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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iteratures researching changes of liver function parameters after 

administration of herbal medicine and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 on hepato-biliary system. Eight Korean databases 

were searched for researches on the safety of oriental herbal medicine. According to inclusion criteria, nineteen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seventy outcomes in five parameters(aspartate transaminase, alanine 

transaminase, gamma(γ)-glutamyl transferase,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were obtained. After administration, 

parameters decreased or sustained in fifty seven outcomes. In thirteen outcomes, parameters slightly increased. In two 

outcomes, parameters increased but not severely. The change of liver function parameters after administration of 

herbal medicine is expected to be harmless. But it requires additional large scale studies and modification in method 

to corroborate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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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은 “神農嘗百草一日而遇七十毒”, “當今之世, 必齊毒

藥攻其中…”이라는 표 과 같이 약물의 독성을 인식하고 있었으

며, 약과 독은 동일하여 마치 동 의 양면처럼 존재한다고 말하

다. 본 학에 한 작물  가장 근원이 오래된 것으로 꼽히

는 『神農本草經』은 365종의 약재를 싣고 있는데 독성에 따라 

上, 中, 下의 三品으로 나 었고 독성의 강도를 大毒, 毒, 常毒, 

無毒으로 분류했다1).

     독성학에서도 약물의 독성은 주요한 화제  하나이며 

1880년경의 과학자들이 황인에 노출된 후의 간 지방축 기 에 

해 연구한 이래 화학물질에 의한 간독성은 100년 이상 독성학

으로 문제시되어왔다2). 특히 상용 의약품의 안 성 문제에서 

가장 잦은 원인은 간담도계에 한 약물유해반응, 즉 약인성 간

손상 는 간독성(hepatotoxicity)이다3)
. 간은 장 의 흡수면에서 

나온 정맥 을 직  유입받고, 문맥 로 흡수된 모든 섭취물질

에 노출되어 다른 기 들보다도 독성 손상을 입는 일이 많기 때

문이다4)
.

    한약에 해서도 간독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의학계는 모든 한약이 간손상을 유발한다고 비 하며, 약인

성 간손상의 분석 연구들은 한약을 포함한 생약제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간손상이 체의 24.9%에서 50%까지 나타나며 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의 부분이 한

약( 는 생약제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
.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보이는 부 합한 원인산정척도, 원인물질의 부정확한 정의, 불완

한 증례 정보들은 이들 연구에 오류가 없으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

    본 연구는 방향을 달리 하여 한약의 투여가 무조건 으로 

간손상 는 간기능 하를 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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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ist of researches on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

Author(year) Studying period
Sample size
(male/female)

Decoction Subject(underlying disease) ExclusionCriteria
Combined 
Treatment

Kim
16)
(1993) 1992.03~1992.08 52(26/26) Nonspecific Stroke BA, HBV, HBD NR

Kim17)(1999) 1998.01.04~1998.10.10 312(161/151) Nonspecific Stroke None Med

Kim18)(1999) 1998.06~1999.06 21(14/7) Nonspecific Hepatitis B surface antigen - positive None NR

Lee19)(2001) 1999.02~2000.01 143(87/56) Nonspecific Treatment for growth None NR

Choi20)(2002) 1999.08.01~2000.05.31 70(39/31) Chungpyesagan-tang Acute stroke HD, HBD, KD Med

Koo
21)
(2002) 1999.07~1999.09 6(0/6) include Aconiti Radix Back pain 4, Stroke 2 None Med

Yoon
22)
(2002) 1999.06~2001.09 54(22/32) Nonspecific Nonspecific None Med

Lee23)(2002) 2001.03~2002.07 85(36/49) Nonspecific Stroke None Med

Kim24)(2003) 2002.01.28~2003.02.28 49(21/28) Chunghyul-dan Hypercholesterolemia HD, HBD, KD, Alcoholism None

Lee25)(2003) 2000.01~2002.10. 160(57/103) Nonspecific Stroke HBD Med

Yoon26)(2003) 1999.06~2002.09 24(8/16) Chungsimyeonja-tang Stroke HBD Med

Kim
27)
(2004) 2003.07~2004.02 33(15/18) Nonspecific Stroke BA, HBD Med

Seo
28)
(2005) 2005.01.01~2005.05.01 42(8/34) Jetong-dan Osteoarthritis of the knee HBD, KD, Drug NR

Kim29)(2005) 2003.05.01~2005.07.18 275(126/149) Nonspecific Nonspecific(Stroke 215, Etc 60) None Med

Rhee30)(2006) 2005.03~2006.02 58(31/27) Nonspecific Nonspecific(Stroke 41, ETC 17) None Med

Lee31)(2006) 2005.03.01~2006.06.30 152(79/73) Nonspecific Nonspecific(Stroke 148, ETC 4) None Med

Paeck32)(2006) 2004.11~2005.11 160(120/40) Non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 BA ed

Kim33)(2007) 2004.07.01~2007.10.15 25(10/15) Yeoldahanso-tang Stroke None Med

Kang
34)
(2007) 2006.11.20~2007.03.22 117(49/68) Cheongpa-jeon Back pain None NR

BA : Biochemical abnormality, HBV : Hepatitis B virus, HBD : Hepato-biliary disease HD : Heart disease, KD : Kidney disease, HCV : Hepatitis C virus, LC : Liver cirrhosis FL : Fatty 
liver, Med : western medicine, NR : Not reporte

해서 불특정 는 특정 한약처방의 일정기간 투여가 환자의 

간기능 지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보고한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재까지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역에 한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출 된 학회지 

게재 논문과 학  논문을 검색하 으며 검색에 이용한 데이터베

이스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A list of database searched in review

Title Publisher URL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nanet.go.kr

National Digital Library National Digital Library www.dlibrary.go.kr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kiss.kstudy.com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ww.ndsl.kr

DBPIA
Kyobo Book Center & 
nurimedia (Korea)

www.dbpia.com

Korean Medical Database
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Korea)
kmbase.medric.or.kr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ww.riss4u.net

Korea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koreantk.net

    검색어로는 “한약” 는 “간기능”을 사용하여 검색하 다.

    선정 기 은 일정한 환자군을 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한약 

련 약물을 투여한 후 간기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문헌을 

선별한 후 본 연구에 합한 연구만을 선택하 다. 한 이들 문

헌  인간을 상으로 한 실험논문으로 일정기간 한의사가 처

방한 한약을 투여하 으며 투여 기간의 후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연구만을 선택하 다. 이 기 에 반

하거나 연구 결과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선택할 수 없는 연구는 

배제하 다.

    2008년 9월 1일 기 으로 검색하여 10927편이 검색되었으

나, 복을 제거하고 의학 련 논문으로 한정하여 선정기 을 

따라 가려낸 결과 일차로 총 37편의 문헌을 선별하 고 이들을 

다시 연구 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 다6-42)
. 

    간기능 지표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 문헌이 총 10

편6-15)
이었으며, 간기능 지표에 이상이 없는 환자 는 불특정 환

자들을 상으로 한 문헌이 총 19편
16-34)

이었다. 이 과정에서 탈락

한 문헌은 8편35-42)
으로 각각 한약 투여 후의 검사 기록이 불충

분한 문헌이 2편35,36)
,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잦은 오류로 신뢰성

을 보장할 수 없는 문헌 1편
37), 간기능 검사 방식이 다른 문헌들과 

달라서 배제한 문헌 2편38,39),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한 수

치로 기재되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헌 2편40,41), 한약이 아

닌 기능성 음료를 투여한 것으로 보아 배제한 문헌 1편
42)이었다.

    최종 으로는 간질환이 없는 환자 는 불특정 환자들을 

상으로 한 문헌 19편
16-34)만을 선택하 는데, 간기능 지표에 이상

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지 않으며 치료 성공사례를 보고한 

연구일 경우 편향된 선택이 문제되기 때문이었다. 한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지표의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고, 결과의 해

석에 개입하는 변인의 수가 더 늘어나므로 연구에서 배제하 다.  

    그러나 주요 연구 상이 불특정 환자집단이면서 소수의 간

질환 환자를 포함한 연구는 간기능 지표 이상이 심하지 않은 환

자들로 한정되어 결과에 미치는 향이 비교  으며, 실질 으

로 간질환 환자를 완벽하게 배제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았다. 한 B형 간염 보균자를 상으로 한 연구18)는 

이들의 간기능 지표에 이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에서 시작했으

며 임상 으로 B형 간염 보균자의 한약 투여에 한 의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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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anges of liver function parameters after administration of herbal medicine

Author
AST(IU/ℓ) ALT(IU/ℓ) GGT(IU/ℓ) ALP(IU/ℓ) T. Bil(㎎/㎗)

Duration(days)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Kim
16)

29.83 26.33 25.06 28.00 　 8.16* 7.97* 　 28

Kim17) 31.34 24.65 31.78 27.27 　 89.38 0.70 0.65 38.1

Kim18) 35.12 36.71 32.82 37.96 　 12.56* 13.45* 　 14

Lee
19)

23.3 23.5 13.8 14.6 　 543.4 553.0 　 180

Choi20) 25.9 27.0 23.8 33.1 　 　 　 14　

Koo21) 30.5 25.7 30.7 28.0 NR 34.3 　 　 　6.2

Yoon
22)

22.87 23.39 21.54 22.89 　 　 　 44.34

Lee23) 35.69 25 30.74 23 　 　 　 30

Kim24) 31.9 29.5 35.7 32.7 　 　 　 　56

Lee
25)

24.44 22.81 33.02 32.21 　 91.61 86.69 　 70.47　

Yoon26) 22.33 20.45 19.04 19.50 38.58 23.16 142.00 139.16 　 　21

Kim27) 30.24 26.12 32.03 28.03 35.67 34.42 　 0.638 0.531 　28

Seo
28)

24.32 23.72 22.62 20.11 　 　 　 　56

Kim29) 36.25 26.62 31.42 26.68 51.54 40.61 191.53 185.06 　 37.02

Rhee30) 43.35 19.15 48.94 14.31 52.70 46.74 73.03 72.47 7.17 7.35 53.00

Lee
31)

27.66 21.15 29.29 22.23 37.15 31.58 81.88 72.22 　 66.78

Paeck32)
35.13 31.70 17.99 15.79 9.93 9.46 222.79 219.75 0.36 0.42 <90

32.58 31.28 15.52 9.70 9.70 9.56 218.07 321.53 0.36 0.41

Kim
33)

26.84 23.92 28.12 26.24 46.28 44.88 241.36 241.00 0.63 0.46 36.08

Kang34) 24.24 19.51 31.94 23.42 38.46 34.73 60.43 46.72 0.85 0.85 180　

AST : Aspartate transaminase, ALT : Alanine transaminase, GGT : Gamma(γ)-glutamyl transferase ALP : Alkaline Phosphatase, T-Bil : Total bilirubin, * : KAU, NR : not reported

다는 에서 볼 때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    과

    각 문헌의 연구기간과 상, 투여 약물, 배제기 , 상용약제

의 병용 투여 여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 다(Table 2).

1. 연구 상의 특성

    각 문헌의 출 년도를 보면 1993년 1편, 1999년 2편, 2001년 

1편, 2002년 4편, 2003년 3편, 2004년 1편, 2005년 2편, 2006년 3

편, 2007년 2편으로 편차는 있으나 매년 2~3편 정도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연구 상의 규모는 10명 이하가 1편, 10~50명 사이가 6편, 

50~100명 사이가 5편, 100~200명 사이가 5편, 200명 이상이 2편

이었고, 총 183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의 평균 연령은 

20세 이하의 소아가 2편, 30 가 1편, 50 가 2편, 60 가 14편으

로 부분이 노년층이었다.

    부분의 연구들이 입원환자들을 상으로 했는데 이는 약

물에 한 반응을 찰하면서 장기투여하기에 합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기 질환에 따라 분류하면 불특정 입원환자(뇌졸  주)가 

13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1편, 성장치료 아동 1편, 발달

장애 아동 1편, 고지 증 1편, 근골격계 통증 환자 2편이었다. 장

기입원의 주된 이유가 되는 뇌 질환 는 뇌 질환의 후유

증 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배제기 은 연구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B형 간염 보균자를 

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도, 배제기  없이 B형 간염 보균

자, C형 간염 환자, 간질환자, 지방간, 생화학  이상이 있는 환

자를 포함한 연구가 6편, 배제기 이 있는 연구가 8편, 배제기

이 없으나 련 질환이 없는 환자만을 상으로 하거나 아  보

고하지 않은 연구가 5편이었다. 

2. 투여약물의 특성

    투여한 한약 처방을 보면 단일 처방 사용이 6편, 불특정 처

방 사용이 12편, 부자 포함 처방 사용이 1편이었다. 투여 상은 

양약의 병용투여는 13편에서 있었고, 1편에서 없었으며, 5편은 

보고하지 않았다.

    양약의 병용투여에 있어서도 별도로 통계를 낸 연구도 있으

나 거의 부분이 병용 약물이 있는지에 한 조사만을 시행했

을 뿐, 연구에 있어 구분하지는 않았다.

    투여 기간은 2주 이내가 3편, 2주~4주가 3편, 4주~8주가 8편, 

8주~12주가 3편이었고 나머지 2편은 6개월이었다.

3. 간기능 지표의 변화

    각 문헌에서 나타난 간기능 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연구에서 간기능 척도로 쓰인 지표로는 AST, ALT, GGT, 

ALP, 총 빌리루빈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직  빌리루빈, 헤모

로빈, 구, 청 단백질, 청 알부민 등이 쓰이기도 했다. 19

편 모두 AST, ALT를 검사했으며 GGT는 9편, ALP는 12편, 총 

빌리루빈은 6편에서 검사했다.

    한약 투여 후 나타난 간기능검사 지표의 변화를 비교할 

때 총 19편의 문헌에서 5개 항목에 걸쳐 70개의 통계결과를 찰

했을 때 57개 결과에서 간기능 지표는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총 9편의 문헌에서 4개 항목에 걸쳐 13개의 통계

결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편에서 투여 후 AST의 상

승18-20,22), 6편에서 투여 후 ALT의 상승16,18-20,22,26), 1편에서 투여 

후 ALP의 상승18), 2편에서 투여 후 빌리루빈의 상승30-32)이 있었

다. 부분 상승 폭은 AST, ALT가 5IU/ℓ 이내, ALP가 1U/ℓ 

이내, 총 빌리루빈이 0.2㎎/㎗ 이내 정도로 경미하 으며,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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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상 상한치를 넘는 결과도 없었다.

    ALT의 증가폭이 5~10IU/ℓ에 달한 연구가 2편 있었으나18,20)
, 

각각 B형 간염 보균자 는 성기 뇌졸  환자라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약물의 향 외에도 기 질환의 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의 상승이 있어도 평균 으로 정

상 범  이내의 수 이었다. 

4. 간기능 지표의 상승 보고

    투여 후를 비교했을 때 지표 상승을 보인 개별례를 보고

한 문헌은 총 8편이 있었다(Table 4). 나타나지 않은 연구는 9편, 

보고하지 않은 것이 2편이다.

Table 4. The reported cases that were presented elevation in liver 

function parameters after administraion of herbal medicine

Author(year)
Subjects
present
elevation

Combined 
Treatment

Causes DILI

Kim(1999)17) 10 9 HD 5, Hep 1, Unknown 4 NR

Choi(2002)20) 16 NR
FL 2, Liver abscess 1, 

Unknown 13
NR

Lee(2002)23) 8 8 Med 8 NR

Lee(2003)25) 9 NR Med 9 3

Yoon(2003)26) 1 NR Unknown 1 NR

Kim(2005)29) 8 NR
CA 2, HD 1, Alcohol 1, 
Med 2, Unknown 2

2

Rhee(2006)30) 2 NR LC 1, Hep C 1 NR

Kim(2007)33) 2 2 Med 2 1

DILI : Drug induced liver injury, NR : Not reported, HD : Heart disease Hep : Hepatitis, 
FL : Fatty liver, CA : Cancer, Med : western medicine with potetial hepatotoxicity, LC : 
Liver cirrhosis

    투약을 후로 한 상승, 투약을 후하여 정상상한치 2배 이

상의 상승, 간손상 기 을 만족시키는 상승, AST와 ALT만을 기

으로 한 상승, 모든 간기능 지표를 상으로 한 상승 등 보고 

기 이 천차만별로 정량  비교는 불가능했다. 간손상의 기 을 

용한 연구는 총 3편이나 모두 간손상의 진단기 에 하여 제

시하지 않았다. 총 62례  기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가 15례, 병용투여한 양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19례, 원

인불명이 28례 다. 원인불명인 경우는 다른 요인을 배제한 상태

이므로 잠정 으로 한약 투여 후의 상승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

 원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확인 불가능했다.

    간손상 기 에 의하여 진단을 확정한 증례는 총 6례이며, 이 

 3례는 양약을 원인으로 지목하 고, 한약을 원인으로 지목한 

연구는 2편으로 각각 2례, 1례를 보고했다29,33). 모두 간손상의 진

단기 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약을 원인으로 지

목한 연구들은 복용한 한약의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 등을 기재

하지 않아 개별 사례의 분석이 불가능했다. 

5. 특이 사례 보고

    투여 1~2주 후에 일시 인 상승을 보이고 다시 투여가 지속

되면서 감소한 증례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한 문헌이 3편16,18,27)으

로, 스타틴과 같은 약물에서도 유사한 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면 굳이 약물을 감량하거나 단할 필요

가 없기 때문45)에 유의할만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용 약제를 병용할 때 한약을 단독복용할 때보다 상승례가 

많았다는 문헌이 일부 있는데17,29)
, 이는 병용 복용으로 일어난 상

호작용이 향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독복용군에 비하여 

병용복용군의 수가 많다는 이 원인일 수도 있다.

고    찰

    약물이 가지는 간독성은 상용제제나 생약제제, 건강식품 등

에 계없이 가장 요하게 인식되는 약물의 유해반응(Adverse 

reaction)  하나이다. 재 시 되는 상용제제는 엄격한 임상시

험을 거쳐 최 한 유해반응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시  승인 후에 간독성이 발견되는 

경우(isoniazid, labetalol, trovafloxacin, tolcapone, felbamate)나 

임상시험 단계에서 독성의 잠재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

하는 경우(dilevalol, tasosartan, ximelagatran)도 보인다3).

    한의학은 발  과정에 있어서 과학과는 별개의 경로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성 시험을 거치지 못했고, 의 

독성 시험에는 합하지 않아 독성 연구에 있어 많은 약 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神農氏의 고사(“神農嘗百草一

日而遇七十毒”)에서 보듯 원시 인 방식의 선별검사가 존재했음

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식약청은 2000년 7월에 공표

된 천연물신약개발 진법과 2003년 개정된 의약품등의 안 성·

유효성 심사에 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약물의 임상시험에서 안

성 부분은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43). 그러나 이러한 경험

인 독성 선별은 의학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과학 인 독성검사가 필수 이며 가장 문제

가 되는 부분이 한약의 간독성이다.

    한약의 간독성을 연구하기 해서는 많은 장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한약이 생약의 복합성분 제제

이며 그 표 이 되는 장기 는 조직과 작용 행태가 다양하다는 

이다. 일반 인 독성연구는 단일 성분을 상으로 하여, 실험

동물 는 인간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뿐 아니라 인체의 생리

인 흡수, 분포, 사, 배출 등까지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그러나 한약의 체내처리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연구에 용

하기 힘들다.

    약인성 간손상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인성 

간독소(intrinsic hepatotoxin)에 의한 용량-의존  간손상과 특이

체질성 반응(idiosyncratic reaction)에 의한 비(非) 용량-의존 이

고 재  불가능한 간손상이다. 내인성 간독소에 의한 손상은 단

순히 용량의 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쉽게 알 수 있으나, 특이체

질성 반응은 개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비교  

은 용량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성분이 복잡한 한약은 특이체질

성 반응을 상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

    한 각각의 성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interaction)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로 용해제인 와 린

(wafarin)의 경우 인삼이 약리작용을 억제하고, 반 로 당귀가 

항진시킨다44)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호작용은 양약과 한약 사

이뿐 아니라 한약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단일성분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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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에 따른 처방의 변화도 연구의 

장애물이다. 그 외에 한약재의 기원 표 화나 성분의 정량화가 

미진한 ,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혼입이나 오염, 품종 오

인의 문제들 한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5)
.

    이러한 문제 들 때문에 한약의 간독성 연구는 개별 으로 

모든 오차를 제거하기 힘들고, 재는 일정한 단일처방 는 약

재를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거나, 일정한 환자군을 상으로 불특

정 는 특정 한약을 투여하여 결과를 찰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험동물은 어디까지나 인체 투여 의 

비 단계일뿐 그 결과만으로 모든 독성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개별 한약재들을 인체에 투여한 후의 결과를 찰하기에는 

연구 성과의 수가 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까지 보고된 다수의 임상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정한 환자군을 상으로 한 한약 투여 후의 결

과 연구를 선택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모든 문헌들에서 연구 상의 조건, 선별  배제기

, 상용약제의 병용여부 등에 한 편차가 컸으며 동등한 기

에서 분석하기 힘들다는 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연구 상의 

규모, 투여 약물, 투여 기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개별 연구

의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들을 총합하여 정량 으로 분석

하는데는 장애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공통 으로 채택한 조건으로 볼 

때, 간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질환이 없는 환자들에서

는 1개월 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 인 상용 처방을 투여

하 을 때 평균 으로 간기능 지표의 이상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한 상승례의 경우에도 심각한 간손상은 일으키

지 않았다.

    한편 유사한 설계의 해외 연구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Melchart 등은 약을 투여받은 환자 1507례  14례에서 약에 

의한 ALT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며46)
, 일본의 中沢 등은 

한방약을 투여한 305례  15례에서 ALT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

고했다47). 그러나 각각 中醫師와 일본 漢方醫에 의하여 투여한 

기록으로 국내 연구와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국외 

연구들은 사용하는 약재와 투여량에 있어 국내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며, 개별 독 사례를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향후 한약 복용이 간기능 지표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서는 몇가지 개선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충분한 

임상 증례 수의 확보이다.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이나 조건이 명

확하지 않은 특이체질성 반응은 투여 상의 수가 부족하면 발

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치명 인 간손상의 가능성을 찰

하기 해서도 규모의 연구 상이 필수 이다.

    실험 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최 한 유사한 조건의 환자들

을 선정해야 한다. 유사한 질환으로 치료 인 환자일뿐 아니라 

간기능지표에 향을  있는 기 질환들도 조사해야 한다. 동시

에 배제기 을 하게 용할 필요가 있다. 간기능 이상이 있

는 환자는 자연 경과에 의하여 간기능지표의 하를 보일 수 있

기 때문에 통계에 향을  수 있고 연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문진에 의한 조사와 간질환의 

배제만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 간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을 원천

으로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약의 병용은 완 하게 배

제할 수 없으나, 발생할 수 있는 간손상의 원인 조사를 하여 

복용하는 약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약 처방은 단일 처방 투여가 가장 합하긴 하나 실제 임

상에서 단일 처방이 투여되기 보다는 환자의 병증에 따라 다양

한 처방이 투여되고 동시에 그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

기 때문에 불특정 처방의 투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처방명뿐 아니라 약재의 구성, 용량도 같이 제시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何首烏, 補骨脂, 白鮮 등 간손상의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들48)
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원인 조사도 필요하다. 간기능 지표의 상승이 발견되

었을 경우 그 요인이 투여한 한약일 수도 있으나 그 외에 기 질

환, 병용하는 타 약물, 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 기타 요인에 의

한 비특이  상승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 조사가 

필수 이다. 진단 검사를 통해 간손상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

환들을 배제하며, 환자가 복용 인 약물이나 건강식품 등까지 모

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간손상의 진단 기 으로 사용되는 

RUCAM, M&V 등의 척도도 용할 수 있다. 독성에 한 사  

정보가 없는 생약제제들에 해서는 척도들의 유의성이 크게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완 히 신뢰할 수는 없으나, 참

고할 필요성은 있다.

    검사항목은 간세포성 손상뿐 아니라, 담즙정체성 는 혼합

형 손상 역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AST, ALT, γ-GTP, ALP, 빌

리루빈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한 간기능의 하로 합성 장애

를 일으켜 나타날 수 있는 알부민, Prothrombin time의 변화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여기간에 있어서는 실질 인 임상

 치료기간과 검사 간격 등을 감안할 때 2주에서 4주를 기 으

로 한 연구가 합할 수도 있으나, 장기 인 축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이나 지연되어 나타나는 독성 등을 감안할 때 4주 이상 

수개월까지 찰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간기능이 

취약하거나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성기 질환 환자, B형 간염 

항원 보균자 등은 더 짧은 간격의 검사도 고려해야 한다.

    상승례에 한 추 조사도 필요하다. 한 손상 는 비가

역 인 손상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일도 독성연구에 있어 요

하며, 임상 으로 환자 후 악에 있어 요한 부분이기 때문

이다. 동시에 Hy's law와 같이 한 간손상을 견할 수 있는 

기 의 용도 필요하며, 특히 담즙정체성 손상보다는 간세포성 

손상이 더 한 경우가 많으며, 간세포성 손상에서 나타나는 

빌리루빈의 상승이 후와 연 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어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 인 

정상범 (~40IU/ℓ) 내라도 범  내에서의 수치가 높을수록 조

직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정상상한치의 기

을 더 하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49), 반드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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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간기능 지표가 정상인 환자 는 불특정 환자를 상으로 

하여 한약 투여 후의 간기능 지표를 비교한 문헌 19편을 고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총 19편에서 AST, ALT, γ-GTP, ALP, 총 빌리루빈의 5개 항

목에 걸쳐 얻은 70개의 통계결과  56개에서 한약 투여를 후

로 하 을 때 이들 지표는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 다.  

    14개 통계결과에서 한약 투여를 후로 하 을 때 지표의 상

승을 보 다. 이들의 상승폭은 경미한 수 이었다. 유의할만한 상

승은 2개 결과가 있었는데 모두 ALT 으며,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다.

    따라서 향후 한약 투여가 간기능에 하여 안 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더욱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다수의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을 해서는 

개별 연구간의 편차를 이기 하여 연구 상의 설정, 선정  

배제기 , 검사항목, 투여기간, 검사 간격 등의 항목들에 한 최

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타분

석과 같은 문헌고찰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의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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