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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癬으로 3개월 이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 82명의 간수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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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ver the safety of herbal medication in relation to liver function. This report, 
therefore, aimed to analyze the safety issue of herbal medications by scrutinizing the liver function tests (LFT) results 
of 82 psoriasis patients on herbal medications for 3 months at an oriental medical clinic. 
Methods: We tested psoriasis patients' liver function periodically with Reflotron Plus of Roche during the herbal 
medication. Then we statistically analyzed the LFT results to see if there was any negative change.  
Result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FT results of 82 psoriasis patients showed no meaningful change caused by herbal 
medication over 3 months. 
Conclusions: From this result we conclude that herbal medication for 3 months does no harm to patients' liv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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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물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중요하다. 이 두 가

지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때 임상적인 의의가 있

으며, 실제 투일약에도 문제가 없다. 한약 또한 마찬

가지로 치료 효과의 유효성은 물론 장기복용에도 무

리가 없도록 안전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약물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

며, 한약 역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장기간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무엇보다 약물의 안전성 여부에 관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2).
건선은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한 丘疹과 판이 나타

나는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이다. 증상의 정도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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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그 발생 원인은 정확

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

는 만성경과를 보인다3).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3%
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재

발을 늦추는 것만 가능할 뿐 완치가 어려운 만성 재발

성 질환으로 보고 있다4,5). 따라서 한의학을 통한 건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건선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한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한약의 약물성 간손상 가능성을 들

어 환자들에게 한약 복용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강6) 등은 급성 독성간염 환자 159명을 조사한 논문에

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가 41.5%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7) 등은 독성 간손

상의 원인 중 상용 처방 약재가 55%, 한약재나 녹즙 

등 건강보조식품이 42%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8) 

등은 한약 성분의 약을 2일 복용한 뒤 급성 독성 간

염과 급성 간질성 신염이 발견된 사례를 보고한 바 

있고, 김9) 등은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으로 인한 독성 

간염을 44.7%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의 논문은 대부분 한약이 간수치에 문

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10-12). 그러나 한의학계의 기존 보고들은 강6) 등과 같

은 서양의학계의 보고에 비해 환자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윤10) 등의 논문은 상대적

으로 적은 인원인 5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

니라 평균 투약 기간도 44.34±6.65로 그리 길지 않다. 
또한, 윤13) 등의 보고는 다기관 참여로 인해 모집단의 

규모가 237명으로 충분한 반면, 투약 기간이 10-15일

의 단기간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보다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보다 장기간에 걸친 한약 

복용이 간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의원에서 건선 치료를 위해 3개

월 이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간수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3개월 이상 장기간의 한약 복

용과 간수치와의 상관성 여부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데이터 전처리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① 간수치 변수 : GPT, GOT, GGT
② 역학 변수 : 성별, 연령, 체중(kg), 최고혈압, 최

저혈압, 맥박, 체온, 

2) 데이터 전처리

① 샘플 처리

⑴ 2007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00한의원에

서 치료를 받은 건선 환자 484명 중에서 한약 복용 

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서, 검사 결과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고, PASI점수를 판별할 수 있는 샘플 112명을 

추출

⑵ 이 중에서 GPT, GOT, GGT 측정 point 가 모

두 3개 이상인 샘플만 추출

⑶ 최종 샘플 수 : 82명

2. 분석 목적 및 분석 방법

1) 건선 환자의 한약 복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간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분석 방법

① McNemar Test(Table 1)
⑴ 샘플 그룹 정의 

- before(+) : 최초 내원일에 간수치가 비정상인 샘

플

- before(-) : 최초 내원일에 간수치가 정상인 샘플

- after(+) : 최종 치료일에 간수치가 비정상인 샘플

- after(-) : 최종 치료일에 간수치가 정상인 샘플

⑵ 귀무가설

- p(b) = p(c)
· 간수치에 이상이 있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

과 간수치가 정상이었다가 간수치가 이상이 될 확률

은 동일하다  즉, 약물이 간수치 변동에 미치는 영향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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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fter(-) Total

before(+) a b a+b

before(-) c d c+d

Total a+c b+d a+b+c+d

(351)

Table 1. McNemar Test

3. 간수치 이상· 정상군의 정의 방법 

1) Single Dimension
① GPT, GOT, GGT 각각에 대해 정의

⑴ GPT 수치 정상 범위: 남<41, 여<32
⑵ GOT 수치 정상 범위: 남<40, 여<33
⑶ GGT 수치 정상 범위: 남<51, 여<33
2) Multi Dimension
① GPT, GOT, GGT 중 하나라도 정상 범위 수치

를 벗어난 경우 “간수치 이상” 으로 정의

② GPT, GOT, GGT 중 2개 이상 정상 범위 수치

를 벗어날 경우 “간수치 이상” 으로 정의

③ GPT, GOT, GGT 모두 정상 범위 수치를 벗어

날 경우 “간수치 이상” 으로 정의

4. Baseline Characteristics(Table 2)

1) 성별 구분

① M : 남자, F : 여자, T : 남자+여자

2) 약물 치료 전, 후
① before : 약물 치료 전, after : 약물 치료 후

3) 계산 수치

① Mean +- SE (SE : 표준오차)
4) P value
① M1 vs. M2: 남자 환자의 경우 치료 전, 후 측정

값 차이 분석(T-test, paired) 후 계산된 p value
② F1 vs. F2 : 여자 환자의 경우 치료 전, 후 측정

값 차이 분석(T-test, paired) 후 계산된 p value
③ Total1 vs. Total2 : 모든 환자의 경우 치료 전, 

후 측정값 차이 분석(T-test, paired) 후 계산된 p 
value

5. 통계 분석 결과

1) Single Dimension 분석

① 남자 환자 간수치 영향 분석 결과(Table 3,4,5)
② 여자 환자 간수치 영향 분석 결과(Table 6,7,8)

③ 전체 환자 간수치 영향 분석 결과(Table 
9,10,11)

2) Multi Dimension 분석

① 남자 환자 간수치 영향 분석 결과(Table 
12,13,14)

② 여자 환자 간수치 영향 분석 결과(Table 
15,16,17)

③ 전체 환자 간수치 영향 분석 결과(Table 
18,19,20)

약물로 인한 간독성은 GPT, GOT, GGT와 같은 간

수치의 상승을 유발한다. 때문에 간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현저하게 상승될 때 약물로 인한 간손상을 의심

해 볼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약물의 투약 이후 간수치

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경우 해당 약물은 간손상

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선치료를 위해 3개월 이

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투약 기간 

동안 이들의 GPT, GOT, GGT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그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물로 인한 간수

치의 변동은 없었다. 

3) 건선 치료 효과 

건선에 대한 약물치료의 유효성, 치료 효과의 문제

는 건선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국제적으

로 통용되고 있는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변화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건선의 증상 정

도가 심하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건선의 중증도가 높

은 것이며, 이는 높은 PASI로 나타난다. 반면 건선 

범위가 좁고 정도가 약할수록 PASI가 낮으며, 이는 

중증도가 낮다는 뜻이다17). 따라서 치료 전 PASI에 

비해 치료 후 PASI가 낮아진다면, 건선의 중증도가 

호전된 것으로 유효한 치료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간수치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였던 82

명의 환자에 대한 PASI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절대다수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PASI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PASI가 70% 이상 현저하게 낮아진 환자가 79.27
∼86.59%로, 이를 통해 건선에 대한 한약 치료의 유

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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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ay Last Day P value

Data M1 F1 Total1 M2 F2 Total2 M1 vs. 
M2

F1 vs. 
F2

Total1 vs. 
Total2

N 49 33 82 49 33 82 NA NA NA
Age 38.02+-1.81 34.7+-2.35 36.68+-1.44 38.29+-1.78 34.81+-2.39 36.91+-1.44 0.1075 NaN 0.1073

Weight
(kg) 70.63+-1.27 54.94+-1.48 64.35+-1.29 68.49+-1.25 52.28+-1.17 62.06+-1.25 0.0986 0.7015 0.0909

Maximu
m Blood 
Pressure

132.31+-2.13 117.53+-2.6 126.63+-1.82 128.1+-2.35 119.08+-2.35 125.14+-1.7
7 0.1493 0.9778 0.2163

Minimu
m Blood 
Pressure

80.12+-1.64 75.67+-1.68 78.41+-1.21 78.35+-1.5 75+-1.29 77.25+-1.07 0.3358 0.4036 0.2029

Pluse 74.83+-1.68 75.23+-2.35 74.99+-1.37 74.04+-1.76 76.75+-2.31 74.93+-1.39 0.6103 0.893 0.714
Tempera

ture 36.7+-0.06 36.89+-0.06 36.78+-0.04 36.46+-0.06 36.77+-0.07 36.58+-0.05 0.0012 0.1199 3.00E-04

GPT 26.21+-2.42 17.17+-1.53 22.94+-1.67 19.68+-1.52 15.36+-1.41 17.9+-1.09 0.0747 0.4801 0.0564
GOT 26.53+-1.11 25.27+-2.29 25.96+-1.15 25.82+-1.44 22.34+-1.37 24.54+-1.04 0.7828 0.5051 0.8664
GGT 32.71+-2.23 24.19+-2.73 29.39+-1.74 24.74+-2.95 17.03+-1.82 21.92+-1.97 0.3866 0.3626 0.4776

Male/GP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2 3 0.5403
before(-) 4 29 33

Total 5 31 36
McNemar Test : There is no GPT change (p > 0.05)

Male/GO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0 1 1 0.7237
before(-) 1 15 16

Total 1 16 17
McNemar Test : There is no GOT change (p > 0.05)

Male/GG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0 1 0.6171
before(-) 1 7 8

Total 2 7 9
McNemar Test : There is no GGT change (p > 0.05)

Female/GP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2 1 3 0.7728
before(-) 2 16 18

Total 4 17 21
McNemar Test :  There is no GPT change (p > 0.05)

(352)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Table 3. Single Dimension/Male/GPT

Table 4. Single Dimension/Male/GOT

Table 5. Single Dimension/Male/GGT

Table 6. Single Dimension/Female/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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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GO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1 2 0.6171
before(-) 0 8 8

Total 1 9 10
McNemar Test : There is no GOT change (p > 0.05)

Female/GG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0 0 0 0.2888
before(-) 2 3 5

Total 2 3 5
McNemar Test : There is no GGT change  (p > 0.05)

Total/GP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3 3 6 0.4047
before(-) 6 45 51

Total 9 48 57
McNemar Test :  There is no GPT change (p > 0.05)

Total/GO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2 3 0.7728
before(-) 1 23 24

Total 2 25 27
McNemar Test : There is no GOT change (p > 0.05)

Total/GGT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0 1 0.1489
before(-) 3 10 13

Total 4 10 14
McNemar Test :  There is no GGT change (p > 0.05)

Male/1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3 4 7 0.451
before(-) 7 35 42

Total 10 39 49
McNemar Test :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353)

Table 7. Single Dimension/Female/GOT

Table 8. Single Dimension/Female/GGT

Table 9. Single Dimension/Male+Female/GPT

Table 10. Single Dimension/Male+Female/GOT

Table 11. Single Dimension/Male+Female/GGT

Table 12. Multi Dimension/Male/1o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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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2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0 0 0 0.2888
before(-) 2 47 49

Total 2 47 49
McNemar Test :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Male/3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0 0 0 NA
before(-) 0 49 49

Total 0 49 49
McNemar Test :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Female/1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2 3 5 0.5959
before(-) 5 23 28

Total 7 26 33
McNemar Test :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Female/2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0 1 0.6171
before(-) 1 31 32

Total 2 31 33
McNemar Test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Female/3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0 0 0 NA
before(-) 0 33 33

Total 0 33 33
McNemar Test : Not Applicable

Total/1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5 7 12 0.3019
before(-) 12 58 70

Total 17 65 82
McNemar Test :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354)

Table 13. Multi Dimension/Male/2of3

Table 14. Multi Dimension/Male/3of3

Table 15. Multi Dimension/Female/1of3

Table 16. Multi Dimension/Female/2of3

Table 17. Multi Dimension/Female/3of3

Table 18. Multi Dimension/Male+Female/1o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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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2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1 0 1 0.1489
before(-) 3 78 81

Total 4 78 82
McNemar Test : :There are no changes in GPT, GOT and GGT (p > 0.05)

Total/3of3 after(+) after(-) Total P value(McMemar)
before(+) 0 0 0 NA
before(-) 0 82 82

Total 0 82 82
 McNemar Test : Not Applicable

First Day  vs.  Last Day Maximum PASI Day  vs.   Last Day
Curative Efficacy N % N %

Excellent 65 79.27 71 86.59
Good 12 14.63 9 10.98
Fair 2 2.44 1 1.22
Poor 3 3.66 1 1.22
Total 82 100 82 100

(355)

Table 19. Multi Dimension/Male+Female/2of3

Table 20. Multi Dimension/Male+Female/3of3

Tabel 21. Effect of treatment on psoriasis

① 치료판단의 근거

⒜ 우수 : PASI 산출점의 변화가 70% 이상이거나 

완치된 경우

⒝ 양호 : PASI 산출점의 변화가 30~70% 이내인 

경우

⒞ 호전 : PASI 산출점의 변화가 10~30% 이내인 

경우

⒟ 불량 : 병세가 억제되지 않거나 악화되었거나 

PASI 산출점의 변화가 10% 이내인 경우

고찰 및 결론

건선은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한 구진과 판을 특징

으로 하는 흔한 피부질환으로 발생 양상이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대개 악화와 호전을 반

복하는 만성 경과를 거치게 된다3). 때문에 한약을 투

약하여 건선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복약이 필

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양의학계에서는 한약의 장기복용이 약물

성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6, 7, 9). 
특히 강6) 등은 급성 독성간염 159건 중 41.5%가 한

의사가 처방한 한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7) 등은 독성 간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상용 처방 약

재이고 그 다음이 한약재나 녹즙 등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경우(42%)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에는 실험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강6) 등의 논문은 후향적 연구로 해당 환자의 

한약 복용 이전 최초의 간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결

과, 처음부터 간수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배제하

지 못한 채 최종 간수치 만을 가지고 역으로 원인을 

추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윤13) 등은 이를 실험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7) 등의 

논문은 한약재나 녹즙 등 건강보조식품을 모두 한약

으로 통칭함으로써 일반 건강식품과 전문 의약품인 

한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8) 등의 논문에서도 한

의사의 조제 및 처방 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한 

OTC 제품을 복용한 환자 1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해당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한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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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약을 복용하기 이전의 간수치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문의 설계 자체에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약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지 못한데다 

설계상의 문제점을 내포한 후향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추정들을 발표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많은 혼

란을 가져올 뿐이다.  
건선처럼 장기간의 한약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필요한 혼란은 정리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한약 복용과 약물성 간손상과의 관련성 여

부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선 환자에 대한 한약 투여와 약물성 간손상과의 관

련성 유무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백반

증과 건선 환자를 위주로 4개월 정도 한약을 투약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18) 등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서양의학계의 논문들과 달리, 한의계에서 제출한 

논문 대다수는 한약을 간수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

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0-12).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했

던 연구 설계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한의계에

서 제시한 논문10-12)들의 경우 한약을 복용하기 이전

과 복용 이후의 간수치를 모두 측정하여 실질적으로 

한약이 간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향

적 조사 방법을 택한 반면, 서양의학계에서 제시한 

논문6, 7, 9)은 간독성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추

정· 파악하려는 후향적 연구이다. 
후향적 조사법을 택한 서양의학계의 논문들의 경

우, 간독성이 발생한 환자의 간수치가 한약 복용 이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연구의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약을 얼마의 기간 동안 복용했는지에 관한 조사가 불

충분한 상태로 단순 결과만을 가지고 한약에 간독성

이 있다는 내용의 부당하고 정밀하지 못한 일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한약의 간독성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으면

서도 한약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한약에 대한 막연한 

거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서양의학계 논문들의 주

장과 후향적 조사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약 

복용이 간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

하여, 3개월 이상 한약을 투약한 건선 환자 82명의 

간수치 변동을 투약기간 내내 조사하였다. 그 결과, 3
개월 이상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여도 간수치에는 아

무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한다. 
기존에 보고된 논문 중에서 간독성이 있다고 언급

된 단일 약재로는 감초, 황기, 복령, 황금, 백출, 세신, 
시호, 창이자, 천련자, 황단, 연분, 마황, 반하, 곡기생, 
백선피, 현호색, 백굴채, 고련피, 하수오, 황련, 관동

화, 관방기, 관목통,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작약, 용
담, 부자, 초오 등이 있으며, 처방 중에서는 소시호탕

이 대표적이다19,20). 
본 논문의 연구에 포함된 처방 중에도 간독성의 

가능성이 보고된 약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승마갈

근탕의 감초, 방풍통성산의 마황, 백출, 윤장탕의 황

금, 보중익기탕의 황기, 감초, 시호 등이다.  그러나 

이들 약재가 포함된 처방 그 어느 것을 투약한 경우

에도 간수치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논문에서 간독성과의 연관성

이 보고되었던 단일 약재들도 복합물로 이용될 경우

에는 간독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에 보고된 특

정 약재에 대한 간독성 사례들이 그 개인의 개체적 

특이성, 즉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

은 사례 보고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3개월 이상 한약을 꾸준히 

복용한 경우에도 간기능 검사 상 유의미한 수준의 수

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즉 3개월 이상에 

걸친 장기간의 한약 복용도 간에 안전하다는 점과 함

께 한약이 건선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처음 내원 당

시와 치료 종료시점의 PASI 점수를 확인한 결과 치

료 효과가 우수했던 경우가 전체의 79.27%, 양호했던 

경우가 14.63%로 총 93% 이상의 환자에게서 유효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약은 간에 안전

할 뿐 아니라 건선과 같은 난치성 피부 질환에 효과

가 뛰어난 치료 방법이다. 다만 동일한 한약 처방을 

투여해도 환자의 특이성에 따라 과민반응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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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

정 약물에 환자의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만일 특정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다면 이것이 

환자의 특이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사와 환자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약물을 처방과 투약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부 환자에게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 및 복용 기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좀 더 축적된다면, 한약을 장기간 복용

하는 경우에도 간의 안전성에 관해 크게 우려하지 않

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특정 한약재에 대한 이러한 과민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약 역시 양약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

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

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하며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인 한약 복용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의사와 환

자 모두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의사 

역시 간수치 측정 기기와 같은 이화학적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함으

로써, 한약을 장기간 투약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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