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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을 동반한 급성 A형 간염 환자 3예의 변증 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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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A is acute hepatitis caused by the hepatitis A virus (HAV), HAV is a non-enveloped 27nm, heat-, acid,

and ether-resistant RNA virus in the Picornavirus family. HAV is transmitted primarily through fecal-oral route and the

incidence rate of hepatitis A is closely related to environmental hygiene and socioeconomic condition. Recent

improvements in sanitation, public health polici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have had great

impact on the incidence of hepatitis A, which natural production of antibodies against HAV and the prevalence of HAV

antibody has decreased. However, during the past ten years, symptomatic HAV infection substantially increased among

juveniles and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hepatitis A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mmon acute

hepatitis. Though there has been no report on treatment of hepatitis A with jaundice by oriental medicine in South

Korea, many studies and case reports on treatment of icteric hepatitis of which main symptom is jaundice have been

published in other countries. To treat patients diagnosed with hepatitis or suspected case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s, we need to have concerned about hepatitis A. This report is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in oriental

medicine and treatments of 3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acute hepatitis A and treated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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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형 간염은 Picorrnaviridae과의 Hepatovirus에 속하는

single-stranded RNA 바이러스인 HA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간염으로서 대변-구강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어 해당 지역의 보

건 위생 및 경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1). 근래에

우리나라는 위생 상태와 생활 환경이 선진국화 되면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자연 생성이 낮아지고 항체 양성율이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 여년 전 부터는 청소년과 20-30대의 성인에

서도 현증 급성 A형 간염이 급격히 증가되고2) 있어 2007년 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B형 바이러스 간염과

더불어 급성 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었다3).

보편적으로 소아의 A형 바이러스 간염은 증상이 없는 불현

성 감염이지만 성인에서는 심한 증상을 보이는 현증 감염의 양

상을 보인다. 증상은 급격히 발생하며 발열, 식욕부진, 오심, 구

토, 설사, 근육통 등 상기도 감염과 유사한 증상이 대부분 환자에

서 나타난다
4-6)

. 특히 간담도 증상으로서 황달은 40-70% 환자에

서 보통 전구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일후 호전되나 때로는

2-3주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7). 일반적으로 현증 감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1-2주 내에 증상이 완화되지만 일부 환자에서 전격성

간부전, 지속성 간염, 담즙정체성 간염, 재발성 간염 등의 비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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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의 임상과정을 보이기도 하며8) 급성 신부전, 급성 췌장

염, 급성 담낭염, 용혈, 뇌염 및 척수염 등 다양한 간외 합병증이

동반 될 수 있다
9)

.

국내에서 황달을 동반한 A형 간염을 한의학으로 치료한 내

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는 황달을 주 증상으로

하는 급성 황달형 간염에 대한 연구와 임상 보고가 매우 다양하

며10-12) 이미 수세기 전의 역대 한의서에서도 황달을 진단하고 치

료한 내용 중에 급성 바이러스 간염과 일치하는 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에서 간염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환자를 진료 할 경우에 향후 청소년 및 성인에서 발병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A형 간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저자는 한방병원에서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되고 치

료한 3예 환자의 辨證分型 및 치료과정를 요약하여 보고한다.

분형 및 증례

1. 濕重于熱型

1) 환자 : 문 ○○, 남자 32세

2) 주소 : 肢體困重, 倦怠嗜臥, 脘悶不飢, 食慾不進

3) 현병력 : 내원 3일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한 피로, 소

화장애를 동반한 흉부 불편감과 오심이 발생하여 집에서 안정과

휴식하던 중 전신이 무겁고 둔한 통증과 피로가 더욱 악화되고

발열감이 있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4) 가족력, 사회력 : 직장인, 특이소견 없음.

5) 四診 및 理學的 소견 : 面浮白微黃, 舌質淡苔白膩 脈滑緩

6) 대소변 : 이상 없음.

7) 활력증후 : 혈압 120/80 mmHg, 체온 37.7℃, 맥박 64회/분,

호흡수 20회 였다. 이학적 검사 상 공막에 경미한 황달이 관찰되

었으며 결막이 창백한 빈혈소견은 없었고 복진상 상복부의 경미

한 압통이외에 특이 소견 없었다.

8) 검사실 소견 : 혈액 및 혈청 생화학 검사 소견은 내원 당시

백혈구 5000/mm
3
, 혈색소 14.4 g/㎗, 혈소판 180.000/mm

3
, AST

2081 U/L, ALT 115 U/L, ALP 369 U/L, γ-GTP 197 U/L, 총 빌

리루빈 3.1 mg/㎗, 직접 빌리루빈 2.39 mg/㎗, PT 14.5 sec(INR

1.66), 총 단백질 6.6 g/㎗, 알부민 3.6 g/㎗, BUN 21.6 mg/㎗,

creatinine 1.07 mg/㎗ 이었다.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에서

HAV 항체(IgM) 양성이었고, HCV 항체 음성, HBs 항원음성, 항

체 양성 이었다. 입원 2일후 백혈구 4400/mm
3
, 혈색소 14.5 g/

㎗, 혈소판 167.000/mm3, AST 3830 U/L, ALT 3285 U/L, ALP

366 U/L, γ-GTP 180 U/L, 총 빌리루빈 3.3 mg/㎗, 직접 빌리루

빈 2.21 mg/㎗ 이었다. 입원 5일후 백혈구 4700/mm
3
, 혈색소

13.9 g/㎗, 혈소판 179.000/mm3, AST 2134 U/L, ALT 2876

U/L, ALP 332 U/L, GTP 168 U/L, 총 빌리루빈 3.5 mg/㎗, 직

접 빌리루빈 2.32 mg/㎗ 이었다. 입원 7일후 백혈구 4300/mm
3
,

혈색소 14.2 g/㎗, 혈소판 198.000/mm3, AST 1021 U/L, ALT

1297 U/L, ALP 376 U/L, γ-GTP 154 U/L, 총 빌리루빈 3.2 mg/

㎗, 직접 빌리루빈 2.11 mg/㎗ 이었다. 입원 10일후 백혈구

6300/mm3, 혈색소 13.1 g/㎗, 혈소판 246.000/mm3, AST 340

U/L, ALT 197 U/L, ALP 363 U/L, γ-GTP 92 U/L, 총 빌리루빈

1.3 mg/㎗, 직접 빌리루빈 1.01 mg/㎗ 이었다(Fig. 1 & 2).

9) 영상의학 검사 결과 : 흉복부 단순 촬영 및 간담도 초음파 검

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다.

10) 치료 및 경과 : 내원시 消化不良, 惡心, 胃脘痛, 肢體困重, 舌

質淡苔白膩 등으로 濕重于熱型으로 진단하고 茵蔯四苓散加味方

(茵蔯 白朮 白茯苓 澤瀉 豬苓)을 처방하여 1일 3회 투약하였으며

침상 안정하도록 하였다. 침 시술은 內官, 曲池, 合谷, 足三里, 太

衝에 1일 1회 오전에 刺針하였다. 입원 2일째 구역과 기력저하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하였고 공막의 황달이 선명해지고 소변이 짙

은 황색으로 변하였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미열과 극심한 피로

감을 호소하여 체액 보충을 위해 수액을 투여하였고 2-3일 간격

으로 혈액 검사를 하였다. 입원 4일후 부터 정상체온으로 회복되

었으며 입원 7일후 부터 식욕 및 체력과 전신 상태가 점차 회복

되었다. 입원 10일후 황달의 개선과 舌診상 舌質 淡紅하고 舌苔

가 점차 泥苔에서 薄苔로 호전이 있었다. 입원기간동안 체온 정

상이었으며 혈압은 맥박은 안정되었고 15일후 전신상태 양호하

여 퇴원하였다.

Fig. 1. Serial changes serum AST and ALT levels during hospital

days in case 1.

Fig. 2. Serial changes total bilirubin and direct bilirubin levels during

hospital days in case 1.

2. 肝鬱氣滯型

1) 환자 : 서 ○○, 여자 21세

2) 주소 : 口苦喜嘔, 兩脇不調, 胸悶不舒, 不眠眩暈

3) 현병력 : 내원 5일전 부터 오한발열, 오심구토, 협통, 복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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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있어 한의원에서 食積腹痛으로 진단후 투약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아 내원하였다. 발병 후 식욕저하로 음식섭취 하지 못하

였고 소변은 짙은 황색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배뇨하였으며

대변은 발병이후 배변하지 못하였다. 점차 오한발열과 전신통은

완화 되었으나 흉협부의 완만한 통증과 불편감 및 기력저하가

계속되었다.

4) 가족력, 사회력 : 학생, 특이소견 없음

5) 四診 및 理學的 소견 : 面痿黃, 舌質淡紅苔薄黃, 脈沈細無力

6) 小便 : 深黃

7) 大便 : 便秘.

8) 활력증후 : 혈압 100/60 mmHg, 체온 36.8℃, 맥박 60회/분,

호흡수 18회/분 이었다. 이학적 검사상 다소 창백한 결막이었으

며 공막의 황달이 관찰되었고 복진상 우상복부와 위완부 압통이

있었으며 장음의 감소가 있었다.

9) 검사실 소견 : 혈액 및 혈청 생화학 검사 소견은 내원 당시

백혈구 3100/mm3, 혈색소 10.6 g/㎗, 혈소판 203.000/mm3, AST

1535 U/L, ALT 2190 U/L, ALP 531 U/L, γ-GTP 273 U/L, 총

빌리루빈 3.7 mg/㎗, 직접 빌리루빈 2.50 mg/㎗, PT 11.8

sec(INR 1.07), 총 단백질 6.6 g/㎗, 알부민 3.6 g/㎗, BUN 17.9

mg/㎗, creatinine 0.8 mg/㎗ 이었다.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 검

사에서 HAV 항체(IgM)양성이었고, HCV 항체 음성, HBs 항원

과 항체 모두 음성 이었다. 입원 3일후 AST 482 U/L, ALT 1044

U/L, ALP 497 U/L, γ-GTP 217 U/L, 총 빌리루빈 3.3 mg/㎗,

직접 빌리루빈 2.45 mg/㎗, PT 11.9 sec(INR 1.06), BUN 8.2

mg/㎗, creatinine 0.72 mg/㎗ 이었다. 입원 5일후 AST 168

U/L, ALT 516 U/L, ALP 566 U/L, γ-GTP 197 U/L, 총 빌리루

빈 3.5 mg/㎗, 직접 빌리루빈 2.65 mg/㎗, PT 12.2 sec(INR 1.06)

이었다. 입원 7일후 AST 78 U/L, ALT 129 U/L, ALP 563 U/L,

γ-GTP 92 U/L, 총 빌리루빈 2.9 mg/㎗, 직접 빌리루빈 1.66

mg/㎗ 이었다. 퇴원 3일 후 외래 통원 검사 결과 AST 42 U/L,

ALT 39 U/L, ALP 372 U/L, γ-GTP 92 U/L, 총 빌리루빈 1.1

mg/㎗, 직접 빌리루빈 0.7 mg/㎗로서 정상치로 회복 되었다

(Fig. 3 & 4).

10) 영상의학 검사 결과 : 흉복부 단순 촬영 및 간담도 초음파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다.

11) 치료 및 경과 : 초진시 口苦喜嘔, 兩脇不調, 面痿黃, 便秘가

현저하여 肝鬱氣滯型으로 진단하고 柴胡疎肝散加茵蔯(柴胡 陳皮

川芎 赤芍藥 枳殼 香附子 甘草 茵蔯)을 기본처방으로 하여 1일 3

회 투약하였으며 침상 안정하도록 하였다. 침 시술은 內關, 合谷,

足三里, 三陰交, 太衝에 1일 1회 오전에 刺針하였다. 입원 1일째

구역과 기력저하로 음식물 섭취 곤란하였고 공막의 황달이 확연

하였으며 소변이 더욱 짙은 황갈색으로 변하였다. 영양과 체액

보충을 위해 수액을 투여하였고 2-3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

였다. 입원 후 3일 부터 오심이 호전되어 유동식을 섭취하였으며

양측 협통이 완화되고 배변을 하였다. 입원 10일후 정상적인 식

사를 하였으며 발병전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시작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체온을 비롯한 활력증후의 이상은 관찰 되지 않

았으며 12일 후 전신상태 및 검사 결과가 개선되고 정상생활 가

능하여 퇴원 후 통원 관찰하였다.

Fig. 3. Serial changes serum AST and ALT levels during hospital

days in case 2.

Fig. 4. Serial changes total bilirubin and direct bilirubin levels during

hospital days in case 2.

3. 熱重于濕型

1) 환자 : 김 ○○, 남자 38세

2) 주소 : 高熱身痛, 心煩口渴, 眼面急黃, 肢體困重, 小便赤澁.

3) 현병력 : 내원 4일전 조개류를 외식 후 설사복통, 황달과 전

신통을 동반하는 38.0℃ 이상의 발열, 적색의 소량의 소변, 흉부

불편감과 갈증이 발생하여 내과에서 급성 위장관염으로 치료하

였으나 발열신통이 호전이 없고 황달이 급격히 발생하여 본원에

내원하였다.

4) 가족력, 사회력 : 직장인, 특이소견 없음.

5) 四診 및 理學的 소견 : 面浮白微黃, 舌質淡紅苔黃黑 脈滑緩

6) 대변 : 묽은변 1일 5회 소량

7) 활력증후 : 혈압 130/80 mmHg, 체온 38.4℃C, 맥박 72회/

분, 호흡수 21회/분 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결막 빈혈 및 공막

의 황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복진상 하복부에 압통을 호소하였

고 청진상 장음의 증가가 있었다.

8) 검사실 소견 : 혈액 및 혈청 생화학 검사 소견은 내원 당시

백혈구 3500/mm
3
, 혈색소 15.2 g/㎗, 혈소판 120.000/mm

3
, AST

2871 U/L, ALT 3834 U/L, ALP 926 U/L, γ-GTP 435 U/L, 총

빌리루빈 3.2 mg/㎗, 직접 빌리루빈 1.07 mg/㎗, PT 13.1

sec(INR 1.23), BUN 8.4 mg/㎗, creatinine 1.07 mg/㎗ 이었다.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에서 anti-HAV(IgM) 양성이었고,

HCV 항체 음성, HBs 항원과 항체 모두 음성 이었다. 입원 2일후



황달을 동반한 급성 A형 간염 환자 3예의 변증 분형과 茵蔯의 응용 치료

- 699 -

AST 1685 U/L, ALT 3184 U/L, ALP 836 U/L, γ-GTP 358 U/L,

총 빌리루빈 3.3 mg/㎗, 직접 빌리루빈 2.4 mg/㎗, PT 12.6

sec(INR 1.16)이었으며, 입원 5일후 AST 871 U/L, ALT 2410

U/L, ALP 793 U/L, γ-GTP 317 U/L, 총 빌리루빈 3.5 mg/㎗,

직접 빌리루빈 2.58 mg/㎗, PT 12.2 sec(INR 1.10) 이었다. 입원

7일후 AST 324 U/L, ALT 1322 U/L, ALP 760 U/L, γ-GTP 265

U/L, 총 빌리루빈 5.3 mg/㎗, 직접 빌리루빈 3.94 mg/㎗ 이였

다. 퇴원 5일후 검사는 AST 58 U/L, ALT 67 U/L, ALP 537

U/L, γ-GTP 132 U/L, 총 빌리루빈 1.4 mg/㎗, 직접 빌리루빈

1.01 mg/㎗로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5 & 6).

Fig. 5. Serial changes serum AST and ALT levels during hospital

days in case 3.

Fig. 6. Serial changes total bilirubin and direct bilirubin levels during

hospital days in case 3.

9) 영상의학 검사 결과 : 흉복부 단순 촬영 및 간담도 초음파 검

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다.

10) 치료 및 경과 : 응급 환자로 내원하였으며 高熱身痛, 心煩口

渴, 眼面急黃, 小便赤澁이 있어 熱毒內陷型으로 진단하였다. 초

진 당시 음식섭취 부족, 발열, 발한, 설사 등으로 탈진 상태였으

며 즉시 체액 및 전해질 균형을 위해 수액을 투여하였고 입원후

柴胡加茵蔯蒿湯을 처방하여 1일 3회 투약과 절대 안정하도록 하

였다. 침 시술은 外關, 曲池, 合谷, 足三里, 隱白, 太衝에 1일 1회

오전에 刺針하였다. 입원 후 2일 오전에 체온이 38.2℃이었으며

수양변의 설사를 3회 배변하였고 점차 공막의 황달 및 소변이 짙

은 황색으로 변하였다. 경과 관찰을 위해 2-3일 간격으로 혈액

및 혈액화학 검사를 하였다. 입원 3일 후 체온은 정상이었으나

전신통과 복통이 있었으며 묽은변 2회 배변하였다. 입원 5일부터

점차 식욕 및 체력의 회복과 전신 상태가 개선되었으나 황달은

더욱 심하여졌다. 발열과 전신통은 없었으나 상복부의 불편감이

있었고 식후 소화장애를 호소하였다. 입원 11일후부터 공막과 피

부의 황달이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舌診상 舌苔가 黃

黑苔에서 黃苔로 변화가 있었다. 식욕과 소화상태가 호전되고 짙

은 소변이외에는 정상적인 배변을 하였다. 활력증후의 이상은 관

찰 되지 않았으며 14일후 전신상태 및 검사 결과의 점진적인 개

선을 보여 퇴원하였다.

고 찰

한의학에서 간염에 대한 역대 문헌과 연구 보고는 간염의

주요 증상 중 황달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증상을 위

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던 한의학의 특징 때문이며 많은 문

헌 기록중 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황달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내

용이 매우 풍부하다. 이러한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간염의 원

인에 대한 특징적인 검사 방법 뿐 만 아니라 간염의 증상에 대한

정보와 빌리루빈을 포함한 혈액 화학 검사 중 간 기능 지표가 황

달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 국내의 보고에 의하면 A형 간염의 임상증상은 발열

(91.4%)과 황달(65.7%), 오심구토(65.7%), 피로감(65.7%), 오한

(62.9%), 식욕부진(54.3%), 복통(54.3%), 근육통(51.4%) 순 이었으

며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압통을 동반한 간종대가 있다13). 이전의

또 다른 연구에서 이 등14) 은 오심, 식욕 감퇴, 전신 쇠약감, 황

달, 피로감, 구토, 심와부 불편감 등을 80% 이상 환자들이 호소

한다고 보고하였다. 환자 증상의 중등도와 관련되거나 합병증 발

병과 연관된 예측 인자는 확실치 않으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이 심하고 연령과 관계가 있으며 성인의 경우 70%

에서 황달이 발생하고 40세 이상과 만성 바이러스 간염, 알콜성

간염 등의 만성 간질환을 동반된 경우에는 전격성 간염이나 사

망에 이르는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15,16)

.

A형 간염 환자의 간기능 검사 변화는 대부분 혈청 ALP와

AST가 전구기 동안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고치에 도달한 후 주당

약 75%의 비율로 저하되고 혈청 빌리루빈은 ALT와 AST에 비하

여 조금 늦게 상승한 후 최고치에 도달하고 점차 하강한다. 거의

대부분 현성 간염 환자는 6개월 내에 임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

고 정상적인 간기능 수치와 빌리루빈 치를 보인다. 재발과 장기

간의 담즙정체는 매우 드물고 최종적으로는 회복되며 만성화되

는 경우는 없다17). 일반적인 경과를 거친 후 호전된 환자와 전격

성 간부전환자의 검사실 소견을 비교 할 때 혈청 AST, ALT의 차

이는 없으나 프로트롬빈 시간과, 총 알부민과 빌리루빈 치에서

차이를 보인다13). 그러므로 황달과 혈청 빌리루빈이 A형 간염의

예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로 결과

성인에서 빌리루빈 혈증의 지속기간은 평균 18일이었으며 4주

이상 지속된 경우가 23.4%이고 총 빌리루빈이 10 mg/㎗ 보다

높아 황달이 심한 경우가 11.7% 이었고 임상적으로 황달을 나타

내지 않았던 경우는 8.5%이었다14).

한의학에서 황달의 원인은 溫熱蘊結, 肝膽瘀熱, 脾胃虛寒,

熱毒熾盛, 積聚 등이 있으며 그 症狀의 陰陽虛實에 따라 陽黃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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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黃證으로 분류한다. 陽黃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며 병의 진

행이 빠르고 色이 鮮明하고 원인이 濕, 熱邪와 膽熱淤結로서 熱

症實證에 속한다
18,19)

. 치료는 淸熱化濕, 淸熱退黃시켜야 함으로

茵蔯蒿湯, 茵蔯四苓湯, 麻黃連翹赤小豆湯 등을 응용한다. 陰黃은

寒濕, 肝鬱血瘀, 脾虛血虧 등으로 증상의 발생이 점진적이고 色

이 晦暗하고 虛症寒症에 속하여 溫化寒濕, 疎肝退黃, 健脾和胃

하여야 함으로 小建中湯, 茵蔯朮附湯, 鱉甲煎 등을 응용하여 처

방한다19,20). 급성 A형 간염은 濕熱의 邪氣로 인하여 발생된 陽

黃證의 범주에 속하며 발병 초기에는 輕度目黃, 畏寒發熱, 頭重

身痛, 倦怠乏力, 脘悶不飢, 小便黃 등의 증상이 있다. 病態에 따

라 熱重于濕한 경우에는 身目鮮黃, 發熱口渴, 心煩欲嘔, 脘腹滿

脹하며, 濕重于熱한 경우는 身黃不光, 身熱不揚, 頭重身困, 胸脘

痞滿하다10-12,20).

外感邪氣에 의한 황달은 素問 六元正紀大論21)에 溽暑濕熱相

薄, 爭于左之上, 民病黃癉而爲胕腫 이라 하여 최초로 暑濕熱邪가

황달의 원인임을 밝혔고 靈樞 論疾診尺篇22) 에는 황달의 증상을

面色微黃, 齒垢黃, 爪甲上黃, 黃疸也. 安臥, 小便黃赤, 脉小而澁

者, 不嗜食 등으로 요약하였다.

外邪 중에는 濕邪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金匱要略 黃疸病

에 “黃家所得, 從濕得之” 이라 하였는데 濕과 熱은 濕熱黃疸의

원인이 되고 濕과 寒은 寒濕黃疸을 발생시킨다. 熱毒, 溫毒에 의

해서 발생한 황달로서 갑자기 발생하고 重症이면서 전염성이 있

을 경우에는 瘟黃으로 칭하며 吳又可는 瘟疫論에서 “疫邪傳裏,

移熱下焦, 小便不利, 其傳爲疸, 身黃如金” 이라 하였다
19)

. 또한

傷寒論 辨陽明病脉證並治 에는 “陽明病, 此爲瘀熱在里, 身必發

黃, 茵蔯蒿湯主之. 傷寒發汗己, 身目爲黃, 所以然者, 必寒濕在裏

不解故也” 이라 하여 그 원인이 寒濕에서도 기인함을 언급하였

다26).

이외에 과거 고전에도 황달의 발생이 전염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기술한 내용은 매우 많아 孫思邈은 “時行熱病, 多

必內瘀著黃” 沈金鰲는“又有天行疫癘. 以致發黃者, 俗爲之瘟黃,

殺人最急” 이라 하였으며 傷寒論에 “傷寒七八日, 身黃如橘子色,

小便不利, 腹微滿者. 茵蔯蒿湯主之“ 라 하고 金匱要略에는 黃疸

之病, 當以十八日爲期, 治之十日以上瘥, 反劇, 爲難治” 라 하여

황달의 증상 발현과 호전시기를 설명하였다19,23). 巢元方은 諸病

源候論의 急黃候에 “脾胃有熱, 穀氣鬱蒸, 因爲熱毒所加, 故卒然

發黃, 心滿氣喘, 命在頃刻, 故云 急黃也” 라하여 황달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24).

최근 급성 A형 간염에 한약을 투약하여 치료한 임상연구에

서 의미 있는 효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郭修明10) 은 Anti HAV

IgM 양성인 58예의 황달환자를 淸熱利濕 退黃湯으로 치료후 濕

邪와 熱邪를 확실히 辨證하여 濕邪는 芳香化濕, 健脾化濕, 淡滲

利濕시키고 熱邪는 苦寒淸熱, 淸熱解毒시키며 活血化瘀를 보조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과거부터 현대에까지

매우 중요시하여 黃疸濕偏重證은 倦怠, 食少, 惡心嘔吐, 舌苔百

膩, 黃疸色不鮮明 등이 주된 증상으로 輕度發熱, 四肢酸沈, 頭重,

胸悶腹脹, 小便少, 大便溏, 脈濡數 등을 동반하며 治法은 利水祛

濕한다. 黃疸熱偏重而裏熱證은 小便不利而赤, 大便不通, 脹滿, 自

汗, 脇下腹痛, 身目沈黃, 脈弦滑數, 舌苔黃燥하며 裏熱이 熏蒸하

고 下焦氣化에 영향을 미쳐 裏實, 熱邪蘊結에 의한 증상이 나타

나므로 治法은 淸熱攻下하고 燥濕除黃 하여야 한다
25)

. 段蓬勃
11)

은 97예의 A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中西醫結合治療를 하였던

환자들을 관찰하고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현대의학으로만

치료를 하였던 환자들 보다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濕邪와 熱邪의 경중에 따라 熱重于濕者는 淸熱通

腑, 利濕退黃 하기 위하여 茵蔯蒿湯加減方을 투약하였고 濕重于

熱者는 運脾利濕, 淸熱退黃을 목적으로 茵蔯四苓湯加減方을 사

용하였다.

黃緖平12) 은 갑자기 발생하는 황달을 동반하는 A형 간염은

陽黃으로 疫毒之邪가 表에서 裏에 침입하여 濕熱이 蘊阻中焦하

고 熏蒸肝膽 함으로서 疎泄作用에 영향을 주어 膽汁의 循環이

不常하여 肌膚에 外溢하고 肝木이 橫犯脾土 하여 黃疸, 尿黃, 目

黃이 발생함으로 淸熱利濕을 목적으로 自擬茵陳加味湯을 투약하

여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黃疸에 사용하는 처방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茵

蔯蒿湯으로서 淸熱利濕 退黃하고 疎肝利膽하며 降逆止嘔하는 효

과가 있어 증상에 따라 수증가감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A형 간염 환자의 한방 치료에 빈번하게 선택

되어지는 처방이다. 황달 환자의 치료시 중요한 점은 身黃과 目

黃, 尿黃이외에 舌苔厚膩, 脈滑등 濕邪의 증상이 없고 陰傷燥熱

의 증후로 舌紅或絳, 少苔或無苔乾燥할 경우라도 淸熱解毒시키

는 약물을 과다하거나 다용하는 것은 苦寒化燥의 염려가 있어

滋陰養液, 凉血散血, 疏導肝膽 시키는 약물을 加味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26).

본 증례에서도 환자의 증상과 한의학적인 진단에 따라 투약

하였다. 濕重于熱하여 濕沮脾胃한 환자의 경우는 肢體困重, 倦怠

嗜臥을 주 증상으로 호소하고 發熱, 惡寒, 全身痛 등이 비교적 경

미하여 運脾健胃와 利濕을 목적으로 茵蔯四苓散加味를 투약하였

다. 處方 내용중 茵蔯은 淸熱解毒, 利濕退黃하며 豬苓, 茯苓, 澤

瀉는 淡滲利濕, 通利小便하고 白朮은 甘溫健脾以除濕한다. 肝鬱

氣滯인 경우에는 증상이 口苦喜嘔, 胸悶不舒 등으로 병증이 肝氣

鬱結로 인하였으므로 疎肝解鬱, 利氣하도록 柴胡疎肝散을 기본

처방으로 平胃散을 合方하여 茵蔯, 厚朴, 蒼朮을 가미하였다. 方

中에 柴胡, 赤芍藥, 川芎, 香附子는 疎肝解鬱하고 蒼朮, 厚朴, 枳

殼, 陳皮는 理氣和中, 除濕消滿 함으로서 疎暢肝經鬱滯之氣하고

宣通脾經窘之濕하도록 하였다. 증예 중 황달과 더불어 外感邪氣

로 인한 증상이 가장 심하였던 熱重于濕한 경우에는 高熱口渴,

體痛急黃, 小便赤澁 등의 증후로 熱毒內陷하였으므로 淸熱通腑

解毒을 治法으로 柴胡加茵蔯蒿湯을 처방하였다. 처방내용 중 茵

蔯의 淸熱退黃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량을 사용하고 梔

子, 大黃 등으로 淸熱散結 시키고 車前子, 豬苓, 澤瀉로 滲利濕

邪, 通利小便하며 白朮, 藿香, 玄胡索, 川楝子 등은 健脾除濕, 芳

香化濁, 宣利氣機하는 효과를 목표로 처방 하였다.

본 증례 보고의 대상이었던 환자 3예 모두 한약 투약 후 내

원시 호소하였던 증상이 점차 호전되고 혈청 AST와 ALT가 최고

치에 도달한 다음 급격히 하강하여 투약 10일후부터 14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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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상치에 근접하였고, 총 빌리루빈 치는 상승 후 AST와 ALT

에 비하여 다소 늦게 저하되기 시작하여 황달의 개선과 함께 퇴

원 시에는 경미한 상승치를 보였다.

결 론

한방병원에 황달을 동반한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되어 입

원 치료한 3예 환자를 한의학적인 진단방법인 四診에 따라 辨證

을 하고 병증을 分型하여 치료 후 증상과 간기능이 호전되어 경

과를 요약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투약은 황달에 응용하는 대표적인 본초인 茵蔯을 환자의 상

태에 따라 기본처방에 응용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3예의 환자 모

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던 혈중 AST, ALT가 치료기간 중 점

차 저하되어 평균 14일 이후에는 정상치에 근접 하였고 입원당

시에 호소하였던 증상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혈중 빌리루빈은

AST, ALT보다 다소 늦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이 대증요법을 하는 황

달을 동반한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한의학적인 진단방법에

따라 치료하는 경우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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