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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er is one of the principal organs involved in glucose metabolism. Diabetes mellitus(DM) commonly

develop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as a result of hepatocyte dysfunction. Hepatic encephalopathy(HE) is a major

neuropsychiatric complication of liver cirrhosis. HE develops frequently in advanced stage of liver cirrhosis due to portal

hypertension. We experienced a case of liver cirrhosis with DM and HE in 67 years old male patient. The patient's

symptoms were lethargy, general malaise, asterixis, dizziness, and heavy headedness. Hwangryunjihwang-tang,

Saengkankunbi-tang, Injinchija-tang and Injinho-tang were prescribed to the patient. Finally, the symptoms had been

improved, however significant change was not observed from serum ammonia, fasting blood sugar and postparandial

blood sugar. So we hope that this case report will be helpful in treating patient of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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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경변증은 미만성으로 진행되는 섬유화와 재생 결절을 수

반하는 현미경적 소엽구조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간질환

이며, 간경변의 합병증으로는 문맥압항진증, 복수, 상부위장관출

혈, 간신증후군, 내분비대사이상 및 간성뇌증 등이 있다1).

간은 자체의 포도당 합성 및 글리코겐의 저장 또는 분해 기

능으로 체내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당 대사에 중요

한 장기이다2). 따라서 간질환이 있는 경우 간세포의 기능 상실로

인해 당 대사기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만성 C형간염 환자에의 당뇨병 발병률이 정상의 2-3배에 이르며,

간경변증 환자의 96% 이상이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혹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2,3)

. 또한 간질환이 진행될

수록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당뇨병이 병발된 간경변증 환

자는 장기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간성뇌증은 급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는 의식, 행동,

성격 변화 및 신경학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정신과적 증

후군(neuropsychiatric syndrome)이다4). 간경변증 환자의 25%정

도가 간성뇌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나5), 간성뇌증의 증상이 다

양하고 심한 정도의 차이도 크며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실제

간성뇌증의 발병률 및 유병률은 확실치 않다. 간성뇌증의 발생

기전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간기능의 저하와 혈류의 우

회로 인해 장에서 생성된 독성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고 그 독성

물질에 뇌가 노출되면서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6).

이에 저자는 간경변증에 당뇨병과 간성뇌증이 동반된 환자

1례에 한방치료를 실시하여 양호한 임상경과를 보인 증례에 대

하여 임상병리검사 소견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 : 박○○, 남 / 67세

2. 주소증 : 嗜眠, 氣力低下, 頭重感, 眩暈, 兩手振顫

3. 발병일 : 1998년경 Alcoholic Cirrhosis of Liver 진단,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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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s 진단, 2008

년 10월 2일경 Hepatic Encephalopathy 발생

4. 과거력 : 1999년, 2000년 담낭 석회화 및 담낭염, 2008년 식도

정맥류 및 간성뇌증으로 양방병원 입원치료 실시하였다.

5. 음주력 : 약 20년간 매일 소주 1/2병의 음주력 있으며 알코올

성 간경변증 진단 후에는 금주함.

6. 진단명 : Alcoholic Cirrhosis of Liver,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s, Hepatic Encephalopathy

7. 초진일 : 2008년 10월 6일

8. 입원기간 : 2008년 10월 6일-2008년 11월 21일(약 7주)

9. 초진상 소견 : 嗜眠으로 낮 동안 6시간정도 수면 취하며,

asterixis는 1회/1-2sec 빈도로 발생하였다. 복부 타진상 미약한

鼓脹 관찰되었으며 舌絳紅苔白, 脈滑數하였다.

10. 치료경과

S(임상경과) : 초진 당시 嗜眠, 氣力低下, 頭重感, 眩暈, 兩手

振顫을 주증으로 호소하였으며 asterixis 유도시 1회/1-2sec 빈도

로 양측 손목의 확연한 振顫이 관찰되었다. 입원 2일 후부터 眩

暈 및 頭重感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낮 동안에는 5-6시간 수면

취하고 asterixis는 1회/3sec 빈도로 발생하였다. 입원 2주차의 낮

동안 평균 수면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환자가 자각적으로 호소하

는 기력저하는 입원 당시의 절반정도로 감소하였다. 眩暈과 頭重

感은 완전히 소실되어 호소하지 않았다. 입원 3주차부터는 초진

시의 제반 증상은 거의 소실되고 미약한 氣力低下 증상만 호소

하였다.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검사

수치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혈청 ammonia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다가 입원 5주차인 11월 3일 실시한 검사에서 109

uM/L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嗜眠 및 인지능력 장애 관찰되지

않았으며 호전중이던 氣力低下 증상이 입원 초기와 비슷한 정도

로 악화되었다. 11월 5일 오후 9시 혈당이 56 mg/dL로 측정되었

으며 食慾低下로 환자 임의로 점심, 저녁 식사를 거른 상태였고,

asterixis 유도시 2-3회/1sec 빈도로 증가하였으며 심한 全身 氣

力低下 호소하였고, 대사성 뇌병증의 기타 징후들은 관찰되지 않

았다. 11월 17일 검사상 혈청 ammonia 수치는 86 uM/L로 정상

상한치 이상이었으며 퇴원시까지 全身 氣力低下 이외의 주소증

은 호전된 상태 유지하였다(Fig. 1).

O(임상병리검사 결과) : ALP 441 IU/L, Ammonia 64 uM/L

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AST, ALT 및 GGT는 정상범위였다.

Albumin은 3.2 g/dL, Albumin/Globulin(A/G) ratio는 0.9로 비

정상 소견을 보였다. 자세한 임상병리검사 소견은 다음 표와 같

다(Table 1).

O(Blood Glucose) : 10월 6일 내원 당시 공복혈당 267

mg/dL로서 인슐린 50단위(오전 7시 28단위, 오전 11시 4단위,

오후 5시 18단위) 투여하는 상태였으며 당뇨조절 위해 식사는 저

염당뇨식(1900-2100녫식(l)으로 제공하였다. 입원기간 중 혈당조

절 불량하여 내분비내과 의뢰하여 11월 1일부터 인슐린 주사량

을 58단위로 늘렸으며, 11월 5일 저혈당이 발생하였다. 추가적인

인슐린 용량 조절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공복혈당은 최고

247 mg/dL, 최저 106 mg/dL,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은 최고 482

mg/dL, 최저 193 mg/dL로 나타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의 양

상이 관찰되었다(Fig. 2).

Fig. 1. The change of Clinical Manifestation

Table 1. The change of Lab Findings

검사항목 참고치 08.10.7 08.10.13 08.10.20 08.10.27 08.11.3 08.11.10 08.11.17

Ammonia
9~47
uM/L

64 75 59 57 109 56 86

AST
5~35
U/L

23 26 25 36 27 28 29

ALT
5~40
U/L

17 14 14 21 19 18 19

ALP
104~33
8 U/L

441 432 441 475 478 488 488

GGT
8~87
U/L

67 78 88 88 73 80 81

Protein
6.5~8.3
g/dL

6.9 7.4 7.3 7.7 7.7 7.8 8.1

Albumin
3.8~5.1
g/dL

3.2 3.3 3.4 3.5 3.5 3.5 3.6

A/G 1.2~2.0 0.9 0.8 0.9 0.8 0.8 0.8 0.8

Bilirubin
(T)

0.2~1.4
mg/dL

0.81 0.77 0.66 0.96 0.85 0.77 0.87

Bilirubin
(D)

0~0.7
mg/dL

0.37 0.29 0.32 0.32 0.31 0.26 0.23

Fig. 2. The Change of FBS*, PP2h**. * FBS : Fasting Blood Suga, r** PP2h
: 2 Hours Postparandial Bloo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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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rbal Medication

기간 처방명 처방구성

10월 6일
~ 10월 9일

黃連地黃湯
加味

黃連 8 g, 鼠目太 6 g, 葛根, 甘草, 當歸, 麥門冬,
白茯苓, 生地黃, 人蔘, 天花粉, 大棗 4 g, 生薑,
金錢草, 梔子 3 g, 五味子 2 g, 竹葉 1 g

10월 10일
~ 11월 4일

生肝健脾湯
加味

茵蔯 16 g, 麥芽, 山楂 8 g, 澤瀉, 黃芩, 黃柏,
梔子 6 g, 白茯苓, 生薑, 猪苓, 陳皮, 厚朴 4 g,
甘草, 藿香, 蘿葍子, 木香, 蓬朮, 砂仁, 三稜 枳實,

靑皮 3 g, 大黃 2 g

11월 5일
~ 11월 7일

茵蔯梔子湯
加味

茵蔯 12 g, 大黃 8 g, 黃芩, 黃連, 黃柏 6 g,
枳實, 梔子 4 g

11월 8일
~ 11월
21일

茵蔯蒿湯加
味

茵蔯 12 g, 大黃, 黃連 8 g, 梔子, 黃芩, 黃柏 6 g

Table 3. Western Medication

소화기내과 용법 내분비내과 용법

Ursa 200
mg/Tab

아침, 저녁
식후 30분

Thioctacid HR
600mg/Tab

아침 식전 30분

Legalon 140
mg/Cap

아침, 저녁
식후 30분

Etravil 25mg/Tab 저녁 식후 30분

Nicetile 500
mg/Tab

아침, 저녁
식후 30분

Tegretol CR 200mg/Tab 저녁 식후 30분

Pranol 40
mg/Tab

아침, 저녁
식후 30분

Novomix 300IU
아침 식전 28단위,
저녁 식전 18단위

Duphalac Syr
670 mg/ml

매 식후 30분 Apidra 300IU 점심 식전 4단위

Pantoloc 20
mg/Tab

아침 식전
30분

고 찰

간경변증은 광범위한 간세포괴사가 장기간 진행된 결과 섬

유화가 초래되고, 이 광범위한 섬유화가 정상적인 간소엽을 둘러

쌈으로써 재생 결절이 생기는 만성 간질환이다
6)

. 간경변증의 가

장 흔한 원인은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감염 및 장기

간의 알코올 과다섭취이며, 원인과는 상관없이 최종 조직학적 변

화는 유사하다. 이러한 변화는 간소엽과 혈관계의 구조를 변화시

켜 문맥압항진과 간손상을 초래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킨다. 간손상은 다시 간기능 부전과 내분비 장애로 나누어지

는데, 간기능 부전에 의해서는 간성뇌증을 비롯하여 빈혈, 출혈

경향, 간효소치의 증가, 저알부민혈증,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

며, 내분비 장애로 인해서는 당 대사이상, 성호르몬 대사 이상 등

이 나타날 수 있다
1)

.

간질환에서 나타나는 당 대사이상은 1898년 Naunyn에 의해

“Hepatogenous Diabetes"라고 처음 명명되었으며, 1967년 간경

변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슐린저항성이 보고되었다
7,8)

. 당뇨병

은 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기존의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위

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간경변증을 비롯하여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만성 C형 간염, 간세포암 및 급성 간부

전증 등의 간질환이 있는 경우 그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발생하

기도 한다
2)

.

공복상태에서 혈당은 간의 포도당 생성(hepatic glucose

output, HGO), 즉 당원 분해(glycogenolysis)와 포도당 신생

(gluconeogenesis)에 의해 유지되며,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간 및

근육과 지방조직과 같은 말초조직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

장(glycogen storage)하게 된다9,10).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간의 포

도당 저장 능력 상실로 인한 포도당 신생과정의 활성화, 간기능저

하 와 문맥-전신단락(porto-systemic shunt)으로 인한 고인슐린혈

증, 간 및 말초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부위(post-receptor) 변성으

로 인한 인슐린저항성(insulin resistance)의 발생,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장애, 고인슐린혈증에 의한 글루카곤, 성장호르몬, 인

슐린양 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와 같은 항인슐린 호

르몬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11-13).

간질환에 동반된 당뇨병은 임상적으로 일반적인 제 2형 당

뇨병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뇨병의 가족력,

연령, BMI(Body Mass Index)와 관련이 적고, 공복 혈당보다 식

후 혈당 장애가 심하고, 대혈관 및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이

낮으며, 고인슐린혈증과 인슐린저항성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

이다2,3,14). 또한 당뇨병의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제 2형

당뇨병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적절한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혈

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

는 것이다. 그러나 간경변증을 비롯한 만성 간질환에서 병발하는

당뇨병의 경우 대부분의 경구 혈당강하제가 간에서 대사되며 간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인슐린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15).

간성뇌증(Hepatic Encephalopathy)은 심한 간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정신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발생 원인에 따라 급성간부전에서 오는

뇌증, 문맥전신우회순환과 관련되고 간세포질환이 없는 뇌증, 간

경변과 문맥압항진증 혹은 문맥전신단락과 관련된 뇌증을 각각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하고, C형 뇌증은 다시 발작성, 지속성

및 최소증상 간성뇌증으로 나눈다16)(Table 4).

Table 4. Classification of Hepatic Encephalopathy

HE*
Type

Nomenclature Subcategory Subdivisions

A
Encephalopathy associated with acute

liver failure

B
Encephalopathy associated with
portal-systemic bypass and no
intrinsic hepatocellular disease

C
Encephalopathy associated with
cirrhosis and portal hypertension /or

portalsystemic shunts

Episodic HE

Precipitated

Spontaneous

Recurrent

Persistent HE

Mild

Severe

Treatment-dep
endent

Minimal HE

*HE : Hepatic Encephalopathy

최소증상 간성뇌증(Minimal Hepatic Encephalopathy)은 임

상적으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신경심리검사, 신경생리검

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간성뇌증 환자

는 C형에 속한다. 간성뇌증의 초기 증상으로 수면패턴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상태, 지능, 성격의 변화, 신경

근육계의 이상, 간성 구취, 과호흡 등이 나타나게 된다
6)

. 정신상

태의 변화는 경미한 의식 변화에서부터 깊은 혼수까지 다양하며,

간질환의 중등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신경근육계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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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 혀, 발, 눈꺼풀 등에서 관찰되는 asterixis, 심부건반사의

과활동성, 일시적 제뇌자세(decerebrate posturing)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간성뇌증이 발생하면 그 정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경과 관찰 혹은 치료반응 평가

에 도움이 된다. 흔히 이용하는 West Haven 판정기준은 의식상

태를 1-4단계로 나눈 것이며, 여기에 인지능력, 신경학적 이상 및

뇌파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기도 한다(Table 5, 6).

Table 5. West Haven criteria

Grade Criteria

Grade 1

Trivial lack of awareness
Euphoria or anxiety

Shortened attention span
Impaired performance of addition

Grade 2

Lethargy or apathy
Minimal disorientation of time or place

Subtle personality changes
Inappropriate behaviour

Impaired performance of subtraction

Grade 3
Somnolence to semi-stupor but responsive to verbal stimuli

Confusion
Gross disorientation

Grade 4 Coma (unresponsive to verbal or noxious stimuli)

Table 6. Neuropsychiatric staging of hepatic encephalopathy

Stage Consciousness
Personality
and intellect

Neurologic EEG* findings

0
(mini
mal)

Normal Normal
Impaired
psychomotor
testing

Normal

1
Insomnia,
disturbed
sleep pattern

Confusion,
forgetfulness,
agitation

Tremor,
constructional
apraxia,

uncoordination

Triphasic waves
(5 cycle/sec)

2
Lethargy,
slow

responses

Disorientation,
bizarre behaviour

Asterixis,
ataxia

Slowing of
triphasic
waves

3

Somnolence,
but

patient may
be arousable

Disorientation,
aggression

Asterixis,
hyperactive reflexes,
positive Babinski’s

reflex

Slowing of
triphasic
waves

4
Coma,

unresponsive
Coma

Decerebrate
posture

Delta activity
(2–3cycle/sec)

*EEG : Electroencephalogram

간성뇌증의 병인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며 암모니

아를 비롯하여 gamma amino-butyric acid(GABA), 내인성

benzodiazepine 유사물질, 5-hydroxytryptamine(5-HT), 망간, 가

성 신경전달물질(false neurotransmitter), 혈중 아미노산의 불균

형,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의 투과성 변화, 뇌 에너지 대사

이상 등이 가설로서 제시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그동안 간성뇌증

의 가장 유력한 병인으로 생각되었는데 첫째, 간성뇌증 환자에서

혈중 암모니아가 증가되어 있고, 둘째, 간성뇌증 유발인자들 대

부분이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셋째, 고암

모니아혈증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서 간성뇌증이 발생했다는

것, 넷째, 암모니아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면 간성뇌증의 정도도

호전된다는 것 등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17-19). 체내

암모니아는 주로 대장내의 단백, 아미노산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생산되며, 신장에서도 근육에서 유리된 글루타민으로

부터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6). 문맥으로 유입된 암모니아는 요

소회로(urea cycle)를 통해 요소와 글루타민으로 전환되는데 간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요소 합성의 감소 및 문맥-전신 단락으로

암모니아가 제거되지 못한다. 대뇌에서는 암모니아에 대한 혈뇌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뇌로 유입된다
20). 그러나 모든 간성뇌증 환자들에서 고암모니아혈증이 관찰되

는 것은 아니며, 혈청 암모니아의 상승된 정도가 임상증상의 정

도와 직접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

며, 간질환의 존재 여부나 의식저하의 원인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혈청 암모니아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간성뇌증의 진단에 보조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다21).

간성뇌증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유발

인자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유발인자로는 위장관출혈, 감염,

전해질 불균형, 중추신경계 약제 사용, 변비, 단백질 과다 섭취

및 기존 간질환에서 간기능의 악화 등이 있으며, 경경정맥 간내

문맥전신단락(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TIPS) 시술 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8). 따라서 간성뇌증이 발생

하면 이러한 유발인자들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호전시

킬 수 있으며, 암모니아의 형성 및 체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락툴로스와 같은 비흡수성 이당류

(lactulose, β-galactosidofructose)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간성뇌증 초기부터 단백질 섭취를 엄격히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으며22,23), 급성 뇌증의

초기에는 단백질 섭취를 하루 0.5 g/kg으로 제한하다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증량하여 하루 1-1.5 g/kg까지 늘려나가는 방

법이 추천되고 있다24). 만성 뇌증의 경우 환자의 영양 상태가 나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24)

. 락툴로스는 하

제 효과 뿐만 아니라 대장내 산성도를 증가시켜 암모니아의 형

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약제들의 사용 근거가 되는 연

구결과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비흡수성 이당류의 대체요법으

로 요소분해효소를 생산하는 장내 세균에 대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25-27). 모든 간경변증 환자들에서 간성뇌증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며, 간성뇌증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군에는 뇌증 유발인자의 유무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적절

한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한의학에서 간경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黃疸, 積聚,

脹滿 등의 증후를 들 수 있다1). 東醫寶鑑에서는 모두 雜病에 속

하는 것으로 각각 다양한 원인으로 분류하여 기재되어 있으나28),

대개 환자의 증상을 근거로 변증시치한다. 크게 氣滯型과 血瘀型

으로 분류하고, 각각 氣滯虛寒, 氣滯濕狙 및 熱鬱血瘀, 濕鬱血瘀

型으로 나누게 된다1). 본 증례는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로서

West Haven criteria의 grade 1에 해당하는 간성뇌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상태였다. 초진시 asterixis가 관찰되고 嗜眠, 氣力低下,

眩暈, 頭重感, 兩手振顫을 주소로 하였으며, 脈滑數 및 舌絳紅苔

白이 있어 氣滯濕狙型으로 판단하였다. 처방으로는 黃連地黃湯

加味, 生肝健脾湯加味, 茵蔯梔子湯加味, 茵蔯蒿湯加味를 사용하

였다. 黃連地黃湯은 東醫寶鑑 消渴門에 수록된 처방으로 三消를

治한다
28)
고 하였으며, 黃連, 生地黃, 天花粉, 五味子, 當歸, 人蔘,



당뇨병과 간성뇌증이 동반된 간경변증 1례

- 923 -

乾葛, 白茯苓, 麥門冬, 甘草, 生薑, 大棗, 竹葉으로 구성되어 있다.

黃連地黃湯의 항당뇨병 효과에 대한 보고로는 강 등29)이 제 1형

당뇨병동물 모델에 투여하여 혈당강하를 관찰한 예가 유일하며

혈당강하의 기전에 대한 실험이나 증례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生

肝健脾湯은 茵蔯, 澤瀉, 白朮, 山楂, 麥芽, 陳皮, 白茯苓, 猪苓, 厚

朴, 藿香, 蘿葍子, 枳實, 三稜, 蓬朮, 靑皮, 木香, 砂仁, 甘草, 生薑

으로 구성되어 淸肝, 健脾, 利水의 효능이 있다1). 임상연구에서

만성간염에 대한 치료효과, HepG2 cell의 활성 증가 및 apopt효

능이만성억제작용 등이 있음이 보고되어 각종 간질환에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30,31). 茵蔯梔子湯과 茵蔯蒿湯은 각각 穀疸과

太陰病發黃을 治한다28)고 하였으며, 茵蔯蒿湯은 茵蔯, 大黃, 梔子

로 구성되어 있고 茵蔯梔子湯은 茵蔯蒿湯에 枳實을 가한 처방이

다. 茵蔯蒿湯은 간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 알코올로 유발된 간

손상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효과 및 담석 형성 억제작용이 실

험적으로 보고되었다
32-34)

. 茵蔯梔子湯 역시 간손상에 대한 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黃連地黃湯, 生肝健脾湯,

茵蔯梔子湯, 茵蔯蒿湯은 모두 利濕의 효과가 있으며, 본방에 鼠

目太, 金錢草, 梔子, 黃芩, 黃連, 黃柏, 大黃 등을 가미하여 健脾利

濕, 除脹, 祛痰祛瘀, 淸熱解毒의 효과를 더하고자 하였다. 약 7주

간의 입원치료 후 초진시 호소했던 제반 증상과 asterixis는 거의

소실되었으며, ammonia와 간기능검사 수치 및 혈당조절상태에

는 유의할만한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본 증례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에 당뇨병과 간성뇌증이 동반

된 환자에 대한 경과보고로, 黃連地黃湯加味, 生肝健脾湯加味,

茵蔯梔子湯加味, 茵蔯蒿湯加味를 투여하여 주소증의 호전이 관

찰되었다. 그러나 입원 당시와 비교해 ammonia와 간기능검사

수치 및 혈당조절상태에는 유의할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 사용했던 처방들이 간성뇌증의 증상호전에

는 유효하였으나 간경변증 자체에 대한 치료 및 간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단 1례의 증례

보고라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투약

및 임상병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약 투여로 간성뇌증의 증상이 호전되는 기전에 대한 연구와

간경변증의 기전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 혹은 단미

제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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