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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대학병원에서 수집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 70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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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oxic Epidermal Necrolysis 
in a Regional Hospital: 70 Cases in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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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Stevens-Johnson syndrome (SJS) and 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are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s 

that frequently result in fatal outcomes. We investigated cases of SJS and TEN in a regional hospital.

Methods: From 2008 to 2014, SJS and TEN cases were enrolled retrospectively by allergy and dermatology specialists, and their 

clinical features and severity-of-illness score for TEN (SCORTEN) were assessed.

Results: During the 7-year study period, 56 SJS and 14 TEN cases were recruited. The majority (71%) were 40-70 years of age 

(mean age of male and female patients, 55 and 54 years, respectively). Regarding drugs, anticonvulsants (42.8%) were the most fre-

quently causative, followed by carbonic anhydrase inhibitors (20.0%), antimicrobials (15.7%), allopurinol (7.1%), and non-ster-

oidal anti-inflammatory drugs (7.1%). No fatal case of SJS was seen. However, 7 of the 14 patients with TEN died (50%; mean age, 

67 years; 1 of 5 [20%] males and 6 of 9 females [66.7%]). The mortality rate was reflected in the SCORTEN values. Vancomycin, 

allopurinol, methazolamide (two cases each) and megestrol (one case) were the causative drugs in the seven fatal TEN cases. 

Treatment modality did not affect the likelihood of death due to TEN.

Conclusions: The causative drugs of, and frequency of mortality due to, SJS and TEN should be recognized by physicians. Elderly 

females with TEN are at high risk of mortality. SCORTEN values reflect the mortality rate of TEN patients. Early recognition and 

proper management of SJS and TEN may reduce the mortality rate. (Korean J Med 2017;92: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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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cases of SJS and TEN from 2008 to 2014. SJS,
Stevens-Johnson syndrome; TEN, toxic epidermal necrolysis.

서     론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은 진단, 치료, 예방 목

적으로 적정용량의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약물에 의해 의도

하지 않은 해로운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 및 징후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 혹

은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는 환자 혹은 의료진에 의해 비교적 

쉽게 인지된다. 피부 점막의 약물이상반응 중 드물게 치명적

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를 중증 피부약물이상반응(severe cu-

taneous adverse reaction, SCAR)이라 분류하며, 스티븐스-존

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 독성표피괴사용

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ug 

hypersensitivity syndrome) 등이 해당된다[1].

SJS/TEN은 대표적인 지연성 약물이상반응으로, 원인약물 

투여 후 수일에서 수주 후 피부이상 소견이 나타난다. 주로 

입술, 구강, 결막 등의 점막 침범이 흔히 관찰되고, 피부 반

점, 수포, 피부박리가 나타난다. 체표면적에 따른 피부박리

가 10% 미만이면 SJS, 10-30%는 SJS-TEN 중첩반응(overlap 

SJS-TEN), 30% 이상이면 TEN으로 구분한다[2]. 피부박리의 

정도, 나이, 기저 질환 등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이나, SJS

의 경우 사망률 1-5%, TEN의 경우 사망률이 최고 38%로 알

려진 치명적인 질환이다[3].

SJS/TEN의 병인기전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병력 청취에 따라 의심되는 원인 약제를 조기에 중단하는 것 

외에 대증 치료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호발 약제들과 초기 

증상 및 징후 등을 숙지하여 SJS/TEN 발생을 줄이고, 조기에 

진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치명적 경과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

이다.

지역 기반의 일개 대학병원에서 수년간의 SJS/TEN 사례

들을 분석하여 원인약물과 경과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 사례 

대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

(2014년 기준 608병상)에서 200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년간 SJS 또는 TEN으로 진단된 사례를 등록한 후, 후향적

으로 의무기록을 통해 임상 경과 기록을 수집하였다. 본 연

구는 제주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였다(IRB #2013-12-007). 

피부과 전문의 혹은 알레르기내과 분과 전문의가 직접 진

료 혹은 진료 의뢰를 통해 진단된 SJS/TEN 사례를 전수 수집

하였으며, 특징적인 피부 및 점막 병변과 임상 양상으로 진

단되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약물 외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성별, 연령, 동반 질환, 

약물 복용력, 치료 기간, 치료 방법, 예후(사망 혹은 생존) 등

을 수집하였다. TEN 사례의 중증도는 score for severity-of-ill-

ness of TEN (SCORTEN) [4]을 사용하여 연구기관 방문 당시 

평가하였다. SJS/TEN 의심 증상 혹은 징후가 발생하기 1주

에서 4주 이전에 새로 투약한 약제 중 기존 보고가 있는 약

제를 우선적으로 원인약물로 간주하였으며[1], 일부에서는 

기존 보고가 없더라도 의심 원인약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약물로 간주하였다.

결     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SJS/TEN은 매년 발생하

였으며, SJS은 56사례(8건/년), TEN은 14사례(2건/년)가 발생

하여 총 70사례, 연 평균 10사례가 등록되었다(Fig. 1). 성별

로는 남성 SJS 23사례, TEN 5사례로 총 28사례(40%), 여성 

SJS 33사례, TEN 9사례로 총 42사례(60%)가 발생하였다.

평균 연령은 남자 55세(± 14세), 여자 54세(± 16세)였다. 

50대의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 60대가 전

체 사례 중 71%를 차지하였다(Table 1).

SJS/TEN의 원인약물군은 항경련제(anticonvulsants)가 총 

30사례(42.8%)로 가장 흔하였으며, carbonic anhydrase in-

hibitors (14사례, 20%), 항생제(11사례, 15.7%), allopurinol (5

사례, 7.1%), 진통소염제(5사례, 7.1%) 등의 순이었다.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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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 TEN SJS/TEN %
Sex

Male 23 5 28 40.0
Female 33 9 42 60.0

Age
Male 55 (± 14)
Female 54 (± 16)

 
< 19 1 0 1 1.4
20-29 4 1 5 7.1
30-39 4 1 5 7.1
40-49 10 2 12 17.1
50-59 16 4 20 28.6
60-69 14 4 18 25.7
70-79 6 1 7 10.0
> 80 1 1 2 2.9

SJS, Stevens-Johnson syndrome; TEN, toxic epidermal necrolysi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JS and 
TEN

Classification 
(no. of cases)

Generic names of causative 
agents (no. of cases)

Anti-convulsants (30) Carbamazepine (9)
Phenytoin (8)
Oxcarbazepine (5)
Lamotrigine (4)
Phenobarbital (2)
Levetiracetam (1)
Valproic acid (1)

Carbonic anhydrase 
inhibitors (14)

Acetazolamide (6)
Methazolamide (5)
Dorzolamide (3)

Antibiotics (11) Vancomycin (3)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1)
Amoxicillin (1)
Bacampacillin (1)
Ciprofloxacin (1)
Cefuroxime (1)
Metronidazole (1)
Roxithromycin (1)
Midecamycin (1)

Allopurinol (5) Allopurinol (5)
NSAIDs (5) Celecoxib (1)

Meloxicam (1)
Diclofenac (1)
Naproxen (1)
Isopropylantipyrine (1)

Others (5) Dapsone (1)
Gramoxone (1)
Deflazacort (1)
Megestrol (1)
Betamethasone (1)

SJS, Stevens-Johnson syndrome; TEN, toxic epidermal necrol-
ysis;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Table 2. Classification and generic names of the causative 
agents of SJS and TEN

별로는 carbamazepine, phenytoin, acetazolamide, oxcarbaze-

pine, methazolamide, allopurinol, lamotrigine 등의 순으로 발생

하였다(Table 2).

전체 70사례 중 7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고, 사망률은 

10%였다. 56건의 SJS 사례에서 사망 사례는 없었고, 사망 사

례는 모두 TEN에 해당되어 14사례 중 7명이 사망하여 TEN

에서 사망률은 50%에 달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망률은 남자 

20% (1/5사례), 여자 66.7% (6/9사례)였고, 사망 사례의 평균 

연령은 67세였다. SCORTEN으로 파악한 TEN의 중증도에 

따라 급격한 사망률 증가를 보였다.

SCORTEN 2점 이하에서는 사망률 0% (0건/4사례)를 보

였으나, 3점에서는 25% (1건/4사례), 4점 이상에서는 100% 

(6건/ 6사례)를 보였다. 각 사례의 SCORTEN 점수에 따른 

예측사망 건수는 6.256건으로, 실제 사망건수와 유사하였다

(Table 3). 원인약물로는 vancomycin, allopurinol, methazol-

amide 등이 각 2사례, megestrol acetate 1사례였다. Megestrol 

acetate에 의한 SJS/TEN의 기존 보고는 없으나 특징적인 통증

을 동반한 피부 반점, 점막 궤양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 

7일 전에 새로 추가된 약물이 megestrol이 유일하였으며, 그 

외 병용하던 약물이 없어 원인약물로 간주하였다.

TEN의 치료에 3일 이상 사용된 약제로는 전신 글루코코르

티코이드, cyclosporin, 정주 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human 

immunoglobulin), 보존적 치료 등이 있었다. 치료에 사용된 약

제는 사망군과 생존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고     찰

SJS, SJS-TEN 중첩반응, TEN 등의 구분은 체표면에 피부

표피박리가 나타나는 비율에 따른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 저

자들은 각 분류가 별도의 병태생리에 따른 증상 및 징후라기

보다는 동일 혹은 유사한 병태생리에 따른 중증도 스펙트럼

으로 간주하여 SJS/TEN을 기술하였다.

SJS/TEN은 병태생리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 경과를 호전시키고, 실명, 패혈증, 사망 등 심각한 합병

증을 줄이기 위한 병태생리 특이적 치료는 정립된 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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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TEN score Total, no. Expected mortality rate, % Expected deaths, no. Actual deaths, no. SMRa

1 1 3.2 0.032 0 0
2 3 12.2 0.363 0 0
3 4 35.3 1.412 1 (M: 0, F: 1 ) 0.708
4 3 58.3 1.749 3 (M: 1, F: 2 ) 1.715
> 5 3 90.0 2.7 3 (M: 0, F: 3) 1.111
Total 14 6.256 7 1.118

SCORTEN, score for severity-of-illness of toxic epidermal necrolysis; SMR,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o. of real death cases/no. of expected death cases.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CORTEN values and mortality

Case (age, sex)
Offending drugs, 

(suspected)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Comorbid medical 

problems
Therapeutics

SCORTEN 
score

68, M Vancomycin 21 MI, HTN, CVA IVIG, GC 4
67, F Allopurinol 21 HTN, CRF, gout IVIG 4
61, F Megestrol acetate 18 ITP IVIG, GC 3
59, F Methazolamide 42 DM, HTN IVIG, GC 4
52, F Methazolamide 41 CVA, HTN Cyclosporin 5
74, F Vancomycin 56 DM, CRF, HTN Supportive care 5
88, F Allopurinol 43 DM, CRF, HTN, gout Supportive care 5

MI, myocardial infarction; HTN, hypertension; CVA, cerebrovascular attack; CRF, chronic renal failure;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DM, diabetes mellitus; IVIG, intravenous human immunoglobulin; GC, systemic glucocorticoids, SCORTEN, score for se-
verity-of-illness of toxic epidermal necrolysis.

Table 4. Causative drugs, hospital stay duration, comorbidities, therapeutics and disease severity according to the SCORTEN score in pa-
tients who died

다. 약물 투약력과 증상 발생 시점을 파악하여 원인약물을 

찾아 즉시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임상 경과를 호전시키고,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급성기 혹은 급성기 이후

에도 정확한 원인약물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제한적

이다. 따라서, SJS/TEN 사례가 보고된 약물을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새로 투약되었는지 확인하는 전문가에 의한 약물 투

약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대학병원에서 경험한 사례에 대한 

기술이다. 동일 기관에서 외래 추적 관찰 혹은 입원 치료하였

던 사례는 명확한 투약력을 확보할 수 있어 원인약물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하지만, 일부 타 의료기관에서 SJS/TEN 

진단 하에 치료 중 전원된 경우, 자가, 약국, 타 의료기관에서

의 투약력은 환자 본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원인약

물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약물 외에도 섭취 혹은 접촉으로도 

SJS/TEN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im 등[5]은 SJS/TEN 

82사례 중 39사례(47.6%)를 약물 외 원인으로 보고하였고, 약

물 중에서도 생약(herbal remedies), 염색약 등도 원인으로 지

목하였다. 동일 기관의 10여 년 전 연구에서는 15사례 중 5사

례에서 처방약 외의 원인으로 보고하였다[6]. 따라서, SJS/TEN 

의심 증상 및 징후 발생하기 전 수주내 새로 접촉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약물 외 타 원인이 의심되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혹은 배제하기 위한 진단적 검사가 없고, 

SJS/TEN과 같이 치명적 경과가 예측되는 경우 유발 검사가 

제한적이다. 연구 대상 중 이전 보고가 없는 약물(Megace®, 

megestrol acetate)을 새로 복용한 후 7일째부터 구강궤양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고, 10일째부터 소양감 및 통증을 동반한 전

신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

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이 있었으나, 각종 치료에 혈소판 

수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피부 점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 이전 수개월간 새로 추가된 약물은 증상 시작 시점 7일 

전에 투여한 megestrol이 유일하였으며, 약물 외 타 원인들의 

가능성을 문진으로 배제한 후 원인약물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 보고가 없는 약물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SJS/TEN이 의심되는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경우 사용 중인 모

든 약물을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호전 후에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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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이용한 피내시험의 지연판독 혹은 첩포시험 등을 시

행해 볼 수 있으나, 민감도가 현저히 낮아 검사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빈번한 원인 약제로는 항전간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allopurinol,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

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등이다[7]. 원인약물은 연구 시

기, 연구 대상 등에 따라 발생 빈도에 다양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원인약물들은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원인약물 확진 방법의 제한점 때문이다. 

현재까지 SJS/TEN의 원인약물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 

없고, 재투여로 인한 치명 가능성 때문에 약물 유발 검사를 

통한 확진보다는 증상 발생 수일에서 4주 이내 새로 투약한 

약물을 검색하고, 이들 약물들 중 기존 보고가 있거나 다수 

보고된 약물들을 선별하여 원인약물로 지목하기 때문에 원

인약물 진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점막 증상에 선

행하는 인후통, 발열감, 근육통 등의 전구 증상에 대해 철저

한 병력청취를 통해 발병 시점을 재결정해야 한다. 비특이적 

증상에 대해 대증요법으로 투약한 약물을 원인약물로 추정

하여 투약 후 수시간 혹은 수일내 SJS/TEN 발병 사례로 인지

하는 오류는 아닌 지 재고해야 한다. 특정 약물과 반응하는 

HLA 유전자형이 검사가 원인약물 확진 및 향후 약물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의심 원인약물

군에 알로푸리놀이 포함되어 있고, 환자의 유전자형이 

HLA-B*58:01인 경우 알로푸리놀을 원인약물로 지목할 수 있

는 경우가 해당된다. 향후 약물유전체 정보가 원인약물 진단

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8]. 각 약물에 따른 SJS/TEN 

발생률은 약물 사용 모집단 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없다.

SJS/TEN의 치료는 병인기전 특이 치료가 밝혀져 있지 않

아 사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대증적 치료가 

중심을 이룬다. 전신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억제제를 사용하

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대증적 치료 사례

와 비교한 대규모 대조군 연구에서 통계학적 우월한 치료 효

과를 보이지 못하였다[9]. 발병 초기에 정맥 면역글로불린이 

일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10,11], 대조시

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전향적 연구 및 대증적 치료와의 대

조군 연구에서 치명률을 줄이지 못하였다[9,12]. 치명률을 줄

이기 위해서 화상 집중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조기 전원하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3,13,14].

SCORTEN은 TEN에 특화된 중증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개

발되었다[4]. 나이, 심박수, 종양 동반 유무, 첫째 날 피부병

변 비율, blood urea nitrogen, 중탄산염, 혈당 등 7가지 인자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에서 쉽고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특

히 사망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SCORTEN은 본 연

구의 사례들에 적용한 결과 사망건수 예측에 유용함을 확인

하여 국내기관에서도 SJS/TEN의 예후 예측 지표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요     약

목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표피괴사용해

(TEN)는 중증 피부약물이상반응이며, 치명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지역 기반의 대학병원에서 경험한 사례를 분석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가에 의해 진

단된 SJS/TEN 사례의 임상 양상, SCORTEN 등을 후향적으

로 수집하였다. 

결과: 7년간 SJS 56사례, TEN 14사례 등 총 70사례가 발생

하였다. 40대에서 60대(남성 평균 55세, 여성 평균 54세)에 

흔하게 발생하였으며, 흔한 원인 약제는 항전간제(42.8%), 탄

산탈수효소저해제(20.0%), 항균제(15.7%), 알로푸리놀(7.1%), 

진통소염제(7.1%) 등이었다. 독성표피괴사용해 7사례(50%)

가 사망하였다. 사망 사례의 평균 연령은 67세였고, 남성

(20%)보다 여성(67%)에서 흔하였다. 치명률은 SCORTEN으

로 예측되었다. 생존 사례와 치료 방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SJS/TEN의 원인약물 및 치명성에 대한 숙지가 필요

하다. 고령 여성의 TEN에서 치명률이 높다. SCORTEN을 활

용하여 치명률을 예측할 수 있다.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가 필수적이다.

중심 단어: 약물이상반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

피괴사용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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