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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의 한약 복용후 독성 간염과 함께 발생한 

성 간질성 신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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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of acute interstitial nephropathy and toxic hepatitis 

after short-term herbal medication 

Won Yik Lee, M.D., Byeong Chool Park, M.D., Hee-Sung Kim, M.D., 

Ki Ok Joung, M.D., Su In Yoon, M.D., Soon Kil Kwon, M.D. and Hye-Young Kim,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eongju, Korea  

There are many kinds of herbal medication available in Korea, and some of them have been reported to be related 

with renal failure. However, the simultaneous occurrence of toxic hepatitis and acute renal failure associated with herbal 

medicine has rarely been reported. A 26-year-old male was admitted with a sudden onset of jaundice and generalized 

weakness after taking two doses of herbal medication. A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no abnormalities other than 

scleral icterus. The patient's blood chemistry demonstrated a blood urea nitrogen level of 91 mg/dL, a creatinine level 

of 13 mg/dL, an AST of 212 IU/L, an ALT of 1,528 IU/L and a bilirubin level of 8.5 mg/dL. Renal biopsy showed 

interstitial edema and an infiltration of neutrophils and lymphocytes with preserved glomeruli and vascular structure; 

these findings were consistent with administering medical supportive care without renal replacement therapy. He was 

discharged on the 8th hospital day. This cas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hepatitis and renal failure due 

to herbal medication. We propose that a meticulous history taking for determining the herbal medications a patient has 

taken should be done for those cases of simultaneous toxic hepatitis and renal failure that are without any obvious cause 

in Korea.(Korean J Med 73:103-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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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약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할 수 있고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민간 요법을 시행하거나 통 인 한

약 처방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1차 의료  많은 부분들이 한약에 의한 치료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  부작용이나 임상 결

과가 제 로 확인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치료가 있어 여

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내과 역에서도 많은 수의 

간손상이나 신부 의 임상 경험들이 알려지고 있다
1-8)
. 

한약에 의한 간 손상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약제 유

발성 간 손상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한약제의 

종류나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간 손상의 기 이 정확하

게 밝 지지 않아 명확한 인과 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부분이며 다양한 임상경과를 경험하게 되는

데 특히 기존에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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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nal biopsy shows interstitial edema and the 
normal structure of the glomerulus and vasculature (H&E 
stain, ×100) 

Figure 2. Renal biopsy shows interstitial inflammatory 
cells with infiltration of neutrophils and lymphocytes 
(H&E stain, ×400) 

간부 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4).

한약과 련하여 발생하는 신장 질환 역시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는데 국내에 알려진 주된 임상양상으로는 

간질성 신염이 있으며 성과 만성의 경과가 모두 보고

되어 있고, 만성의 경우에는 체  조  목 으로 복용한 

Aristolochic acid가 확인된 이래 Chinese herb nephro-

pathy로도 알려지기도 하 다9). 성 간질성 신염은 우

리나라에서 한약과 련된 신병증 에서 가장 많은 빈

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투여된 한약제의 기간이 3일에

서 12주까지 보고되었으며 청 크 아티닌도 다양한 

변화를 보 으나 간기능의 이상은 드물었다
7)
. 그러나 한

약을 단기간 복용 후 성 간염과 함께 성 신부 이 

발생한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자들

은 평소에 건강하 던 은 남자가 하루 동안 한약을 복

용한 후 성 독성 간염과 성 간질성 신염에 의한 신

부 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경험하여 이를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 남자, 26세

주  소 : 피로감

병력 : 26세 남자가 피로감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건강하게 지내던  내원 7일  기침, 가래, 오

한, 발열감 있어 감기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한약성분의 

약을 2번 복용하 다. 이후 증상은 호 되었으나 내원 3

일  공막 황달  복부 불편감이 있어 개인의원에 방

문하여 염이라고 듣고 경구투약 받았으나 증상이 지

속되어 내원 1일  액검사 후  크 아티닌 13 

mg/dL, AST/ALT 390/2890 IU/L 소견 보여 성 신부

증  성 간염 의증으로 원되었다.

과거력  가족력 : 특이사항 없으며 한약제의 복용

력도 없음.

진찰 소견 : 키 166.5 cm에 체 이 80 kg의 체격에 

성 병색이었다. 내원 당시 활력증후는 압 180/110 

mmHg, 맥박 분당 92회, 호흡수 분당 22회, 체온 36℃

으며 공막에 황달소견이 있었고, 진찰 소견에서 다른 특

이사항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 : 일반 액검사에서 색소 16.6 g/dL, 

헤마토크리트 49%, 백 구 7,650/mm3, 소 은 132,000 

/mm
3
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요소 질소 91 mg/dL, 

크 아티닌 13.3 mg/dL, AST/ALT 212/1,529 IU/L, 총 

빌리루빈 8.5 mg/dL, 나트륨 96 mEq/L, 칼륨 3.9 

mEq/L, 염소 96  mEq/L, 총단백 6.6 g/dL, 알부민 3.7 

g/dL, 포도당 106 mg/dL 다. 요검사에서는 비  1.020, 

구 10-20/HPF, 백 구 2-3/HPF, 잠  ++, 빌리루빈 

+, urobilinogen ±, 알부민 ± 다. 간염 바이러스 검사는 

HBs Ag 음성, HBs Ab 양성, HCV Ab 음성, HAV-Ab 

(IgM) 음성이었다. 청검사결과에서는 C3 106 mg/dL, 

C4 17 mg/dL, anti ds-DNA 2.2 IU/mL, FANA 음성, 

RA factor 0.0 IU/mL 다. 청 단백 기 동검사에서

는 alpha 2 globulin 분획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소변 단

백 기 동검사에서는 세뇨 성 단백뇨 소견이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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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1 HD3 HD5 HD8 15 dyas after Discharge

BUN/Cr

AST/ALT

Total Bil.

91/13.3

212/1,529

8.5

65/8.5

106/757

5.3

38/3.4

81/336

4.0

16/1.7

62/151

2.7

14/1.2

52/46

1.3

Bil., bilirubin

Table 1. Changes of BUN/Cr, AST/ALT, total Bilirubin as hospital days 

부 음  검사상 우측 신장이 11.3 cm, 좌측 신장이 

11.7 cm이었으며 간 실질내에도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

았다.

신생검 소견 : 내원 5일째 신장 생검을 하 으며 사

구체와 은 비교  정상 소견을 보 으나 간질의 부

종과 간질내에 호 구  림 구의 침윤이 찰되었고 

일부 호산구의 침윤도 찰되는 성 간질성 신염의 소

견을 보 다(그림 1, 2).

치료  경과 : 신부 에 해서 보존 인 치료를 실

시하 으며 성 간염에 해서도 보존  치료를 시행하

다. 내원 8일째  요소 질소 16 mg/dL, 크 아티닌 

1.7 mg/dL로 호 되어 퇴원하 으며 외래 추 찰에서 

 요소 질소 17 mg/dL, 크 아티닌 1.2 mg/dL로 회복

되었고, AST/ALT 44/85 IU/L, 총 빌리루빈 2.2 mg/dL

로 호  보이며 소화기 내과 추 찰 이다(표 1).

고     찰

한약과 련하여 발생하는 신장 질환은 여러 가지 다

양한 임상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주된 질환으로는 고 압, 

성 세뇨  괴사, /만성 간질성 신염, Fanconi's 

syndrome, 신유두 괴사, 요축 , 신장 결석, 요로계통 종

양 등이 알려져 있다10). 이들 한약은 정확한 기 이 확인

되지 않은 것이 많으나 속 등에 의해 오염된 한약재

가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 인 약들과의 약물 상호 작용

을 통해 신장에 손상을 주는 경우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신기능이 하된 환자들의 경우 많은 약들이 포타

슘을 함유하고 있어 합병증을 일으킨다. 국내에서도 한

약 복용에 의한 신병증들이 보고되었으나 간질성 신염

이 주로 찰되었다
6, 7)
.

간질성 신염은 사구체가 비교  정상 소견을 보이면

서 간질 조직에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되고 신부 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감

염, 약물, 신 질환이나 사구체 신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약제에 의한 경우는 그 원인 물질이 항생제,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ion 

drugs:NSAIDs), 진통제, 항경련제, 이뇨제 등이 알려져 

있으며, 한약에 의해 유발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11, 12)
. 한

약 복용 후 발생한 만성 진행성 신간질 섬유화는 그 원

인 물질이 Aristolochic acids임을 보고하면서 이를 

Chinese herb nephropathy로 알려지기도 하 고
9)
, 이외

에도 성 세뇨  괴사, 유두 괴사, 만성 간질성 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 가 보고되기도 하 다. 약제에 의

한 성 간질성 신염은 면역학  기 에 의해 유발될 것

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첫째, 약물을 복용한 

모든 사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과 둘째, 용량

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 셋째, 과민반응에 의한 

신장 외  증상이 동반된다는 , 넷째, 원인 약물로 생

각되는 약제에 다시 노출되면 임상 증상이 발 된다는 

이다
13)
. 

한약 복용에 의한 성 간질성 신염은 국내에서는 신 

등이 약물에 의한 성 과민성 간질성 신염 8  가운데 

한약을 복용한 경우가 2  있었다고 보고하 으며 무력

감  감기 등으로 한약제를 1주에서 2달 가량 복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6)
. 최 등은 3일에서 12주간 한약 복용 후 생

긴 6 의 신병증에 한 연구에서 조직학  소견상 성 

간질성 신염을 가장 많이 보고하며 한약 복용과 련된 

신병증은 세뇨  간질성 병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론하

다
7)
. 이러한 경우들에서 증명할 만한 항원이 확인되기

는 어려우나 역시 약물에 의한 직 인 세뇨  손상이나 

면역학  손상이 의심되며 본 증례의 경우도 비록 호산구 

증가나 피부발진 등과 같은 과민성 반응을 의심할만한 증

상이나 징후가 없더라도 1일 동안 단 2회의 투약만으로 

심각한 간기능 장애와 신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미루

어 면역학  기 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약제에 의해서는 성 간염도 유발되는데 한국 성

인에서 성 간 손상의 원인으로 한약제 등의 식물제제

가 차지하는 비 이 10% 가량으로 추정한 보고도 발표

되었다1). 한약에 의해 간이 손상 받는 경우도 발열, 호산



－ 한내과학회지 : 제 73권 제1호 통권 제563호 2007－

- 106 -

구 증가 등의 알러지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  특이 

반응의 기 과 그 지 않은 사성 특이 반응의 기 으

로 나 어지는데, 본 증례의 경우는 특정 약재에 의한 

독성 사 산물이 성 간세포 손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요약하면 환자가 복용한 검증되지 않은 특정한 한약 

성분이 독성 사산물로 환되어 심각한 간 손상을 일

으켰으며, 동시에 신장 세뇨 의 괴사와 간질에 면역매

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 보고된 한약에 의한 성 간질성 신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성 신부 을 보 으나 심한 간 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7)
, 느릅나무 다린 물

을 먹고 성 간염과 성 신부 이 동시에 발생한 가 

있었으나 병원에 오기 보름 부터 약재를 복용하 으

며
14)
 본 증례와 같이 단기간 복용 후 심한 손상을 보인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아, 자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서 흔히 시행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오용과 

민간 요법에 한 주의와 확인을 강조하기 해 본 증례

를 소개하는 바이다.

결론 으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민간 요법이 행해

지고 한약재를 쉽게 할 수있는 상황에서는 성 신부

의 원인으로 한약재 등의 복용력을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원인 물질이라도 본 증례처럼 독

성 간염과 성 신부  등 다양한 로 나타나거나 동시

에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아직까지 1차 진료가 민간 요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에 의한 신장 손상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나, 아직 간독성과 신기능 하

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26세 

남자가 감기 증상이 있어 성분이 불분명한 한약을 2회 

복용하고 나서 황달과 함께 피로감을 느껴 병원에 왔다. 

진찰에서는 황달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액검사

에서 AST/ALT 212/1,529 IU/L, 빌리루빈 8.5 mg/dL, 

BUN/Cr 91/13.3 mg/dL으로 성 간염과 심한 성 신

부 을 보 다. 신장 생검 결과 사구체와 은 정상이

나 간질의 부종과 간질 내에 호 구, 림 구의 침윤을 

보이는 성 간질성 신염을 진단하 다. 성 신부   

성 간염에 해 보 인 치료를 하 으며 이후 검사

가 호 되어 퇴원하 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민간 요

법이 이루어지고 한약재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는 성 신부 의 원인으로 한약의 복용력을 확인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원인이라도 본 증례와 같이 

독성 간염과 성 신부 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생

각해야 한다.

심 단어 : 한약, 성 신부 , 성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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