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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ver 500 victims with toxic hepatitis associated with some sort of Chinese diet food for 

weight reduction were developed in Japan, China, Singapore and Malaysia. These Chinese goods 

contain several kinds of Chinese herbs and fenfluramine, the well known anti-appetite drug. 

However, until today, it is not determined which component of the diet food is responsible for the 

hepatic injury. 

Nowadays, toxic hepatitis is frequently seen in daily practice, second only to viral origin in Korea. 

We present a 38-year-old woman who developed mixed cholestatic and hepatocellular injury after 5 

week's ingestion of the Chinese diet food. The causality of this agent to the hepatotoxicity was 

assessed by RUCAM and M&V scale. Herein we described the clinical course and liver pathology of 

this patient.(Korean J Med 65:S689-S69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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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간염의 원인은 지역과 인종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과거 HBsAg 

양성률이 높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HBsAg 양성률

이 점차 감소하면서 급성 B형 간염은 전체 급성 간염 원인 

중 10%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
.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각종 약물에 의한 독성간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용

약제 이외에도 한약제를 비롯한 각종 보완요법이나 

민간요법에 의한 간 손상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독성간염과 관련성이 

있다고 지목되어 사용금지 처분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들 중의 한 가지를 5주간 복용하고 독성간염이 발생한 1

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 김○숙, 여자, 38세

∙접 수 : 2002년 10월 31일

∙통 과 : 2003년  1월  4일

∙교신저자 : 안병민, 대전시 중구 대흥동 520-2, 대전성모병원 내과학교실(301-723)

E-mail : hepatotoxicity@empal.com

*위 논문은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연구비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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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황달 및 전신 소양증

현병력 : 평소 건강히 지내오던 중 내원 5일 전까지 

5주(34일)간 체중감량을 위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해

오다가 내원 1주일 전부터 황달 및 전신 소양증이 심해

져 본원에 내원함.

과거력 : 특이소견 없음

가족력 : 특이소견 없음

이학적 소견 : 내원 당시 혈압은 140/80 mmHg, 맥박 

84회/분, 호흡수 18회/분이었다. 급성 병색을 보 으며 

공막에 황달을 보 고,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다. 심음은 

규칙적이고, 잡음은 들리지 않았으며 호흡음도 깨끗하

다. 복부 촉진상 압통 및 장기 비대는 보이지 않았다. 사

지에 부종은 보이지 않았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

견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 소견 : 말초 혈액검사상 백혈구 7,600/mm
3 
(중

성구 62%, 임파구 22%, 호산구 8%), 헤모 로빈 14.1 

g/dL, 혈소판 263,000/mm3이었다. 혈청 생화학적 검사

상 총 단백 5.4 g/dL, 알부민 2.9 g/dL, 총 빌리루빈 19.5 

mg/dL, 직접 빌리루빈 9.1 mg/dL, AST 538 IU/L, ALT 

996 IU/L, ALP 183 IU/L, r-GT 75 IU/L이었다. 

Anti-HAV (IgM, IgG), HBsAg, Anti-HCV는 전부 음

성 이었으며, HBsAb는 양성이었다. 종양 표지 인자로 

alpha fetoprotein은 299.9 ng/mL로 상승되었다. 류마티

스 인자, Anti-nuclear Ab (FANA), Anti LKM-1 Ab는 

음성이었다. 

RUCAM and M&V 진단척도 : RUCAM 9점, M&V 

14점으로 두 가지 척도에서 양쪽 다 “가능성 높음” 

(probable)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소견 : 단순 흉부 촬 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내 국소 종괴의 소견은 없이 간 

실질 에코가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 으며, 복부 컴퓨터 

단층 촬 상 약간의 간 및 비장 종대소견을 보 으나 간 

내 종괴는 보이지 않았다. 

조직병리학적 소견 : 문맥은 소담관의 증식과 함께 

형질세포, 림프구, 호산구의 침윤으로 확장되어 있었으

며 일부에서 문맥 주변부의 가교상 괴사 및 섬유화가 관

찰되었다(그림 1). 간소엽에는 담즙정체, 전반적인 간세

포의 팽창, 핵 종대, 호산성 세포질, 동모양 혈관내 림프

구 및 호산구의 세포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지방성 변화

는 저명하지 않았다(그림 2).

치료 및 경과 : 입원 후 환자는 심한 식욕부진으로 수

액투여를 위주로 한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 으며, 상승

되었던 ALT/AST 수치는 급속히 호전되었다. 입원 14

일째 시행한 혈청학적 검사상 총 단백 6.4 g/dL, 알부민 

3.4 g/dL, 총 빌리루빈 17.2 mg/dL (직접 빌리루빈 9.5 

mg/dL), AST 55 IU/L, ALT 43 IU/L로 호전되어 퇴원

하 으며, 현재는 본원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환자가 복용하 던 중국산 건강식품의 구성분이 여러 

Figure 1. (A) Porto-periportal hepatitis with small bile 
ductules proliferation (H&E stain, ×100) (B) Bridging 
necrosis and fibrosis with small bile ductules proliferation 
(Masson trichrome stain, ×100)

Figure 2. (A) Lymphocytes, plasma cells, and moderate 
eosinophils infiltrate in portal area. (B) Sinusoidal bile 
deposit with acute liver change such as eosinophilic 
cytoplasm and nucleomegaly with focal spotty necrosis in 
the hepatic lobules is observed (H&E sta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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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한약제와 식욕감퇴제로 알려진 fenfluramine이 확

인되었으나, 과연 어떤 성분이 간 손상의 원인이 되었는

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Fenfluramine은 식욕

감퇴 효과를 이용하여 수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체중감량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부작용에 관련된 

보고로는 신경독성과 심장판막에 대한 것이 알려져 있

을 뿐 간독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의 대량 독성간염 사고를 초래한 여러 가지 중국산 건강

식품들 속에 fenfluramine이 흔히 포함되어 있어, 현재 

이 약제나 유도체의 간독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

다. 또한, 환자가 복용하 던 중국산 건강식품은 주성분

이 여러 가지 생약 복합제로서 이에 의한 간독성도 고려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식물제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간 손상 

증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증례들은 진단

이 어려워 보고되지 않고 사장되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간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식물의 확보나 동정이 어렵고, 

설사 원인이 된 식물제제가 확보되더라도 본 증례에서

와 같이 대부분 여러 가지 식물 또는 생약제제들이 복합

되어 있어서 간독성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진단상의 문제점은 상용약제에 의한 간 독

성의 원인산정법을 이용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사실, 상용약제는 식물제제와는 달리 대부분 단일

성분이라는 점 외에는 유사한 진단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해결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무리한 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의심되는 약제가 간 

손상을 초래했을 가능성의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방

법을 식물제제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같이 점수표를 이용한 진단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

이 없는 것은 아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두 가지 진단 척도로서 RUCAM (Russel 

Uclaf Causality Assessment Method) 척도 및 M&V 

(Maria & Victorino) 척도를 들 수 있다3, 4). 그러나 상용

약제에 적용되는 진단척도를 식물제제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헌보고에 대한 항목이다. 

저자들은 이 부분을 수정한 수정된 척도를 적용하 다. 

즉, RUCAM에서는 “1) 제품에 간독성에 대한 정보가 표

시되어 있을 때, 2) 간독성에 대한 문헌보고는 있으나 제

품에 표시되지 않았을 때, 3) 간독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을 때를 각기 +2점, +1점 및 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M&V 척도에서는 1) 간독성의 문헌보고가 있을 때, 2) 

보고되지 않았으나 판매된지 5년 미만의 약제일 때, 3) 

보고되지 않았으나 5년 이상 판매된 약제일 때를 각기 

+2점, 0점, -3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항목들을 저자들은 

1) 원인식물이 동정되었으며, 간독성이 보고 되어 있을 

때, 2) 복합 식물제제 이거나 원인식물이 동정되지 않았

을 때, 3) 원인식물이 동정되었으며 간독성에 대한 보고

가 없을 때를 각기 +2점, +1점, 0점으로 수정하여 두 가

지 척도에 적용하 다. 본 증례는 수정된 두 가지 척도

에서 양쪽 다 “가능성 높음(probable)"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간독성 기전에는 내인성 간독성(intrinsic 

hepatotoxicity)의 기전과 특이 반응(idiosyncrasy)의 기

전에 의하여 유발된다. 내인성 간독성은 용량 의존성이 

있으며, 노출된 개체들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된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특이반응에 의한 간독성은 노출

된 개체들 일부에서 발생하며 용량 의존성이 없거나 적

은 것이 특징이다. 특이 반응을 세분하면 면역-알러지반

응(immunoallergic response)의 소견 즉, 발열, 림프절 

종대, 피부발진, 관절통, 호산구증 등의 전신소견을 보이

는 면역적 특이반응(immunologic idiosyncrasy)의 기전

과 그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 대사성 특이반응

(metabolic idiosyncrasy)의 기전으로 나누어진다5). 식물

제제에 의한 간 손상은 본 증례와 같은 간세포성 손상과 

담즙정체성 손상이 혼합된 급성간염의 형태가 흔하며, 

기전은 cytochrome P450 효소체계에 의해 식물이 내포

한 여러 가지 alkaloids 성분이나 deterpenoids 성분이 

대사되면서 발생하는 반응성 대사 산물이 간손상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7). 국내 보고에 의하면 식

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특성은 다양한 기간의 잠복기 

후 황달을 동반하는 혼합성 손상이 전체의 74%를 보이

고, 이러한 혼합성 손상은 순수한 간세포성 손상에 비해 

간 효소치의 상승이 비교적 심하고 회복이 지연되며 합

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 본 증

례의 경우에는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으로 복합성분으로 

표기된 성분들은 화분 추출물, 황기, 진피, 초결명, 구기

자의 복합된 생약제제이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안전청

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일본에서도 문제가 된 fenflur-

amine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Fenfluramine은 

d-, l-fenfluramine의 라세미 혼합물로 amphetamine과 

작용기전 및 보고된 부작용은 다르나 비슷한 화학구조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nfluramine의 



－대한내과학회지 : 제 65권 부록3호 2003－

－ S 692 －

주된 작용기전은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연접틈

새(synaptic cleft)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해서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9). 지금까지 문헌으로 보고된 fenfluramine의 부

작용은 구강건조, 구역, 설사, 변비, 기면(lethargy), 무력

(asthenia), 졸림(somnolence), 어지러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심장판막질환, 폐성 고혈압이 보고 되고 있다10-12). 

그러나 아직까지 fenfluramine의 간독성에 대한 문헌보

고는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

된다. 

요     약 

저자들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하던 중 황달 

및 전신 소양증을 주소로 입원한 젊은 여자에서 혈청학

적 검사, RUCAM, M&V 척도, 간 조직 검사를 통해 독

성간염으로 진단된 후 호전된 1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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