, 혹은 1회 사용하였어도 1회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l  스테로이드 불응: 스테로이드 사용에 반응이 없고, 용량 증량에

도 임상적 호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치료 예측인자의 판정을 위하여 1개월 치료 반응의 관해 및 호

전군, 4개월 치료 반응과 1년 치료 반응의 지속 반응군을 스테로이드 반

응군으로 분류하였고, 1개월 치료 반응의 무반응군, 4개월 및 1년 치료 

반응의 스테로이드 의존군과 스테로이드 불응군을 스테로이드 비반응군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임상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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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 지표 

성별, 진단 당시의 나이, 진단 후부터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까지의 기

간으로 정의한 유병 기간, Vienna 분류법에 따른 크론병의 위치 및 질병 

행태, 크론병으로 인한 수술력 등 임상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스테로

이드의 체중 대비 용량, 사용 기간, 총 사용량, 사용 당시 병행한 약물

(항생제, 면역억제제, 5 amino salicylic acid (5-ASA)), 스테로이드 부

작용 등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고, 스테로이드 사용 시작 시

점의 C면역 단백, 적혈구침강속도, 혈색소, 알부민과 같은 생화학적 소

견, 그리고 크론병 활동성지수(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CDAI)

를 후향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3. 3. 3. 3. 통계통계통계통계    및및및및    분석분석분석분석    

치료군 간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 각각의 변수들은 연속형 및 범주형 

구분에 따라 Mann-Whitney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단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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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전체 239명의 환자군 중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143명을 제외하고 총 96

명의 경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남자는 75명, 여자는 21명이었으

며 크론병 진단 당시의 연령 중앙값은 23세(12-64), 크론병의 유병 기간 

중앙값은 5개월(0-156)이었다. Vienna 분류법에 따른 크론병의 해부학적

인 위치로 회장말단에 국한된 경우(L1)가 17예(17.7%), 대장만 침범한 

경우(L2)는 10예(10.4%)였고 63예(65.6%)가 회장말단과 대장을 침범한 

경우(L3)였으며 상부 위장관을 침범한 경우(L4)는 6예(6.3%)였다. 질병 

행태로는 염증형(B1)이 53예(55.2%), 협착형(B2) 13예(13.5%), 누공형

(B3)이 30예(31.3%)로 나타났다. 처음 사용된 경구 스테로이드의 용량 

중앙값은 30mg (20-60)이었으며, 이를 사용 당시의 체중으로 나누어 환

산한 용량의 중앙값은 0.59mg/kg (0.31-0.95)였다. 사용된 스테로이드의 

총 용량 중앙값은 1060.0mg (342.5-2887.5)이었으며, 스테로이드를 중단

하기까지 사용 기간의 중앙값은 10주(4-40)였다.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당시 동반하여 사용하였던 약물로는 5-ASA 95예(99.0%), 면역억제제 3예

(3.1%), 경구 항생제 21예(21.9%)였다.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은 5명

(5.2%)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 하

였으나 부작용에 의해 스테로이드를 중단하였다. 스테로이드 사용 당시 

CDAI의 중앙값은 347.5 (161.4-559.8)였고, 생화학소견에서 C면역 단백

의 중앙값은 2.715mg/dL (0.100-19.900), 적혈구침강속도의 중앙값은 

40.5mm/hr (2-120)이었다. 그리고 혈색소의 중앙값은 12.0mg/dL (6.0-

16.0), 알부민의 중앙값은 3.7mg/dL (2.1-5.5)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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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otal Patients (n=96) 
Sex (M/F) 75/21 
Age at diagnosis 23 (12-64) 
Disease duration (month) 5 (0-156) 
Location of disease (by Vienna classification)  

Terminal ileum (L1) 17 (17.7%) 
Colon (L2) 10 (10.4%) 
Ileocolon (L3) 63 (65.6%)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L4) 6 (6.3%) 

Behavior of disease (by Vienna classification)  
Non-stricture, non-penetrating type (B1) 53 (55.2%) 
Stricture type (B2) 13 (13.5%) 
Penetrating type (B3) 30 (31.3%) 

Initial dosage of oral steroid (mg/kg) 0.59 (0.31-0.95) 
Total dosage of oral steroid (mg) 1060.0 (342.5-2887.5) 
Length of initial steroid use (weeks) 10 (4-40) 
Complication of steroid 5 (5.2%) 
Concomitant medications  

Antibiotics 21 (21.9%) 
Immunomodulators 3 (3.1%) 
5 amino salicylic acid 95 (99.0%) 

C-reactive protein (mg/dL) 2.715 (0.100-19.900)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mm/hr) 40.5 (2-120) 
Hemoglobin (mg/dL) 12.0 (6.0-16.0) 
Albumin (mg/dL) 3.7 (2.1-5.5)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347.5 (161.4-559.8) 
 

2. 2. 2. 2.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자연자연자연자연    경과경과경과경과    

1개월 치료 반응(단기 반응)은 관해 37예(38.5%), 호전 48예(50%), 무

반응 11예(11.5%)였다(Figure 1). 4개월 치료 반응(중기 반응)이 확인된 

95예 중 지속 반응 68예(71.6%), 스테로이드 의존 20예(21.1%) 였으며 

스테로이드 불응성을 보인 7예(7.4%) 중 6예는 수술, 1예는 면역억제제

를 추가했다. 1년 치료 반응(장기 반응)이 확인된 84예에서는 49예

(58.3%)에서 지속 반응, 스테로이드 의존 19예(22.6%), 스테로이드 불응

성 16예(19.0%)였다(수술 8예, 면역억제제사용 5예, infliximab 3

예)(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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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utcome of steroid use after 1 month (short-term outcome) 
CR, Complete remission; PR, Partial remission 

 
 

 

Figure 2. Outcome of steroid use after 4 months and 1 year (mid-term and long-
term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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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치료치료치료치료    예측예측예측예측    인자인자인자인자    

1개월, 4개월, 1년째의 자연 경과를 바탕으로 각각 스테로이드 반응군

과 비반응군을 구분하였고, 이 두 군의 임상 지표 간 차이점을 단변량분

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성별, 진단 당시의 연령, 유병 

기간, Vienna 분류법에 의거한 크론병의 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으며, 스테로이드의 시작 용량, 총 용량, 사용 기간, 스테로이

드와 병행하여 사용한 약물 여부에 따른 차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중기 반응의 질병 행태에서 반응군은 염증형 43예(63.2%), 누공형 14예

(20.6%), 협착형 11예(16.2%)로 염증형이 가장 많았으나 비반응군의 경

우 누공형 15예(55.6%), 염증형 10예(37.0%), 협착형 2예(7.4%)로 누공

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6). 또

한 반응군에서 CDAI의 중앙값은 단기, 중기, 장기 반응시 각각 336.7 

(161.4-474.2), 313.45 (161.4-559.8), 331.7 (161.4-456.6)이었나, 비

반응군에서는 각각 381.2 (347.6-559.8), 387.8 (293.7-471.9), 381.2 

(208.5-471.9)로 비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07, 

0.000, 0.010)(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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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Factors between Steroid Responders and Non-
responders 
 Responder Non-responder P-value 
Sex (M/F)    

1 month 66/19 9/2 1.000 
4 months 54/14 20/7 0.591 

1year 37/12 26/9 1.000 
Age at diagnosis    

1 month 22 (12-64) 23 (14-39) 0.783 
4 months 23 (13-64) 23 (12-62) 0.943 

1year 23 (16-64) 22 (12-62) 0.984 
Disease duration 
(month) 

   

1 month 6 (0-156) 2 (1-14) 0.106 
4 months 6 (0-156) 2 (0-118) 0.238 

1year 8 (0-156) 3 (0-118) 0.303 
CDAI    

1 month 336.7 (161.4-474.2) 381.2 (347.6-559.8) 0.007 
4 months 313.45 (161.4-559.8) 387.8 (296.1-471.9) 0.000 

1year 331.7 (161.4-456.6) 381.2 (208.5-471.9) 0.010 
Initial dosage of 
steroid (mg/kg) 

   

1 month 0.59 (0.31-0.95) 0.58 (0.48-0.91) 0.903 
4 months 0.59 (0.31-0.95) 0.56 (0.35-0.94) 0.621 

1year 0.58 (0.31-0.95) 0.63 (0.35-0.94) 0.109 
Total dosage of steroid  
(mg) 

   

1 month 990.0 (342.5-2865.0) 1665.0(622.5-2887.5) 0.043 
4 months 1000.0 (420.0-2065.0) 1260.0 (342.5-2887.5) 0.079 

1year 972.5 (342.5-2887.5) 1245.5 (560.0-2680.0) 0.094 
Location of Crohn’s 
disease 
(L1/L2/L3/L4) 

   

1 month 17/9/54/5 0/1/9/1 0.374 
4 months 13/7/46/2 4/2/17/4 0.227 

1year 9/6/32/2 6/3/24/2 0.977 
Behavior of Crohn’s 
disease 
(B1/B2/B3) 

   

1 month 49/12/24 4/1/6 0.228 
4 months 43/11/14 10/2/15 0.006 

1year 29/6/14 16/4/15 0.441 
CAD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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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당시의 생화학적인 인자로 비교한 C반응 단백은 

중기 반응시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각각 2.435mg/dL (0.100-14.700)과 

4.250mg/dL (0.127-19.900)로 비반응군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

으며(p=0.007),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단기 및 장기 반응에 

따른 비교에서도 비반응군에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혈

색소침강속도는 중기 반응에 따른 비교에서 반응군 38mm/hr (2-120), 비

반응군 50mm/hr (12-120)으로 나타나 비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p=0.038), 단기 및 장기 반응에 따른 비교에서는 각각 반응

군에서 40mm/hr (2-120), 39mm/hr (2-116), 그리고 비반응군에서 

55mm/hr (4-120), 49mm/hr (7-120)로 비반응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06, 0.079). 또한 혈청 알부민의 경우 

모든 반응에 따른 비교에서 반응군이 비반응군에 비하여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중기 반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Biochemical Factors between Steroid Responders and Non-
responders 
 Responder Non-responder P-value 
C-reactive protein 
(mg/dL) 

   

1 month 2.560 (0.100-14.700) 6.580 (0.100-19.900) 0.074 
4 months 2.435 (0.100-14.700) 4.250 (0.127-19.900) 0.007 

1year 2.550 (0.100-12.400) 3.920 (0.127-19.900) 0.254 
ESR (mm/hr)    

1 month 40 (2-120) 65 (4-120) 0.160 
4 months 38 (2-120) 50 (12-120) 0.038 

1year 39 (2-116) 49 (7-120) 0.079 
Hemoglobin (mg/dL)    

1 month 12.0 (6.0-16.0) 12.0 (11.0-14.0) 0.750 
4 months 12.0 (6.0-16.0) 12.0 (7.0-14.0) 0.074 

1year 12.0 (6.0-16.0) 12.0 (8.0-16.0) 0.178 
Albumin (mg/dL)    

1 month 3.7 (2.1-5.5) 3.6 (2.6-5.3) 0.456 
4 months 3.7 (2.1-5.5) 3.6 (2.3-4.3) 0.034 

1year 3.75 (2.1-5.5) 3.7 (2.1-4.3) 0.091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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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활동기 크론병에서 스테로이드는 초기에 사용되는 중요한 치료제이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반응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스테로이드의 짧은 사용 이후 쉽게 감량하여 

스테로이드의 사용 없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부터 크론병의 증상 

조절을 위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심지어 스테로

이드 사용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드러나고 있

다10-16. 게다가 스테로이드는 지속적인 사용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내분

비 균형 이상, 대사 장애, 위장관 및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

며12,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prednisolone 40mg를 사용한 크론병 환자의 

55%, 하루 budesonide 9mg를 사용한 환자의 33%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이 보고되어9 크론병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시 부

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치료 반응 예측이 

어렵고, 장기간 사용이 부담스러운 스테로이드의 특성으로 인해 임상적

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과 용량,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치료의 자연 경과 및 치료반응 예측을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어왔는데,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크론병의 관해율은 약 70%-

85%이지만 1년 후 관해 유지율은 32%-45%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16. 본 연구에서는 단기(1개월) 반응률 88.5%로 기존의 연구와 비

교하여 유사하거나 비교적 높은 치료 효과가 나타났는데, 후향적인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완전 및 부분 관해의 정의를 가능한 구체적으

로 설정하여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려 노력하였음을 고려할 때 단기적

인 효과는 국내에서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 반응(1년)

에서 스테로이드의 중단 이후 지속 반응을 보인 환자는 치료 반응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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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환자의 68.3%로 역시 기존 보고11, 16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높

게 나타나지만, 단기 관해율과 비교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료 반

응이 감소하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중기 반응(4개월)을 통하여 중

간 경과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여 중단하기까지 

3개월 전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여,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직

후의 치료 반응 판정을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속 반

응 71.6%, 스테로이드 의존 21.1%, 스테로이드 불응 7.4%로 나타났는데, 

단기 반응과 장기 반응의 중간 성적에 해당한다. 이는 스테로이드 반응

이 관해 달성 이후 반응성과 비반응성의 한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점차 스테로이드 반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특징은 기존에 크론병에서 관해를 목적으로 경구 

prednisolone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용량은 0.5-1.0mg/kg가 효과적인 것

으로 보고되어 왔으나12, 13, 16, 17, 본 연구에서는 용량 중앙값 0.59mg/kg

의 스테로이드로 시작하여 비교적 높은 관해 달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후향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낮은 용량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은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은 스테로이드 용량으로도 크론병에 효

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의 예측을 위하여 스테로이드 반응군과 비반응군

을 설정하여 각 군간의 임상 지표를 비교한 결과 크론병 활동성 지수가 

비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1개월, 4개월 및 1년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C반응 단백 및 적혈구침강속도와 

같은 생화학적 인자 역시 비반응군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C

반응 단백은 크론병의 임상적 활동성을 평가하는데 유의하며 치료 반응

의 평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8, 적혈구침강속

도는 비활동성 크론병 환자에서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보고19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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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화학적인 지표들과 크론병 활동성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크론병의 염증이 심한 상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같

은 결과를 질병의 염증성이 높을 수록 스테로이드의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혈청 알부민의 경우 반응군의 중앙값이 비반응군에 비하여 각 반

응 기간별 비교에서 모두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중기 반응(4개월)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혈청 알부민의 저하는 여

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혈관 내 알부민의 장 점막을 통

한 소실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질환의 중증도 및 염증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반응군에서 혈청 

알부민이 낮은 경향은 크론병의 염증성이 증가한 상태로 생각할 수 있으

며, 국내의 보고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반응군 3.75±0.76g/dL, 

의존군 2.93±1.04g/dL, p=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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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결론결론결론결론    

 

국내에서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결

과 기존의 연구보다 적은 시작 용량으로도 단기 반응률은 88.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1년 후 6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

고 치료 시작 당시의 CDAI가 높은 경우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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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Hwan KimDuk Hwan KimDuk Hwan KimDuk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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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Won Ho KimWon Ho KimWon Ho KimWon Ho Kim)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natural 

course of Crohn’s disease patients who were first treated with 

oral corticosteroids, and to find the predictive factors that can 

indicate their responsiveness to such steroid therapy. Methods: 

Among patients with active Crohn’s disease diagnosed and treated 

at a single center, those who had been treated with oral steroid 

from August, 1994 to February 2008 were enrolled and their medical 

record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Clinical outcome was 

evaluated every 1 month, 4 months, and 1 year after treatment. The 

clin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were compared between patients 

who showed responses to steroid treatment and those who did not. 

Results: A total of 96 patients were enrolled from 239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There were 75 males, and the median age at 

diagnosis was 23 years (12-64). The most common location of 

Crohn’s disease was the ileocolon (65.6%) by Vienna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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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ost common behavior type was the non-stricturing, non-

penetrating type (55.2%). The median dosage of steroid was 

0.59mg/kg (0.31-0.95). There were 37 cases with complete remission 

(38.5%), 48 with partial remission (50.0%), and 11 patients (11.5%) 

showed no response to oral steroid therapy after 1 month post-

treatment. After 4 months from the treatment, 68 (71.6%) showed 

prolonged response, 20 (21.1%) showed steroid dependency, and 7 

(7.4%) showed refractoriness, respectively. After 1 year from the 

treatment, 49(58.3%) patients showed prolonged response, 19 (22.6%), 

steroid dependency, and 16, refractoriness (19.0%).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eroid responders and non-

responders in any parameters except in the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CDAI) (p=0.007/0.000/0.010, 1 month/4 month/1 year 

after treatment). Conclusion: Short-term response rate to initial 

oral steroid therapy in Crohn’s disease was high (88.5% after 1 

month from treatment), but the responses showed tendency along with 

time (58.3% after 1year from treatment). And CDAI was significantly 

high in steroid non-responders than steroid resp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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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Crohn’s Disease, Steroid Responsiveness, Cro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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