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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odarone Induced Toxic Hepatitis - A case report -

Seon Jung Kim, M.D., Bon Wook Koo, M.D., Jin Ho Bae, M.D., and Seung Woon L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Although amiodarone is a widely used and effective long-term antiarrhythmic drug, it is known to have life-threatening adverse 

effects, including acute hepatotoxicity.  Although the occurrence of acute hepatotoxicity after amiodarone administration is rare, 

it can be fatal.  However, this phenomenon has not been well studied.  Here, we describe a 39 year old woman with atrial fibrillation 

and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who developed acute toxic hepatitis within 8 days of amiodarone administration at the 

recommended dosage.  The drug was withdrawn and the laboratory findings progressively returned to normal.  (Korean J An-

esthesiol 2007; 53: 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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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연구되었음. 

  Amiodarone은 Class III에 해당하는 항부정맥제로서 심실

빈맥, 심실세동, 상실성 빈맥, 심방세동 등의 치료제로 많이 

사용된다.1) 특히 심실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심방세동이나 

수술 후 발생한 심방세동  심실세동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amiodarone은 부정맥, 울 성 심부 , 

폐염증  폐섬유화, 말  신경병증, 진 , 각막 미세침착, 

그리고 독성 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사용

이 제한될 수 있다.1,4-7) 이  독성 간염은 빈도가 드물긴 

하지만 발생하게 되면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

로 수술 후 간 기능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본원에서는 평소 간질환이 없었던 환자에서 승모 막 치

환수술 후 심방세동  상실성 빈맥의 치료를 해 amio-

darone를 사용하 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성 독성 간염을 

경험하 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9세의 여자환자가 실어증  우측 사지의 근력 하를 

주소로 2차병원에서 좌측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심 도에서 좌각차단  심실조기수축이, 심 음 에서 

심한 승모 착이 찰되어 본원으로 원되어 승모 막 

치환술이 계획되었다. 환자는 15년  출산할 당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듣고 1년간 치료받다 임의로 치료를 단한 

과거력이 있었으나 평소 간질환의 병력은 없었으며 술  

시행한 간효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Table 1).

  수술  다시 시행한 심 도에서 빠른 심실반응을 동반

한 심방세동이 찰되며 심박수가 120－180회/분 까지 증가

하여 심박수 조 을 해 digoxin을 복용 이었으며 수술 

 시행한 액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 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실 도착 당시 활력

징후는 압 100/60 mmHg, 심박수 115회/분, 체온은 36.8oC

다. Midazolam 2 mg, alfentanyl 1 mg, vecuronium 12 mg을 

사용하여 마취유도 후 기 삽 을 하 고 좌측 요골동맥을 

천자하여 지속 으로 동맥압을 감시하 으며 우측 쇄골하

정맥에 도 을 거치하 다. 이후 수술이 시작되고 heparin 

20,000 IU 정주 후 활성화 응고시간(activated 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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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ial Serum Liver Biochemistry of the Patient


   Test AST (IU/L) ALT (IU/L) T.B (mg/dl)


Reference 0－40 0－40 0.2－1.1

Preop  26  23 0.7

POD #4  32  25 1.2

POD #6  23  20 0.9

POD #8 810 589 5.2

POD #10  78 439 1.8

POD #14  87 755 0.8

POD #18  23  24 0.6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B: total bilirubin, Preop: preoperative data, POD: postoperative 

day.

time, ACT)이 431 인 것을 확인한 후 심폐기를 이용하여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체온을 유도하여 체온을 27.4－

27.7oC로 유지하 다. 체외순환  색소 수치는 8.52－

9.91 g/dL로 유지하 으며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승모 막 

치환술을 마쳤다. 심폐기를 이탈하기  체온을 27.4oC에서 

36.8oC로 서서히 상승시켰으며 심 도상 정상 동성율동이 

찰되어 dopamine 3μg/kg/min, milrinone 0.5μg/kg/min 지속

정주를 시작한 후 심폐기를 이탈하기로 하 는데 심 도에

서 다시 심방세동이 찰되며 심박수가 115회/분까지 증가

하여 2회에 걸쳐 제세동을 시행하 으나 정상 동성율동으

로의 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박수는 지속 으로 110

회/분으로 빠른 상태 다. 그러나 압은 150/100 mmHg로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어 protamine 200 mg을 서서히 정

주한 후 심폐기를 이탈하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환자

실로 이송하 다. 

  환자실 도착 후 일치성 간헐  강제환기(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SIMV)로 흡입산소분율 0.4, 

일회호흡량 450 mL, 호흡수 14회/분, 호기말 양압(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PEEP) 5 cmH2O로 기계 환기를 유지

하 으며 이때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 소견(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은 pH 7.58, PaCO2 30.6 mmHg, PaO2 

142 mmHg, HCO3
－ 29 mM/L이었다. 간헐 으로 나타나는 

심방세동의 방을 하여 digoxin 0.125 mg과 lidocaine 50 

mg을 투여하 고 심 도에서는 정상 동성율동이 찰되었

으며 심박수는 50－70회/분으로 유지되었고 압도 dopamine

을 5μg/kg/min로 지속 정주하는 상태에서 100/70－130/80 

mmHg로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부터 

다시 심방세동  상실성 빈맥이 찰되며 심박수는 120회/

분으로 상승하여 digoxin 0.125 mg을 투여하 지만 심박수

가 조 되지 않아 5% dextrose 100 mL와 amiodarone 225 

mg을 혼합하여 30분에 걸쳐 정주한 후 하루에 5% dextrose 

440 mL와 amiodarone 450 mg을 혼합한 용액을 지속정주 하

다. 한 환자의 자발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여 기계호흡

은 압력 보조환기(pressure support ventilation, PSV) 8 cmH2O, 

흡입산소분율 0.4, PEEP 5 cmH2O로 환하 고 수술 후 이

틀째도 같은 용량의 amiodarone을 지속정주 하 다. 수술 후 

삼일 째는 자발호흡이 충분하여 보조환기를 단하고 티자

으로 분당 5 L의 산소를 투여하 으며 이때 시행한 ABGA

는 pH 7.596, PaCO2 35.3 mmHg, PaO2 247.9 mmHg, HCO3
－ 

34.6 mM/L로 측정되어 기 내튜 를 발 하 고 발  후에

는 경구 투여가 가능해져 amiodarone 200 mg을 아침, 녁 

식후 30분 후 복용시켰다. 이때까지 심박수는 110－130회/

분으로 잘 조 되지는 않았으나 압은 90/50－120/80 mmHg

로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었으며 수술 후 6일 째부터는 

심박수 60－100회/분으로 안정화되어 amiodarone투여를 지

속하기로 하 다. 이때까지 환자의 간기능 검사상 아스 르

테이트아미노 이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25 IU/L, 

알라닌아미노 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21 IU/ 

L, 총빌리루빈 0.5 mg/dL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 는데 수

술 후 8일째 갑자기 AST 810 IU/L, ALT 589 IU/L, total 

bilirubin 5.2 mg/dL로 상승하 다. Amiodarone이외에는 간독

성을 일으킬만한 약제가 없었으므로 amiodarone으로 인한 

독성간염이라 단하고 즉시 amiodarone 경구투여를 지하

다. Amiodarone을 지한 후 간효소 수치는 차 감소하

기 시작하 으나 심박수는 차 증가하여 100－150회/분으

로 불안정하여 수술 15일 째부터 sotalol 80 mg/day를 경구

투여하여 수술 16일 째부터 심박수는 50－80회/분으로 안정

화 되었다. 이후 환자의 간효소 수치가 지속 으로 감소하

기 시작하여 수술 후 18일째 AST 23 IU/L, ALT 24 IU/L, 

total bilirubin 0.6 mg/dL로 완 히 회복되었다(Table 1). 수술 

후 21일째 sotalol 240 mg/day로 증량하여 60회/분의 심박수

를 유지하 으며 다른 활력징후에도 이상이 없어 일반 병

실로 이송되었고 더 이상의 간기능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

았다. 

  이후 환자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병동에서 좌측 간 

뇌경색  이의 휴유증으로 인한 우측 사지마비에 해 

치료를 받다가 입원 86일 만에 퇴원하 으며 재 간기능

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심장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에

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다. 

고      찰

  Amiodarone은 벤조퓨란(benzofuran)의 유도체로서5) 갑상선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 1967년 심증 치료를 

한 확장제로 처음 소개되었으나 이후 항부정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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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사실이 밝 지게 되었다.1) Amiodarone은 범

한 항부정맥 효과를 갖고 있는 약제로 항부정맥제 분류상 

Class III에 해당하지만 작용 기 은 Class III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miodarone은 심방, 심실, 퍼킨지 섬유의 활동 압

기간과 유효 불응기를 연장시키며 동결 과 방실결 의 자

극 형성율을 감소시키고 방실결  도시간을 지연시키는 

Class III의 효과 이외에도 Na+채 을 차단하는 Class I의 

효과, 비경쟁 으로 α  β 교감성 차단을 하는 Class II의 

효과 그리고 Ca++채 을 차단하는 Class IV의 효과도 가지

게 된다.6) 사  제거는 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높은 

지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직에 침착되기 쉽고 제거 반감

기가 25－100일로 매우 길다. 그 기 때문에 치료도  약물

을 단하더라도 항부정맥 효과나 부작용이 오래 나타날 

수 있으며1,4,6) 마찬가지 이유로 amiodarone 투여 후 그 효과

를 나타내기 해서는 수일에서 수주의 시간이 걸리게 되

는데 경구 투여의 경우 최소 2－3일이 지나야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6)

  Amiodarone의 단기  부작용으로 α  β 교감성 차단으

로 인한 확장, 압, 서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K+

채  차단으로 인해 QT 기간의 연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torsades de pointes는 드물다.1,4) Amiodarone을 장

기간 사용했을 경우 폐 독성, 각막 미세 침착,  과민증, 

갑상선 기능 하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이 나타날 수 있

는데 독성 간염  간경화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7) McGovern 등의7) 보고에 의하면 평균 15개월 동안 

amiodarone으로 치료 받은 환자  69명에서 부작용이 발생

했고 그 에 13명이 비교  심한 부작용을 경험했고 1명에

서 독성 간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Amiodarone으로 인한 간독성의 조직학  양상은 인지질

증(phospholipidosis)이 흔하며 드물게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보는 유사한 지방증(steatosis)에서부터 알코올성 간염양 

성구 침윤과, 간세포의 팽창, Mallory씨 유리체(hyaline), 섬

유화에서 간경변까지 여러 범 로 나타난다.8,9) 간독성에 

한 기 은 아직 명확하게 밝 지지는 않았으나 McCarthy 

등은10) 쥐를 통한 연구에서 amiodarone이 간에서 지방의 항

상성을 방해하고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alpha 목표 유 자의 발 증가가 2차 으로 간독성을 유발

한다고 주장하 고, Tosetti 등은11) 면역유 학  는 특이

체질 기 도 여할 것이라고 하 다.

  Amiodarone으로 인한 간독성은 그 빈도가 드물고 발생한

다 하더라도 약을 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Richer와 Robert는12) 심

실빈맥을 치료하기 하여 14개월 동안 amiodarone을 복용한 

환자가 간독성으로 사망했음을 보고하 고, Kalantzis 등과13) 

MacFadyen 등도2) 각각 2 와 1 에서 사망한 경우를 보고

하 으며 Gilinsky 등도14) 28개월동안 amiodarone을 복용한 

환자에서 약을 단했음에도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를 보고한 바 있다. Amiodarone의 간독성은 약제의 용량이 

크고 사용 기간이 길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Puli 등은15) 

하루 200 mg의 용량을 22.5개월간 투여한 환자에게서 간

경화가 발생하 음을 보고하 고 Benbassat와 Shahar는16) 

amiodarone을 4일간 투여한 환자에게서 발생한 성 간부

을 보고한 바 있다. Kum 등은17) amiodarone으로 치료를 받

은 720명의 국인을 상으로 기  간질환이 있는 환자군

과 없는 환자군으로 나 어 치료후 ALT가 정상치의 2배 이

상 증가한 환자수를 조사한 결과 각 각 4.4%와 3.7%가 이

에 해당하여 기  간질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가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기  간질

환이 없는 환자에게도 빈도가 높진 않으나 amiodarone으로 

인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 다 하겠다. 

  본 증례에서는 비록 간생검을 통하여 조직학 으로 증명

을 하지는 못하 지만 기  간질환이 없던 환자가 심방세

동과 상실성 빈맥의 치료를 하여 정맥  경구를 통해 

amiodarone을 투여 받은지 8일 만에 간효소 수치가 격하

게 상승하 고 간독성을 일으킬 만한 다른 약제들을 투여

하지 않았으며 amiodarone을 지 하고나서 서서히 간기능

이 회복되었다는 들을 감안할 때 amiodarone으로 인해 간

독성이 발생하 다고 추측된다. 

  결론 으로 amiodarone은 효과 인 항부정맥제이긴 하지

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간독성은 

드물긴 하지만 환자의 사망과 같은 치명 인 결과를 래

할 수 있으므로 기  간질환이 없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amiodarone 투여 에는 간기능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것이 

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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