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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肝)이 가지는 배설  흡수, 해독 기능은 인체로 유입되는 

각종의 약인성, 식인성 유해물질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데 몹

시 유용하다. 하지만 배설을 장하는 간의 특성상 민한 장기

이기도 하므로, 특히 뇌졸  후 고령의 환자나 허약한 환자에게 

있어서 충분히 간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투약하거나 식사 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하다.  최

근 들어 한방제재  한약으로 인한 약인성 간손상에 한 우려

를 양방의학계에서 보내고 있는 바, 환자  보호자에게 한약복

용에 한 부정  인식을 갖게 하므로 이와 련한 기  이론  

임상 증례를 통한 반론이 요구된다1). 

    약인성 간손상에 한 의학의 연구 결과는 거의 매년 

꾸 히 발표되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 항생제 등 양약으로 인한 경우는 7-30% 내외, 건강식품  한

약으로 인한 경우가 55-90% 내외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해 

한의학계에서도 주로 한약을 복용 인 병동의 입원환자를 상

으로 한 통계보고를 발표하고 있으며, 생간건비탕 등을 이용한 

증례보고 등이 있으나, 해당 환자에 있어 양약 투약 혹은 양약, 

한약 복합 투약시의 치료효과와 비교하여 보고된 증례는 없다. 

따라서 만성 간기능 손상에 있어 간기능 호 을 목 으로 한 

양방제재 투약과 한약 투약 후 치료효과를 비교하여 한방  치

료의 효과를 살펴보아 치료 효과의 우열을 정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는 본원에 입원 인 뇌경색 환자로, 

1-2개월의 기간을 두고 총 3차례 AST, ALT, ALP 수치의 한 

상승을 보여 성 간손상으로 진단받고 1차 한약, 양약 복합 투

여, 2차, 3차 한약 단독 투여하여 비교해 볼 만한 간기능의 호

을 보인 임상례가 있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2-6). 

상  방법

1. 연구 상

    뇌경색 진단 후 구한의 학교 부속 구한방병원에 2003년 

8월 9일부터 2006년 10월 4일 재까지 입원치료 인 환자 1인

을 상으로 하 다. 세 차례의 기간(2005.11.14-11.30, 

2006.2.25-3.8, 2006.3.21-4.10)에 AST, ALT, ALP의 상승을 보여 

본원 부속 제한병원에 의뢰 성 간손상을 진단받았다.

성 간손상을 동반한 CVA환자에서 한약, 양약 복합투여 시와 

한약 단독 투여 시의 간기능 개선 효과에 한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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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내용  시술방법

 1) 침치료 : 통기침구침 0.25×30 mm를 사용하여 1일 1회 15～

20분간 留鍼하 으며, 침치료는 肝經, 脾經, 胃經의 穴 주로 取

穴하 다.

 2) 한약치료 : 다음의 방제 2첩을 1일 3회 경구 투약하 다.

  (1) 茵蔯五苓散加味方(2005.11.14-11.16)7)
 

    茵蔯 16 g, 澤瀉 12 g, 豬苓, 白灼藥 각 8 g, 白茯笭 6 g, 甘草, 

白朮, 乾薑, 砂仁, 香附子, 山査, 陳皮, 白荳蔲, 人蔘, 半夏 각 4 g, 

生薑 3 g, 大棗 2 g

  (2) 茵蔯五苓散(2005.11.17-11.30, 2006.2.25-3.8, 2006.3.21-3.23)7)

    茵蔯 16 g, 白茯笭, 澤瀉, 豬苓, 白朮 각 8 g, 肉桂 2 g

  (3) 茵蔯五苓散加味方(2006.3.24-4.10)7)

    茵蔯 8 g, 白茯笭 6 g, 白朮, 肉桂, 乾薑 각 4 g, 澤瀉, 豬苓 

각 2 g 을 기본으로 하여 款冬花, 人蔘 등을 당일의 환자 증상에 

따라 가감하 다.

 3) 기타치료

  (1) 灸治療 : 神氣灸를 中脘, 關元穴에 1일 1회 1壯씩, 回春灸를 

肝經, 脾經의 에 1일 1회 3壯씩 시술하 다.

3. 한방처치와 병행하여 투여한 양약치료

 1) 주사제

    구한의  부속 제한병원에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주사제 

2종을 투약하 다.

  (1) Hepa-merz(한화제약, 2005.11.15-11.21) 

    1일 1회 5% 농도 포도당 주사액 1 리터에 1.5 g 을 희석하여 

24시간동안 정맥주사하 다.

  (2) Algiron(한국 베링거인겔하임, 2005.11.15-11.19)

    1일 2회 각 5 mg 을 정맥 주사하 다.

4. 치료효과 정

 1) 간기능 검사

    임상 으로 간질환의 경과  후 정에 가장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AST, ALT, ALP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 다. 정상 범

 등 지표의 세부사항 정은 2005년 소화기학회지를 기 으로 

하 고, 각 시기별 간손상의 유형별 분류는 1989년 리회의의 

제안을 인용하여, 간세포성, 담즙정체형, 혼합형 등 총 3종으로 

나 었다. 편의상 상기 수치의 한 상승을 보이는 3차례를 각

각 1차, 2차, 3차로 표기하 고, 날짜별 시기 구분은 임상증상이 

아닌 지표의 변화를 기 으로 삼았다3,8). 

증    례

1. 성명 : 조 ○○ (M/68)

2. 주소증 : 右半身不遂, 失語症 

3. 발병일 : 2001년 10월 15일

4. 진단명 : Pons infarction

5. 과거력 

 1) 뇌경색 : 1996년 경북  병원 진단. 통원치료 후 호

 2) 고 압 : 1999년 LMC 진단. 양약 복용 

 3) 담석증 : 2001년 경북  병원 진단. 입원치료 후 호

 4) 요추 추간  탈출 : 40여 년  LMC 진단. 수술 후 호  

 5) 폐렴 : 2005년 7월 제한병원 진단. 입원치료 후 호

6. 가족력 : 동생 - 신부 , 고 압 → 이환 

7. 병력

    본 환자는 2001년 10월 15일 일상생활  갑자기 右半身不

遂, 失語症 상태 발하여 경북  병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받은 

후 재활치료 해 2003년 8월 9일부터 본원에서 입원치료 이

다.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AST, ALT, ALP가 하게 증

가한 세 차례의 기간(2005.11.14-11.30, 2006.2.25-3.8, 

2006.3.21-4.10)  침상 안정하 다. 환자는 상기 세 차례의 시기 

이 , 이후 한약복용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각 시기마다 임상지

표가 호 된 후에 한약 복용은 바로 지하 다. 한 1999년부

터 복용 인 고 압  뇌경색 련 양약은 동일하 으며 이 외 

복용 인 양약은 없고, 식사 외에 섭취하는 건강식품도 없었다. 

Maria and Victorino scale(CDC)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6  이하

로 약인성 간손상은 배제하 다9). 

8. 각 시기별 기 증상  검사소견

 1) 제 1차 시기(2005.11.14-11.30) 

  (1) 11월 14일 : 心下部  右上腹部 주의 自發痛 호소, 압통

(+), 식욕부진(+), 소변 3-4회/일 2-300cc/회 不利得, 콜라빛에 가

까운 소변색, 陰莖澁痛(-), 遲尿(+), 변 1-2회/1일 무른 변, 面黃, 

紅  無苔, 脈 緊

  (2) 활력 징후 : 압 130/80 mmHg, 맥박 58회/분, 호흡수 22

회/분, 체온 36.7℃

  (3) 검사소견

    EKG : counterclockwise rotation

    Abdomen CT : Mild dilatation of the IHD. none specific 

pathological change

 2) 제 2차 시기(2006.2.25-3.8)

  (1) 2월 23일 : 심하부  우상복부 주의 자발통 호소, 압통

(+), 식욕부진(+), 소변 4-5회/일 300cc이상/회 利得, 진황색 소

변, 음경삽통(-), 遲尿(+), 변 1-2회/일 무른 변, 面黃, 紅  無

苔, 脈 緊

  (2) 활력 징후 : 압 110/70 mmHg, 맥박 56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6.1℃

  (3) 검사소견

    EKG : counterclockwise rotation, sinus bradycardia

    Abdomen USG : none specific pathological change

 3) 제 3차 시기(2006.3.21-4.10)

  (1) 3월 19일 : 中脘部 주의 自發痛 호소, 右上腹部 압통(+), 

오한(+), 발열(+). 기침, 콧물, 가래 등 URI sign(-), 소변 8-9회/일 

利得, 紅色 소변, 음경삽통(-), 遲尿(-), 변 1-2회/일 무른 변,  紅

 薄白 苔, 脈 沈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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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활력 징후 : 압 160/90 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22

회/분, 체온 37.8℃

  (3) HBs-Ag (-), Anti-HBs (-)

9. 한의학  진소견

 1) 體格 : 수척형

 2) 食慾 : 1차시기 - 경구섭취 

          2, 3차시기 - 경 유동식 1000-2500 cc 3회 분복 via Levin tube

 3) 睡眠 : 熟眠

 4) 특이사항 : pons infarction 으로 인한 연하장애가 있어 상기

도 감염이 없는 평상시 안정 인 상태에서도 痰聲이 발함.

10. 임상병리 검사(Table 1, Table 2)

Table 1. CBC & LFT Finding

날짜
AST
(IU/l)

ALT
(IU/l)

ALP
(kaIU/l)

WBC 
(mm2) 

Neutro Lympho
ESR
(mm/Hr)

Bilirubin
Total
(mg%)

Bilirubin
Direct
(mg%)

05.10.15 28 32 111 6300 73 26 17 0.36 0.18

05.11.14

1
차

81 78 144 10000 81 16 20 2.92 1.0

05.11.16 130 128 140 4800 73 20 17 3.14 1.07

05.11.18 91 92 126 - - - - 2.81 0.56

05.11.21 46 48 114 5800 64 30 16 1.72 0.36

05.11.28 37 38 108 5800 66 30 14 0.84 0.21

06.2.24
2
차

76 82 149 9100 76 22 15 0.52 0.18

06.2.28 61 62 130 - - - - 0.40 0.22

06.3.9 38 38 102 - - - - 0.41 0.16

06.3.20

3
차

182 190 164 6800 77 20 16 0.58 0.19

06.3.23 168 172 142 - - - - 0.84 0.36

06.3.28 76 89 142 - - - - 0.69 0.29

06.4.4 40 42 128 - - - - 0.39 0.18

06.4.12 38 36 122 - - - - 0.36 0.17

06.8.4 23 23 111 - - - - 0.32 0.08

Table 2. Urinalysis Finding

날짜 Bilirubin Urobilinogen
R.B.C.

(count/HPF)
W.B.C.

(count/HPF)
Occult blood

05.11.14 + ++++ - 5-7 -

05.11.16 ++ ++++ - 5-7 -

05.11.18 + ++ - 7-10 -

05.11.21 - + - 5-7 -

06.2.24 + + - 5-7

06.3.9 - - - 5-7

06.3.20 + +++ 20-30 7-10 +++

06.4.26 - - 7-10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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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valuation of the marks in the 3rd term(Herb-med only)

11. 임상경과(Table 3)

고찰  결론

    한의학에서 간은 五臟  하나로, 主疏泄, 主藏血 등의 작용

을 가지는 매우 요한 기 이며, 손상 시 脾胃의 기능 하를 수

반하는 경우가 많아 황달, 피로감, 오심, 복부동통, 발열, 소화불

량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인다. 의학에서 간손상은 ALT, AST, 

ALP 등 지표  어느 한 가지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증가했

을 때로 정의되며, 성의 경우는 경과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로 제한된다. 이러한 간손상의 임상증상에 따라 肝膽濕熱, 肝脾

不舒, 脾胃虛弱, 氣滯血  등으로 나 어 변증시치 한다1-2,8)
. 

    최근 한약  민간약재로 인한 약인성 간손상에 한 통계 

 연구 결과가 주로 양방의학계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

한 의료진의 인식이 보호자  환자 본인의 한의학 치료 방법에 

한 부정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유의 변증시치가 가지는 

효과와 가치를 극 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만성 간손상 환자를 상으로 한 확한 변증시치가 양약 투

약과 비교할 때 그 효과 면에서 어떠한지를 보고한 증례는 없으

므로, 이와 련된 임상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5).

    상기 환자는 2003년부터 본원에 입원 인 환자로 일상생활

이 간병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음식 섭취가 제한 이며, 일일 운

동량, 수면 시간 등이 거의 일정한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환자

는 상기 세 차례의 시기(2005.11.14-11.30, 2006.2.25-3.8, 20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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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ange of Patient's Conditions

Date Term The Change of conditions Western-med Herb-med

05.11.14-05.11.16

1
차
(Fig.1)

 복부동통 발함
 심하부, 우상복부 주의 자발통(+) 압통(+)
 식욕부진으로 Full liquid 2-3회/일 1/4 得

 소변 콜라빛. 不利. 澁痛(-) 遲尿(+) 3-4회/일. 面黃, 脈緊 

Hepa-merz 1.5g
Algiron 1g
정맥주사

茵蔯
五苓散
加味方

05.11.17-05.11.20

 복부동통 소실됨
 식욕부진 호 되어 General 3회/일 全得

 소변색 어지며 不利>利. 澁痛(-) 遲尿(+) 3-4회/일.  
面黃, 脈緊 

Hepa-merz 1.5g
Algiron 1g
정맥주사

茵
蔯
五
苓
散

05.11.21-05.11.28
 복부동통 소실된 상태 유지.  식욕 양호

 소변색 어지며 利得. 澁痛(-) 遲尿(-) 3-4회/일
 面色 평상시와 같아짐, 脈弱 

-

06.2.24-06.2.28
2
차
(Fig.2)

 복부동통 발함 
 심하부, 우상복부 자발통(+) 완 부  압통(+)

 식사 via L-tube, 식욕부진으로 경구 섭취량이 감소함
 소변 진한 황색. 利. 澁痛(-) 遲尿(+) 4-5회/일. 面黃, 脈緊 

-

06.3.1-06.3.9

 복부동통 호 .  자발통 소실. 압통(+) 호  
 경구 섭취량이 증가함

 소변색 맑아짐. 利. 澁痛(-) 遲尿(-) 4-5회/일
 面色 평상시와 같음, 脈緊. 紅 無苔 

-

06.3.21-06.3.23

3
차

(Fig. 3)

 복부동통 발함. 오한(+) 외 상기도 감염 증상은 없으나 
체온 37.8℃ 내외의 미열 발하다 22일부터 소실.

 우상복부 자발통(+) 압통(+)
 소변 7-8회/일 利得. 소변 紅色. L-tube로 유동식 섭취

 澁痛(-) 遲尿(-) 신무력감(+)

-

06.3.24-06.3.28
 복부동통 소실. 오한(-) 발열(-) 이나 객담 증가함

 신무력감(+) 소변 黃色으로 호 . 10회 이상/일. 脈沈遲 
- 茵蔯

五苓散
加味方06.3.29-06.4.12

 복부동통 소실된 상태 유지. 객담 양 감소
 신무력감 호 됨. 脈沈細

-

4.10) 이  한약복용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각 시기마다 임상지

표가 호 된 후에 한약 복용은 바로 지하 다. 

    한 1999년부터 복용 인 고 압  뇌경색 련 양약은 

동일하 으며 이 외 복용 인 양약은 없고, 식사 외에 섭취하는 

건강식품도 없었다. Maria and Victorino scale(CDC)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6  이하로 약인성 간손상은 배제하 으며, 와 같은 

조건에서 자발 으로 발생한 3차례의 성 간손상 양상을 비교

해 보기로 했다9). 

    1차 시기(2005.11.14-11.30)에는 복부동통, 식욕부진 등을 

기증상으로 호소하 다. 소변색이 진하며 不利感을 호소하고, 面

黃, 脈緊하여 治濕熱黃疸하는 茵蔯, 利 便 淸濕熱하는 澤瀉, 豬

苓 등을 君臣으로 삼은 茵蔯五苓散에 평소 침상안정을 주로 하

여 소화기능이 하된 것을 감안하여 補氣하는 人蔘, 理氣하는 

陳皮, 香附子  消穀補脾胃하는 山査, 砂仁 등을 加 하여 투약하

다.  본 학병원 부속 제한병원에 의뢰하여 간을 보호하며 

담즙의 분비를 진시키는 지방족 아미노산 Ornithine Aspartate

를 주성분으로 하는 Hepa-merz 1.5 g과 복부동통을 완화하기 

해 장  진경제 Algiron 1 g 을 정맥주사 하 다. 茵蔯五苓散

加味方을 투약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AST, ALT가 

증가하 으며, 환자의 복부동통은 호 되었으나, 배뇨시 不利感

은 큰 호 이 없고 面黃, 脈緊 여 하여 茵蔯五苓散本方을 투약

했다. 茵蔯五苓散 투약 2일 후부터 AST, ALT가 11월 14일 수

으로 감소하 으며, 11월 21일 AST, ALT가 40 IU/l 선으로 안정

되고, ALP가 114kaIU/l로 정상범 에 들어서 22일부터는 

Hepa-merz 투약을 지하 다. 1차 시기는 R값(ALP/ALT 비)이 

2 이상으로 혼합형 간손상의 형태를 보이나, 11월 14일 시행한 

복부 산화단층촬 (Abdomen CT) 상 상 간, 담도계의 특이소

견은 없었다7,9-10).

    2차 시기(2006.2.25-3.8)에도 역시 복부동통, 식욕부진 등이 

주소증이었으나, 소변색은 11월 14일보다 맑았으며, 不利感은 호

되었으나 遲尿양상은 여 하 다. 역시 얼굴색이 고, 경구 

섭취량이 감소하여 治濕熱黃疸하는 茵蔯五苓散을 투약했다. 투

약 후 3월 1일부터 복부의 자발통이 소실되고, 압통은 호 되었

으며, 얼굴색은 평상시와 같아지고, 遲尿양상이 호 되었다. 2차 

시기에는 AST, ALT의 최고값이 각 76, 82 IU/l로 1차 시기보다 

수치의 변동 폭은 작았으나 ALP의 최고값은 149 kaIU/l로 1차 

시기와 비슷한 수 을 유지하 으며, 99년 이후 동일하게 복용

인 항고 압제제 등 이외에 이 시기에 투약한 양약은 없었다. 2

차 시기의 R 값은 2 이하로 담즙정체형 간손상으로 분류되며, 2

월 26일 복부 음  촬 을 하 으나, 간, 담도계 기 질환은 발

견되지 않았다.

    3차 시기(2006.3.21-4.10)에는 복부동통 외에도 오한과 발열 

증상이 동반되었다. 백 구, 성구, 림 구 등은 정상범 이며, 

기타 상기도 감염 증상은 없었으며 HBs-Ag, Anti-HBs 등 에서도 

항원, 항체 검출되지 않았다. 便不利感도 없었으며, 遲尿양상

도 찰되지 않았으나, 소변 색이 붉었다. 특이하게 3차 시기에

는 신무력감을 동반하 으며, 연하 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기 해 Levin-tube로만 음식을 섭취하 다. 3월 21일부터 

2일간은 茵蔯五苓散을 동일하게 투약하 으나, 신무력감이 여

하 고, 평소 연하장애로 인해 발하던 痰聲이 악화되고, 脈象

이 沈遲하여 虛症의 소견이 보 다. 따라서 瀉濕熱하는 茵蔯, 澤

瀉, 豬苓 등의 약량을 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治痰하는 款冬

花와 補氣하는 人蔘 등을 탄력 으로 加減하 다. 투약 후 3월 

29일부터 신무력감이 호 되었고, 痰聲이 호 되었으며 이때

의 소변 색은 맑은 황색으로 유지되었다. 3차 시기에도 한약 외

에 간손상의 치료 목 으로 투약한 양약이 없었으나 AS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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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고값이 각 182, 190 IU/l로 1차 시기의 130, 128 IU/l보다 

높았으며, ALP의 최고값 역시 164 kaIU/l로 1, 2차 시기보다 다

소 높은 상태이나, AST, ALT, ALP 수치의 변동 폭이 크고 뚜렷

해 임상지표의 호 정도를 잘 보여 다. 특히 3차 시기의 경우 R 

값이 2 이상으로 혼합형 간손상으로 분류되어, 1차 시기의 간손

상과 동일한 유형이나, 투약한 양약 없이 한약 복용만으로도 지

표의 호 이 뚜렷하여 비교해 볼 만 하다. 

    1, 2, 3 차 시기 각각 수치가 정상치를 회복하는데 걸린 기간

이 약 14일 내외로 양방에서 담즙정체형 80.1±81.4일(범  

10-360), 혼합형 47.8±30.6(범  15-105)의 회복기간과 비교할 때

에도 짧은 편이며, 특히 같은 혼합형 간손상 이나 양약 투약을 

병행한 1차 시기와 한약을 단독 투약한 3차 시기의 임상지표 변

화가 큰 차이가 없으며, AST, ALT, ALP의 최고 수치는 3차 시기

가 오히려 높으므로 간기능 개선효과에 있어 양약과의 복합 투

약시기와 비교하여 낮은 치료효과를 가지거나 간기능을 악화시

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라고 단된다. 

    이 보고는 양약 단독 투약이 아니라서 한약과 양약의 간기

능 개선 효과를 단 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었으며, 복합 투약으

로 인한 상호반응을 측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이 임상 

보고의 한계이다. 한 1례를 고찰한 결과에 그치므로, 향후 자

발  간손상  약인성 간손상 환자를 하는 임상에서 양약  

한약을 투약한 후의 임상지표의 변화를 평가하고 경과를 찰하

여 임상  성과를 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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