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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기능개선의 의미
. 답즙분비기능, 합성능, 배설능, 대사능 등 간의 여러 기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 염증이나 알콜, 약물 등 외부원인에 의한 간의 손상 정도를 개선ㅤ

(1)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간기능 개선의 정의
- 간기능 지표에 있어서 반 건강인의 상태를 정상인의 상태로 정상화시키거나 정
상인의 상태에 가깝게 호전시킴
- 간기능 측면에서 건강인, 환자, 반 건강인의 구분
정상인 :
- 간기능지표가 정상인자
- 일시적인 과음, 과로 등에 의해 일시적인 간기능 지표이상이 발생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곧 정상으로 회복되는 자
환자 :
- 간기능 지표이상이 만성화되어 원인을 제거하여도 비 약물적 요법으로는 호전되
지 않는 자
- 급성 간염, 간경화, 담도계 질환(황달, 담석), 간암 등의 질환 증후가 있는 자
- 간염바이러스 보유하고 간기능 지표가 정상범위 이상인자
반 건강인 :
- 음주, 고지방식, 과로 등의 생활습관에 의해 지속적인 간기능 지표이상이 발생
하였으나 아직 만성화되지 아니한 자
- 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간기능 지표가 정상인 자
- 간기능 지표 : 간기능 평가에 활용가능한 biomarker들로 다음 장에서 제시함.
- 가장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간실질세포 손상 : ALT, AST
담도계 손상 : γ -GT, ALP
담즙분비 기능 손상 : Bilirubin, Urobilinogen (뇨)
합성기능 손상: Prothrombin Time, Choline Esterase, Albumin, Total Protein

(2) 간기능 관련 한방 지표
간기능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간장 질환의 양방적 분류에 따라 나타나는
증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질병과 정상인의 경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양방
적 종합증상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앞장에서
제시한 biomarker들과 병용할 경우 피험자가 실제로 느끼는 증상개선의 평가에 효
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가. 한의학적 간기능 장애의 변증 진단 지표
한의학에서의 간에 대한 인식1)을 보면 간은 오장의 하나이며, 인체 중요장기로써
오른쪽 늑골부에 위치하며 경맥이 양옆구리를 따라 흐르며, 담의 기능과 상관이
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주요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간의 대표적인 기
능은 소설(疏泄)작용으로, 이는 소통시켜 주고 선설(宣泄 ; 펼쳐주고 흩어줌)해주
는 작용으로 인체의 기 순환을 소통시켜줌으로써 기혈이 온몸으로 잘 소통되도록
해주고, 정신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소화기능을 돕고, 담즙배설을 촉진
하며, 인체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혈액량을 조절하며, 인체가 휴식시는 혈액수요가 감소하므로
대량의 혈액이 간장에 모이고, 인체가 활동시는 혈액수요가 증가하므로 간장에 저
장된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은 근육 활동을 주관하여, 전
신의 근육관절운동은 간의 자양에 의해 이루어지며,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근육 경련과 떨림이 생긴다. 간의 혈액은 눈에 영양
을 공급하여 시각기능을 유지시켜,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색을 분별할 수
있다. 간의 혈액이 충분한가 여부는 손톱, 발톱의 단단함/연약함, 윤기/마름으로
드러나며, 간은 정신활동에 있어 어떤 일을 꾀하고 근심하는 것을 담당하여 간에
병이 들면 성격이 급해지고 잘 화를 내어 신중하게 일을 도모하기 힘들다.
한의학에서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할 시는 위에서 나열한 간의 생리기능에 문제
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간 변증 양상을 보일 때를 말한다. 한의학적 간기능 장애
의 변증2)3)은 허증(虛類)과 실증(實類)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허증은 기능저하로
실증은 기능 과다항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허(肝虛) 병증
간허류(肝虛類)는 간혈허(肝血虛), 간음허(肝陰虛), 간기허(肝氣虛), 간양허(肝陽
虛)가 있다.
① 간혈허증(肝血虛證)
간혈허증은 肝血이 부족하여 筋,目,脈絡이 營養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血虛로

頭面을 上榮하지 못하면 面色淡白少華, 眩暈, 耳鳴, 視物昏花 또는 夜盲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본증은 兩目의 증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肝血이 부족하여 간이 주
관하는 筋脈 및 筋之餘(爪甲)를 윤택하게 하지 못하므로 爪甲枯脆, 口脣指甲淡白
한다. 또한 血의 부족으로 陰이 陽을 制御하지 못하여 風으로 動하면 肢體麻木,
筋脈拘攣, 筋 肉

등의 虛風의 증상이 나타난다. 舌淡과 脈細는 血虛를 의미하

는 것이다. 본증은 여성에게 많은데 그 경우는 肝血이 衝任脈을 충만하게 하지 못
하여 月經量少, 色淡 등이 나타나며 이것은 부인과 증후에 속하기도 한다. 변증지
표는 주 증상이 어지럽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야맹증이 생기고 팔다리 몸에
마비감이 있고, 근육이 당기며, 얼굴색에 핏기가 없다.(眩暈, 視物昏花, 夜盲, 肢
體麻木, 筋脈拘攣, 面色淡白少華) 부 증상은 옆구리가 은은하게 통증이 있고, 근
육이 떨리며, 손톱이 마르고 약해지며, 입술색과 손톱색이 핏기가 없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월경량이 줄어들고 색이 옅어진다.(脇肋綿綿作痛, 筋 肉 , 爪甲枯
脆, 口脣指甲淡白, 耳鳴, 月經量少而色淡) 설맥의 상태는 舌質淡,

細하다. 진단

요점은 반드시 血虛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筋, 目, 衝脈 등을 영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肝血虛의 특이한 표현이므로 이들 중 하나만 나타나면 된다. 만일
心悸, 腰

등의 기타 증상이 겸하여 나타나면 心과 肝 또는 肝과 腎의 兼證인지

를 고려해야 한다. 간혈허가 가벼운 경우는 정서적으로 억울된 상태이며, 간 부위
가 결리고 답답하며, 힘이 없고 권태하며, 舌色淡白한테 휴식을 취하면 개선된다.
중증으로 넘어갈 시는 근육, 눈, 손톱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양방적응증으로
는 근맥운동실상, 눈, 근육, 손톱, 월경장애, 영양불량, 빈혈, 야맹증, 안구건조
증, 만성간염, 빈혈성고혈압, 신경쇠약, 저칼슘경련에서 간혈허에 해당하는 임상
증상을 볼 수 있다.
② 간음허증(肝陰虛證)
간음허증은 肝의 陰液虧虛로 滋養 濡潤 기능이 부족한 證으로 肝陰이 부족하여
淸竅를 영양하지 못하므로 頭暈目眩하며, 目이 濡養을 잃어 兩目乾澁하고, 經脈이
濡養되지 못하므로 脇肋隱痛, 舌紅少苔, 脈弦細而數 한다. 또한 肝陰이 부족하여
陰이 陽을 제약하지 못하고 虛熱이 內生하기 때문에 五心煩熱, 口乾咽燥, 兩 紅
赤, 尿黃便乾, 潮熱盜汗한다. 간의 陰血이 부족하여 筋脈이 失養되므로 肢麻筋攣,

爪甲不榮한다. 변증지표는 주 증상이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어찔하며, 양 눈이 건
조하고 뻑뻑하며 까끌까끌하고, 옆구리와 늑골아래에 은은한 통증이 있고, 손바닥
발바닥 심장부위에 열감과 함께 답답하며, 입이 마르고 목이 건조하다.(頭暈目眩,
兩目乾澁, 脇肋隱痛, 五心煩熱, 口乾咽燥) 부 증상으로는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근육이 당기며, 손발톱이 푸석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쉽게 화가 난다. 양 볼에 홍
조를 띠며 소변색이 진해지고 변이 굳어진다. 일정한 시간에 열이 파도처럼 밀려
오며 수면중에 땀을 많이 흘린다. (肢麻筋攣, 爪甲不榮, 煩躁易怒, 兩 紅赤, 尿
黃便乾, 潮熱盜汗) 설맥은 舌紅少苔,

弦細 或 弦細數하다. 진단 요점은 전신적

인 陰虛 증상과 함께 특히 兩目乾澁, 脇肋隱痛, 脈弦이 위주로 나타나야 한다. 양
방 적응증으로는 고혈압, 갱년기증후군, 신경증, 갑상선기능항진증, 진전마비, 결
핵성뇌막염, 각종 성병 후기 驚厥, 요독증에 간음허증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을 볼
수 있다.
③ 간기허증(肝氣虛證)
간기허증은 원인이 허약체질, 정서적 억울, 간혈부족, 과다한 피로, 노년기 쇠퇴,
脾腎陽虛에 의하며, 임상증상이 팔다리가 노곤하고, 몹시 피곤하며, 국소적으로
피부가 창백해지며, 손발에 마비가 오고 눈이 어찔어찔하며, 시력 감퇴가 오고,
우울하여 기분이 즐겁지가 못하고, 잘 비관하게 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 양
이마 끝 머리꼭대기 양 옆구리 아랫배에 은은한 통증이 끊이질 않고, 위장부위가 결
리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다.(四肢倦怠, 不耐疲勞, 局部皮膚蒼白, 手足麻木, 目
眩, 視力減退, 憂鬱不樂, 多悲善恐, 夢多易驚, 頭額兩側/ 頂/兩脇/少腹 隱痛不
適, 脘 食少, 舌淡苔白(正常), 脈多沈細弱), 특징적으로 눈과 팔다리 증상이 나
타나며(四肢倦怠, 不耐疲勞, 手足麻木, 目眩, 視力減退), 간에 魂이 깃들지 못하
여(肝不舍魂) 정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抑鬱不樂, 悲觀消極, 夢多易驚), 간의
경락선상에 통증이 수반되며(頭額兩側,
장애를 동반한다.( 泄, 腹脹,

頂, 脇肋, 少腹 隱隱作痛), 소화기계에

泄中滿) 양방 적응증으로는 만성간염에 많이 보

이는데, 오른쪽 옆구리가 은은하게 통증이 있고 간비종대가 있으며 딱딱하지는 않
고, 어지럽고 눈이 어찔어찔하고 정신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고 쉽게 비관하고 겁을
먹는다. 음식욕심과 함께 하품을 많이 한다.(右脇脹隱痛, 肝脾大質軟, 頭暈目眩,
精神不振, 易悲怯, 食慾欠佳, 舌淡苔薄, 脈細弱), 비황달성간염이 오래 지속될
때, 노인동맥경화환자(정신증상), 囊縮精少, 여성월경주기지연, 월경량 감소에도
간기허증의 임상 증상을 볼 수 있다.
④ 간양허증(肝陽虛證)
간양허증은 간양허증후군(肝陽虛症候群)이라고도 하며, 임상 증상은 얼굴색이 창
백하고 어두운 푸른빛을 띠며, 입술색이 푸르다. 추위를 타고 팔다리가 차며, 우

울하고 비관적이며 즐거운 기색이 없다. 꿈을 많이 꾸며 무서운 꿈을 꾸고 겁이
많이 생긴다. 시야가 밝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다. 권태롭고 피로감을 느끼며, 근
육이 당기고 떨린다. 관절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며, 남자의 경우 발기부전이 있고,
고환이 늘어지고 커지며, 여자의 경우 아랫배가 차고 아프다. 월경이 순조롭지 않
고 하혈을 하기도 한다.(面色蒼白(靑晦), 口脣發靑, 畏寒肢冷, 悲鬱不樂, 多夢膽
怯, 視物不淸, 懈怠疲勞, 筋脈拘攣, 關節活動不利, 兩脇脹滿隱痛, 男子陽萎, 睾丸
墜脹, 女子少腹冷痛, 月經不調(崩漏), 舌質淡苔白, 脈沈細而弦)
간양허증을 기본으로 하여 부수적인 병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간양허로 인해 두
통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肝陽虧虛, 濁陰上逆) 임상증상이 머리정수리가 누
르듯 아프고, 거품을 토하며, 항상 우울하고 즐겁지가 않고, 팔다리가 차고, 권태
롭고 몹시 피곤하며, 손발이 당기고 통증이 있으며, 얼굴색이 어둡고 핏기가 없
다.( 頂陣痛, 嘔吐涎沫, 經常 鬱不樂, 四肢厥冷, 懈怠, 不耐疲勞, 時手足拘攣疼
痛, 面色 淡無華, 舌淡苔白, 脈細弦無力) 양방적응증은 만성간염, 간경화복수,
疝氣, 癲癎, 황달(음황), 악성빈혈에 간양허증이 나타난다.
간양허와 함께 몸이 찬 증상이 주되게 나타나는 경우(肝腎陽虛, 寒滯經脈) 얼굴색
이 창백하고 정신력이 떨어지고 둔해지며, 권태롭고 힘이 없으며, 허리와 무릎과
아랫배가 차갑고 아프며,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팔다리에 경
련이 있고, 음낭이 차고 오그라들면 당기는 통증이 있다. 고환은 늘어지고 팽만된
다.(面色蒼白, 精神委靡, 倦怠乏力, 腰膝及少腹冷痛, 喜按喜暖, 四肢發驚, 陰囊冷
縮, 推痛感, 睾丸墜脹, 舌質 淡, 苔白 , 脈象弦緊)
간양허와 함께 소화기계 기능저하가 복합되는 경우(肝脾陽虛, 寒濕阻滯)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어지럽고 눈이 어찔어찔하며, 몸이 차고 팔다리가 차다. 피로하고 힘
이 없으며, 복부가 팽만해지고 양 옆구리가 은은한 통증이 있다. 음식 생각이 없
고 대변이 묽어지며, 새벽에 설사를 한다. 몸 색이 어두운 황색을 띠게 되고 복부
가 찬다.(面色晦暗, 頭暈目眩, 形寒肢冷, 疲乏無力, 腹部脹滿, 兩脇隱痛, 飮食不
思, 大便 薄(五更泄瀉), 陰黃, 水腫鼓脹, 舌淡 , 苔灰白厚 , 脈沈細)
肝實 병증
간실류(肝實類)는 간기울결(肝氣鬱結), 간화상염(肝火上炎), 간양상항(肝陽上亢),
간풍내동(肝風內動), 한체간맥(寒滯肝脈) 간경습열(肝經濕熱)이 있으며, 膽 病證
인 담열증(膽熱證), 담울담요증(膽鬱痰擾證)을 간실류에 함께 넣어 간기능 장애
변증 진단 지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간기울결증은 肝의 疏泄 기능이 상실되어 氣機가 울체 되고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

하여 생기는 것으로 肝氣가 울결되면 肝經의 유주를 따라 經氣가 원활하게 소통되
지 못하므로 脇肋脹痛, 乳房脹痛, 小腹脹痛이 있다. 또한 肝經과 衝任二脈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肝氣가 울결되어 氣病이 血에 파급되면 衝任이 실조되어 月經前
乳房脹痛, 月經不調가 나타나며, 肝의 疏泄기능이 상실되면 氣機 울체와 함께 정
신적 억울 상태를 가중시켜서 心煩易怒, 情神抑鬱, 胸悶, 善太息이 나타난다. 脈
弦은 肝氣鬱結로 疏泄이 안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변증지표의 주 증상은 옆구
리와 늑골아래가 팽만 되고 통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화가 나고 정신
적으로 억울 되어 있으며, 흉부가 답답하며 큰 한숨을 쉰다.(脇肋脹痛, 心煩易怒,
精神抑鬱, 胸悶, 善太息) 부 증상은 의심이 많아지고 울고 싶어 하며, 월경전에
유방창통이 있고 아랫배가 팽만해지면서 통증이 있으며, 월경부조가 있다.(多疑欲
哭, 經前乳房脹痛, 少腹脹痛, 月經不調) 설맥은 舌紅,

弦하다. 진단 요점은 發

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정신적 병력이나 비교적 특이한 성격(내향적이거나
민감한 성격)이 있어야 하며 정서변화에 따라 증후가 소실 또는 증감한다. 대개는
장기간의 정신적 억울 상태가 있었거나 갑작스럽게 강한 정신적 자극을 받은 경우
가 많다.
② 간화상염증(肝火上炎證)
간화상염증(肝火上炎證)은 肝火가 肝經을 따라 上逆한 證으로 肝火는 쉽게 炎上하
여 위로 頭目을 공격하므로 頭痛, 眩暈, 耳鳴, 面紅, 目赤腫痛한다. 또한 火가 肝
經에 鬱滯되면 脇肋灼痛하며, 만약 痰氣를 끼고 그 火가 上溢하면 口苦, 口渴한
다. 더불어 본증에는 정서적 문제가 나타나는데 肝이 條達작용을 잃으므로 煩躁易
怒하며 鬱熱로 인하여 神이 안정되지 못하므로 失眠多夢한다. 熱이 진액을 소모시
키면 大便秘結, 小便短赤한다. 舌紅苔黃과 脈弦數도 肝經에 實火가 왕성하다는 징
표이다. 일반적으로 肝氣鬱結에서 발전되거나 과다한 흡연, 음주,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평소 많이 먹는 자가 濕熱이 체내에 積滯되어 熱火로 변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변증 지표는 주 증상으로 머리가 터질 듯 통증이 오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
리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해지며 쉽게 화가난
다. 얼굴색이 붉고 입이 쓰다.(頭脹痛, 眩暈耳鳴, 目赤腫痛, 煩躁易怒, 面紅口苦)
부 증상은 옆구리와 늑골아래가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잠을 못자면 꿈을 많이
꾼다. 갈증이 있고, 소변양이 줄고 붉은 색을 띠며 대변이 굳고 보기 힘들다.(脇
肋灼痛, 失眠多夢, 口渴, 小便短赤, 大便秘結) 설맥은 舌紅苔黃,

弦數하다. 진

단요점은 肝氣鬱結證의 병력이 있거나 평소 성격이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경우에
많으며 舌紅, 苔黃, 脈弦數 등의 肝實熱의 특징과 頭面部의 熱象이 나타나야 확진
할 수 있다.
③ 간양상항증(肝陽上亢證)

간양상항증(肝陽上亢證)은 肝腎陰虛로 肝陽을 제어하지 못하고 陽升이 太過한 證
으로 肝腎陰虛로 인하여 肝陽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鬱怒와 焦思로 肝이 疏泄을 잃
어 氣鬱化火하고 陰血을 손상시켜 陰이 陽을 제약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肝腎陰虛
로 陽氣가 逆升하면 氣血이 上逆하므로 面赤烘熱, 頭痛脹感, 眩暈, 耳鳴, 咽乾口
燥가 나타나고 神을 안정시킬 수 없으므로 失眠多夢하며 煩躁易怒한다. 본증은 上
部로는 陽亢하고 下部로는 陰虧하여 上盛下虛의 현상으로 頭重脚輕하며 특히 肝主
筋하고 腎主骨하는데 筋骨이 자양받지 못하므로 腰膝酸軟이 나타난다. 舌質紅하고
脈이 弦勁有力하거나 弦細數한 것은 肝腎陰虛하여 肝陽이 上亢되어 나타나는 것이
다. 변증지표는 주 증상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머리가 아프고 터질 듯한
팽창감이 있고 얼굴이 붉고 열이 달아오른다.(眩暈, 耳鳴, 頭痛脹感, 面赤烘熱)
부 증상은 잠을 잘 못자고 꿈을 많이 꾸며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증이 나며 쉽게
화가 나며, 머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약해진다.
목이 건조해지고 입안이 마른다.(失眠多夢, 煩躁易怒, 頭重脚輕, 腰膝酸軟, 咽乾
口燥) 설맥은 舌質紅,

弦細數 或 弦勁有力이 있다. 진단요점은 陽亢 위주의 증

상으로 實證처럼 보이나 본질은 陰虛로서 本虛標實임에 주의해야 한다. 陽亢, 陰
虛 및 腎陰不足의 세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고 특히 陽亢이 뚜렷한 것으로 진단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陽亢 증상에 腰膝酸軟 증상이 겸하여 나
타나기만 하면 본 증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④ 간풍내동증(肝風內動證)
간풍내동증(肝風內動證)은 간양화풍증(肝陽化風證), 열극생풍증(熱極生風證), 혈
허생풍증(血虛生風證)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양화풍증(肝陽化風證)은 肝腎陰虧로 陰이 陽을 제어하지 못하여 肝陽이 亢逆하
면 風을 生하게 된 證이며, 肝腎의 陰이 虧虛하면 肝陽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시일이 경과되면 지나치게 왕성하여져서 風이 生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筋脈
에 이상을 초래하여 抽 , 拘攣, 肢體麻木이 생기며, 환부는 힘이 없어 이완되고
健部는 당겨지는 口眼歪斜가 발생한다. 또한 風邪가 煽動하게 되면 火氣가 浮亢하
므로 頭痛(경련성), 眩暈欲倒하며, 肝風이 痰과 더불어 淸竅를 막으면 心神이 흐
릿해져 갑자기 쓰러지고 의식이 맑지 못하며, 또한 肢體麻木, 舌强, 語言不利케
된다. 舌紅은 陰虛의 象이고 脈弦은 風陽이 擾動한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변증 지
표는 주 증상이 근육 경련, 사지 마비, 구안와사, 언어장애, 반신 마비(抽 , 拘
攣, 肢體麻木, 口眼歪斜, 語言不利, 半身不遂)이며, 부 증상은 갑자기 기절하고
경련성 두통과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약해지며,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마르며 정신이 맑지 못하다.(卒然
腰膝酸軟, 面紅口乾, 神志不淸) 설맥은 舌紅絳,

, 頭痛(경련성), 眩暈欲倒,
弦하다. 진단요점은 평소에 肝

陽上亢의 病歷이 있으며 頭痛이 뚜렷하다. 肢體痲痺, 震顫 또는 卒倒, 失語, 半身

不遂의 증상이 나타나며 舌質은 紅하고 脈은 弦하다. 대부분 昏迷 증상이 많으며,
中風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열극생풍증(熱極生風證)은 邪熱이 亢盛하여 肝經을 灼傷시켜 筋脈이 영양을 받지
못하고 心神이 搖動된 證으로 熱邪가 지나치게 왕성하여 肝經을 燔灼하고 熱邪가
心包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熱이 盛하여 진액이 손상되므로 高熱煩渴,
面紅目赤, 小便短澁, 大便秘結이 생기며, 熱이 肝經을 燔灼하면 진액이 소모되어
筋脈이 영양을 받지 못하고 肝風을 유발하므로 抽縮拘攣, 項背强直, 兩目上視, 角
弓反張 등이 생긴다. 또한 熱이 心包로 전해지면 心神이 擾亂되어 神昏 語한다.
舌紅苔黃은 熱邪가 內로 營血에 영향을 준 것이며 맥이 弦數한 것은 肝經에 火熱
이 있는 징조이다. 변증지표는 주 증상이 열이 심하고 갈증과 함께 답답하며, 얼
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다. 근육이 당기고 경련이 생기며 뒷목이 뻣뻣해진다.(高
熱煩渴, 面紅目赤, 抽 拘攣, 項背强直) 부 증상은 두 눈을 위로 치켜 뜨고 몸이
뻣뻣해지며, 소변양이 줄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며, 변비가 있고 정신이 혼미하고
헛소리를 한다.(兩目上視, 角弓反張, 小便短澁, 大便秘結, 神昏 語) 설맥은 舌紅
苔黃,

弦數하다. 진단요점은 高熱과 동시에 抽

증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角弓

反張이 나타난다. 대부분 痙病이나 昏迷 상태와 동시에 나타나며, 高熱과 肝風 증
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혈허생풍증(血虛生風證)은 肝血부족이 주로 筋脈의 營養에 영향을 미쳐 생긴 證으
로 대부분 급만성 출혈과다나 久病으로 인한 血虛로 발생된다. 肝血이 虛하여 筋
脈에 영양을 공급못하면 肢體麻木, 筋脈拘急, 筋 肉 , 手足痙攣이 생기며, 위로
頭目을 영양할 수 없으므로 視物昏花, 眩暈耳鳴, 面色蒼白, 口脣淡白, 舌質淡 등
이 나타난다. 筋脈이 血의 영양을 받지 못하면 따라서 爪甲 역시 指甲淡白枯脆,
反甲현상이 생긴다. 血의 부족의 징후인 細脈과 함께 肝의 弦脈이 나타나 弦細脈
을 보인다. 변증 지표로는 주 증상은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근육이 당기고 오그라
들며 경련이 있고 시야가 흐려진다.(肢體麻木, 筋 拘急, 筋 肉 , 視物昏花) 부
증상은 손발에 경련이 오고 얼굴색이 창백하며, 입술과 손톱에 핏기가 없고 손발
톱이 마르고 잘 부러지며 뒤집혀진다. 옆구리가 은은하게 통증이 있다.(手足痙攣,
面色蒼白, 口脣指甲淡白, 爪甲枯脆, 反甲, 脇肋隱痛) 설맥은 舌質淡,

弦細하다.

진단요점은 손발이 떨리거나 꿈틀거리는 등의 가벼운 動風 징후가 있고 肝血虛 증
상이 겸해서 나타나야 한다.
⑤ 한체간맥증(寒滯肝脈證)
한체간맥증(寒滯肝脈證)은 寒邪가 肝經에 침범하여 肝經의 氣血이 凝滯되어 經氣
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證으로 肝脈은 陰器(外生殖器)를 돌아 少腹으로 올라가
는데 寒邪가 經脈에 체류하게 되면 經脈의 氣血이 응체되므로 少腹脹痛, 睾丸牽引
疼痛하며, 陰囊이 冷縮될 수 있다. 또한, 寒은 陰邪라 쉽게 陽氣의 작용을 차단하

여 形寒肢冷, 口淡不渴하고, 陽虛로 氣化작용을 할 수 없거나 少腹의 寒氣로 小腸
의 기능이 감퇴하여 泌別淸濁할 수 없으면 水氣가 腸間으로 모여들어 小便淸長한
다. 舌苔白滑과 脈沈弦은 寒痛에 나타나는 것이다. 經脈과 血氣는 차갑게 하면 통
증이 가중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변증지표는 주 증
상이 아랫배가 팽창되고 통증이 있으며, 통증은 고환으로 당기면서 아프고 취위를
싫어하며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少腹脹痛, 痛引睾丸, 畏寒喜暖) 부증상은 음낭이
차고 오그라들며 몸이 차고 손발이 차다, 입이 담답하며 갈증이 없다. 소변 양이
많고 오래본다.(陰囊冷縮, 形寒肢冷, 口淡不渴, 小便淸長) 설맥은 苔白滑,

沈弦

하다. 진단요점은 睾丸이 무겁게 매달린 듯 하면서 冷痛이 발생하며, 寒을 만나면
심해지고 熱을 만나면 통증이 완화된다.
⑥ 간경습열증(肝經濕熱證)
간경습열증(肝經濕熱證)은 濕熱이 肝經에 맺혀 있어 肝의 疏泄기능이 발휘되지 못
하여 생기는 證이다. 肝經은 陰器를 감아도는데 濕熱이 肝經을 따라 下注하여 음
부를 侵犯하면 濕疹이 발생하고 外陰部가 가렵다. 濕熱이 쌓이고 맺혀서 睾丸을
훈증하면 睾丸이 腫脹熱痛하고 帶下는 黃臭하게 된다. 또한 小便短赤, 舌苔黃 한
것은 濕熱의 징후이다. 맥상이 弦한 것은 肝脈이고 數한 것은 열의 징후이므로 본
증의 脈象은 대부분 弦數하다. 변증지표는 주 증상이 양옆구리가 팽만해지며 통증
이 있고 답답하고 조급해지며 쉽게 화가난다. 입이 쓰고 음식맛을 모르며, 구역질
과 메스꺼움이 있으면서 복부가 팽창된다. 소변양이 적고 색이 붉다.(脇肋脹痛,
煩躁易怒, 口苦飮食無味, 嘔惡腹脹, 小便短赤) 부 증상은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며 고환이 붓고 열감과 함께 통증이 있으며, 여성 질 분비물이 색이 노랗고
냄새가 나며 외음부에 소양증이 생기고 배변이 시원하지 않다.(寒熱往來, 睾丸腫
脹熱痛, 帶下黃臭, 外陰瘙痒, 大便不爽). 설맥은 舌苔黃 ,

弦滑數하다. 진단요

점은 陰部가 가렵고 더러운 물이 흘러 나오며, 남자의 경우 睾丸에 온열감과 함께
통증이 있고, 여성의 경우 帶下가 누렇고 걸쭉하게 나오면 확진할 수 있다.
⑦ 담열증(膽熱證)
담열증(膽熱證)은 膽經에 邪熱이 旺盛하여 膽氣가 鬱結不暢된 證으로 足少陽膽經
은 目外 에서 起始하여 耳後를 돌아 側頭에 분포하는 분지가 있기 때문에 膽經에
實熱이 있으면 側頭痛, 兩目 痛, 耳聾, 胸脇 등이 나타난다. 少陽은 半表半裏에
위치하므로 邪氣가 侵犯하면 寒熱이 往來하고 痰熱이 內擾하면 口苦, 咽乾, 煩躁
易怒한다. 변증지표는 주 증상이 양 측두에 통증이 심하고 눈가에 통증이 있으며
눈이 어찔어찔하고 귀에 소리가 안 들리며,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해지고 가슴과 옆
구리가 그득하고 통증이 있으며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발생한다.(兩側頭痛, 目
痛, 目眩,耳聾, 口苦咽乾, 胸脇滿痛, 往來寒熱) 부 증상은 쓴물을 토해내고 가슴

이 답답하며 쉽게 화를 내며, 밤이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다. 황달이 생긴다(嘔吐
苦水, 煩躁易怒, 夜寐不安, 黃疸) 설맥은 舌紅苔黃,

弦數有力하다.

⑧ 담울담요증(膽鬱痰擾證)
담울담요증(膽鬱痰擾證)은 情志鬱結로 痰熱이 內擾하고 膽의 疏泄기능이 상실된
證으로 膽氣가 不寧하면 決斷이 不行하므로 驚悸, 煩躁, 膽怯, 失眠하며, 痰濁이
頭目을 上擾하면 頭暈目眩, 耳鳴 등이 나타난다. 또한 肝膽은 表裏가 되므로 膽
氣가 不舒하면 肝經氣滯하여 兩脇脹痛, 善嘆息하며, 痰熱로 인하여 舌紅, 苔黃
, 脈滑數 등이 나타난다. 痰熱이 內擾하여 氣機鬱滯와 함께 痰涎이 結聚되면
주로 咽中에 증상이 나타나며 梅核氣도 보일 수도 있으며, 뚱뚱한 사람의 경우,
濕이 많고 이것이 痰을 발생시키므로 성격이 급하고 잘 우울해지는 肥人에서 발
생할 수도 있다. 변증지표로 주 증상은 어지럽고 눈이 어찔어찔하며, 입이 쓰고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잠을 못자며 옆구리가 팽만
되면서 통증이 있다.(頭暈目眩, 口苦, 驚悸不寧, 失眠, 脇脹痛) 부 증상은 식욕
부진과 함께 구역질과 메스꺼움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해지며 잠을 잘 못
잔다. 흉부가 답답하며 자주 한숨을 쉬며 오른쪽 간 부위가 결리고 불편하다.(食
慾不振, 嘔惡, 煩躁不寐, 胸悶善太息, 右脇不舒) 설맥은 舌苔黃 ,

弦滑하다.

진단요점은 胸脇脹痛이 경미한 정신 증상(驚悸, 失眠) 등과 함께 나타나며, 熱象
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나. 양방의학적 간기능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 진단지표
양방의 간기능 장애로 인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접근을 할 경우, 한방의
간기능 장애와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으나, 양방의 간기능 장애를 해결함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한의학적 변증진단을 할 수 있다.
간염
간염4)의 경우 한의학의 질병 분류 중 간열(肝熱), 노권상(勞倦傷), 황달(黃疸),
협통(脇痛), 적취(積聚), 고창(鼓脹), 주상(酒傷) 등이 해당하는데 이는 주소증
중심이며, 간염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인 식욕부진(食慾不振), 황달(黃疸), 미발열
(微發熱), 피로(疲勞), 우상복부동통(右上腹部疼痛) 내지 협통(脇痛) 이외에 인체
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련의 관련된 병리기전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유형을 나
눈다면, 습열훈증형(濕熱薰蒸型), 열독내치형(熱毒內熾型), 간기울체형(肝氣鬱滯

型), 음액휴손형(陰液虧損型)으로 나눌 수 있다.
습열훈증형은 간염 양상이 쉽게 피로해지고, 얼굴과 눈 전신이 황색이 되며, 소변
색이 황적색으로 진해지고, 간부위가 붓고, 식욕이 없어지며, 메스껍고, 혀의 태
가 노랗게 끼고, 변비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열독내치형은 간염 양상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고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갈증
이 있고, 흉복부가 팽만해지고 변비, 적색소변, 의식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하며,
몸에 경련이 있고 혈변을 보며, 혀색이 붉어지는 드물게 나타나는 분형이다.
간기울체형은 급만성 무황달성간염이나 지속성간염에서 보여지는데, 옆구리가 아
프고 복부가 팽창되며,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껍고, 트림이 나며, 식욕부진과 함
께 사지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위장질환을 주로 호소하는 간염에
서 많이 보여진다.
음액휴손형은 低熱이 있고, 협통과 함께 허리가 시큰하고, 입이 쓰며 마르고 손발
바닥에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로서 만성간염에서 나타난다.
만성 간질환
간기능 장애 환자의 한방 진단 예를 보면, 만성간병환자5) 82예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70예). 간경화 활동기 환자(12예)를 변증 분류 하였을
시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 46예, 습열중조증(濕熱中阻證) 17예, 간신음허증(肝腎
陰虛證) 10예, 어혈조락증(瘀血阻絡證) 9예로 보고 되고 있다.
만성B형간염 54예6) 연구에서는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39예, 간담습열증(肝膽濕
熱證) 7예,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 8예로 보고되고 있다.
肝炎 肝硬化의 증후분석7) 연구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 한의학적 분류를 할 수 있는
데, 첫째는 습열로 인한 황달과 함께 혈액순환장애, 소화기능장애를 동반한 (濕熱
內蘊, 血瘀阻絡, 肝脾氣虛證) 경우는 임상 증상이 힘이 없고, 수면장애, 얼굴색이
어둡고, 옆구리와 늑골부위가 찌르는 듯 통증이 있고, 식욕이 없고, 입이 쓰며,
눈과 몸이 노랗게 되고, 소변색이 노랗게 되면, 설진과 맥진상에 舌質紫暗, 或 舌
邊瘀斑, 舌邊有齒痕, 舌苔黃 或厚 , 脈弦細가 나타난다. 둘째는 기력약화와 함
께 습의 증상이 심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氣陰兩虛, 濕重于熱, 血瘀阻絡證)
경우로 임상증상이 힘이 없고, 수면장애, 얼굴색에 핏기가 없고, 옆구리에 은은한
통증이 있으며,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약해지며, 소변량이 줄고, 몸이 무겁고, 하

지가 부종이 있고, 변이 묽어지며, 답답한 열감이 느껴지고, 두 눈이 모두 건조하
고 껄끄러우며,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설상과 맥상은 舌邊有齒痕, 苔 或舌邊尖
紅, 脈細로 나타난다. 셋째는 만성화 되어 나타나는 (肝腎陰虛, 瘀熱內蘊, 濕邪內
停證) 경우로 힘이없고, 수면장애, 쉽게 놀래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며, 머리가 어
지럽고, 답답한 열감을 느끼고 실제 미열이 있기도 하며,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
하고 껄끄러우며, 잇몸에서 피가 나고, 복부가 팽창되고, 눈과 몸이 노랗게 되며,
소변색도 노랗고 설상과 맥상은 舌質暗紅或紅絳, 少苔, 脈細弦으로 나타난다.
만성B형 간염 변증 분형8) 연구에서는 습열중조증(濕熱中阻證), 간울비허증(肝鬱
脾虛證),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어혈조락증(瘀血阻絡證), 비신양허증(脾腎陽虛
證)으로 나누고 있으며, 劉9)의 만성 B형간염 증후 연구에서는 간울비허증(肝鬱脾
虛證), 간위불화증(肝胃不和證), 기혈부족증(氣血不足證), 간신음허증(肝腎陰虛
證), 기체혈어증(氣滯血瘀證)으로 나누고 있고, 蔣10)의 만성B형간염 證型 256예
연구에서는 간담습열증(肝膽濕熱證) 99예(38.7%),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 62예
(24.2%), 어혈조락증(瘀血阻絡證) 35예(13.7%),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32예
(12.5%), 비신양허증(脾腎陽虛證) 28예(10.9%)로 나누고 있다. 연구마다 변증분형
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습열(濕熱), 어혈(瘀血), 소화장애, 체력저하로
요약되어 진다.
바이러스성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 변증표준11)에 대한 중국중의학회 내과전문위원회(中國中醫藥學
會內科肝病專業委員會)가 1991.12.11-14에 제정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성바이러스성간염은 급성황달형 간염과 급성무황달형간염으로 나뉘며, 각각이
임상증상발현이 다른 만큼 변증 분형에도 차이를 보인다.
급성황달형간염은 양황증(陽黃證), 음황증(陰黃證)으로 나뉜다.
양황증의 임상증상은 소변색이 노랗고, 얼굴과 눈이 모두 노란색이며, 노란색이
선명하다. 메스꺼움이 있고, 기름기를 싫어하며, 식욕 저하, 입이 마르고 쓰며,
머리와 몸이 무겁고 답답하고, 가슴과 위장부위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몸에 힘이
없고, 대변이 굳어지고, 설태가 누렇게 낀다.(尿黃, 身目俱黃, 色澤鮮明, 惡心,
厭油, 納 , 口乾苦, 頭身困重, 胸脘 滿, 乏力, 大便乾, 小便黃赤, 苔黃 , 脈弦

滑數) 양황을 구별하는 주 증상(主症)은 ① 尿黃, 身目俱黃, 色澤鮮明, ② 惡心,
厭油, 納 , ③ 苔黃 이며 부증상은(次症) ① 口乾苦, ② 大便乾, ③ 頭身困重,
④ 胸脘 滿이 된다. 본증을 진단하는 변증요건은 주증① 과 주증 ②③중 하나로
구성되며, 황달증을 세분 하였을시 열증상이 습증상보다 심한 경우(熱重于濕證)는
주증 ①과 차증 ① 또는 ②로 구성되며, 습증상이 열증상보다 심할 경우(濕重于熱
證)는 주증①과 차증 ③ 또는 ④로 구성되고, 습과 열이 모두 심할 경우는(濕熱幷
重證) 주증 ①과 차증 ①②중 하나 와 차증③④중 하나로 변증요건에 차이가 있
다.
음황증의 임상증상은 몸과 눈이 노란색을 보이나 그 색이 어둡고 칙칙하다. 추위
를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며, 몸이 차고 팔다리가 차다, 변이 묽어지고, 혀
색이 옅으며, 혀가 부어있다.(身目發黃, 色澤晦暗, 畏寒喜溫, 形寒肢冷, 大便
薄, 舌質淡, 舌體 , 苔白滑, 脈沈緩無力) 음황을 구별하는 주된 증상(主症)은 ①
身目發黃, 色澤晦暗, ② 脈沈緩無力 이며, 부증상(次症)은 ① 畏寒喜溫, ② 大便
薄, ③ 舌質淡, 舌體 이고, 음황증을 구별하는 변증요건은 주증 ①②를 구비하
는 경우와 주증 ①과 차증 3가지중 2개를 구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급성 무황달형 간염의 경우는 황달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황달성 간염의
경우처럼 황달의 색택(色澤)과 한열(寒熱) 양상으로 구별하지는 않으며, 비위(脾
胃) 소화기계와 간기(肝氣)의 정서적인 억울로 구별을 한다.
습이 비위에 정체되어있는 경우(濕阻脾胃證)의 임상증상은 상복부가 답답하면서
배가 고프지 않고, 몸이 무겁고 힘들며, 나른해지고 눕고 싶어지며 권태롭다, 몸
이 붓고, 입안이 텁텁하고 끈적끈적하다, 변이 묽고 설사를 하며, 혀에 태가 질척
하게 끼인다.(脘悶不飢, 肢體困重, 怠惰嗜臥, 浮腫, 口中粘 , 大便 瀉, 苔 ,
脈濡緩) 소화기계에 습이 정체된 것을 진단하는 주 증상으로 ① 脘悶不飢, ② 苔
를 보며, 부 증상으로 ① 肢體困重, ② 口中粘 , ③ 大便 瀉가 된다. 변증요
건으로 주 증상 ①②를 구비하거나, 주 증상 2개중 1개와 부 증상 3개중 2개로 구
성된다.
간기울결증(肝鬱氣滯證)의 경우 임상증상은 옆구리가 팽창되고 아프며 가슴이 답
답하고 편치 않고, 크게 한숨을 자주 쉬며, 정서적으로 억눌러 있고, 음식 생각이
없고, 입이 쓰며 자주 구역질을 하며, 어지럽고 눈이 어찔어찔 하다, 여성의 경우
월경장애와 월경통, 월경전 유방창통이 있다.(脇肋脹痛, 胸悶不舒, 善太息, 情志
抑鬱, 不欲飮食, 口苦喜嘔, 頭暈目眩, 脈弦, 苔白滑, 婦女月經不調, 痛經, 經期乳
房作脹) 정서적인 변화가 주된 것으로 진단 하는 주 증상은 ① 脇肋脹痛, ② 脈弦
이며, 부 증상은 ① 不欲飮食, ② 頭暈目眩, ③ 情志抑鬱, ④ 女子月經不調, 經期
乳房作脹으로 변증요건에 주 증상 ①②를 구비하거나, 주 증상 ①과 부 증 4개 중
2개를 구비하거나, 주 증상 ②와 차 증상 4개 중 3개를 구비하면 간기울결증으로
진단한다.

만성지속성간염과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 습열중조증, 간울비허증, 간신음허증,
어혈조락증, 비신양허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습열중조증(濕熱中阻證)의 임상 증상은 옆구리가 그득한 듯하고 상복부가 답답하
며 메쓰껍고 기름기를 싫어하며 식욕저하가 있고 몸과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데
색이 밝고 선명하다, 소변색이 노랗게 되고 입안이 끈적끈적하며 입이 쓰다. 변이
차져서 달라붙어 막히고 썩은 냄새가 나며 처음에는 건조한 변을 보지만 나중에는
묽어진다. 갈증이 있어 물을 마시고자 하나 많이 마시지는 못한다.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힘이 없다.(脇脹脘悶, 惡心厭油, 納 , 身目發黃而色澤鮮明, 尿黃, 口粘
口苦, 大便粘滯穢臭或先乾後 , 口渴欲飮或飮而不多, 肢體困重, 倦怠乏力, 舌苔黃
, 脈象弦數或弦滑數) 진단시 주 증상은 ① 身目發黃, 色澤鮮明, ② 苔黃 이며,
부 증상은 ① 惡心, 厭油, 納 , ② 脇脹脘悶, ③ 尿黃이고, 변증요건은 주 증상
①②를 구비하거나, 주 증상 ②와 부 증상 3개중 2개를 구비하는 경우, 주 증상
①과 부 증상 ①②를 구비하면 습열중조증으로 진단한다.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의 임상 증상은 옆구리가 그득한 듯 답답하고 아프며, 가
슴이 답답하여 크게 한숨을 쉬고, 심리상태가 억울 되어 있고, 급박한 마음이 생
기며, 음식량이 감소하고 입맛이 담담히 맛을 잘 모르고, 위장부위가 결리면서 배
가 팽만해지는데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진다. 기운이 없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며,
팔다리에 힘이 없고 권태롭다, 얼굴색이 누렇게 된다. 대변은 묽어지며 심지어 음
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설되는데 차가운 음식이나 기름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이 증상이 더 심해진다.(脇肋脹滿疼痛, 胸悶太息, 精神抑鬱, 性情急躁, 納
食減少, 口淡乏味, 脘 腹脹, 午後爲甚, 少氣懶言, 四肢倦怠, 面色萎黃, 大便 泄
或食穀不化, 每因進食生冷油 及不易消化的食物而加重, 舌質淡有齒痕, 苔白, 脈沈
弦) 진단시 주 증상은 ① 脇肋脹痛, ② 腹脹便 이며, 부 증상은 ① 抑鬱煩悶, ②
身倦乏力, ③ 舌淡有齒痕이다. 변증요건은 주 증상 ①②를 구비하거나, 주 증상
①과 부 증상 ②③을 가지고 있거나, 주 증상 ②와 부 증상 ①을 가지고 있는 경
우 간울비허증으로 진단한다.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의 임상 증상은 오른쪽 옆구리가 은은히 아프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힘이 없으며, 팔다리가 땅겨 불편하거나 굽혔다 폈다가 어렵고, 근
육이 땅기면서 떨린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어찔하다. 귀에서 매미소리가 나며,
양눈이 건조하고 깔끄럽다. 입안과 목이 건조하다. 잠을 잘 못자며 꿈을 많이 꾼
다. 일정한 때에 발열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손발바닥과 가슴이 답답하며 후끈후
끈 달아오른다. 몸이 마른다. 얼굴색이 검다. 모발이 푸석푸석하다. 잇몸에 피가
난다. 코피가 난다. (右脇隱痛, 腰膝酸軟, 四肢拘急, 筋 肉 , 頭暈目眩, 耳鳴如
蟬, 兩目乾澁, 口燥咽乾, 失眠多夢, 潮熱或五心煩熱, 形體消瘦, 面色 黑, 毛髮不
榮, 牙 出血, 鼻 , 男子遺精, 女子經少經閉, 舌體瘦, 舌質紅, 少津, 有裂紋, 花
剝苔或少苔, 或光紅無苔, 脈細數無力) 진단시 주 증상은 ① 頭暈目澁, ② 腰膝

軟, ③ 舌紅少津이며, 부 증상은 ① 五心煩熱, ② 少寐多夢, ③ 脇肋隱痛, 遇勞加
重, ④ 脈細數이다. 변증요건으로는 주 증상 ①②③ 구비한 경우, 주 증상 3개 중
2개와 부 증상 4개중 2개를 갖춘 경우, 주 증상 3개중 1개와 부 증상 4개중 3개를
구비한 경우, 부 증상 ①②③④를 구비한 경우이다.
어혈조락증(瘀血阻絡證)의 임상 증상은 얼굴색이 어둡고 붉은 핏줄이 드러나며,
양옆구리에 찌르는듯한 통증이 있고, 간장과 비장이 종대되며, 만져보면 비교적
딱딱하다. 거미모양의 핏줄이 드러나고 손바닥이 붉으며 여성의 경우 월경통이 있
고 월경혈에 덩어리가 나온다.(面色晦暗, 或見赤縷紅絲, 兩脇刺痛, 肝脾腫大, 質
地較硬, 蜘蛛 , 肝掌, 女子行經腹痛, 經水色暗有塊, 舌質暗或有瘀斑, 脈沈細澁)
진단 시 주 증상은 ① 面色晦暗或見赤縷紅絲, ② 肝脾腫大, 質地較硬이며, 부 증
상은 ① 舌質暗或有瘀斑, ② 肝掌, 蜘蛛 , ③ 兩脇刺痛, ④ 女子行經腹痛或經色
暗紅有塊이다. 변증요건으로는 주 증상 ①②를 구비한 경우, 주 증상 2개중 1개와
부 증상 4개중 1개를 갖춘 경우, 부 증상 ①②③을 구비한 경우이며, 여자 경우
부 증상 ①②③ 중 3개와 ④를 갖춘 경우 어혈조락증으로 진단한다.
비신양허증(脾腎陽虛證)의 임상 증상은 춥고 추위를 싫어하며 따듯한 것을 좋아하
고, 팔다리에 온기가 없으며,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어둡고
누렇다. 아랫배 허리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 음식량이 줄고 상복부가 결린다. 배가
팽만해지고 변이 묽어진다. 새벽에 설사를 한다.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채 변으
로 나온다. 심하면 설사가 그치지 않는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소변을
다 본 뒤에도 끊어지질 않고 묻어 나오며 소변을 자주 보고 참지를 못한다. 다리
나 전신이 붓는다. 심하면 복수가 찬다. 음낭이 축축하고 차가우며 발기가 안된
다.(畏寒喜暖, 四肢不溫, 精神疲憊, 面色不華或晦黃, 少腹腰膝冷痛, 食少脘 , 腹
脹便 , 或 晨泄, 完穀不化, 甚則滑泄失禁, 小便不利或餘瀝不盡或尿頻失禁, 下肢
或全身浮腫, 甚則水 , 陰囊濕冷或陽 , 舌淡 , 有齒痕, 苔白或 或滑, 脈沈細弱
或沈遲) 진단시 주 증상은 ① 畏寒肢冷, ② 神疲脈弱이며, 부 증상은 ① 少腹腰膝
冷痛, ② 食少便 甚至晨泄, ③ 下肢浮腫, ④ 陰囊濕冷或陽 이다. 변증요건은 주
증상 ①②를 구비한 경우, 주 증상 ① 또는 ②와 부 증상 4개중 2개를 갖춘 경우,
부 증상 ①②③을 갖춘 경우, 남자의 경우 부 증상 ①②③중 2개와 ④를 갖춘 경
우 비신양허증으로 진단한다.
지방간
현대 사회에 술, 비만, 스트레스 등에 의해 다발 되는 간질환의 하나인 지방간에
대한 한의 변증12)을 살펴보면, 4가지 분형으로 요약된다.

담습조락형(痰濕阻絡型)은 비만성지방간, 간염 후 지방간에서 많이 나타나며 임상
증상이 비만이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며 피지가 많고, 가슴과 옆구리에 은은한
통증이 있으며 복부가 팽만된다. 땀이 나면서 힘이 빠지고 식욕이 감퇴되며, 입안
이 끈적끈적하고 대변에 기름기가 섞여 나온다. 소변이 탁하다.(形體肥滿, 面有油
脂, 胸脇隱痛, 腹部脹滿, 汗出乏力, 食少納 , 口粘, 大便油滑, 小便濁, 舌質紅,
苔白 , 脈弦滑)
간울기체형(肝鬱氣滯型)은 알콜성 지방간, 간염 후 지방간에 많이 나타나며 임상
증상이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찬 듯 답답하고 불편하며, 상복부가 결리고 불편하
다. 몸에 힘이 없고 권태로우며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 식욕감퇴가 있고 변비와
함께 복부가 팽만된다.(胸脇脹悶, 脘 不舒, 倦怠乏力, 惡心欲吐, 納 , 便秘, 腹
脹, 舌質暗紅, 苔薄白, 脈弦細)
담어내결형(痰瘀內結型)은 간질환 및 당뇨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은 경우로 지방간
성 간경화, 당뇨병성 지방간에 많이 나타난다. 임상 증상이 비만하고 얼굴색이 어
둡고, 식욕감퇴와 갈증이 있고 상복부가 결리고 답답하며, 간장종대와 함께 둔통
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形體肥滿, 面色晦暗, 納 口渴, 脘腹 悶, 肝臟腫
大, 鈍痛或刺痛, 舌體 大而有瘀斑, 苔 , 脈弦滑)
간신음허형(肝腎陰虛型)은 Hypercortisolism 지방간, 당뇨병성 지방간에 많이 나
타나며, 임상 증상이 몸이 비만이나 살이 단단하지 않고, 피부가 성글고 털이 뭉
치며, 얼굴색은 기름기로 번들번들하고 권태롭고 힘이 없으며, 손발바닥에 열이
나고 답답하며, 팔다리가 약간 붓는다.(形體虛 , 膚粗毛叢, 面色油光, 身倦乏力,
手足心熱, 四肢微腫, 舌淡 苔厚 或灰黑, 脈沈細數)

2. 간기능개선 관련 Biomarker
(1) 장해모델과 해당시험법
가. 급성 간장해 모델
CCl4 간장해
①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를 16시간 절식시킴
② CCl4 혼합액 투여 4시간 전 및 투여 6시간 후 1 % CMC-Na 용액에 현탁시킴
③ SD계 흰쥐 수컷에 CCl4 : olive oil 혼합액 (1 : 4 v/v %)을 체중 100g당 0.2
mL씩 복강내 투여, 양성대조물질은 UDCA 및 silymarin의 용량은 각 25 mg/kg/10mL
로 경구투여
④ 48시간 후에 ether 마취하에 개복하여 복부 대동맥에서 채혈

⑤ 채혈한 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취함
⑥ ALT 및 AST 활성을 Sigma Kit(USA)를 사용해서 측정
D-Galactosamine 간염
①체중200g 내외의 SD계 흰쥐 수컷에 생리식염수에 용해시킨 D-galactosamine·HCL
을 650 mg/kg 씩 복강내 투여
② 24시간 경과후 ether 마취하에 개복하여 복부대동맥에서 채혈
③ 채혈한 후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을 취하여 ALT와 AST 활성을 측정
④ 양성대조물질인 DDB 및 silymarin의 용량은 각각 37.5 및 25 mg/kg/10mL로 함
담즙 울체 모델
①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수컷에 ANIT(α -naphthyl isothiocyanate) 100 mg
을 olive oil에 현탁시켜 80 mg/kg 씩 경구투여
② ANIT 투여전 2시간, 투여후 6, 22 및 28시간 간격으로 CMC에 현탁시킨
D-galactosamine 간염 모델과 동일한 약물을 4회 경구투여
③ ANIT 투여후 47시간 후에 1시간 동안 담즙을 채취
④ 48시간째 복부 대동맥에서 채혈하여 혈청 내 총 bilirubin 치, 담즙 배출량 및
담즙 중 담즙산량 측정
- 혈청내 총 bilirubin 측정 :
① Bilirubin kit를 사용하여 담즙에 diphyline 시액과 diazo 시액을 가한 후 혼
화하여 10분 동안 방치
② Fehling 시액을 가해 혼화하여 600 nm에서 흡광도 측정
- 담즙 배출량 측정 :
① ANIT를 투여하고 47시간 경과 후 urethane (1.5 g/kg)을 복강내 주사하여 마취
시킨 후 정중선을 따라 개복
② Bile duct에 catheter를 삽입시켜 담즙을 eppendorf tube에 1시간 동안 취하
여, 이 양을 담즙 배출량으로 함
- 담즙산량 측정 :
① 담즙을 취해 phosphate buffer (pH 6.9)로 희석시켜 total volume을 0.5 mL로
함
② Irvin 법에 따라 sample에 16N 황산을 가한 후 1 % furfural을 가하고 완전히
혼화시킨 후 65 ℃에서 정확하게 13분 동안 가열한 후 빠르게 냉각시킴
③ 빙초산을 가하여 혼합시킨 후 6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④ 표준용액으로는 sodium taurocholate을 사용
나. 지방간 모델

Ethionine 지방간 모델
①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암컷에 D,L-ethionine을 생리식염수 (2 w/v %)에
녹여 200 mg/kg 씩 피하주사
② 약물은 ethionine 투여 4시간전, 투여 6시간 후 2회 경구투여
③ Ethionine 투여 24시간 경과 후 ether로 마취시켜 간을 떼어내어 총지질량, 중
성지방량 및 총 cholesterol 치를 측정
Ethanol 지방간 모델
① 20 w/v % ethyl alcohol을 5g/kg씩 매일 오전10시와 오후 6시 2회로 나누어서
9일간 경구투여
② 16시간 절식시킨 후 간중량, 총지질량, 중성지질량 및 총 cholesterol치를 측
정
- 총 지질량 측정 :
① 채취한 간조직을 1.15 % KCl 용액으로 균질화 하여 얻은 sample을 원심분리
② 원심분리시켜 얻은 상징액에 Frings법에 따라 농황산을 가한 후 10분 동안 열
탕가열하고 흐르는 물로 냉각
③ 이 용액에 농황산과 phospho-vanillin 시액을 반응시켜 잘 혼화하고 37 ℃에서
15분간 incubation 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④ 표준용액은 olive oil에 ethanol을 가해 사용
- 중성지방량 측정 :
① 채취한 간조직을 균질화하여 얻은 sample을 원심분리
② 원심분리시켜 얻은 상징액에 triglyceride GPO reagent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 총 cholesterol 측정 :
① 1.15 % KCl 용액으로 균질화하여 얻은 sample을 원심분리
② 원심분리 시켜 얻은 상징액을 Libermann-Burchard반응을 이용하여
ethylacetate-ethanol혼합용액 (1:1)과 잘 섞은 후 원심분리
③ 이 상징액 0.5 mL을 취해 0.07 % FeCl3 1 mL을 가하고 잘 섞은 다음 농황산 1
mL을 가하고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다. CCl4 만성간장해 모델
①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수컷에 CCl4 : olive oil 40% 용액을 0.5 mL/kg
용량으로 6일간 경구투여

② 7일째부터 시험약을 1 % CMC 용액에 현탁시켜 CCl4 혼합용액 투여 4시간 전 및
투여 후 4시간에 CCl4와 함께 8일간 병용 투여
③ 마지막 투여 24시간 후에 동물을 ethyl ether 마취하에 복부대동맥으로부터 채
혈하고 치사시켜 혈액내 ALT 및 간조직 내 triglyceride, total protein 및
hydroxyproline 양을 측정

(2) 손상 특성에 따른 시험법
가. 간손상에 의한 세포사멸과 해당시험법
세포사멸과 증식억제의 구별이 어려워 virus 증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힘
듦.
나. 간손상에 의한 염증의 변화와 해당시험법
염증 개선을 가늠하는 척도로 TNFα , Nitric oxide 및 interleukin 등의 발현변
화와 medium(in vitro)과 혈중(in vivo, 인체적용)에서의 관찰(ELISA)을 통해 염
증인자의 변화를 본다.
다. 간손상에 의한 기능장해와 해당시험법
세포가 사멸하지 않아도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능의 장해
배양세포모델 ┐

간 및 담도계 배설능 : Bilirubin, bile acid, BSP, ICG

In vivo

간합성능 : Protein (혈중 albumin), lipid, lipoprotein

인체

┘

elimination

간대사능 : PT, urea 합성속도, ammonia, galactose
간 및 담도계 기능 관련 효소 : AST, ALT, AP, γ -GT

라. 간손상의 복구와 해당시험법
준만성적 모델(동물모델 4-12주까지)을 통해 복구때 같이 발현되는 섬유소를
측정한다.

In vivo ┐
In vitro

공통

인체적용 ┘
복구 시 proline, collagen 섬유소 파편생성과 TGFβ 의 약물에 의한 억제 여부
누적된 혈중 collagen 량(조직에 누적된 것이 혈중으로 나온 것)이 서서히
감소되므로 이를 통해 섬유소 축적을 지표로 할 수 있음
Collagen 생합성의 생성원인이 되는 성상세포의 기능을 생화학적으로 관찰

Reporter gene, TGFβ 발현을 관찰

In vivo 동물모델에서 mRNA 수준에서 관찰 가능
마. 증상에 따른 기능 검사
폐쇄성 간질환의 경과 (황달 수치) : Bilirubin
담석 : Bilirubin, AP, Aminotransferase
알코올 남용 (지방간 수치) : γ -GT
간염 경과 (간염 수치), 간독성 약물추적관찰 : AST, ALT
Primary biliary cirrhosis : AP, anti-mitochondrial Ab

3. 간기능개선작용 평가를 위한 시험법
(1) 간기능개선작용 평가를 위한 in vivo 시험법
간질환은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증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심한 정도가 다양하고 증상
도 전혀 없는 경우에서 심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간은 어느 정도 손상되더라도 그 여력이 충분하므로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간손상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수도 많다.
그 예로 간경변증 환자라도 간기능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들
검사는 간질환에 따라 모두 일정하게 변하지 않으므로 간기능 검사 중 어느 한가
지만의 검사로는 간의 이상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손상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
다. 따라서 여러 항목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여 간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간기능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하는 검사는 혈액내 생화학적 수치의 변
동을 보는 검사이다.
-혈청효소시험
-간 배설 시험
-간의 화학적 구성성분의 변화
-간손상의 조직학적 분석
가. 혈청효소시험
괴사보다 담즙울체 측정에 더욱 효과적이다.(Alkaline phosphatase(AP), 5′
-nucleotidase (5′ -NT), γ -glutamyl transpeptidase (γ -GT))
세포독성에 의한 간기능개선에 더욱 민감하다.(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Lactic

dehydrogenase

(LDH),

Alanine

aminotransferase

Ornithine carbamyl transferase (OCT), Sorbitol dehydrogenase (SDH))

(ALT),

간기능 개선에 민감하지 않으나 간외 질병에 의해 상승한다.(Creatinine
phosphokinas (CPK))
간기능 손상으로 혈청 활성도 감소한다.(Cholinesterase(ChE))
나. 간 배설 기능 시험
Sulfobromophthalein retention
Indocyanine green retention
Other anionic chemicals
Endogenous cholephiles
Biliary secretory function
Determination of biliary function
다. 간의 화학적 구성성분의 변화
Hepatic lipid content
Lipid peroxidation and oxidative stress
Hepatic glucose-6-phosphatase activity
Formation and binding of reactive metabolites
Liver fibrosis
Analytical determination of hepatic triglyceride, hepatic malonaldehyde,
and hepatic collagen contents
라. 간기능개선의 조직학적 분석
기능개선에 대한 조직학적 서술 없이 간기능개선을 분석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손상분류 범주 (Necrosis,balloning of hepatocytes, Swelling of hepatocytes,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Presence

of

lipid

droplets,

Normal

hepatocytes)
마. 결론
모든 형태의 간손상을 검색하고 정량하는 단일한 방법은 없다.
혈청효소시험은 간독성 연구의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조직학적 분석을 병행한 일련의 방법들은 간손상 개선의 평가를 위해 필수적이다.
손상 타입의 차이에 따른 효소의 다양한 민감성으로 간기능개선 평가를 위한 일련
의 효소실험을 선택하는것은 복잡하다.

(2) in vitro 시험법
In vitro 시험은 간기능개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screening test로서 간기능개선
능력의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가. 분리 간세포 실험법
간세포 배양
① 흰쥐의 간세포는 Berry와 Friend의 방법을 약간 수정한 2단계 collagenase 관
류법을 이용하여 분리
② 간세포를 얻기 위하여 urethane (1g/kg body weight)으로 마취시키고 70%
ethanol로 복부를 소독한 후 개복
③ 간문맥에 21 gauge catheter를 삽관 (canulation)하고 하대정맥을 잘라 혈액
을 제거
④ HBSS 150mL를 perfusion 한 후 흉강을 열어 상대정맥에 18 gauge catheter를
삽관한 다음 하대정맥을 묶어서, 소화용액이 상대정맥을

통하여 공급용기로

되돌아오는 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⑤ CO2와 O2의 혼합기체를 공급해주면서 HBSS 95mL과 collagenase 5mL (10mg/mL
HBSS , final conc. 0.05%)로 구성된 소화용액으로 10분간 재순환
⑥ 간세포가 소화된 후 간을 떼어내어 HBSS 60mL을 가한 후 간막을 가위로 열어
서 간세포가 유리되게 한 다음 lense paper로 여과
⑦ 여액을 50에서 4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징액을 버리고, 다시 배양액으로 같
은 조건에서 원심분리한 후 세포 현탁액을 얻음
⑧ 간세포 현탁액을 5×105 cells/mL 농도로 희석하여 collagen type I으로 미리
도포된 배양 용기 (Falcon, 35×10mm)에 이식
배양액으로는 Waymouth's MB 752/1 medium, 5% fetal bovine serum, 2.0mg/mL
-6

-7

bovine serum albumin (fraction V), 10 M dexamethasone, 10 M insulin, 5.32
-2

-2

-2

× 10 M L-serine, 4.09 × 10 M L-alanine, 2.67 × 10 M NaHCO3, 100IU/mL
penicillin, 100 IU/mL streptomycin, 5㎍/mL amphotericin B 또는 50㎍/mL
gentamicin sulfate로 구성된 것을 사용
배양환경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산소 (95%)와 CO2 (5%)의 혼합기
체를 계속 공급하면서 세포를 배양
Galactosamine에 의한 간세포의 독성유도
간세포를 배양하면서 1.5시간이 지난 후 배양액을 1.5mM galactosamine(GalN)을

함유한 배양액으로 갈아주고 그 다음 1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 독성을
유도
CCl4에 의한 간세포의 독성유도
간세포를 배양한지 1.5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갈아준 다음 24시간 동
안 세포를 배양한 후 10mM

CCl4를 함유한 배양액으로 갈아주고 그 다음 1.5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독성을 유도
검체의 제조
화합물을 HBSS로 용해시킨 후 이를 millipore membrane (0.22㎛, Millex- GV
U.S.A)을 사용하여 여과시켜 무균상태로 제조
Microculture tetrazolium(MTT) assay
세포의 v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사용
① 5×104cells/mL 농도의 간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4시간 동안 배양
② 20 mL MTT (5 mg/mL)가 첨가된 배양액을 갈아준 뒤, 다시 4시간 동안 배양
③ MTT의 생성물인 blue crystal을 isopropanol로 추출한뒤 56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ALT 및 AST 활성측정
세포 독성이 유도된 간세포의 배양액을 취하여 ALT 및 AST의 활성을 Sigma Kit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
LDH 활성 측정
세포 독성이 유도된 간세포의 배양액을 취하여 LDH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흡
광도를 측정
과산화지질 측정
세포 배양액 내에 생성된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의 양
을 측정
① Cell homogenate 500μ L에 20 μ mol/L FeSO4와 2 mmol/L의 cysteine을 넣어
37℃에서 30분간 incubation한 후, 3,2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② 상징액과 0.6% thiobarbituric acid를 1:1로 혼합하여 100℃에서 15분간
incubation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의 제조
① 간세포를 배양한 후 배양용기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3mL의 66mM Tris-HCl
buffer (pH 7.4)를 가하여 세포 현탁액을 준비
② 세포 현탁액을 15초간 균질화시킨 후 원심분리 (12500g, 15min)하여 상징액을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로 이용
Superoxide dismutase 활성 측정
간세포 내의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은 McCord 와 Fridovich 등의 방법을 수
정하여 측정
① 100μ L의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에 0.2mL의 reagent A, 500μ L의
DDW 및 200μ L의 reagent B를 가한 후 37℃에서 30분간 정치하여 반응
② 200μ L의 reagent C를 가하여 상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5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SOD unit로 환산
Glutathione-S-transferase 활성 측정
간세포 내의 glutathione-S-transferase의 활성은 Habi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며 post mithchondrial supernatant을 GST활성 측정을 위한 검액으로 사용
① 시험관에 50μ L glutathione (30mM), 50μ L 1-chloro-2,4-dinitrobenzene
(30mM)

및

500μ L

potassuim

phosphate

buffer를

넣고

600μ L

postmitochondrial supernatant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즉시 340nm에서 흡광
도의 변화를 측정
② 흡광도가 직선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5분간 측정하는데 이때 mg 단백질이 매
분당 생성하는 생성물의 양이 나타내는 활성으로 환산
Cytochrome P-450 함량 측정
간세포 내의 cytochrome P-450 함량은 Omura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①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를 둘로 나눠 각각을 시험관에 옮겨 각 시험
관에 2-3mg의 sodium dithionite(Na2S2O4)를 첨가하여 잘 혼합
② 검액에만 carbon monoxide gas를 30초간 주입하고 대조군을 대조로 하여
450nm와 490nm에서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
③ 두 파장에서의 흡광도 차이를 cytochrome P-450 함량으로 환산하며
cytochrome P-450 함량은 mg 단백질당 함유되어 있는 양으로 나타냄
Total glutathione (GSH 및 GSSG)의 함량 측정
① 시험관에 0.3mM NADPH 700μ L와 6mM DTNB 100μ L를 넣고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 200μ L를 가한 후 30℃의 항온조에 방치

② 50 units GSH reductase/mL 용액을 10μ L 가하여 반응을 개시한 후 412nm에서
2분간 15초의 간격으로 흡광도의 증가를 측정
Glutathione (Oxidized form GSSG) 의 함량 측정
①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 100μ L당 2μ L의 2-vinylpyridine을 가하여
1분간 격렬하게 반응시킴
② 25℃에서 60분 방치하여 GSH의 유도체가 형성되면 GSH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남아있는 GSSG 의 양을 정량
단백질 정량
단백질 양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품으로 하여 Lowry 방법으로 5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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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te cell 분리 및 배양
Stellate cell은 hepatocyte분리와 비슷하게 adult male SD rats(500-600g)의 간
을 분리하여 pronase와 collagenase를 이용하여 in situ perfusion 에 의해 분리
① Friedman(1993)의 방법에 따라 세포현탁액을 97% homogenity까지 순수 분리한다.
② 배양시 10% calf serum과 10% horse serum을 함유한 Medium 199에서 현탁시키
고 1.5×105/cm2의 농도에서 plate 시킴
Kupffer cells 분리 및 배양
Kupffer cell의 분리는 Kita 등의 방법을 이용
① Syringe를 문맥정맥에 넣고 Ca과 Mg이 없는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200 U/ml penicillin, 200μ g/mL streptomycin) 10mL로

10mL/min 속도로 환류하고 다시 10mL의 HBSS로 환류
② 0.05% collagenase와 HBSS로 세 번째 환류를 한 후 간을 무균상태에서 제거
③ 간을 잘게 잘라 37℃에서 45분간 배양하고 collagenase용액 7mL과 함께 조직을
150mesh screen에 통과시키고 37℃에서 45분간 배양
④ 간부유액을 gauze를 이용하여 여과시키고 5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⑤ Pellet을 5% FBS을 함유한 HBSS에 부유하고 500g에서 5분간 두 번 원심분리
⑥ 0.05% trypsin을 함유한 HBSS로 반복적으로 pipetting하여 parenchymal cell을
파괴하고 5% FBS을 함유한 HBSS에서 50g에서 2분간 두 번 원심분리하여 제거
⑦ Nonparenchymal cell은 5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취합하고 10% FBS을 함
유한 RPMI 3mL로 재부유한 후 두 번 세척하고 RPMI 1mL로 재부유하고 세포수를
계산
⑧ 세포를 plate에 넣고 2시간 동안 부착시킨 후 배양액을 제거한 후 부착세포를
trypsin으로 처리하여 취합
나. MTT Assay
① 일정한 수의 세포(2×105cell/well)를 24 well plate에 잘 seeding 한다.
② 1mL의 배지를 well에 넣어 24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다.
③ 24시간이 지나 세포가 well 바닥에 잘 붙었는지 확인 후 배지를 제거한다.
④ 새 배지를 넣은 후 약물을 농도별로 10μ L씩 넣는다.(control은 DMSO)
간보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약물을 1시간 전처리 후 CCl4를 농도별로 10μ
L씩 넣는다.
⑤ 처리하고자 하는 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 넣는다(처리 시간이 48시간을 넘
지 않는다).
⑥ MTT 용액(5 mg/mL) 100 μ L를 well에 넣어준다.
⑦ 4시간 동안 다시 CO2 incubator에 넣어 배양한다.
⑧ Well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라색 결정(formazan)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well의 용액을 제거한다.
⑨ Well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 후 DMSO 또는 isopropyl alcohol을 50 × 100uL를
넣어 보라색 결정을 녹인다.
⑩ 결정이 녹은 보라색의 용액을 96 well에 옮겨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한
다.
* DMSO에 녹였을 경우 wave length : 540 nm,
* Isopropyl alcohol에 녹였을 경우 : 570 nm

다. 실제 적용시 가능한 protocol 예 In vivo 시험 protocol 예
Protocol 1. 간손상 유발과 채혈 및 혈청 분리
. 체중 220-250g의 SD계 흰쥐 수컷을 공급받아 실내 온도 22±2 ℃에서 환경에 적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
. 각 분획물은 수득률에 따라 3일간 경구투여
. CCl4는 corn oil을 vehicle로 하여 예비실험결과를 토대로 0.45 mL/kg 용량으로
약물 최종 투여 3시간후에 복강 투여하고 24시간 절식시켜 간 손상을 유발
. 투여 24시간 후 흰쥐를 ether로 마취시키고 복부 정중선을 절개하여 심장에서
채혈
. 이를 3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시켜 얻은 혈청을 검체로 사용
Protocol 2-1 ALT 활성도 측정
. 혈청 중 ALT의 활성도를 L-aspartate와 α -ketoglutarate를 기질액으로 하여
생성된 pyruvate를 2,4-dinitrophenyl hydrazine과 반응시켜 hydrazone을 형성
하고 이를 0.4N-sodium hydroxide solution으로 발색시키는 Reitman-Frankel
method로 측정하며 GPT kit를 이용
. 혈청 ALT의 활성도는 2mM pyruvate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구함.
Protocol 2-2 Total bilirubin 함량 측정
. 혈청 내 bilirubin 성분의 diazo 반응에 의한 azobilirubin 정색을 비색정량하
는 Evelyn-Malloy 변법을 이용하여 total bilirubin을 측정하며 bilirubin kit
를 이용
. 혈청 bilirubin농도는 artificial bilirubin standard를 이용하여 구함
Protocol 2-3 Albumin 함량 측정
. 혈청 내 albumin을 BCG와 dye-binding시켜 특이적으로 정색시켜 비색하는 원리
를 이용하여 albumin을 측정하며 albustrate를 이용
. 혈청 albumin 농도는 albumin 표준 혈청을 이용하여 구함
Protocol 2-4 TP 함량 측정
. 혈청 내 단백을 biuret 반응시켜 청자색이 형성되는 biuret 법을 이용하여 단
백을 측정하며 biuret reagent를 이용
. 혈청 단백 농도는 TP 표준혈청을 이용하여 구함
Protocol 2-5 Cholesterol 함량 측정

. 혈청 중에 존재하는 유리형 및 ester형 cholesterol 중 ester형에 cholesterol
ester hydrolase 효소를 반응시켜 유리형 cholesterol과 지방산으로 분해하고
유리형 cholesterol에 cholesterol 산화효소를 반응시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여기에 과산화효소와 4-aminoantipyrin 및 phenol을 동시에 반응시켜 산화적 축
합반응으로 생성된 quinone을 비색하여 정량하는 효소법을 이용한 cholesterol
kit를 이용. 혈청 cholesterol 농도는 cholesterol 기준액을 이용하여 구함
Protocol 2-6 TG 함량 측정
. 혈청 중 TG 함량은 TG가 lipase에 의하여 glycerol과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glycerol에 glycerol kinase를 작용시켜 glycerol-1-phosphate를 형성하고 여기
에

glycerol

phosphate

oxidase를

작용시켜

생성한

과산화수소에

4-aminoantipyrin 및 peroxidase를 반응시켜 산화적 축합반응으로 생성한 적색
의 quinone을 비색하여 정량하는 Trinder법을 이용한 TG kit를 이용
. 혈청 TG의 농도는 TG 기준액을 이용
Protocol 3. 간조직 중 cholesterol 및 TG 함량 측정
. CCl4 투여 24시간 후 적출한 간 조직 중의 일부를 취하여 phosphate buffer (pH
7.0)에 넣고 약 1분간 분쇄한 후 10% liver homogenate를 만들어 혈청 생화학적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cholesterol과 TG의 함량을 kit를 이용하여 분석
Protocol 4. Microsome과 cytosol 분리
. 흰쥐 간을 적출하여 PBS로 혈액 등을 제거한 후 간의 3배 용량의 0.1 M
Tris-KCl buffer (0.1 M Tris acetate, 0.1 M KCl, 1 mM EDTA, pH 7.4)를 가하
고, 가위로 잘게 세절한 다음 osterizer blender를 이용하여 조직을 분쇄
. 분쇄된 조직은 8000 g에서 30분, 1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그 상징만
을 취하여 105,000 g에서 90분간 초원심분리
. 분리한 cytosol은 분주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70 ℃에 보관
. 남은 침전물은 동량의 0.1M sodium pyrophosphate buffer (0.1M sodium
pyrophosphate, 1mM EDTA, pH 7.4)로 현탁시켜 144,000g에서 60분간 초원심분리
한 후 얻은 침전물인 microsome을 50mM Tris acetate buffer (50mM Tris
acetate, 20 % glycerol, 1mM EDTA, pH 7.4)에 재분산시킨 후 분주하여 사용하
기 직전까지 -70 ℃에 보관 (이때 모든 조작은 4 ℃에서 실시)
Protocol 5. 단백 정량
. 단백 정량은 Lowry 등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희석된 microsome 및 cytosol
0.6 mL에 0.5 mL Lowry complex (0.2mL 4% sodium potassium tartrate, 0.2mL

2 % cupper sulfate와 10.0 mL의 4 % sodium bicarbonate/0.2N sodium
hydroxide 용액을 사용 직전에 혼합한 용액)를 가하고 신속하게 혼화
. 15분 후 0.1 mL의 folin ciocalteau's phenol 시약을 가하고 즉시 섞은 후 30분
간 방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 단백질의 농도는 bovine serum albumin을 사용하여 만든 standard curve로부터
산출
Protocol 6. 지질과산화물 함량 측정
. Microsome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측정은 Uchiyama 등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microsome 0.5mL에 1 % H3PO4, 0.67 % TBA 시약을 가하고 95℃ water bath에서
45분 교반 후 실온으로 냉각하고 butanol 4.0 mL를 가해서 진탕 추출한 후 원심
분리하여 butanol 층을 취해 535nm와 5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차를 계산
. 표준액으로는 1,1,3,3-tetraethoxypropane을 사용하여 검체에서의 MDA 생성량을
계산하고 이를 nmol/mg protein으로 나타냄
Protocol 7-1 CYP 함량 측정
. Microsome에 존재하는 CYP 함량은 Omura 등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microsome을
단백질량이 1-2 mg/mL가 되도록 0.1M phosphate buffer (pH 7.4)에 현탁시킴
. 현탁용액을 semimicrocuvette에 1mL 씩 넣어 reference cell로 하고 소량의
dithionite를 각 cell에 가한 후 450 nm와 490 nm에서 기준선을 정함
. Sample cell에 CO 기체를 1 bubble/sec의 속도로 1분간 bubbling 시킨 후 다시
450nm와 490nm에서 CYP-CO binding complex의 흡광도를 측정
. CYP 함량은 CYP-CO complex 형성 전후의 각각 450nm와 490nm 사이의 흡광도의
-1 -1
차이로 계산하며, 이때 분자흡광계수를 91mM cm 로 환산하여 계산

Protocol 7-2 NADPH-CYP reductase 활성도 측정
. Microsome에 존재하는 NADPH-CYP reductase의 활성도는 strobel 등의 시험법에
따르며 microsome에 300μ mol potassium phosphate, 40nmol cytochrome c를 함
유하는 최종부피 1mL의 반응액에 0.1μ mol NADPH를 첨가하여 반응을 시작함과
동시에 파장 550nm에서 1분간 흡광도 증가속도를 측정하여 활성도를 산출
. 이때 반응은 30 ℃에서 실시하며 cytochrome c의 환원속도는 파장 550nm에서 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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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흡광계수를 21 mM cm

로 환산하여 계산

Protocol 8. 간조직 중 calcium 함량 측정
. 간균질액을 원심분리하여 o-cresolphthalein complexon과 반응시킨 다음 25℃,
546nm에서 흡광도를 측정

Protocol 9-1 GSH 함량 측정
. 간조직 중의 GSH 량은 thio기에 DTNB를 작용시켜 형성된 p-nitrothiophenol
anion을 비색정량하는 원리로 Ellman의 방법에 따라 실시
. 완충용액 2.5mL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에 homogenate 25
μ L와 6mM DTNB 100μ L를 넣고 실온에서 3분 방치 후 4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
. GSH의 함량은 GSH를 사용하여 만든 standard curve로부터 산출
Protocol 9-2 GST 활성도 측정
. Cytosol에 존재하는 GST 활성도는 Habig 등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CDNB가 GST
에 의하여 GSH와 포합되었을 때의 고유의 황색이 탈색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효소 활성도를 산출
.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5)와 cytosol 단백질 25㎍을 넣고 25
℃에서 2분간 방치 후 기질로 1.0mM의 CDNB와 1.0mM의 GSH을 가해 총량을 1.0mL
로 한 후 즉시 340nm에서 10초 간격으로 100초 동안 흡광도를 측정
. Blank로는 가열하여 불활성화한 cytosol 단백질을 사용하며 분자흡광계수를 9.6
μ M-1cm-1 로 환산하여 계산
Protocol 10-1 SOD 활성도 측정
. Cytosol에 존재하는 SOD의 활성도는 Fridovich, I.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
하며 xanthine이 xanthine oxidase에 의해 uric acid로 전환될 때 생성되는
superoxide anion이 황적색을 띄는 cytochrome c를 환원시켜 적색으로 변화시켜
환원형 cytochrome c에 의해 550nm의 흡광도가 증가됨
. 이때 superoxide dismutase가 존재하면 생성된 superoxide anion을 hydrogen
peroxide 로 전환시키므로 superoxide anion이 cytochrome c를 환원하는 작용을
저해
. Cytochrome c의 환원작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SOD 활성도를 측정
. 2.0 mL의 혼합용액 (5μ mol xanthine, 2μ mol cytochrome c, 0.1mM EDTA, 50mM
Tris-HCl buffer, pH 7.8)을 cuvette에 넣은 후 20μ L의 cytosol을 첨가하여
1-2분간 기준선을 설정한 다음 0.1 mM EDTA 용액에 약 0.2U/mL의 xanthine
oxidase를 함유하는 용액 30mL을 첨가하여 반응을 시작함과 동시에 550 nm에서
흡광도 증가 속도를 측정하여 활성도를 계산. 이때의 cytochrome c의 분자흡광
계수를 21mM-1 cm-1 로 환산하여 계산
Protocol 10-2 GPX 활성도 측정
. Cytosol에 존재하는 GPX의 활성도는 Flohe 등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GSH가
hydroperoxide와 반응하여 GSSG가 형성되고 GSSG가 NADPH를 산화시키면서 GSH로

환원되므로 340 nm에서 NADPH 환원량을 측정하여 계산
. 혼합용액 1.55mL (0.25mM GSH, 0.12mM NADPH, GR 1 unit/mL in 50mM Tris
buffer, pH 7.6 with 0.1mM EDTA)에 cytosol 50μ L를 가하여 혼합한 뒤 즉시
340nm에서 흡광도 감소 속도를 측정하여 활성도를 계산. 이때 NADPH의 몰흡광계
수 6.22μ M-1cm-1 로 환산하여 계산
Protocol 10-3 CAT 활성도 측정
. Cytosol에 존재하는 CAT의 활성도는 Aebi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과산화수소가
240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므로 CAT에 의해 소모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
. 기질 1.3mL (25mM H2O2 in 50mM phosphate buffer, pH 7.0)를 cuvette에 넣은 후
20μ L의 cytosol을 첨가하여 즉시 240nm에서 흡광도 감소 속도를 측정하여 활성
도를 계산
. 이때의 과산화수소의 몰흡광계수는 40μ M-1cm-1로 환산하여 계산

In vitro 시험 protocol 예 (분리 간세포 실험법)
Protocol 1. 간세포 배양
. 흰쥐의 간세포는 Berry와 Friend의 방법을 약간 수정한 2단계 collagenase관류
법을 이용하여 분리함
. 간세포를 얻기 위해 urethane (1g/kg body weight)으로 마취시키고 70% ethanol
로 복부를 소독한 후 개복함
. 간문맥에 21 gauge catheter를 삽관 (canulation)하고 하대정맥을 잘라 혈액을
제거함
. HBSS 150mL를 perfusion 한 후 흉강을 열어 상대정맥에 18 gauge catheter를 삽
관한 다음 하대정맥을 묶어서, 소화용액이 상대정맥을 통하여 공급용기로 되돌
아오는 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 CO2와 O2의 혼합기체를 공급해주면서 HBSS 95mL과 collagenase 5mL (10mg/mL
HBSS , final conc. 0.05%)로 구성된 소화용액으로 10분간 재순환
. 간세포가 소화된 후 간을 떼어내어 HBSS 60mL을 가한 후 간막을 가위로 열어서
간세포가 유리되게 한 후 lense paper로 여과
. 여액을 50에서 4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징액을 버리고, 다시 배양액으로 같은
조건에서 원심분리한 후 세포 현탁액을 얻고 이렇게 얻은 간세포 현탁액을
5x105 cells/mL 농도로

희석하여 collagen type I으로 미리 도포된 배양 용기

(Falcon, 35x10mm)에 이식함
. 배양액으로는 Waymouth's MB 752/1 medium, 5% fetal bovine serum, 2.0mg/mL

bovine serum albumin (fraction V), 10-6 M dexamethasone, 10-7 M insulin,
5.32 x 10-2 M L-serine, 4.09 x 10-2 M L-alanine, 2.67 x 10-2 M NaHCO3,
100IU/mL penicillin, 100 IU/mL streptomycin, 5 ㎍/mL amphotericin B 또는
50㎍/mL gentamicin sulfate로 구성된 것을 사용
.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산소 (95%)와 CO2(5%)의 혼합
기체를 계속 공급하면서 세포를 배양
Protocol 2. Galactosamine에 의한 간세포의 독성유도
. 간세포 배양 1.5시간 후 배양액을 1.5mM galactosamine(GalN)을 함유한 배양액
으로 갈아주고 그 다음 1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 독성을 유도
Protocol 3.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세포의 독성유도
. 간세포 배양 1.5시간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갈아준 다음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
양한 후 10mM 사염화탄소를 함유한 배양액으로 갈아주고 그 다음 1.5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독성을 유도
Protocol 4. 검액의 제조
. 화합물을 HBSS로 용해시킨 후 이를 millipore membrane (0.22㎛, Millex- GV
U.S.A)을 사용하여 여과시켜 무균상태로 제조
Protocol 5. Microculture tetrazolium(MTT) assay
. 일정한 수의 세포를 well에 잘 seeding
. 적당량의 배지를 well에 넣어 24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
. 24시간이 지나 세포가 well 바닥에 잘 붙었는지 확인 후 배지를 제거
. 새 배지를 넣은 후 약물을 농도별로 처리
. 처리하고자 하는 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 넣음 (처리 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음)
. MTT 용액 (5 mg/mL) 100μ L를 well에 넣어줌
. 4시간 동안 다시 CO2 incubator에 넣어 배양
. Well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라색 결정 (formazan)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well의 용액을 제거
. Well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 후 DMSO 또는 isopropyl alcohol을 50-100μ L를 넣
어 보라색 결정을 녹임
. 결정이 녹은 보라색의 용액을 96 well에 옮겨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
* DMSO에 녹였을 경우 wave length : 540 nm
* Isopropyl alcohol에 녹였을 경우 : 570 nm

Protocol 6. ALT 및 AST 활성측정
. 세포 독성이 유도된 간세포의 배양액을 취해 ALT 및 AST의 활성을 Sigma Kit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
Protocol 7. LDH 활성 측정
. 세포 독성이 유도된 간세포의 배양액을 취해 LDH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흡
광도를 측정
Protocol 8. 과산화지질 측정
. 세포 배양액 내에 생성된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의
양을 측정함
. Cell homogenate 500μ L에 20 mol/L FeSO4와 2 mmol/L의 cysteine을 넣어 37℃
에서 30분간 incubation한 후, 3,2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 상징액과 0.6% thiobarbituric acid를 1:1로 혼합하여 100℃에서 15분간
incubation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Protocol 9.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의 제조
. 간세포를 배양한 후 배양용기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3mL의 66mM Tris-HCl buffer
(pH 7.4)를 가하여 세포 현탁액을 준비
. 이렇게 준비한 세포 현탁액을 15초간 균질화시킨 후 원심분리 (12500g, 15min)
하여 상징액을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로 이용
Protocol 10. Superoxide dismutase 활성 측정
. 간세포 내의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은 McCord 와 Fridovich 등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함
. 100μ L의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에 0.2mL의 reagent A, 500μ L의 DDW,
200μ L의 reagent B를 가한 후 37℃에서 30분간 정치하여 반응시킴
. 이어 200μ L의 reagent C를 가하여 상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550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SOD unit로 환산
Protocol 11. Glutathione-S-transferase 활성 측정
. 간세포 내의 glutathione-S-transferase의 활성은 Habi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을 GST활성 측정을 위한 검액으로 사용함
. 시험관에 50μ L glutathione (30mM), 50μ L 1-chloro-2,4-dinitrobenzene
(30mM)

및

500μ L

potassuim

phosphate

buffer를

넣고

600μ L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즉시 340nm에서 흡광도의 변
화를 측정
. 흡광도가 직선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5분간 측정하는데 이때 mg 단백질이 매분
당 생성하는 생성물의 양이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환산
Protocol 12. Cytochrome P-450 함량 측정
. 간세포 내의 cytochrome P-450 함량은 Omura 등의 방법을 이용해 측정
.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를 둘로 나눠 각각을 시험관에 옮겨 각 시험관
에 2-3mg의 고체시약인 sodium dithionite (Na2S2O4)를 첨가하여 잘 섞이도록 한
후 검액에만 carbon monoxide gas를 30초간 주입하고 대조군을 대조로 하여
450nm와 490nm에서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함
. 두 파장에서의 흡광도 차이를 cytochrome P-450 함량으로 환산하며 cytochrome
P-450 함량은 mg 단백질당 함유되어 있는 양으로 나타냄
Protocol 13. Total glutathione (GSH 및 GSSG)의 함량측정
. 시험관에 0.3mM NADPH 700μ L와 6mM

DTNB 100μ L를 넣고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 200μ L를 가한 후 30℃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방치
. 여기에 50 units GSH reductase/mL 용액을 10μ L 가해 반응을 개시한 후 412nm
에서 2분간 15초의 간격으로 흡광도의 증가를 측정
Protocol 14. Glutathione (Oxidized form GSSG)의 함량 측정
. Post mitochondrial supernatant 100μ L당 2μ L의 2-vinyl pyridine을 가하고 1
분 격렬하게 반응시킴
. 25 ℃에서 60분 방치하여 GSH의 유도체가 형성되면 GSH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남아있는 GSSG 의 양을 측정하여 정량
Protocol 15. 단백질 정량
. 단백질 양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품으로 하여 Lowry 방법으로 505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
Protocol 16. Stellate cell 분리 및 배양
. Stellate cell은 hepatocyte분리와 비슷하게 adult male SD rats(500-600g)의
간을 분리하여 pronase와 collagenase를 이용하여 in situ perfusion에 의해 분
리함
. Friedman(1993)의 방법에 따라 세포현탁액을 97% homogenity까지 순수 분리함
. 배양시 10% calf serum과 10% horse serum을 함유한 medium 199에서 현탁시키고

1.5x105/cm2의 농도에서 plate 시킴
Protocol 17. Kupffer cells 분리 및 배양
. Kupffer cell의 분리는 Kita 등의 방법을 이용함
. Syringe를 문맥정맥에 넣고 Ca과 Mg이 없는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200 U/mL penicillin, 200 g/mL streptomycin) 10mL로 10mL/min
속도로 환류하고 다시 10mL의 HBSS로 환류함
. 0.05% collagenase와 HBSS로 세 번째 환류를 한 후 간을 무균상태에서 제거함
간을 잘게 잘라 37℃에서 45분간 배양하고 collagenase용액 7mL과 함께 조직을
150mesh screen에 통과시키고 37℃에서 45분간 배양함
. 간부유액을 gauze를 이용하여 여과시키고 500g에서 5분동안 원심분리함
Pellet을 5% FBS를 함유한 HBSS에 부유하고 500g에서 5분 동안 두 번 원심분리함
. 0.05% trypsin을 함유한 HBSS로 반복적으로 pipetting하여 parenchymal cell을
파괴하고 5% FBS를 함유한 HBSS에서 50g에서 2분동안 두 번 원심분리하여 제거
. Nonparenchymal cell은 500g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하여 취합하고 10% FBS를 함
유한 RPMI 3mL로 재부유한 후 두 번 세척하고 RPMI 1mL로 재부유하고 세포수를
계산
. 세포를 plate에 넣고 2시간 동안 부착시킨 후 배양액을 제거한 후 부착세포를
trypsin으로 처리하여 취합

In vitro 시험 protocol 예 (간장해 모델 protocol 예)
Protocol 1. CCl4 급성 간장해 모델
.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를 16시간 절식시킴
. CCl4 혼합액 투여 4시간 전 및 투여 6시간 후 1 % CMC-Na 용액에 현탁시킴
. SD계 흰쥐 수컷에 CCl4 : olive oil 혼합액 (1 : 4 v/v %)을 체중 100당 0.2 mL
씩 복강내 투여
. 양성대조물인 UDCA 및 silymarin의 용량은 각 25 mg/kg/10mL로 경구투여
. 48시간 후에 ether 마취하에 개복하여 복부 대동맥에서 채혈
. 채혈한 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취함
. ALT 및 AST 활성을 Sigma Kit(USA)를 사용해서 측정
Protocol 2. D-Galactosamine 간염 모델
.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수컷에 생리식염수에 용해시킨
D-galactosamine·HCL을 650mg/kg 씩 복강 내

투여

. 24시간 경과 후 ether 마취 하에 개복하여 복부대동맥에서 채혈
. 채혈한 후 원심분리한 후 상징 액을 취하여 ALT 및 AST 활성을 측정
. 양성대조물질인 DDB 및 silymarin의 용량은 각각 37.5 및 25 mg/kg/10mL로 함
Protocol 3. 담즙 울체 모델
.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수컷에 ANIT(α -naphthylisothiocyanate) 100 mg을
olive oil에 현탁시켜 80 m/kg 씩 경구투여
. ANIT 투여 전 2시간, 투여 후 6, 22, 28시간 간격으로 CMC에 현탁시킨
D-galactosamine 간염 모델과 동일
. 약물을 4회 경구투여
. ANIT 투여후 47시간 후에 1시간 동안 담즙을 채취
. 48시간째 복부 대동맥에서 채혈하여 혈청 내 총 bilirubin 치, 담즙 배출량 및
담즙 중 담즙산량 측정
. 혈청내 총 bilirubin 측정 :
Bilirubin kit를 사용하여 담즙에 diphyline 시액과 diazo 시액을 가한 후 혼화
하여 10분 동안 방치
. Fehling 시액을 가해 혼화하여 600nm에서 흡광도 측정
. 담즙 배출량 측정 :
ANIT를 투여하고 47시간 경과 후 urethane (1.5g/kg)을 복강내 주사하여 마취시
킨 후 정중선을 따라 개복
. Bile duct에 catheter를 삽입시켜 담즙을 eppendorf tube에 1시간 동안 취하여,
이 양을 담즙 배출량으로 함
. 담즙산량 측정 :
담즙을 취해 phosphate buffer (pH 6.9)로 희석시켜 total volume을 0.5mL로 함
Irvin 법에 따라 sample에 16N 황산을 가한 후 1 % furfural을 가하고 완전히
혼화시킨 후 65℃에서 정확하게 13분 동안 가열한 후 빠르게 냉각시킴
. 빙초산을 가하여 혼합시킨 후 6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 표준용액으로는 sodium taurocholate을 사용
Protocol 4. Ethionine 지방간 모델
.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암컷에 D,L-ethionine을 생리식염수(2 w/v %)에 녹
여 200 mg/kg 씩 피하주사
. 약물은 ethionine 투여 4시간전, 투여 6시간 후 2회 경구투여
. Ethionine 투여 24시간 경과 후 ether로 마취시켜 간을 떼어내어 간중량, 총지
질량, 중성지질량 및 총cholesterol 치 측정

Protocol 5. Ethanol 지방간 모델
. 20 w/v % ethyl alcohol을 5g/kg씩 매일 오전10시와 오후 6시 2회로 나누어서 9
일간 경구투여,16시간 절식시킨 후 간중량 총지질량, 중성지질량 및 총
cholesterol 치를 측정
. 총 지질량 측정 :
채취한 간조직을 1.15 % KCl 용액으로 균질화하여 얻은 sample을 원심분리
원심분리시켜 얻은 상징액에 Frings법에 따라 농황산을 가한 후 10분 동안 열탕
가열하고 흐르는 물로 냉각
. 이 용액에 농황산과 phospho-vanillin 시액을 반응시켜 잘 혼화하고 37℃에서
15분간 incubation 한 후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
. 표준용액은 olive oil에 ethanol을 가해 사용
. 중성지질 측정 :
채취한 간조직을 균질화하여 얻은 sample을 원심분리
. 원심분리시켜 얻은 상징액에 triglyceride GPO reagent를 사용하여 5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
. 총 cholesterol 측정 :
1.15 % KCl 용액으로 균질화하여 얻은 sample을 원심분리
원심분리 시켜 얻은 상징액을 Libermann-Burchard 반응을 이용하여
ethylacetate-ethanol 혼합용액 ( 1 : 1 )과 잘 섞은 후 원심분리
. 이 상징액 0.5 mL을 취해 0.07 % FeCl3 1 mL을 가하고 잘 섞은 다음 농황산 1
mL을 가하고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Protocol 6. CCl4 만성간장해 모델
. 체중 200g 내외의 SD계 흰쥐 수컷에 CCl4 : olive oil 40% 용액을 0.5 mL/kg 용
량으로 6일간 경구투여
. 7일째부터 시험약을 1 % CMC 용액에 현탁시켜 CCl4 혼합용액 투여 4시간 전 및
투여 후 4시간에 CCl4와 함께 8일간 병용 투여
. 마지막 투여 24시간 후에 동물을 ethyl ether 마취하에 복부대동맥으로부터 채
혈하고 치사시켜 혈액내 ALT및 간조직 내 triglyceride, total protein 및
hydroxyproline 양을 측정

(3) 간기능 관련 인체적용시험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는 임상적, 생화학적, 면역혈청학적, 조직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간세포 (hepatocytes)에서 생산되는 효

소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단백들과 이와 관련된 물질들을 측정하는 화학검사를 간
기능 검사라 하고 이는 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한두 가
지의 검사로 간 기능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측정하여 종합 판정함으로써 간기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사기능, 합성기능, 배설기능, 담즙분비기능 등의 간의 여러 질환별로 인
체에서 활용가능한 biomarker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Table 2.간의 기능별 활용 가능한 biomarker
분류

검사종목

AST(aspartic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LP(alkaline phosphatase),
γ -GT(gamma-glutamyl transferase),
간 및 담도계 ADH(alcohol dehydrogenase), ChE(cholinesterase),
5`-NT(5-nucleotidase), LAP(leucine aminopeptidase),
기능관련
LDH(lactic dehydrogenase), MAO(monoamine oxidase),
효소
LCAT(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SDH(sorbitol dehydrogenase), GDH(glutamate dehydrogenase),
OCT(ornithine-carbamoyl-transferase), ICD(isocitrate
-dehydrogenase),guanase
간 및 담도계 bilirubin, urobilinogen, xenobiotics (bromosulfophthalein,
Indocyanine green, caffein, MEGX(monoethyglycyl xylidide))
배설능

단백합성

albumin, prealbumin, immunogolbulins,
ceruloplasmin,
alpha-antitrysin,beta-microglobulin,
alpha-Fetoprotein, carcinoembryonic antigen

응고관련

fibrinogen, prothrombin time,
PIVKA(비타민 K 결핍 또는 비타민 K 길항제에
의해 유발되는 단백)

지질관련

lipoprotein electrophoresis, cholesterol,
bile-acids,phospholipid,triglyceride,LP-X
(lipoprotein-X)

간 합성능

간 대사능

ammonia, galactose elimination, alpha-ketoglutaric
pyruvic acid,citric acid, glucose tolerance

acid,

간기능의 이상 및 더 나아가 질환 상태가 되면 위의 biomarker 들의 특징적인 변
화가 나타남이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중에는 상당부
분 건강기능식품의 적용대상과 무관한 중증의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다.

Table 3. 간 및 담도계 기능 이상 관련 Biomarker의 변화
간기능 이상
간염 경과관찰
만성간염

검사명
AST, ALT 수치변화
ALT, AST , γ -GT , ALP 수치증가, ALT>AST

알코올 남용 관찰

γ -GT 수치변화

알코올성 간질환

γ -GT, AST, (ALT, LDH) 수치증가, AST>ALT

알코올성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
원발성 간암

ALT, AST 수치증가, AST>ALT, MCV, γ -GT 수치증가
ChE 수치감소
ALT, AST , (ICD, γ -GT, LDH) 수치증가,
바이러스 혈청검사
ALP, AFT, LDH, γ -GT 수치증가

폐쇄성 간질환의
경과관찰

bilirubin 수치변화

간염 경과관찰

AST, ALT 수치변화

만성간염

ALT, AST , γ -GT , ALP 수치증가, ALT>AST

알코올 남용 관찰

γ -GT 수치변화

알코올성 간질환

γ -GT, AST, (ALT, LDH) 수치증가, AST>ALT

알코올성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
원발성 간암
폐쇄성 간질환의
경과관찰
간독성 약물
추적관찰

ALT, AST 수치증가, AST>ALT, MCV, γ -GT 수치증가
ChE 수치감소
ALT, AST , (ICD, γ -GT, LDH) 수치증가,
바이러스 혈청검사
ALP, AFT, LDH, γ -GT 수치증가
bilirubin 수치변화
AST, ALT 수치변화
ALT, AST 수치증가, AST>ALT, albumin 수치감소,
total bilirubin 수치증가, PT 수치감소

간경변
원발성 billary
cirrhosis
지방간
담석

ALP, anti-mitochondrial Ab 수치증가
ALT, AST, Triglyceride 수치증가
bilirubin, ALP, ALT, AST 수치증가

담즙울체

bilirubin, ALP, γ -GT, (5·-NT, ALT, AST) 수치증가

여러 biomarker들이 group을 이루어 변동하는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에 group화된
관찰이 인체에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며 각
각의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의 평가기준으로서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다.간의

기능

평가에

활용되는

biomarker들은 선별검사, 진단을 위한 검사, 중증도 판정을 위한 검사, 경과 관찰
을 위한 검사, 치유판정을 위한 검사 등의 목적에 부응하여 검사항목의 조합이 다
소 다르다. 아래 표에 상기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group 검사의 예를 정리
하였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자동화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동임상화학분석기로 분석
이 가능하다.
Table 4. 간관련 biomarker의 group 검사
검사목적
검사항목
Total Bilirubin

건강관리
●

간장애
중증도
황달감별
경과관찰 치유판정
진단
판정
●

Direct .Bilirubin

●

●

●

○

●

○

총단백

●

●

●

●

Albumin

●

●

●

●

Cholinesterase

○

○

●

●

단백분획

●

●

●

●

○

AST, ALT
Alkaline

●

●

●

●

●

●

●

●

●

○

○

●

●

○

○

●

●

Phosphatase
γ -Glutamyl
transferase
Lactate
dehydrogenase
ICG

○

●

혈액응고인자(PT)

●
●

총 Cholesterol

●

HBs 항원

●

○

○
○

●

●

요 Bilirubin

●

요 Urobilinogen

●

위의 biomarker 들을 평가할 때 위음성 또는 위양성으로 나오게 하는 약물적인 요
인들이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인체적용시험의 피험자 선정에서 이러한 위음
성/위양성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이러한 약
물들을 복용할 소지가 없는 피험자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Table 5. 간기능 biomarker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간실질
장애를
반영하는
검사 - AST,
ALT, LDH,
Bilirubin

항결핵제
항생물질

화학요법제 Sulfa제, Antimony제, Benermid(probenecid)
진정제

간, 담도
장애를
반영하는
검사 - ALP,
γ -GT,
Bilirubin

PAS(para-aminosalicylic acid), Pyrazinamide,
Ethinnonamide
Tetracycline, Erythomycin, Chloramphenicol,
Oxacillin, Penicillin

Diphenylhydantoin, Indusil, Butazolidein,
Chinchophen, Biluptin,
Ferastin, Phenobarbatal

항갑상선제

Thiouracil, Propylthiouracil

당뇨병
치료제

Tolbutamide (sulfonylureas)

항종양제
마취제

6MP, Urethan, Nitrogen mustard
Chloroform, Ether, Fluorescein, cyclopropane

steroid제

Methyltestosterone,Norethandrolone,
Estrogen(contraceptive)

항생물질

Novobiocin, Refampin

기타

Phenothiazines, Colchicine

가. 간질환에 사용되는 효소검사
간질환에

사용되는

효소로는

aminotransferase(transeaminase),

alkaline

hosphatase(ALP), gamma-glutamyl transeferase(γ -GT)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된
다. 일반적으로 GOT 및 GPT라고 부르던 효소인데, 이를 각각 AST, ALT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는 1954년 LaDue 등이 심근경색에서 AST 활성 증가를 확인하고 뒤
이어 1955년 Wroblewski 등이 간염에서 AST, ALT 증가를 확인한 것이 시발이었
다. 이들 효소 활성치의 증가는 세포장애 정도와 비교적 상관성이 좋을 뿐만 아
니라 다른 혈중 유출 효소에 비하여 예민하게 변동한다. 또한 AST와 ALT 증가 태
도에 따른 차이로 간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과의 감별 등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Aminotranseferase (AST, ALT)
이들 효소 활성치의 증가는 세포장애 정도와 비교적 상관성이
장

점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혈중 유출 효소에 비하여 예민하게
변동한다.또한 AST와 ALT 증가 태도에 따른 차이로 간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과의 감별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단 점

참 고 치

어떤 시점의 혈청 AST, ALT 활성으로 장애 크기를 알 수는없다.

AST(37℃): 성인8-35 IU/L, 유아 9-80 IU/L
ALT(37℃): 성인10-40 IU/L, 유아 7-40 IU/L

Aminotransferase는 어떤 조직에도 존재하는 효소로 세포내 활성치는 혈청 내 효
소 활성치보다 크다. 따라 조직에 장애가 생기면 혈중으로 효소가 유출하여 혈청
효소활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효소의 분자량은 약 100kDa으로 크기 때문에 장애
를 받은 세포에서 혈류 중으로 이행하는 데는 해부학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
므로 조직에 농도가 현저하게 높고, 혈중으로도 유출이 쉬운 혈행 구조를 갖고
있는 심근, 간, 근육, 혈구에 장애가 있으면 혈청 효소활성은 증가하지만 다른
장기에 손상이 있으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AST, ALT는 세포질 분획과 분획에 국재하는 2종류의 isoenzyme이 있다. 그리고 각각
의 효소는 vitamin B6와 결합하는 holoenzyme과 vitamin B6와 결합하지 않는
apoenzyme으로 나누는데 임상적으로 일상 측정되는 것은 holo type AST 및 ALT이다.
임상적 의의:
조직이 손상된 경우의 혈중 효소 활성치는 손상 범위, 조직 내 효소 함량, 혈중
으로의 유출조건, 효소활성의 안정성, 혈중 효소의 반감기 등에 의하여 결정된
다. 따라서 어떤 시점의 혈청 AST, ALT 활성이 장애 크기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
니다. AST, ALT의 상대농도는 조직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조직에서도 병
적 상태에 따라 효소활성 수준은 변동하는 것이다. 또한 혈중 반감기는 AST가
ALT보다 짧다. 그러므로 AST, ALT 활성치와 AST/ALT비의 시간적인 추이를 추적하
여 진단 내지 예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AST, ALT 활성이 이상을 보이는 질
환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Table 6. AST 및 ALT의 활성 이상을 보이는 질환
전격성 간염
급성간염

AST > ALT
초기 AST > ALT

(virus성, 중독성)
급성순환부전

진행기 ALT > AST
AST > ALT

만성간염

ALT > AST

Alcohol성 간염

AST > ALT
AST > ALT

담즙울체

(단 간세포 장애형이 순수한

고도 증가
(500 IU/L
이상)

울체형보다 높다.)
AST > ALT

중증도 증가
(100~500

심근경색

IU/L)

(단 shock를 수반한 경우 더욱
증가한다.)
AST > ALT

경도 증가

근질환

(질환 type에 따라 활성 증가는

용혈성 질환

다르다.)
AST > ALT

만성간염
지방간

ALT > AST
AST > ALT

간경변
간암

AST > ALT
AST > ALT

Table 7. 장기별 AST, ALT의 활성분포
장기
심근
간
골격근
신장
취장
비장
적혈구
혈청

AST
156000
142000
99000
91000
28000
14000
1600
20

ALT
7000
44000
4800
19000
2100
1200
240
16

AST와 ALT의 상호관계:
AST와 ALT의 이상치를 해석할 경우, 언제나 이 두 효소의 상호관계를 유의할 필
요가 있다. AST, ALT는 거의 모든 세포에 함유되어 있으나 장기별 분포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종 질환에서 AST, ALT 활성이 증가하는 태도 역시 차이를 보인다. 이

효소들은 거의 모든 장기에 존재하며 이 중 AST는 심장, 간, 골격, 혈구 내에 주
로 존재하고, 80%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 이에 비해 ALT는 주로
간에 분포하고 세포질에 존재한다. 경증의 간세포 손상시에는 세포질내의 AST 및
ALT가 증가하나 중증의 간세포 손상시에는 미토콘드리아의 AST가 증가하여
AST/ALT비도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근육질환에서는 AST 활성
증가가 큰데 반해 ALT 활성은 정상 또는 약간 증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간질환에서 AST, ALT의 증가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이 간질환의 감별 진단
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간질환 진행 중의 변동 pattern을 파악하는 것이 절
대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AST, ALT 분자량의 차이나 혈중 소실시간 (AST가 짧다)
등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심근경색:
심근경색에서 혈청 AST는 발작 후 약 24시간에 최고활성을 보인다. ALT는 shock
로 간이 손상받지 않는 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협심증에서는 혈청 효소
활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감별 진단에 유용하다. 그러나 심근경색인 경우 CK 및
LDH isoenzyme이 AST보다 검출 감도와 특이성이 좋다.
간장애:
간에는 효소 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효소의 혈중 유출이 용이
하기 때문에 혈청 AST, 특히 ALT는 간장애의 예민한 검사라 할 수 있다. 정상 간
세포의 상청 분획에서는 AST<ALT이다. 게다가 AST는 혈중 반감기가 더 짧으므로
간장애에서는 타장기 질환과 달리 혈청 효소는 AST < ALT로 된다. 그러나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에서는 혈류장애로 병적 세포내의 효소활성은 AST > ALT로 그 결과
혈청 효소활성도 AST > ALT인 경우가 많다. 담즙 울체성 병변에서는 AST, ALT 증
가와 비교하여 γ -GT 및 ALP 활성증가가 현저하다.
알코올성 간질환인 경우에는 mitochondrial AST가 증가하여 총 AST에 대한
mitochondrial AST의 비율이 증가하며 AST/ALT 비가 증가한다. 정상적으로
AST/ALT 비는 1 또는 1보다 약간 높으나, 알코올성 간질환에서는 3~4정도이고,
급성간염인 경우에는 1미만이다. ALT는 AST보다 간질환에 더 특이적이기 때문에
헌혈자 혈액 선별검사에 사용된다. 이에 비해 AST는 간독성 간염을 추적 관찰하
는데 사용된다. 특별한 증상없이 aminotranseferase가 증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알코올, 약물,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비 알코올성 지방간, 과체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 참고치:
AST, ALT 활성이 기준범위는 측정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AST

8~32IU/L, ALT 4~30IU/L을 기준범위로 이용한다.
AST, ALT 활성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
고, 임신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다. 그러나 연령은 30세 이하와 30세 이상에서는
후자가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다. 운동부하에서는 약간 증가한다. (AST>ALT)
AST (37℃): 성인8-35 IU/L, 유아 9-80 IU/L
ALT (37℃): 성인10-40 IU/L, 유아 7-40 IU/L
Alkaline phosphatase (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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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는 간담도계 질환, 골질환 등에서 증가하며
임상적 의의는 크다.
혈중에 나타나는 것은 간성, 골성, 태반성,
소장성, 종양생산성 등의 각기 다른 isoenzyme이 있다.
1-12세: <350 IU/L

참 고 치

12-15세: <500 IU/L
성인: 25-100 IU/L

이 효소의 작용은 alkaline hydrolysis 이며 혈중 ALP는 주로 간 및 뼈에서 유래
된 것이고 20%미만이 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면 된다. 혈청 중 ALP는 56℃에서
빠르게 변성되나 낮은 온도에서 비교적 안정하다.
Alkaline Phosphatase (ALP)는 생체내에 널리 분포하지만 혈중에 출현하는 것은
한정된 장기의 ALP에 의한 것이다. 흡수·분비가 활발한 부위에서 ALP가 풍부하여
통상 밖으로 배설 된다. 예를 들면 요에는 신성 ALP, 변에는 소장성 ALP, 유즙에
는 유선성 ALP, 담즙에는 간성 ALP 등이다.
ALP는 isoenzyme이 존재하는데, 혈중에 나타나는 것은 간성, 골성, 태반성, 소장
성, 종양생산성 등의 isoenzyme이 있다. 혈중 ALP 활성은 isoenzyme의 총화이고
이상 활성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기영동법으로 분석하여 어느 성분이 증가하
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상적 의의:
ALP는 간담도계 질환, 골질환 등에서 증가하며 임상적 의의는 크다. 간담도 질환
에서 ALP가 증가하는 것은 담관계에 병변이 파급된 경우이고, 이 경우 r-GT,
ALT, 5`-nucleotidase 등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들 효소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간 이외의 ALP가 증가한 경우이다.
골질환으로 인한 ALP 증가는 골신생이 있는 경우이고, 주로 골파괴가 일어나는

질환에서도 증가하지만 골 파괴에 수반하여 골신생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
는다. 그리고 ALP가 이상 감소치를 보이는 질환에는 선천성 hypophosphatasia가
있다.
간질환에서 고도의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주로 담즙 울체, 공간 점유성 병
변 (종양, 담석, 농양)에 의한 경우이다. 그러나 중등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수동성 간 울혈, 황달을 일으키는 간 손상(경도의 담즙 울체)등이다. 장에서 유
래된 ALP는 간경변의 80%에서 증가 된다. 그 외에 골질환 중에서는 Paget병에서
참고 상한치의 10-25배 이상 높게 올라가며, 구루병에서는 2-4배의 상승을 보인
다. 임신3기의 여성에서 정상의 2-3배의 증가소견을 보인다.
참고치: 1-12세 (<350 IU/L), 12-15세 (<500 IU/L), 성인 (25-100 IU/L)
γ -Glutamyl transpeptidase
고도로 증가되어 있다면 만성 담즙울체일 것이고 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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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성 간경변증이나 경화성 담관염을 추정 진단할 수 있
경도의 증가인 경우에는 알코올, 과체중, 약물투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

급성 간염이나 임신 때는 증가하지 않는다.
여성: 1-24IU/L
남성: 2-30IU/L

γ -GT는 glutathione에서 free amino acid로 glutamyl group의 전이를 촉매하여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의 수송을 조절한다. 신장에 가장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
으나 혈청 γ -GT는 주로 간에서 유래된다. 간질환에서는 alkaline phospatase와
비슷하게 변화한다.
임상적 의의:
γ -GT가 10배 이상으로 고도로 증가되어 있다면 만성 담즙울체일 것이고, 원발성
담도성 간경변증이나 경화성 담관염을 추정 진단할 수 있다. 경도의 증가인 경우
에는 알코올, 과체중, 약물투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급성 간염이나
임신 때는 증가하지 않는다. ALP가 생리적으로 임신 때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
다.
참고치: 여성 (1-24IU/L), 남성 (2-30IU/L)

Alcohol Dehydrogenase, A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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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는 소엽 중심부의 간장애로 활성이 증가되므로 소엽
주변부에 존재하는 LDH나 ALT 활성 증가 정도와 비교하여
간병변의 주요 장소가 소엽의 어느 곳이 우위인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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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측정계에 따라 정상치에 차이를 나타낸다
69.3±35.4 U/mL

Alcohol Dehydrogenase(ADH)는 methanol, ethanol, propanol, butanol 등의
alcohol에서 aldehyde로의 산화를 촉매하는 효소로 조효소 NAD+는 전자 수용체이
다.
ADH는 다수의 isoenzyme 이 있는데, ethanol을 기질로 사용하여 활성을 측정할
경우, 이 효소의 생체내 분포는 95%가 간이고, 타장기는 위점막, 신장, 고환,
뇌, 망막 등에서 약간의 활성이 나타날 뿐이고 간세포 내에서는 세포질에 존재한
다. 또한 간의 소엽내 분포는 중심정맥주위의 소엽 중심부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ALT나 LDH 등과 마찬가지로 간의 유출효소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혈청에서 이 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일은 간세포의 장애 정도, 특히 간
소엽 중심부의 간세포 장애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검사이다. 또한 alcohol 대사와
관련하여 혈청 ADH 활성은 변동하지 않는다.
임상적 의의:
ADH 활성은 급성간염에서는 이환 초기에 현저하게 증가하고, 회복기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AST, ALT 보다 조기에 정상화되는 예가 많다, 순환장애나 shock 등의
간 소엽 중심부에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에서는 특히 고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Mezey 등은 간내 담즙울체증에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효소의 임상
적 의의로는 간의 유출효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효소활성이 증가하는 질환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감소치를 보이는 것은 특
별한 임상적 의의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ADH는 간 소엽 중심부의 세포질에 국재하는 효소인데 동부위의
간세포 변성·괴사로 인하여 혈중에 유출된다. 조직 소견 중 간세포 괴사정도와
혈청 ADH 활성과는 분명한 상관성을 보인다.
혈청 ADH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세포 장애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질
환이나 shock 등 간의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 검사를 권한다. ADH는 소엽
중심부의 간장애로 활성이 증가되므로 소엽 주변부에 존재하는 LDH나 ALT 활성

증가 정도와 비교하여 간 병변의 주요 장소가 소엽의 어느 곳이 우위인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다.
Mitochondria에 존재하는 효소인 GLDH (소엽 중심부)와 OCT (소엽주변부)을 동시
에 측정하면 더욱 장애가 소엽 내 국재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Table 8. 각종 간질환에서의 혈청 ADH 활성(U/mL)
급성 간염

at onset

1533.3 ±184.1

at convalescent stage

113.3±12.5

아급성 간염
만성 간염
Alcohol성 간염

112.5±12.5
persistent

152.5±2.5

aggressive

222.0±123.0

acute

927.0±367.2

chronic

45.0±31.8

Alcohol 중독

158.9±111.2

Alcohol성 간경변

58.0±27.3

간경변증

active stage

58.8±34.2

폐색성 황달

77.0±18.9

정상

69.3±35.4

참고치:
혈청 ADH 활성 측정은 기질로 ethanol, 조효소로 NAD를 사용하여 일정시간 반응
시킨 후, NAD에서 생성된 NADH를 산출하여 활성치를 구한다. 이제까지 보고자에
따라 측정계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상치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Mezey 등은
건강인에서 ADH 활성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Kato 등은 반응계의 최적조
건을 검토하고, 또한 원심분석기를 사용하여 건강인은 1.6±1.2㎛/L min 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ujisawa 등은 thioNAD를 조효소로 사용하여 감도를 크게 하
여 건강인은 67±32U/mL 라고 보고하였다.

Lactate dehydrogenase (LDH)
LDH와 ALP가 함께 많이 증가하고, 대신 aminotransfera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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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로 전이성 암이 간에 존재하는
것을의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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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에서 총 LDH의 활성도가 증가하기는 하나, 비특이적이라
유용하지 않다.
L→ P, 37℃: 125~225IL/L

LDH는 거의 모든 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한다. 조직에서 발견되는 양은 혈중 양보
다 약500배 이상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 시 혈중농도가 바로 상승하게
된다. 이 효소는 5가지의 isoenzyme이 존재하는데 심근, 신장, 적혈구 등에서는
전기 영동상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분획인 LDH-1, LDH-2가 우세하고 간이나
근육조직을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LDH-4, 5가 우세하다. LDH-3는 내분비선, 비
장, 폐, 림프절, 혈소판 등에 풍부하다.
임상적 의의:
간질환에서 총 LDH의 활성도가 증가하기는 하나, 비특이적이라 유용하지 않다.
다만 LDH와 ALP가 함께 많이 증가하고, 대신 aminotransferase는 증가하지 않는
다면, 이는 주로 전이성 암이 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다.
LDH4 및 LDH5는 간 및 골격근에 존재하여 간질환을 시사하기도 한다.
참고치: L→ P, 37℃ (125-225IL/L)
Cholinesterase(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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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ChE 활성은 간실질 세포 장애와 그 기능 회복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ChE의 생리적 의의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아래 참고

체내에는 Cholinesterase(ChE)가 존재한다. 하나는 true ChE 또는 acetyl
cholinesterase (AChE)라고 한다. 신경조직이나 근육에 있는 acetylcholine을 특
이적으로 가수분해하여 신경자극 전달에 관여한다. 적혈구에도 있는데 생리적 의
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pseudo ChE 또는 간단히 ChE 라고 한다. 혈청,
간, 췌장에 존재하여 지방산 cholinester, 방향족 cholinester, 마취에 이용되는

procaine이나 succinic acid의 cholinester 등을 광범하게 가수분해한다. 이 ChE
의 생리적 의의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ChE 활성 증가는 생산이 항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간일 때 ChE 활성이
증가하는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ChE는 하나의 단백질로 영양상태의 개선이
나 과잉상태에서 생산이 왕성해지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지방간에서는 지
질대사가 항진되어, ChE는 VLDL에서 LDL에 이르는 경로에서 이것과 결합하여 LDL
로 되는 단계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생각이나 지질대사 항진으로 생긴
acetylcholine을 처리하기 위하여 ChE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증후군에서는 저분자 albumin은 요로 배설되지만 ChE는 나가지 못하는 것과 지
질대사 항진에 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감소 원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한 단백 합성능력의 저하를 우선적으
로 들 수 있다. 다만 이형 ChE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 정상적인 ChE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감소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측정 의의:
ChE는 간에서 합성되어 혈중에 방출된다. 혈청 ChE 활성은 간실질 세포 장애와
그 기능 회복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또한 신증후군을 제외하고는 혈청 albumin과
상관성이 좋아서 간세포의 단백 합성기능의 지표가 된다. 간세포 장애 시 혈청
ChE 활성 감소는 다른 간기능 검사와 비교하여도 예민한 것은 물론 조기에 나타
난다. 일반적으로 미만성(전체적인) 간실질 장애에서 감소하고 국한적인 병변에
서는 현저하지 않다.
간질환이나 암에서는 적혈구의 AChE도 감소하지만 AChE가 간기능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에서 적혈구 AChE 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예후와 관계가 있음이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망상적혈구 또는 유
약적혈구는 성숙적혈구와 비교하면 AChE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임상적 의의:
임상적으로 일상 시행하는 측정은 혈청 ChE 검사이다. 최근에는 적혈구 AChE도
임상 진단학적 의의가 커지고 있다.
혈청 ChE 이상은 많은 질환에서 감소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간
실질 장애 뿐만 아니라 중증 소모성질환, 악성종양, 중증 결핵, 혈액질환, 기타
많은 질환에서 2차적으로 ChE 활성이 감소한다. 신증후군에서 혈청 ChE 활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신장에서 대량 상실되는 albumin을 보상하기 위하여 간에서
albumin 합성이 촉진되는 동시에 ChE가 평행하게 생산이 증가되어 혈중에 정체하
기 때문이다. 선천성 이형 ChE증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 선천성 이형 ChE
증에서는 ChE 합성이 감소된다. 수술에 사용되는 succinylcholine 등의 근이완제

는 통상적으로 혈청 ChE에 의해 분해, 해독되는데 선천성 이형 ChE증에서는 분해
하지 못하므로 천연성무호흡(protracted)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 전에 혈청 ChE 활성을 측정해야 한다.
혈청 Cholinesterase 활성이 감소하는 질환:
간질환 : 간경변, 만성간염, 간암, 급성간염 등에서는 혈청 ChE가 현저하게 감소
한다. 혈청 ChE의 활성 저하는 간실질 세포 장애 및 그 기능회복과 평행하게 변
동한다. 즉 간세포의 단백 합성기능과 관련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간세포장애에
있어서 혈청 ChE 활성저하는 다른 간기능 검사보다 가장 예민하고 또한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미만성 간실질 장애에서 감소하는데, 간농양과 같은 국한성
병변에서는 ChE 활성 감소가 현저하지 않다. 담도폐색 경우는 악성종양에 기인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인 경우가 많다. 그밖에 2차적으로 신기능 간기능 저
하 또는 영양불량에 의해서도 혈청 ChE 활성 저하를 초래한다.
참고치:
기

질

측

정

법

정 상 범 위

Acetylthiocholine

DTNB 법

1900-3900 IU/L

Benzoylcholine

효소법

782-1494 IU/L

o-Toluoycholine

효소법

300-750 IU/L

p-Hydroxybenzoycholine

rate 법

185-431 IU/L

Butyrylthiocholine

DTNB 법

3500-6600 IU/L

2,3-Dimethoxybenzoylcholine

DTNB 법(30℃)

72-146 IU/L

Acetylcholine

Phenol Red 비색법

0.8-1.1

pH/h

나. 간담도계 배설능
빌리루빈(Bilirubin)
포합 빌리루빈이 혈중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에서 담도로 배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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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폐쇄성 황달로 볼 수 있고, 비포합 빌리루빈이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에서의 포합이 되지 않는 간실질성 질환을 의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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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치

용혈성빈혈과 같이 적혈구가 과도히 파괴되는 경우에도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된다.
Total bilirubin: 0.2-1.2mg/dL
Direct bilirubin: 0-0.2mg/dL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의 구성성분인 heme의 대사산물이다. 빌리루빈의 약 3/4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외에 다른 heme 단백, 즉 catalase,
cytochrome P-450, myoglobin 등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빌리루빈은 유기 음이온으로서 물에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생성 후에 혈중 알부
민과 가역적인 이온결합을 하여 간으로 운반된다. 간에 도달한 빌리루빈은 알부
민과 분리되어 간세포에 섭취된다. 여기서 두 분자의 glucuronic acid에 의하여
포합(conjugation)되면 수용성으로 변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효소가 UDP
glucuronyl transferas이다. 포합 빌리루빈은 간세포로부터 담도로 배설되게 된
다. 장으로 배설된 빌리루빈은 장내 세균에 의해 산화되어 더욱 대사되어
urobilinogen으로 변화된다. 이중 일부는 배설되고 상당량은 다시 장에서 흡수되
어 소위 장간 내 순환 (enterhepatic citculation)을 하게 된다. 흡수된
urobilinogen 중 일부는 소변으로 배설된다. Heme으로부터 만들어진 직후의 포합
되기 전의 빌리루빈을 비포합 빌리루빈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비포합 빌리루
빈은 혈중에 증가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알부민은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 반면 비포합 빌리루빈은 뇌, 태반, 장, 담
낭을 자유로이 통과한다.
임상적 의의:
용혈성빈혈과 같이 적혈구가 과도히 파괴되는 경우에는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된
다. 간염이나 간경화증 때는 빌리루빈의 흡수, 포합, 배설 등 모든 기능이 저하
되는데 특히 배설장애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포합 빌리루빈이 담관으로 배설되지
못하면 혈중으로 역류되어 혈장이나 요의 빌리루빈이 증가되는 것이다. 빌리루빈
은 네 가지 분획, unconjugated; monoconjugated; diconjugated; covalently

bound to albumin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bilirubin은 biliprotein 또는
bili-albumin이라 불리기도 하며, 알부민과 공유 결합한 것으로, 정상적으로는
매우 적은 농도이지만 폐쇄성 간질환인 경우에는 증가한다. Bili-albumin은 신장
으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늦다. 그래서 이러한 간질환 환자에서는 간기
능의 회복 속도에 비해 황달 회복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요빌리루빈 양성이라는
것은 포합 빌리루빈이 증가된 것을 뜻한다. 또한 이 검사는 약간의 황달만 있어
도 혈중의 황달 발현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검사 결과를 신속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질환의 좋은 선별검사가 될 수 있다. 요빌리루빈이 양성이면 간담
도계 질환을 강하게 시사한다. 빌리루빈요증 없이 빌리루빈혈증만 있으면 이는
비포합 빌리루빈 혈증일 가능성이 크다.
포합 빌리루빈이 혈중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에서 담도로 배설이 되지 않는 폐
쇄성 황달로 볼 수 있고, 비포합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에서의 포합이
되지 않는 간 실질성 질환을 의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비포합 빌리루빈의 생
성이 많아지는 것이 용혈성 빈혈이나 비효율적 적혈구 조혈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외에 간세포 효소인 glucuronyl transferase활성의 감소나 결핍으로 인한
Gilbert증후군이나 Crigler-Najjar 증후군 등이 비포합 고빌리루빈 혈증을 나타
낸다.
참고치: Total bilirubin (0.2-1.2mg/dL), Direct bilirubin (0-0.2mg/dL)
유로빌리노겐 (Unobilinogen)
요중 유로빌리노겐은 간기능장애, 용혈에 의한 빌리루빈생성 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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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비 등의 장내용물 정체시에 증가하고, 총담관 폐색이나 간세
포성 황달의 절정기 등에서 빌리루빈의 장내배설이 심하게 장애를
받은 경우에 감소 또는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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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중 유로빌리노겐 배설량은 개인차가크고 일내 변동도 현저하다.
유로빌리노겐 2시간 정량치인 기준치는 0.03~0.97unit/dL (평균치
0.46unit/dL), 1 unit 이상을 병적으로 해석한다.

유로빌리노겐은 간에서부터 담도로 배설된 빌리루빈이 장내의 세균에 의하여 산
화되어 생성된다. 이 유로빌리노겐은 장에서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주로 소변
으로 배설된다. 그러므로 유로빌리노겐이 0.2~1mg/dL(요시험지 검사상 +/- 또는
trace)나오는 것은 정상이고, 만일 검출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폐쇄성 간질
환을 시사하게 된다.
요의 유로빌리노겐은 빛에 노출될 때 파괴되어 위음성이 될 위험이 있다. 오랫동

안 실내에 방치된 소변은 빛에 의해 유로빌리노겐이 파괴된다. 따라서 소변은 검
체 채취 후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 또한
"broad-spectrum" 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장내에 세균총이 파괴되어 유로
빌리노겐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 단백 합성능
혈청 알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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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치

만성 간질환에서는 알부민 치가 감소하며, 질환의 중증도와
후의 지표로 사용된다.
급성 간질환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5-5.2 g/dL

예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고 반감기는 14~20일이다. 합성속도는 주위 호르몬, 영양
상태, 연령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다.
임상적 의의:
만성 간질환에서는 알부민 치가 감소하며, 질환의 중증도와 예후의 지표로 사용
된다. 그러나 급성 간질환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장질환 또는 위장
관 질환에서 알부민이 소실되면 혈청 알부민 값은 감소한다.
혈청 알부민 감소의 원인은 간에서의 생산저하. 혈관외 손실(유출): 복수, 합병
된

원인:

만성염증,

신증후군,

알부민뇨,

영양실조,

단백손실

장질환,

exfoliative dermatitis, 화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간이 심하게 손상되면
알부민, 프로트롬빈, 피브리노겐 및 여러 단백의 생성이 감소된다. 알부민은 간
에서 합성된다. 알부민은 혈청내에서 긴 반감기(약4~20일)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약 5%만의 대사율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검사는 급성 또는 경도의 간 손상시에
는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하고 만성 간질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해야 된
다.
참고치: 3.5-5.2 g/dL
혈청 글로불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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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만성 간질환에서 혈청 글로불린이 증가한다.
간경화증 때는 다양한 정도로 고글로불린 혈증을 보인다.
이 검사는 특이성이 없어서 간질환의 진단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아래표 참고

면역글로불린 lgA, lgG, lgM등은 림프계에서 생성되고 간의 kupffer세포를 비롯
한 reticuloendothelial system 에 의하여 제거된다.
임상적 의의:
대부분의 만성 간질환에서 혈청 글로불린이 증가한다. 간경화증 때는 다양한 정
도로 고글로불린 혈증을 보인다. 이는 shunting(문합)으로 간에서의 kupffer
cell에 의한 foreign body제거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RES(망상내피계)에 자극
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많은 경우에 lgA가 증가하여
단백 전기영동에서 β -γ

briding 현상을 보인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는

lgG가 증가하고,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에서는 lgG도 약간 증가하지만, lgA가 증
가한다. 그에 비해 원발성 담도성 간경변인 경우에는 lgM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
들 검사는 특이성이 없어서 간질환의 진단에 이용하지 않는다.
참고치:
Body fluid

IgG(mg/dL)

IgA(mg/dL)

IgM(mg/dL)

newborn

700~1,480

0~2.2

5~30

20~60y

700~1,600

70~400

40~230

>60y

600~1,560

90~410

30~360

IgD(mg/dL)

IgE(mg/dL)

0~8

0~380

Ceruloplasmin
장

점

단

점

외상이나 패혈증 이외의 악성종양에서도 증가한다.
13-19세: 남성 150-370mg/L, 여성 220-500mg/L

참 고 치

성인: 남성 220-400mg/L, 여성 250-600mg/L,
임신부 300-1200mg/L

구리를 함유하는 당단백으로서 혈청단백전기영동 검사상 α ₂-글로불린에 속한
다.
임상적 의의:
윌슨병에서 혈중 ceruloplasmin이 감소한다. ceruloplasmin이 감소하는 기전은
제 13번 염색체에서 세포내 ATPase를 생성하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간의 구리
이동 장애를 일으키고, 간세포에서 ceruloplasmin의 분비를 저해시켜 혈중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윌슨병은 사춘기 또는 젊은 성인에서 정신과적, 신경
과적 증상으로 발병하며 간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드물게 만성 간염
또는 급성 간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홍채에 Kayser-Fleischer ring 이 특
징적이나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참고치:

13-19세

(남성

150-370mg/L,

여성

220-500mg/L),

성인

(남성

220-400mg/L, 여성 250-600mg/L, 임신부 300-1200mg/L)
α 1-Antitrypsin (AAT)
장

점

간질환 중 급성간염, 만성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암 등에서 혈중
α ₁-Antitrypsin는 증가 한다.

단

점

급성기 반응물질로 이용될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급성기 반응
단백과 마찬가지로 비특이적이다.

참 고 치

영아: 1.24-3.48g/L
성인: 0.9-2.0g/L

AAT는 혈장에서 α ₁-글로불린의 대부분은 차지하는 단백이며 트립신을 억제하
며, elastin과 같은 serine protease를 억제한다. AAT는 제 14번 염색체의의 pi
유전자에서 생성되며, 유전적 변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mm형이나, z형이나 s형을
보이는 예가 있으며 이런 경우 간세포에서 누적되어 혈중 AAT 농도가 낮아진다.
임상적 의의:
z동형접합체(pizz형)인 경우에는 폐기종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생
아 간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pizz형인 경우에 항상 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어른에서는 주로 폐기종이, 신생아에서는 간염이 발생된다.
참고치: 영아 (1.24-3.48g/L), 성인 (0.9-2.0g/L)
α -Fetoprotein (AFT)
장

점

단

점

참 고 치

원발성 간세포암인 경우 95%에서 AFT가 증가하므로 간암의
진단에 유용하다.
AFT는 태아 때의 주요 혈장 단백이나 그 기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Amniotic fluid (20wks): 5-25mg/L
Maternal serum (20wks): 20-100㎍/L
Newborn: <5mg/L, >18mo: <2㎍/L

AFT는 태아 때의 주요 혈장 단백이나 그 기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출생시
에는 10000ng/mL 정도이다가 생후 1년이 되면 10ng/mL로 감소한다. 약 4%의 탄수
화물을 함유한 glycoprotein으로 single polypeptide chai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량은 약 70kDa이다.
임상적 의의:
원발성 간세포암인 경우 95%에서 AFT가 증가하므로 간암의 진단에 유용하다. 그
농도가 400mg/mL를 넘는다면 거의 원발성 간세포암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아시아인들과 같이 간암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AFT는 선별검사로서
유용하다. AFT는 또한 간암과 간모세포종의 치료 후 추적관찰에 사용된다. 급성
간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참고범위 상한선의 10~20배 정도로 증가할 수 있
다. 만성간염인 경우에 약 10%정도 증가하며, 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상 참고
범위 상한선의 2~3배 정도로 증가한다.
참고치: Amniotic fluid (20wks, 5-25mg/L), Maternal serum (20wks, 20-100㎍
/L), Newborn (<5mg/L), >18month (<2㎍/L)
라. 응고관련
간질환 환자의

75%에서 응고 장애를

동반한다.

대부분의

fibrinogen(factor I), prothrombin (factor II), factor Ⅴ, ,

응고인자,
,

즉

I 등이

간에서 생성된다. 다만, von Willebrand factor는 예외적으로 혈관내피 세포에서
생성된다. 비타민 k 의존형 응고인자는 factor Ⅱ,Ⅶ, Ⅸ, Ⅹ 등으로서 심한 간
질질환 시에 생성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 broadspectrum
antibiotics, 지방 흡수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먼저 장애를 받는다, 간경화증인
경우에는 hypersplenism으로 인해 혈소판까지 감소될 수 있다. Fibrinogen은 양
성 급성기 반응이므로 만성 간질환에서의 감소를 상쇄하기는 하나, 그 기능은 문
제가 있다고 보며, DIC를 동반한 경우에는 농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PT는 간질환의 예후추정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Vitamin k 투여 후
Prothrombin time(PT)의 변화를 보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즉, PT가 교정되면 폐
쇄성 간질환을 의미하고, 교정되지 않고 40% 미만을 유지하면, 전격성, 독성 간
염을 시사한다.

Prothrombin Time

장

점

단

점

참 고 치

후천성 이상으로 인한 PT연장은 간세포 장애로 이들 인자의
단백합성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 즉 양적 결핍과 vitamin k흡 수
장애,신생아기의 vitamin K부족, 폐색성 황달에 의한 장관
의 담
즙 배설장애 들이 있다.
PT단축은 임상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
PT 활성: 80-110%, PT 비: 0.95-1.07

통상 PT는 PTT 및 fibrinogen농도를 측정하여 이를 조합하여 혈액 응고능의 선별
검사로서 이용한다. 이것으로 응고 제1상, 제2상, 제3상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
다. 즉 PT는 Ⅱ,Ⅴ,Ⅶ,Ⅹ인자의 glutaminic acid가 carboxyl화를 저해하여 응고
활성이 없는 단백을 생성하므로 PT는 연장된다. 따라서 PT는 경구 항응혈제의
monitor용으로도 이용된다.
임상적 의의:
PT는 응고기전에 외인계 응고인자와 공통계 응고인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
응고 인자로는 Ⅶ, Ⅹ,Ⅴ,Ⅱ,Ⅰ 인자가 있다. 이들 인자장애로는 감소, 결핍, 분
자이상, 저지물질(항체)등이 있다.
PT연장을 초래하는 질환은 아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
별한다. Ⅱ,Ⅴ,Ⅶ,Ⅹ인자의 선천성 결핍증 또는 이상증이 보고 되었다. 혈우병 B
환자 중에 소뇌조직thromboplastin을 사용하는 PT가 연장하는 증례가 있다. 이것
은 혈우병 B이라하고 일종의 Ⅸ인자 이상증으로 이해하고 있다. 후천성 질환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하였다. 경구 항응혈제 요법의 치료범위는
15~30%이다.
PT연장은 상기인자의 생산저하 또는 질적이상, 소비항진, 외인성 응고과정에 대
한 병적 inhibitor의 출현으로 인하여 초래된다. PT단축은 임상적으로 거의 의미
가 없다. 선천성질환은 상기 각인자의 생간 결핍증이나 기능 이상증이 알려졌다.
기능 이상증이란 항원량은 정상이나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인자가 생산되는 것으
로 fibrinogen, Ⅱ, Ⅶ 또는 Ⅹ인자의 선천성 이상증이 보고 되었다. 후천성 이
상으로 인한 PT연장은 간세포 장애로 이들 인자의 단백합성 자체가 저하되는 경
우, 즉 양적 결핍과 vitamin k흡수장애, 신생아기의 vitamin K부족, 폐색성 황달
에 의한 장관의 담즙 배설장애 들이 있다. 천연 vitaminK 는 장관에서 흡수되는
데 이때 담즙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PT가 연장된다. DIC에서는
응고인자의 소비항진으로 PT가 연장되므로 PT연장은 DIC진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
다. 그리고 현저한 fibrinolysis 항진이 있을 때에는 plasmin에 의해 fibrinogen

이나 Ⅴ인자가 분해되기 때문에 PT가 연장된다.
Table 9. Prothrombin Time을 연장시키는 원인
선천성 유전자 이상
vitamin
에

섭취감소

관여하 흡수불량

는 것
후천성

k

응고인자 생성량 감소, 이상분자 생성

이용불량

생산장애

간세포장애

소비항진

DIC

저지인자

순환

식이 중의 Vk 부족, 장내세균의 Vk 합성장애
설사, 흡수부전증후군, 장내 담즙 감소
Vk 길항제, 간질환

항응고

인자(

SLE(전신성홍반성루프스)

등),

FDP, 이상단백혈증

마. 지질관련
간질환에서 총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간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인 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의 생성 부족으로 비에스테르화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비에
스테르화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원인은 lipoprotein-X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저
비중 지단백에 기인한다. Lipoprotein-X는 주로 비에스테르화 콜레스테롤과 레시
틴이 1:1로 혼합되어 있으며 적은 양의 단백 혼합물이다. Lipoprotein-X의 존재
는 담즙지질의 역류에 의한 것이나 LCAT부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 이
의 측정이 황달의 감별진단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 지단
백 전기영동시 간혹 발견된다. 만성 담즙울체가 있는 경우에는 비에스테르화 콜
레스테롤과 phospholipid의 농도가 증가되는데 황색종과 황색안검이 발현되는 것
과 연관이 있다. 한편 간경화증이나 영양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100mg/L이하고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간세포 손상때 triglyceride 도 중등도로 증가될 수 있는데 이는 lipoprotein
lipase의 간에서의 생성부족에 의한 것이다. Apolipoprotein A1 도 감소한다.

담즙산 (bile acid)
소화관에서 담즙산 흡수에 이상이 있으면 혈청 담즙산 농도는 간기
장

점

능을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간기능 검사의 하나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단

점

식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
Deoxycholic acid: 0.09-0.35㎍/mL

참 고 치

Chebodeoxycholic acid: 0-0.63㎍/mL
Cholic acid: 0.03-0.37㎍/mL

담즙산 (bie acid)은 콜레스테롤의 대사산물이다. Primary bile acid는 간에서
생산되고,

Secondary

bile

acid는

장에서

생성된다.

담즙산은

장간순환

(enterohepatic circulation)을 통하고 간세포에서 bile로 배출된다.
임상적 의의:
간세포 손상 시 혈청 담즙산이 증가되며 담즙산 합성, 포화과정, 배설, 간장 혹
은 장의 섭취에 따라 일차 및 이차장애의 몇 가지 기전을 살펴볼 수 있다.
a. Defective bile acid synthesis: intrahepatic cholestasis, peroxisomal
disorders
b. Abnormalities of bile acid delivery to the bowel: celiac sprue
c. Extrahepatic bile duct obstruction: congenital biliary atresia,
stricture, stone, carcinoma
d. Interruption of enterohepatic circulation of bile acids: external bile
drainage, cystic fibrosis, cholestyramine
e. Bile acid malabsorption: irritable bowel, Crohn's disease
참고치: Deoxycholic acid (0.09-0.35㎍/mL), Chebodeoxycholic acid (0-0.63㎍
/mL), Cholic acid (0.03-0.37㎍/mL)
바. 간 대사능
혈중 암모니아 검사

장

점

단

점

참 고 치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독성 간염, 만성 간염, Reye 증후군 등
어떤 원인으로 간부전증이 오면 암모니아 대사의 장애가 오게 되고
심하면 간성 혼수를 일으키게 된다.
urea로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경우 에
도 혈중 암모니아가 올라갈 수 있다.
15-25 ㎍N/dL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독성을 갖고 있으므로 간에
서 urea로 전환되어 담도, 장을 통해 배설되게 된다. 그러나 간기능에 문제가 있
으면 대사 과정까지도 장애가 오게 되어 혈중 암모니아가 증가하게 된다. 드물지
만 urea로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경우에도 혈중 암모
니아가 올라갈 수 있다.
임상적 의의: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독성 간염, 만성 간염, Reye 증후군 등 어떤 원인으로
간부전증이 오면 암모니아 대사의 장애가 오게 되고 심하면 간성 혼수를 일으키
게 된다. 특히 위장관 출혈, 과도한 단백 섭취, 변비, 감염, 약물, 전해질 및 산
염기 부전, 신부전 등이 있을 때는 간성혼수가 잘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혈중 암모니아 치와 임상증상을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심한 hepatobiliary necrosis가 있을 때에도 암모니아가 많이 증가한
다. 간경화증 환자나 수술로 shunt(문합)가 만들어진 환자에서 암모니아가 증가
되고 hepatic encephalopathy를 초래할 수 있다. 혈중 암모니아치는 혼수상태에
서 증가하고 회복될 때는 신경 증상이 정상화되기 48-72시간 이전에 먼저 정상화
된다. 그러나 혈중 암모니아치와 간성혼수의 정도와는 상관성이 없다.
참고치: 15-25㎍N/dL
사. 당질대사
간은 전신 당질대사의 주요 기관으로서 혈당의 정상적 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장광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대부분이 강에 섭취되어 glycogen으로 합성
되거나 해당계, 나아가서는 TCA cycle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CO₂와 물로 분해되
어 에너지를 생산한다. 또, 포도당의 일부는 오탄당 인산회로에 들어가 지방산
등 각종의 합성에 필요한 NADPH나 핵산의 원료가 되는 리보스를 합성한다. 혈당
이 저하하면 간은 glycogen의 분해와 당형성을 하여 혈중에 포도당을 공급한다.
포도당을 중심으로 한 이 대사계는 아미노산 대사 및 지방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insulin, glucagon, ephinephrin, glucocorticoid 등의 hormone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다.
간실질장애에 있어서는 간의 당대사 이상으로서, 내당능의 저하, 당뇨, 저혈당
등이 보이며, 또 당질의 중간대사 산물인 α -ketoglutaric acid, pyruvic acid,
citric acid 등이 혈중에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경구포도당 시험에는
oxyhyperglycemia와 공복시부하시 모두 insulin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
난다. 간은 또 단당류의 상호변환과 관계가 있으며 과당, galactose 등의 중요한

대사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혈중 galactose는 거의 전부가 간에 섭취되어 대사
되기 때문에 그 부하시험이 간 기능 검사에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다.
Galatose 부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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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의 감별, 지방간과 만성간염과의 감별, 간경변의 예후의 판정등
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시약이 고가이고 조작이 약간 복잡한 결점이 있다.
정상치( M± S.D) 12± 2.6분 (상한시간 17.2분)
(Tengstrom의 방법)

임상적의의:
생체내에 투여된 galactose는 대부분 간에 섭취되어서 galactokinase에 의해
galatose-1-phosphate가 되고 이것은 1) hex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에 의하여 UDP-glucose와 반응하여 UDP-galactose와 glucose-1-phosphte로 대사
된다. (UDP galactose는 epimerase가 작용하여 UDP-glucose로 전환). 간실질장애
시에는 이들 galatose 대사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문맥-대정맥 단락 등에 의해
서도 혈중 galatose의 제거율이 저하하기 때문에 혈중 galatose가 정체하여 뇨중
에 많이 배설된다. 최근에 와서는 특이한 galatose의 효소적 측정법이 개발되어
galatose 부하 시험이 재인식되고 황달의 감별, 지방간과 만성간염과의 감별, 간
경변의 예후의판정 등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으나 시약이 고가이고 조작이 약간
복잡한 결점이 있다.
해독기능검사:
간은 내인성 및 외인성의 여러 가지 비극성물질(독물과 이물)을 무독화, 부활화
또는 포합하여 극성의 화합물로 전환되어 담도계나 신장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된
다. 이상의 대사계는 간세포의 가용 분획이나 각종 소기관에 존재하며 소포체에
서는 산화, 환원, 가수분해, glucouronic acid 포합 등, mitochondria에서는 아
미노산화, H2O₂분해, glycine 및 glutamic acid 포합 등, 가용분획에서는
alcohol, aldehyde, purine body의 산화, acetylation, lactic acid 및
glutathione 포합 등이 이루어진다. 이들 중 소포체의 약물대사 효소계는
cytochrome C 환원효소와 cytochrome P450 에 의한 강력한 산화계로서 여러 가지
물질(steroids,

hormone,

thyroxine,

alcohol)의

대사에

널리

관계한

다.(XH+NADPH+O2→ X-OH+NADP+H2O). 대사산물의 대부분은 -OH, -COOH, -NH2 등의
기를 가지고 glucuronic acid에 포합되어 배설된다. 약물대사 효소계는 barbital

계 약물 등에 의해 유도되어 활성의 상성과 소포체의 다른 대사계의 활성증대를
일으킨다. 또 공통의 양식으로 대사되는 약물간에 경합 저해를 볼 수 있으며 약
물 병용시의 약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간의 해독 대사계는 개체차가 크고 여러 가지 환경인자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다. 종래 간기능검사의 목적으로 phenol (ether sulfate 포합), 장뇌
(glucuronic acid 포합), santonin(산화), benzoic acid(glycin 포합) 등의 부하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간장애에 대한 예민도와 조작의 간이성 등 때문에 현재는
별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또 각종 약물대사시험(chloramphenicol, aminopyrine,
salicylic acid, phenylbutazone, tolbutamide, INH 등)이 있다.
마뇨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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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의 배설기능에 영향을 받는 일이 적으므로 황달시의
간기능 검사에는 적합하다.
마뇨산의 뇨중 배설량은 신기능에 영향을 받으므로 판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뇨중 마뇨산량 0.9g이하인 경우는 마뇨산 합성능력 저하
(이시이 등의 비색법)

임상적 의의:
생체에 투여된 sodium benzoic acid는 간세포에 섭취되어 ATP와 CoA의 존재하에
benzoyl-CoA로 변환되고, 나아가서는 glycin과 포합하여 마뇨산(hyppuric acid)
가 되어 혈중으로 나와 뇨중에 배설된다. 이들의 간내 대사계의 저하, glycin,
조효소의 등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마뇨산합성이 감소하고, 뇨중 배설량이 저
하한다.
이 시험은 담도의 배설기능에 영향을 받는 일이 적으므로 황달시의 간기능 검사
에는 적합하나 마뇨산의 뇨중 배설량은 신기능에 영향을 받으므로 판정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이 시험의 실시에는 근육주사법과 경구투여법이 있으나 전자가 많이 쓰여 지고
있다.
아. 이물배설기능 검사
bilirubin을 비롯하여 BSP, ICG 등의 색소는 혈중에서 albumin과 결합하여 간세
포막을 통하여 섭취되어 세포내의 담체 단백에 의해 대사부위로 이송되어 포합화
등을 받아, 최종적으로 모세담관벽을 통하여 담즙 중에 배설된다. 간세포는 또

이들 색소를 일시 세포내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색소의
간세포에 의한 처리기능의 검사는 현재 간기능 검사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판정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사용된다.
색소의 혈중 소실율(fractional disappearance rate)
색소의 일회 정맥주사 후의 시간과 혈중 농도와의 관계를 편대수 그래프로 소실
곡선을 만들면, 하강곡선은 초기의 급경사의 상(phase) (간세포의 색소섭취를 반
영)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완만한 상(혈중에서의 섭취가 담즙으로의 배설보다 늦
거나, 색소의 혈중 역류 등에 의함)의 2상이 된다. 색소의 주사 직후(0분)의 혈
중 농도를 C0, t분 후의 그것을 Ct로 하면 제1상의 직선은 Ct= C0e-kt 가 된다. K
는 소실율로서 단위시간에 색소가 간에서 청정되는 혈장량의 순환혈장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나게 된다. 소실곡선의 작성에는 수 회의 혈중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색소의 혈중농도 반감시간(T½)을 구하면 Ct 는 1/2 Co가 되어 K=(ln Co-lnCt
)/t=0.693/T½로서 K가 구해진다. 또 제1상 직선 부분의 두 점 t1, t2 의 혈중농
도 Ct1, Ct2를 구하면 K=(lnCt1 - lnCt2 ) / (t2-t1 )으로서 계산할 수도 있다.
혈중정체율 (retention rate)
색소주사 후 t분 후의 혈장농도 Ct 의 0시 혈중농도 C0 에 대한 비율이 정체율
(R)로서, R=(Ct / C0 )*100%가 된다. 0시 농도는 순환혈장량을 체중의 5%로 하여
색소주사량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구항 수도 있다(BSP 시험에서는 10mg/dL, ICG 시
험에서는 1mg/dL). 일반적으로 R은 K와 서로 잘 연관하여 모두 간실질의 기능량
과 잘 평행하며, 또 유효 간혈류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간에 있어서 색소의 최대섭취량(Lm), 비교저장능(S), 최대 배설량(Tm)
색소를 지속주입펌프 또는 점적 등에 의해 간의 색소섭취속도보다 빠른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정맥주사하면서 단위시간의 혈중색소농도의 증가도를 측정하
면 간의 최대색소섭취량(Lm)을 구할 수 있다. 간세포내의 색소 저장능과(S)과 최
대색소배설량(Tm)을 구할 수가 있다.
이상의 간세포의 색소처리기전은 parameter를 측정함으로써 간세포내의 병태의
해명과 진단에 이용할 수가 있으나 현재 임상 검사에 주로 쓰여지는 것은 BSP의
정체율과 ICG의 소실율 및 정체율의 측정이다.
검사법의 선택
주로

간에

의하여

처리,

배설되는

색소에는

phthalein

계의

bromsulphalein(BSP), rose bengal, monoazo 계의 azorubin S, tricarbocyanin

계의 indocyaninegreen(ICG) 등이 있으며, 색소의 간에 의한 처리기능검사법으로
서 상기한 혈중소실율, 정체율 외에 십이지장 tube에 의한 십이지장내 배설량의
측정, 뇨중 배설량과 배설시간 측정 등이 이용된다. BSP시험은 가장 예민한 간기
능 검사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쇼크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ICG
시험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azorubin S는 그 90%가 간에서 배설되며, 독성이 가
장적은 뛰어난 색소지만, 판정이 색소의 뇨중 배설량과 배설시간에 의하여야 하
므로 번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Bromsulphalein(BSP)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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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정체율, 45분치 % : 3.1±1.7

Bromsulphalein을 정맥주사하면 혈장단백과 결합하여 70-80%는 간에 섭취되고,
glutathion 포합을 받아 일부의 유리형과 함께 담즙 중에 배설된다. 또 약 2%는
신장으로부터 배설되고 그 외에는 망내계(網內系) 등에서 분해된다. BSP 시험은
주사후 30분 또는 45분의 혈중 정체율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BSP시험은
혈중 bilirubin이 3-5㎎/㎗이상인 경우는 간세포의 BSP 처리기능이 bilirubin의
그것과 경합하기 때문에 실질장애도를 반영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BSP
검사의 의의는 감소된다. 그러나 체질성황달, 특히 Dubin-johnson 증후군에서는
특이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 시험은 불가결한 검사라 할 수 있다. BSP는 드물게
정맥주사 후에 쇼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실시할 때에는 충분
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중 BSP 농도 측정은 알칼리 조건하에서 이 색소가 적자색으로 정색하는 것을
이용한다. BSP의 알칼리성 수용액중에서의 흡수극대는 580nm 이나 혈청 albumin
과 결합하면 594nm로 이동하여 흡수도도 저하하므로 혈청시료에서는
p-toluenesulfonic acid를 가하여

BSP 와 albumin의 결합을 분리하여 광전비색

할 필요가 있다.
Indocyanine green(ICG)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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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 와 비교하면, 색소의 간외 처리 비율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볼 수가 없으며, 측정오차가 적은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황달이 있는 경우는 결과 해석이 곤란하다.
ICG Rmax의 우리나라 성인의 참고치는 1.5-2.5mg/kg/min이다.

Indocyanine green은 암록색의 색소로 정맥주사하면 albumin과 신속히 결합하여
그 90% 이상이 간세포에 섭취되고 그대로의 형태로 담즙중에 배설된다.

BSP 와

비교하면, 색소의 간외처리 비율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볼 수가 없으며, 측정오
차가 적은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ICG 시험과 BSP 시험은 극히 예민한 간기
능 검사로서, 양자의 성적이 상관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으나 BSP 시험은 주로
간세포의 색소처리기능 특히 담즙으로의 배설기능에 영향을 받으므로 양 시험의
성적에 거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체질성 황달에서는 양자의 병용이 필요하
다. ICG 시험의 지표로서는 혈중소실율 및 15분 정체율이 사용된다.
BSP가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indocyanin green(녹색의 tricarbocyanic dye,
ICG라고 약함)이라는 색소제제가 간기능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ICG는 장간순환
이 없고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으며 간으로만 배설되므로 ICG투여 후 정체율이 간
기능의 지표로 사용된다.
a. ICG-Rmax 검사
이 중 ICG-Rmax (maximal removal rate, 최대제거율)는 주로 일본 등지에서부터
임상에 적용되어 왔다. 검사절차는 먼저 ICG 색소주입 전 검체채취를 EDTA tube
에 3mL 정도 채혈하고 이후 ICG를 0.5mg/kg 및 5.0mg/kg 농도로 최소 5,6시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 후, 주사투여한 반대편 팔에서 주입 후 5,10,15분의 시간간
격으로 EDTA tube에 혈액을 3mL 채혈한다. 혈장을 분리하고 이를 분광광도계
805nm에서 흡광도치를 군한다.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혈중 소실율을 구하고 부하
량을 곱하여 제거율을 구한 다음에 Lineweaver-Burk plot로 ICG-Rmax를 구하는
것이다. Rmax 값이 0.4mg/kg/min 이상이면 수술 후 경과가 대개 양호하고
0.2-0.4mg/kg/min 사이에서는 합병증 발생이 많고 0.2mg/kg/min 이하에서는 어떠
한 수술도 위험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은 더 많은 임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참고치는

1.5-2.5mg/kg/min이다. 혈중소실율 k=0.693/t1/2, 제거율 R=K×D(dosage)
b. ICG-R15 검사
ICG-Rmax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약 15%의 경우에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없
어서 요즈음에는 ICG-R15(15분 정체율)검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ICG-R15

검사는 0.5mg/kg의 ICG를 정주하고 5분 간격으로 15분 동안 3회의 이상의 채혈을
하여 ICG농도의 감소를 측정한 후에 정확한 15분 후의 농도의 최초농도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다. ICG-R15 검사의 정상치는 10%이하이다. 이 검사는 ICG의 투여
량이 적어 간 혈류량을 반영할 뿐이고 간의 기능적 예비력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자. 우선순위 제시
위에서 파악한 장단점들을 바탕으로 인체적용시험에의 기능별 biomarker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순위의 항목들이 인체적용시험의 지표로 적합하고 (2)순위의 항목들은 특이성
이 떨어지거나 측정이 어렵거나 대상 피험자의 확보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참고
로 활용하길 권장한다.
차. 간기능 관련 기타 평가 지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biomarker들 이외에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된바 있거나 추가
로 활용 가능한 지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CCLI(Combined Clinical and Laboratory Index)
분류

검사종목 ( )안의 숫자는 우선순위 임

간 및
AST, ALT (1) : 간 실질 세포 손상
담도계
γ -GT, ALP (1) : 담관계 손상
기능관련
ADH, LDH, GST, 5`NT, LAP, MAO, LCAT, SDH, GDH, OCT, ICD, guanase (2)
효소
담도계
배설능

bilirubin, Urobilinogen(뇨) (1)
indocyanine green, bromosulfophthalein, MEGX, caffein (2)
ChE, Albumin, Total Protein (1)
prealbumin,immunogolbulins,ceruloplasmin,
단백합성 alpha-antitrysin,
beta-microglobulin (2)

간
합성능

응고관련

Prothrombin time (1)
Fibrinogen,, PIVKA (2)

cholesterol, triglyceride (1)
bile-acids,lipoprotein
electrophoresis,
지질관련
LP-X (2)
ammonia,
galactose
elimination,
간
pyruvic acid, citric acid,
대사능
glucose tolerance (2)

phospholipid,

alpha-ketoglutaric

acid,

The Combined Clinical Laboratory Index(CCLI)는 간 질환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
반적으로 이용되는 임상적 결과와 실험적 결과를 결합하여 알콜성 간 질환의 심각

도를 도출하는 점수로서 1979년에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다시 1983년에 수정되었
다. CCLI 수치는 1년 동안의 사망률을 잘 반영하고 있듯이 중증 간질환에 적합한
지표이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적응증 및 인체평가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Table 9. 임상 매개변수
Parameter
Hepatomegaly
Splenomegaly

Ascites

Encephalopathy

Bleeding tendency (clinical)
Spider nevi
Palmar erythema
Collateral circulation
Peripheral edema
Anorexia
Weakness

Finding

Points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0

0

1＋

1

2＋

2

3＋

3

absent

0

grade Ⅰ

1

grade Ⅱ

2

grade Ⅲ

3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present

1

absent

0

Hepatomegaly = 간이 크기가 늑골 밑으로 3 cm이상 인 것.

Table 10.
Clinical finding

Ascites

Adams과
Foley(1949년)에 따른
Encephalopathy

Definition

Grade

abdominal distension shifting
dullness flank dullness and/or
bulging fluid wave and/or puddle
sign
obious distention of abdomen
very tense ascites with
intra-abdominal organs not
palpable
clouded consciousness and impaired
orientation with mild restlessness
or agitation

1＋
2＋
3＋
grade
Ⅰ
grade
Ⅱ
grade
Ⅲ

drowsiness to stupor
deep coma

Table 11. 실험 매개변수
Parameter
serum SGOT (AST)

serum γ -GT

serum alkaline phosphastase
serum albumin

(patient prothrombin time) (prothrombin time control)

serum bilirubin

Finding

Points

> 20 U

1

<= 20 U

0

<= 100 U

0

101-200 U

1

> 200 U

2

<= 80 U

0

> 80 U

1

>= 2.59 g/dL

0

< 2.59 g/dL

1

<= 0

0

0.1 - 3.0 seconds

1

3.1 - 5.0 seconds

2

> 5.0 seconds

3

< 1.2 mg/dL

0

1.2 - 2.0 mg/dL

1

2.1 - 5.0 mg/dL

2

> 5.0 mg/dL

3

Parameter
serum alkaline phosphastase
serum albumin

(patient prothrombin time) (prothrombin time control)

serum bilirubin

Finding

Points

<= 80 U
> 80 U
>= 2.59 g/dL
< 2.59 g/dL
<= 0
0.1 - 3.0 seconds
3.1 - 5.0 seconds
> 5.0 seconds
< 1.2 mg/dL
1.2 - 2.0 mg/dL
2.1 - 5.0 mg/dL
> 5.0 mg/dL

0
1
0
1
0
1
2
3
0
1
2
3

CCLI = SUM(clinical 매개변수)+SUM(laboratory 매개변수)
정상화 비율 = {(이전CCLI - 가장 낮은CCLI) / 2개의 측정일 간의 수} * 100
최소 점수 : 0
최대 점수 : 15(clinical)+11(laboratory)=26
Table 12. Patient Evaluation (1983년 수정된 CCLI)
Finding
Adams과
Foley(1949년)에 따른
Encephalopathy

Definition

Grade

clouded consciousness and impaired
orientation with mild restlessness
or agitation

+1

drowsiness to stupor

+2

deep coma
Table 13.
Findings Present or
Absent
Weakness
Anorexia
hepatomegaly
splenomegaly
palmar erythema
gynecomastia (in
males)

Assessment
Does the patient feel unduly tired on
waking up or while performing light tasks?
Does the patient lack an appetite and eat
less than normally?
number of centimeters below the right
costal margin in the midclavicular line
number of centimeters below the left
costal margin
ㅤ
ㅤ

Table 14. Scoring Abnormalities
Abnormality

Grade

Score

1 - 3

2

1 - 2

1

3

3

1

1

2 - 3

2

ascites

1 - 3

2

spider nevi

> 10

1

weakness

present

1

anorexia

present

1

4 - 5

1

> 5

2

75 - 89.9%

1

< 75%

3

2.5 - 2.9

2

< 2.5

3

2.1 - 8

2

> 8

3

> 330

2

encephalopathy
collateral circulation
edema

(prothrombin time patient in
seconds) - (PT control in seconds)ㅤ
hematocrit as percent of normalㅤ
albumin in g/dL
bilirubin mg/dL
alkaline phosphatase in IU/L
CCLI = SUM (points for all abnormalities)
최소 점수 : 0
최대 점수 : 25

Table 15. Mortality Rate according to CCLI score
Index

1 years Mortality Rate

0

0%

1 - 5

5%

6 - 10

20%

11 - 15

60%

16 - 20

90%

21 - 25

100%

Child씨 분류법
1964년 Child와 Turcotte는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하기 위하여 잔존 간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혈청 빌리루빈, 혈청 알부민, 복수, 신경학적 이
상, 영양상태 등 모두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각 인자들을
임상적 경험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이 지표가 수술뿐만 아니라 내과적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평가 항목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수, 뇌증, 영양상태의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각 지표들을 어
떤 식으로 합산, 통합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양상태 항목을 제거하고 과거부터 간질환의 예후지표로 사용된 프로트
롬빈 타임을 추가하여 변형 Child-Pugh분류법이 제안되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중증의 간질환에 해
당되는 지표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적응증 및 효력평가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Table 16. Child-Turcotte 분류법
Group designation
Serum bilirubin

A

B

C

(mg/dl)
Serum albumin(g/dl)

＜2.0

2.0 - 3.0

＞3.0

＞3.5

Ascites

None

3.0 - 3.5
Easily

＜3.0
Poorly

controlled

controlled

None

Minimal

Advanced "coma"

Excellent

Good

Poor, "wasting"

Neurological
disorder
Nutrition

Table 17. Child-Pugh 분류법
Group designation
Serum bilirubin
(mg/dl)
Serum albumin(g/dl)
Ascites
Encephalopathy
(grade*)
Prothrombin time

Points scored for increasing abnormality
1
2
3
1.0 - 2.0

2.0 - 3.0

＞3.0

＞3.5
Absent

2.8 -3.5
Slight

＜2.8
Moderate

None

1, 2

3, 4

＞1-4sec/＞70%

＞4-10sec/40 -70% ＞10sec/＜40%

Class A, 5 -6 ; Class B, 7 - 9 ; Class C, 10 - 15

(4) 간기능 장애의 한방 지표
양한방이 간기능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의 간기능 장애는
양방의학적 간질환을 전제한 것이므로, 간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 진단 지표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간기능 장애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증상설문양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간염과 지방간에 상견하는 한의학적 간 병증에 근거하여, 15개 항목으로 총 58문
항을 정하였으며, 간 부위(옆구리)이상 2문항, 눈, 안색, 피부색 변화 11문항, 한
열 감각 4문항, 근육, 관절 3문항, 미각, 식욕, 소화기계 이상 4문항, 전신증상 5
문항, 복부 3문항, 대변 6문항, 소변 3문항, 갈증 3문항, 수면, 정서변화 4문항,
출혈 2문항, 비만 여부/체중변화 2문항, 여성3문항, 남성 3문항이고, 설맥(舌診,
脈診)을 진단하도록 하였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 가세
요.
1. 간 부위(옆구리)이상
□ 부었다(팽창된 느낌, 답답하다)
□ 아프다

2. 눈, 안색, 피부색 변화
□ 황달이 있다
□ 눈이 건조하고 껄끄럽다
□ 얼굴빛이 검다
□ 얼굴빛이 핏기가 없다
□ 얼굴빛이 누렇다
□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하다
□ 얼굴에 실핏줄이 붉게 나타난다
□ 가슴에 거미모양 혈관이 나타난다
□ 손바닥이 붉다
□ 모발이 푸석푸석하다
□ 피부가 거칠고 털이 뭉친다
3. 한열 감각
□ 손발이 차다
□ 손발에 열감이 있다
□ 추운 게 싫고 따뜻한 게 좋다
□ 오후에 얼굴로 열이 오른다
4. 근육, 관절
□ 팔다리 근육이 떨리거나 당긴다
□ 몸이 붓는다
□ 허리,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
5. 미각, 식욕, 소화기계 이상
□ 식욕이 없고 식사량이 적다
□ 속이 메스껍다
□ 기름기가 싫다
□ 입이 쓰다
6. 전신증상
□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
□ 어지럽다
□ 몸이 무겁다
□ 몸이 붓는다
□ 귀에서 소리가 난다

7. 복부
□ 복부가 팽창된다
□ 위장부위가 답답하다
□ 아랫배가 시리고 아프다
8. 대변
□ 변비
□ 설사/변이 무르다
□ 찬 음식이나 기름기를 먹으면 설사한다
□ 기름이 섞여 나온다
□ 끈끈하게 잘 안나오고 냄새가 심하다
□ 새벽에 설사를 한다
9. 소변
□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 자주 본다
□ 소변색이 탁하다
□ 소변색이 노랗다
10. 갈증
□ 갈증이 있으나 많이 마시지는 못한다
□ 입안이 건조하다
□ 갈증이 있다
11. 수면, 정서변화
□ 성격이 조급하다
□ 잠을 못 자고 꿈을 많이 꾼다
□ 정서적으로 억눌려 있다
□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12. 출혈
□ 코피가 난다
□ 잇몸에서 피가 난다
13. 비만 여부/체중변화
□ 비만
□ 체중이 줄었다

14. 여성
□ 월경색이 어둡고 덩어리가 있다
□ 월경량이 줄거나 월경을 하지 않는다
□ 월경통이 있다

15. 남성
□ 정액이 이유없이 흐른다
□ 고환이 차고 축축하다
□ 발기부전
◆ 설진
舌色 □ 淡

□ 暗紅 □ 紅 □ 光紅

舌苔 □ 無

□ 白

舌形 □

□ 瘦

□ 黃 □ 黑

기타 □ 齒痕 □ 瘀斑 □ 裂紋 □ 花剝苔 □ 건조
◆ 맥진
□ 弦

□ 滑

□ 數

□ 無力 □ 沈

(5) 간기능 관련 피로도 지표
많은 간기능 관련 제품들이 피로회복 효능을 표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들어 간기
능 이상과 피로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인체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 간기능과 피로 관련 연구
피로란 정신이나 육체적인 지나친 활동으로 야기되는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
로(Gilvert,1971), 일차 진료에서 흔한 증상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
질병 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1994년
앞으로

등장할,

혹은

재발할

전염병으로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Syndrome ; CFC)의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Kukuda K. et al., 1994)

Fatigue

Table 18. Case Definition of Chronic Fatigue Syndrom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질병통제센터: Fukuda, et al.1994)
1) Fatigue
Clinically evaluated, unexplained, persistent or relapsing fatigue
persistent for six months or more, that:
- is of new or definite onset
- is not the result of ongoing exertion
- is not substantially alleviated by rest
- results in substantial reduction in previous levels of
occupational, educational, social or personal activities
2) Other symptoms
Four or more of the following symptoms that are concurrent,
persistent for six months or more and which did not predate the
fatigue:
- Impaired short term memory or concentration
- Sore throat
- Tender cervical or axillary lymph nodes
- Muscle pain
- Multi-joint pain without arthritis
- Headaches of a new type, pattern, or severity
- Unrefreshing sleep
- Post-exertional malaise lasting more than 24 hours
흔히 임상에서는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기능이상, 관절염, 악성 종양
등 다양한 질병에서 피로가 나타나고 있다. 만성 피로의 정신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신경증, 심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박기흠, 1996; 김윤진. et al., 2000; 이지현. et al., 2001)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중 31%가 신체질환이 있었는데, 그 중 7.7%에 해당하는 사람이
Chronic hepatitis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김철환. et al., 2000),
피로호소자의 기질적인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성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관절염, 빈혈, 바이러스 증후군, 급성 편도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결핵,
고혈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피로의 정신심리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과로, 알코올 남용, 우울증, 불안, 강박 장애등의 순이었다.(김태관.
et al., 1999) 특히 만성 C형 간염 (Chronic hepatitis C ; CHC) 환자와
대조그룹간의 피로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연구들도 진행 되고 있다. CHC
환자의 피로도 점수가 대조그룹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증상의 심각정도는

피로도의 severity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되고 있다. (Jagdeep Obhrai,M.D.
et al., 2002; Hassoun Z. et al., 2002; André Barkhuizen M.D. et al., 1999;
McDonald J. et al., 2002)
현재까지 간기능 이상과 피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는 없으며 피로증상
은 고혈압, 당뇨 등 기타 질환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피로도의 측정은
단독으로 간기능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간기능 관련 혈액생화학
biomarker와 병용한다면 피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관련된 보조적인 지표로는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피로도 측정에 이용 가능한 측정 설문 도구를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피로 측정 설문 도구
피로는 누구나 쉽게 호소하고, 쉽게 느끼는 증상이며, 증상을 객관화시키기 아주
어려운 주관적인 면이 많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로 증상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피로 평가 척도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Chalder Fatigue Scale (Chalder T. et al., 1993)
모두 1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신체적 피로 8개 항목과 정신적 피로 6개
항목 등 2가지 dim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4 point Likert scale
(better than usual, no more than usual, worse than usual, much worse than
usual)로 점수화 하며 각 항목 당 점수는 1-4점을 부여한다.
신체적 피로 항목 1개, 정신적 피로항목 2개를 제외한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Revised Chalder's Fatigue Scale이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철환, 2003)
이 척도의 장점은 사용하기가 간편하며, 특히 치료 후 추적 관찰에 민감하다. 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과 우울증과의 감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Fatigue Severity Scale (Krupp L. et al., 1989)
FSS는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만성피로면역기능이상증후군(Chronic
Fatigue Immune Dysfunction Syndrome),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낭창, Systemic
Lupus Erythematosis)등의 증후에서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9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 point response (1점; strongly disagree∼
7점; strongly agree)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였다.
이 도구의 장점으로는 타당도가 좋고 간단하여 외래 진료시 매우 실용적이고, 만성피
로증후군 환자(특히 우울증과 동반된)의 치료 후 추적 관찰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심한 피로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유용성이 감소되는 현상
(ceiling effect)를 보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Table 19. Revised Chalder's Fatigue Scale.
다음은 귀하가 느끼시는 피로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설문을 잘 읽어 보신 후
해주시기
평소(피로하지 않았을 때) 에 비하여 좋은지, 비슷한지, 못한지, 훨씬 못한지 등 해당란에
바랍니다.
평소에 비해 좋다
평소에 비해 비슷하다
평소에 비해못하다
훨씬 못하다
피로하십니까?
비슷하다
. 휴식이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졸리는 증상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렵거나 힘이 드십니까?
근육의 힘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일을 할 때나 생각할 때
집중하기가 힘드십니까?
무슨 생각을 할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습니까?
기억력이 떨어집니까?

Fatigue Impact Scale (Fisk JD. et al., 1994)
피로증상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된 설문으로서
지난 1개월간 피로 증상 때문에 발생한 기능적 장애(functional limitation)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0개 설문항목과 3가지 dimension(cognitive, physical, and psychosocial
function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dimension은 인지기능설문 10가지, 신체적 기
능 설문 10가지, 정신사회적 기능 설문 20가지로 되어 있다.
FIS 장점으로는 CFS와 MS 등 기타 질환을 구분하는데 적절하지만, CFS와 우울증과의
감별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던 점 즉, 정신 사회적 기능 항목에 우울증과 불안증을
반영하는 설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피로자각 증상표(1970) ; Cumulative Fatigue Syndrome Index (CFSI)(변영순. et
al., 1996) 일본 후생 협회 산업피로 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로 자각 증상표
는 3가지 dimension , 신체적 피로도 10항목, 정신적 피로도 10항목, 신경감각적
피로도 10항목으로 이루어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가지 항목을 각각 1
점씩으로 하여 0-10점을 가벼운 정도(mild), 11-20점을 중간정도(moderate),
21-30점을 심한정도(severe)의 피로로 평가하였다.

4. 간기능개선평가의 임상 실험 예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방조성물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활용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기존 제품을 이용하였고, 실험군으로는
한방임상계에서 사용중인 조성물을 이용하여 기존 제품에 대한 한방 처방의 효능
을 평가하였다.
가. 임상실험 방법
피험자 선정기준
- 만성 알코올 중독환자 중 지원자를 대상
- 간손상과 관련된 자각증상과 생화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
- ALT, AST, γ -GT가 정상범위 이상인자
- 전신무력, 간 부위 동통, 번조불안, 기억력이 감퇴,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메
스껍고, 혹은 구토가 있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자(음주 기간이 5년이
상 되는자)
- 25-50세 남녀
피험자 제외기준: 폐, 신장등 기타 내장 기능 손상자는 제외
평가지표 : ALT, AST, γ -GT 수치 감소
피험자 수: 실험군, 대조군 각각 15명
투약 : 40일 복용
실험군 : 한방 처방을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복용
대조군 : 기존 제품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복용
기존 제품 : 간생정(肝生精), 중국에서 승인된 간염치료제(길림성 위생청 제자
(肝生精膠囊 吉林省 衛生廳 制字)(98)0212호)
구성: 웅담분, 울금, 수비계소, 수장삼, 단삼, 현호삭, 해아차, 구룡충 등 10
의 약재
나. 간기능개선 임상시험 연구 결과
피험자 임상적 초기 분석
Sample을 투여한 군과 대조 약물을 투여한 Control 간의 임상적 초기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ALT에서는 Sample군의 평균값이 63.93±10.55, Control군

은 58.87±10.51을 나타내었으며, AST에서는 Sample군의 평균값이 55.40±14.80,
Control군은 48.67±5.90을 나타내었으며,

γ -GT에서는 Sample군의 평균값이

103.87±54.44, Control군은 86.87±35.19를 나타내었다. 이는 ALT, AST, γ -GT 모
두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며, 정상 범위 대비 2배 전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다. Sample과 Control 간의 분석은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ALT와 γ
-GT에 있어서는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AST 수치에 있어서는 Sample군
이 유의적으로 수치가 높게 관찰되었다.
Table 20. 피험자 임상적 초기 분석
Sample

Control

p-value(1)

ALT

63.93±10.55

58.87±10.51

0.163

AST

55.40±14.80

48.67±5.90

0.022

γ -GT

103.87±54.44

86.87±35.19

0.507

(1) p-values were obtained by Mann whitney U test
(Sample과 Control 비교)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ALT 변화 분석
Sample을 투여한 군과 대조 약물을 투여한 Control 간의 투여 후 ALT 변화는 표
20과 같다. Sample군에서는 투여 전 63.93±10.55에서 투여 후 40.47±19.11로,
Control군에서는 투여 전 58.87±10.51에서 39.00±4.72로 모두 정상 범위 수준으
로 수치가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유의적 이었다. Sample군과 Control군 모두
에서 투여 전과 후의 분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21.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ALT 변화
투여전

투여후

p-value(2)

Sample

63.93±10.55

40.47±19.11

0.006

Control

58.87±10.51

39.00±4.72

0.001

(2) p-values were obtain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투여전과 투여후 비교)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AST 변화 분석
Sample을 투여한 군과 대조 약물을 투여한 Control 간의 투여 후 AST 변화는 표
21과 같다. Sample군에서는 투여 전 55.40±14.80에서 투여 후 37.53±15.82로,
Control군에서는 투여 전 48.67±5.90에서 37.73±4.82로 낮아졌다. 이는 Sample군
과 Control군 모두 정상 범위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
다. Sample군과 Control군 모두에서 투여 전과 후의 분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22.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AST 변화
투여전

투여후

p-value

Sample

55.40±14.80

37.53±15.82

0.008

Control

48.67±5.90

37.73±4.82

0.001

(2)

(2) p-values were obtain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투여전과 투여후 비교)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γ -GT 변화 분석
Sample을 투여한 군과 대조 약물을 투여한 Control 간의 투여 후 γ -GT 변화는 표
22과 같다. Sample군에서는 투여 전 103.87±54.44에서 투여 후 57.40±31.92로,
Control군에서는 투여 전 86.87±35.19에서 37.00±7.78로 낮아졌다. 이는 Sample군
과 Control군 모두 정상 범위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다. Sample군과 Control군 모
두에서 투여 전과 후의 분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으며 양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Table 23.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γ -GT 변화
투여전

투여후

p-value(2)

Sample

103.87±54.44

57.40±31.92

0.001

Control

86.87±35.19

37.00±7.78

0.001

(2) p-values were obtain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투여전과 투여후 비교)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ALT, AST, γ -GT 변화량 비교
Sample을 투여한 군과 대조 약물을 투여한 Control 간의 투여 후의 투여 전과의
수치 변화량을 비교하면 표 23과 같다. ALT에서는 Sample군의 평균 감소 값이
23.47±20.22, Control군은 19.87±10.44을 나타내었으며, AST에서는 Sample군의 평
균값이 17.87±17.06,

Control군은 10.93±5.81을 나타내었으며,

Sample군의 평균값이 46.47±42.98,

γ -GT에서는

Control군은 49.87±31.55를 나타내었다.

Sample과 Control 간의 분석은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AST 수치 변화
량에 있어서 Sample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큰 감소 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ALT 수치에 있어서도 효과가 큰 경향성을 보였다 (p<0.1).

Table 24.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ALT, AST, γ -GT 감소 비교
(1)

Sample

Control

p-value

ALT

23.47±20.22

19.87±10.44

0.085

AST

17.87±17.06

10.93±5.81

0.015

γ -GT

46.47±42.98

49.87±31.55

0.493

(1) p-values were obtained by Mann whitney U test
(Sample과 Control 비교)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정상화율 비교
Sample을 투여한 군과 대조 약물을 투여한 Control 간의 투여 후의 투여 전과의
수치 감소를 비교한 후 각 군별 정상화율를 표 24에 나타내었다. Sample군의 정상

화율은 86.67%로 Controlrns의 73.3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Sample과 Control 간의 분석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조 약물이 현재 국외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 것을 볼
때 Sample의 효능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5. Sample 및 Control 투여 후 정상화율
Sample

Control

정상

86.67%

73.33%

비정상

13.33%

26.67%

p-value(was obtained by Fisher's exact test) = 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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