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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문맥압 항진증을 동반한 간경변 환자에서

 propranolol이 문맥압에 미치는 효과

 간경변 환자의 문맥압 항진증은 간경변에 의한 문맥 저항의 증가로 유발되며, 문

맥과 정맥사이의 단락을 통해 발생하는 과역동적 혈역학에 따른 문맥 혈류량의 

증가로 유지된다. 간경변의 합병증 가운데 제일 흔하며 치명적인 것은 정맥류 출

혈이다. 정맥류 출혈을 예방하고 생존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물치료, 내시경적 정

맥류 결찰요법 그리고 수술적 혹은 경경정맥적 간내 정맥문맥 단락술 등 여러 치

료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Propranolol은 정맥류 출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

진 유일한 약물이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경변 환자에게 propranolol

을 투여하여 간정맥 압력차를 12 mmHg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기저값보다 20 % 

이상 감소시키면 정맥류 재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propranolol 약물치료의 문제점은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상당수 존

재한다는 점과 부작용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맥압 항진증을 동반한 한국인 간경변 환자에서 propranolol이 문맥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약물반응에 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정맥류 출혈이 있었던 40명의 간경변 환자를 연

구대상으로 하 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이 된 후 기저치의 생화학적 검사, 맥박수, 

평균혈압을 측정하 고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문맥 혈류량을, 그리고 간정맥 

도자술을 이용하여 간정맥 압력차를 구하 다. 

 기초검사를 마친 후 대상 환자에게 propranolol을 경구투여하기 시작하 으며 맥

박수가 기저치의 25 %이상 감소하거나 분당 55회 이하가 될 때까지 용량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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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환자가 약물치료로 안정화되면 매달 외래로 추적관찰 하 다. 3개월간 약

물치료를 한 뒤 두 번째 혈역학적 검사를 시행하 다. 간정맥 압력차가 12 mmHg 

이하이거나 기저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약물 반응군으로  정의하 다. 

두 번의 혈역학적 검사를 모두 마친 환자는 25명이었다. Propranolol의 평균용량은 

164.8±59.2 mg(range : 80-280 mg)이었다. Propranolol은 맥박수(-29.3±9.4 %, 

p<0.01), 간정맥 압력차(-29.0±21.4 %, p<0.01) 그리고 문맥 혈류량(-19.6±17.8 

%, p<0.01)을 의미있게 감소시켰다. 약물 반응군이 15명(60%)이었고 비반응군이 

10명(40%)이었다. Propranolol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찾기 위하여 

나이, pugh score, 맥박수, 맥박수의 감소, 평균 혈압, 간정맥 쐐기압, 간정맥 자유

압 그리고 문맥 혈류량 등을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으나 반응군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찾을 수 없었다. Propranolol 투여시 주된 합병증은 현

훈으로, 발생률은 24 % 으나 약물 투여를 중지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propranolol은 문맥압 감소에 효과적이며, 비교적 안전하여 정맥류 출혈 예

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판단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문맥압 항진증, 정맥류 출혈, propranolol, 간정맥 압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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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압 항진증을 동반한 간경변 환자에서 

propranolol이 문맥압에 미치는 효과

< 지도 권 상 옥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광 현

제1장 서론

 문맥압 항진증은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한 합병증 중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맥류 출혈이다. 정맥류 출혈은 첫 출혈 후 

1 년 내에 70 %가 재발하고, 매회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약 30 %에 이르러

(D'Amico 등, 1995; De Binay 등, 2000) 전체 간경변 환자 사망률의 약 50 %를 차지

하고 있다(송일한 등, 1999). 따라서 사망률의 감소 및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맥류 출혈의 예방 및 치료에 관심이 많았고, 내시경적 치료법의 개발로 

정맥류의 재출혈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맥류 발생에 직

접적인 향을 미치는 문맥압의 감압없이 정맥류 출혈을 치료하는데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맥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요법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propranolol이다.

 Propranolol은 비선택적 베타교감신경 차단제로서 지용성이며 혈장 단백질과 강

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주로 간에서 대사된다(Colombo 등, 1989). Propranolol은 문맥 

혈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문맥압을 낮추는데, 문맥압 감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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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문맥압 항진증이 있는 환자에서 약물 투여 전후에 문맥압을 측정하여 문맥

압의 감소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고에 의하면 문맥압을 대변하는 간정맥 압력

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가 propranolol 투여 후 12 mmHg 이하로 떨

어지거나 기저치의 20 %이상 감소하 을 때 정맥류 출혈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Vorobioff 등, 1987; Escorsell 등, 1997, 2000). 그러나 문맥압 항진증의 

치료로 propranolol을 사용할 때 약 1/3의 환자에서는 문맥압 감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물 비반응군에게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 내지는 치료방

법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De Binay 등, 2000).
 
국내에서도 propranolol이 문맥혈

류 감소를 통하여 문맥압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다(김병호 등, 1994). 그러나 아직

까지 국내에서는 propranolol의 문맥압 항진증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으며, 그

나마 도플러 초음파나 간신티그램을 이용한 간접적 방법에 의한 결과로, 정확한 

문맥압 감압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표1). 또한 인종간에 propranolol의 약

물 감수성이 다르다고 보고된 바 있어, 한국인에 있어 문맥압 감압에 필요한 적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경변 환자에서 문맥압을 가장 

잘 반 하는 간정맥 압력차를 측정하여 문맥압 항진증에 대한 propranolol의 효과

와 문맥압 감소에 필요한 적정용량을 조사하며, propranolol 투여 후 문맥압이 감

소하는 군과 감소하지 않은 군간의 임상적, 혈역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propranolol투여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찾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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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간경변에서 propranolol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보고 현황 

                                                            

  

Iso-5-MN : Isosorbide-5-mononitrate 

평균용량 표시가 없는 경우 (-)로 표시함

저자
발표

연도

관찰

기간
실험방법

 

용량(mg)

(평균)

대상

환자
결과

이민호 1984 6개월
내시경적 경화요법 후

 propranolol 투여

80-160

(-)
7 명

병합요법의 재출혈 예

방효과 가능성을 시사

김병호 1994 13일

propranolol투여 후 간혈

류량의 변화를 간신티그

램으로 측정

40-120 

(70)
29 명

propranolol 투여 후 

간혈류량 감소

김도 1994 2일

propranolol투여 후 식후 

문맥혈류량을 도플러 초

음파로 측정

40 11 명

propranolol 투여 후 

문맥 평균혈류속도, 

혈류량 및 식후 혈류

량 감소

이금희 1995 2년
내시경적 경화요법 후 

propranolol 투여

30-160 

(-)
54 명

propranolol은 출혈을 

예방하고 생존률을 향

상시킴

박찬국 1996 5주

propranolol과 Iso-5-MN

병용투여 후 도플러초음

파로 혈역학변수를 측정  

20-60 

(-) 20 명
병용투여 후 

문맥혈류량 감소

김진배 1997 2년

내시경적 경화요법 후

propranolol과

propranolol+Iso-5-MN+

metoclopramide 비교

20 

 (-)
46 명

재출혈률 및 생존률이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송일한 1999 1년

출혈 고위험군에서 예방

적 내시경적 결찰요법과 

propranolol 비교

10 

(-)
61 명

출혈률 및 사망률에서 

양군간에 통계적 차이

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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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에 정맥류 출혈을 주소

로 내원한 40명의 간경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심한 간기능 부전이나 간성

혼수, 원발성 간암, 그리고 이전에 베타 차단제나 nitrate 등과 같이 문맥압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 정맥류나 문맥압 항진증에 대한 

수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외 베타 차단제 복용에 금기가 되는 경우

(허혈성 심혈관 질환, 기관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당뇨, 말초 혈관 질환 

등)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2.2. 방법

 간 경변의 진단은 진찰 소견과 생화학적 검사, 복부초음파 소견 그리고 내시경으

로 정맥류의 존재를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하 다. 정맥류 출혈은 내시경적 결

찰술로 치료하 으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5일 내지 7일 후부터 기초 검사를 시

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가족력, 과거력과 음주력을 조사하고 활력 징후 값으로 

혈압 (mmHg)과 맥박 (beats/min)을 측정하 으며 흉부 X선 촬  및 심전도 검사

를 시행하 다. 혈액 검사, 전해질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간경변의 원인

에 대한 검사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 다. 

 대상 환자에서 문맥압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약물 투여 전후에 우측 간정맥 

도자술로 간정맥 압력차를 측정하 고,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문맥 혈류량을 

측정하 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3.5 Mz 탐촉자(SSD-1700, Aloka, Japan)를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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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정맥 압력차의 측정

우측 대퇴 정맥을 통해 7 French 풍선 도자를 삽입하여 우측 간정맥에 위치시킨 

후 간정맥 자유압(free hepatic venous pressure)을 측정하 다. 이어 도자의 풍선

을 팽창시켜 간정맥을 막아 간정맥 쐐기압(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을 

측정하고 간정맥 쐐기압에서 간정맥 자유압을 뺀 값으로 간정맥 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 - free hepatic 

venous pressure)를 구하 다(Groszmann 등, 1979).

그림 1. 간정맥 도자술을 이용한 간정맥 자유압(좌)과 간정맥 쐐기압(우)의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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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문맥 혈류량의 측정

주 간문맥에서 도플러 sample volume을 문맥 직경의 절반이하로 조정하여 평균 

혈류속도를 측정하 고, 문맥 단면적을 얻은 후 간문맥 혈류량[Blood flow 

volume(mL/min)=cross section area×mean velocity×60]을 구하 다.

그림 2.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간문맥 혈류량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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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맥 압력차 측정과 간문맥 혈류량의 측정 후 propranolol의 경구 투약을 시작

하 고, 초기 투여 용량은 하루 40 mg으로 2회에 나누어 투약하 다. 약물 투여 

후 환자의 맥박수를 측정하여 기저맥박수의 25 %이상 감소하거나 분당 55회 이하

가 될 때까지 용량을 증량하 으며, 목표 맥박수에 도달하면 같은 용량으로 3개월

간 투약하 다. 1달 간격으로 외래 추적을 하 으며 이때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 유무 등을 조사하 다. 첫 번째 혈역학적 검사 후 3 

개월 째에 다시 입원하여 간정맥 압력차 및 간문맥 혈류량을 측정하여 기저값과 

비교하 다. Propranolol 투여 후 간정맥 압력차가 12 mmHg 이하로 감소하거나 

기저값에 비해 20 % 이상 감소한 경우의 환자를 약물에 효과가 있는 약물 반응군

으로 분류하 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약물 비반응군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를 위해 관련 환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 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

는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2.3. 통계처리

활력 징후, 간정맥 자유압과 쐐기압, 간정맥 압력차, 그리고 문맥 혈류량이 

propranolol 투여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투여 전후 값으로 paired 

t-test를 시행하 고,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propranolol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 다. 또한, propranolol 반응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약물 반응군의 나이, 맥박수, 맥박수의 감소, 평균 

혈압, pugh score, 간정맥 쐐기압, 간정맥 자유압, 문맥 혈류량 등을 변수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이들 값은 모두 p<0.05일 

때 통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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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3.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는 총 40명이었고, 추적검사를 모두 마친 최종 대상환자는 25명이었다. 

여자가 2명, 남자가 23명으로 평균 연령은 50세(32-68세) 다. 간경변의 원인으로

는 알콜이 17례(68%)로 가장 많았으며, 알콜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합된 경우

가 4례(16%)이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3례(12%) 그리고 원인미상인 경우가 1례

(4%)있었다. Child-Pugh 분류에 따른 class A에 해당되는 환자는 11명(44%)이었

고, class B가 9 명(36%), class C가 5 명(20%)이었다(표2). 기저 상태의 평균 혈

압은 85.8±12.1 mmHg이었고, 맥박은 82.0±10.2 회/분이었다. 간정맥 쐐기압은 

26.5±7.1 mmHg, 자유압은 9.4±5.1 mmHg 그리고 간정맥 압력차는 17.0±5.3 

mmHg이었다. 문맥 혈류량은 829.8±62.5 mL/min이었다. 

표 2.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성

HBV : Hepatitis B virus

Age (mean, range)  49.9±9.8 (32-68)

Sex

Male (％) 23 (92)

Female (％) 2 (8)

Etiology

HBV (％) 3 (12)

Alcohol (％) 17 (68)

HBV+alcohol (％) 4 (16)

Cryptogenic (％) 1 (4)

Child-Pugh

Score(mean,range) 7.6±1.8 (5-11)

A (％) 11 (44)

B (％) 9 (36)

C (％)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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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opranolol 투여 후 활력 징후 및 혈역학적 변수들의 변화 (표3)  

대상환자에게 투여한 propranolol의 평균용량은 164.8±59.2 mg (80-280 mg) 다.  

Propranolol 투여 후 맥박은 29.3±9.4 %로 유의하게 감소(82.0±10.2 회/분 vs. 

56.7±8.2 회/분, p<0.01)하 다(그림3). 간정맥 쐐기압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그

림4) 간정맥 자유압은 의미있는 증가(9.4±5.1 mmHg vs. 13.7±7.0 mmHg, 

p<0.05)를 보여(그림5) 간정맥 압력차가 평균 29.0 % 감소(17.0±5.3 mmHg vs. 

11.9±4.7 mmHg, p<0.01)하 다(그림6). 문맥 혈류량은 약물 투여 후 평균 19.6 %

로 유의하게 감소(829.8±62.5 mL/min vs. 653.8±52.8 mL/min, p<0.01)하 다(그

림7). 

propranolol

before after

HR (beats/min) 82.0±10.2 56.7±8.2
**

SBP (mmHg) 112.6±16.5 102.9±11.2
*

DBP (mmHg) 72.6±11.1 67.8±6.6

MBP (mmHg) 85.8±12.1 79.5±7.8
*

WHVP (mmHg) 26.5±7.1 25.6±7.6

FHVP (mmHg) 9.4±5.1 13.7±7.0
*

HVPG (mmHg) 17.0±5.3 11.9±4.7
**

PVBF (ml/min) 829.8±62.5 653.8±52.8
**

표 3. 혈역학적 변수에 대한 propranolol의 효과

HR : heart rat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BP: mean blood pressure; WHVP: 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 

FHVP: free hepatic venous pressure; HVPG: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PVBF: portal venous blood flow.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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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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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opranolol 투여 후 맥박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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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opranolol 투여 후 간정맥 쐐기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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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그림 5. Propranolol  투여 후 간정맥 자유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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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HVPG

(mmHg)

그림 6. Propranolol 투여 후 간정맥 압력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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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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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그림 7. Propranolol 투여 후 간문맥 혈류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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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ropranolol 투여 후 약물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비교 및 약물 반응

에 향을 미치는 인자.

Propranolol 투여 후 반응군은 15명(60%)이었고, 비반응군은 10명(40%)이었다. 반

응군은 평균 나이가 49세 으며 Child class A가 7명, class B가 4명, class C가 4

명이었다. 비반응군은 평균 나이가 52세 으며 Child class A가 3명, class B가 6

명, class C가 1명이었다. Propranolol 투여 용량은 반응군에서 160.1±65.9 mg, 비

반응군에서는 172.0±50.1 mg로 양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간정맥 압력차의 감소

정도는 반응군에서 42.6 %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17.0±5.8 mmHg vs. 9.5±3.5 

mmHg, p<0.01), 비반응군에서는 8.7 % 감소하여(17.1±4.8 mmHg vs. 15.5±4.1 

mmHg) 양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 외의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표 4). 

반응군 (n=15) 비반응군 (n=10)

Age (yr) 48.5±11.8 52.1±5.8

Child-Pugh

A+B (％) 11 (44) 9 (36)

C (％) 4 (16) 1 (4)

HR (beats/min) 82.7±9.7 81.1±11.1

Reduction of HR (％) 29.1±9.4 29.8±10.2

MBP (mmHg) 84.6±12.4 87.7±12.1

WHVP (mmHg) 26.3±7.3 26.7±7.1

FHVP (mmHg) 9.3±5.5 9.6±4.9

HVPG (mmHg) 17.0±5.8 17.1±4.8

Reduction of HVPG  (％) 42.6±15.0 8.7±3.4*

PVBF (ml/min) 805.0±68.2 868.4±124.2

표 4. Propranolol 투여 후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임상적, 혈역학적 특성

HR : heart rate; MBP: mean blood pressure; WHVP: 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 FHVP: free hepatic venous pressure; HVPG: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PVBF: portal venous blood flow.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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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ranolol투여 후 반응군과 연관있는 인자를 찾기 위해 나이, pugh score, 맥박

수, 맥박수의 감소, 평균 혈압, 간정맥 쐐기압, 간정맥 자유압 그리고 문맥 혈류량

등을 변수로 로지스틱 회기분석을 시행하 으나, 약물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예측인자는 찾을 수 없었다(표 5).

Variables B S.E. Significance

Age 0.071 0.055 0.197

Pugh -0.076 0.372 0.839

HR 0.041 0.059 0.491

Reduction of HR -0.016 0.066 0.811

MBP 0.043 0.055 0.437

WHVP 0.009 0.109 0.932

FHVP -0.023 0.159 0.885

PVBF 0.001 0.002 0.611

표 5. 약물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HR : heart rate; MBP: mean blood pressure; WHVP: 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 FHVP: free hepatic venous pressure; PVBF: portal

venous blood flow.   

B :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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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간경변증은 병리조직학적으로 간조직 실질의 위축과 미만성 섬유화, 불규칙한 재

생결절의 형성, 간조직 괴사와 재생 등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B형 간

염바이러스 감염이 57 %, 알콜이 31.1 %,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이 8.5 % 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한요셉 등, 2000). 간경변의 임상양상은 합병증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 간경변 진단 당시 동반된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식도․위 정맥류가 74.4 %

로 가장 많고 그 외 복수, 정맥류 출혈, 복막염, 간성혼수, 원발성 간암 등이 있다

(한요셉 등, 2000). 매년 간경변 환자 가운데 약 8 %에서 식도․위 정맥류가 발생되

며, 이들 환자에서 정맥류 출혈의 발생률은 1년에 약 5 % 정도로 보고되었다(De 

Binay 등, 2000). 간경변 환자의 사망원인으로는 간부전이 제일 많으며 정맥류 출혈

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생존률에 있어서도 문맥압 항진에 의한 합병증이 발

생한 후에는 5년 생존률이 22-34 %로 현저히 낮으며 그 중에서 정맥류 출혈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의 5년 생존률은  약 40 % 정도이다(김정룡 등, 1994). 

 최근 들어서는 문맥압 항진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어 정맥류 출혈

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고 있다. 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 중 내과적 치료에는 문

맥압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와 내시경을 이용한 식도정맥류 경화요법이나 결찰요

법 그리고 경경정맥적 간내 정맥문맥 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등이 있으며, 외과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 문합 수술법이 있

다. 최근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간이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약물요법은 문

맥압 항진증의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간경변 환자에서 문맥압 항진은 크게 혈관에 대한 저항증가와 문맥계로 유입되

는 혈류량의 증가로 발생한다. 또한 혈관에 대한 저항증가는 간을 통과하는 문맥

혈류에 대한 간내 혈관의 저항 증가 및 간을 통하지 않는 측부순환의 저항증가에 

의한다(서동진, 1995). 문맥압 항진증의 발생기전 중 첫 번째로, 간내 혈류에 대한 

저항증가는 Disse 역의 콜라겐 침착과 sinusoid의 모세혈관화와 같은 비가역적

인 변화와 내피세포,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수축성 간성상 세포 등과 같은 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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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서동진, 1995). 비가역적으로 Disse 역에 콜라겐 침착이 

증가하는 것은 간세포와 sinusoid사이에 양소와 산소의 교환을 억제할 뿐만 아

니라 Disse 역을 확장시킴으로써 sinusoid에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

한 콜라겐의 축적 정도는 간내 압력의 상승 정도와 비례한다. 또한 sinusoid의 모

세혈관화는 투과성이 좋은 sinusoid가 불투과성 막으로 변하여 정상 간기능 유지

를 위한 대사 및 양산물의 이동을 저해하며, 림프의 배액을 억제하고 부종을 초

래하여 Disse 역을 확장시킴으로써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서동진, 

1995). 이러한 비가역적 변화 외에 간경변 환자의 증가된 간내 혈관저항 중 20-30 

%는 가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cia-Tsao, 2001). 이는 간내 혈관 저항을 약

물 투여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역적인 변화 중 간성상 세포의 

역할이 중요한데, 간성상 세포는 활성화된 후 myofibroblast-like cell로 되어 많은 

양의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을 생성하며, 간의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축성 물질인 muscle specific intermediate filament, 

desmin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내 혈관 수축을 유발한다. 이런 혈관수축은 간내 혈

관 저항을 증가시키며 문맥압 항진증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간성상 세

포의 활성화를 예방하거나 이미 활성화된 간성상 세포가 혈관 수축의 역할을 하

지 못하도록 하는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Rockey, 1997; Bataller 등, 2001).    

 문맥압 항진증 발생기전 중 둘째는, 문맥계로 유입되는 혈류량의 증가이다. 이는 

문맥 전신 단락을 통한 혈류량의 증가로 인해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내장 순환계

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백순구 등, 2000).
 
간경변 환자에서는 혈관수축성 물질 

뿐 아니라 glucagon, prostacyclin과 같은 혈관 이완성 물질이 증가한다. 이로 인

하여 동맥압이 감소되며 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이 활성화되어 소

디움과 수분의 저류가 일어나 체내 혈액량이 증가되어 심박출량이 증가된다

(Gonzalez-Abraldes 등, 2001). 또한 내장 혈관의 이완으로 인하여 내장 혈관을 통해 

문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문맥압 항진증이 유발된다. 특히 혈관내 

nitric oxide합성의 증가는 혈관저항의 감소를 유발하여 과역동적 혈역학 상태를 

초래한다(Vallance 및 Moncada, 1991; Claria 등, 1992; Guarner 등, 1993; Bomzon 및 

Blendis, 1994). 간경변 환자에서 혈중 nitric oxide농도는 전신 혈관저항지수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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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었으나 상장간막 동맥의  저항지수 및 박동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백순구 등, 2000). 즉, 간경변 환자에서 nitric oxide의 작용

이 전신 혈관보다는 복부장기 혈관에 선택적인 향을 미쳐 복부장기 혈관의 저

항 감소가 복부장기 혈류량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역동적 순

환은 문맥압 항진증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병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맥압 항진증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증가된 문맥압을 감소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시도되었다. 실제로 현재 정맥류 출혈의 치료

에 사용되는 주사 약물 중 nitroglycerin은 간내 혈관 및 측부 혈관의 저항을 감소

시킴으로써 문맥압을 감소시키고, pitressin이나 somatostatin은 내장 혈관의 수축

을 통해 문맥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문맥압을 떨어뜨린다(정규원, 1995). 

정맥류 출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구 약물은 nitroglycerin과 

propranolol이다(Vorobioff 등, 1993). Nitroglycerin은  propranolol과 병용 투여할 때 

propranolol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독으로 투여할 때는 정맥류 

출혈에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맥류 출혈 예방과 생존률 향상에 효

과적이라고 밝혀진 가장 중요한 약물은 propranolol이다. Propranolol은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로 1980년대 초 Lebrec에 의해 처음 사용(Lebrec 등, 1980)된 이후 문맥

압 감압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정맥류에 의한 첫 출혈 및 재출혈에 

효과가 있으며 사망률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Lebrec 등, 1982; 

Pascal 및 Cales, 1987; Garden 등, 1990; Hayes 등, 1990; Conn 등, 1991). Propranolol에 

의한 문맥압 감압효과는 베타 1과 베타 2수용체 차단에 의해 각각 나타나는데 심

장에 있는 베타 1수용체를 차단하여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며, 내장혈관의 베타 2수

용체를 차단하여 내장혈관을 수축시켜 문맥계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킴으로 

문맥압을 감소시킨다(Vorobioff 등, 1987). 본 연구에서도 propranolol 투여 후 문

맥 혈류량은 평균 20 %, 간정맥 압력차는 평균 29 %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나  문맥 혈류량 감소에 의해 문맥압을 감소시키는 propranolol의 약리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propranolol이 문맥압 감압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문맥압 항진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propranolol의 약리작용이 인종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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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음이 알려졌다. 즉, 중국인과 백인의 propranolol 약물반응에 대한 비교 연

구에서 중국인이 백인보다 맥박수를 20 % 감소시키는데는 2배, 혈압을 10 mmHg 

감소시키는데는 10배나 민감하다는 보고가 있었다(Zhou 등, 1989).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인에서 유리형의 propranolol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ropranolol은 경구 투여 후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며, 이렇게 흡수된 propranolol

의 90-95 %가 혈장 단백과 결합한다. Propranolol과 결합하는 주요 혈장 단백은 

α1-acid glycoprotein과  albumin인데 이 중에서 α1-acid glycoprotein이 

albumin보다 더 많이 propranolol과 결합한다. 이런 혈장 단백과 결합하지 않은 유

리형태의 propranolol이 약리적으로 활성형이다. 그런데 albumin의 농도는 중국인

과 백인간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α1-acid glycoprotein의 농도는 중국인에서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형의 propranolol이  많이 존재하여 백인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하 다(Zhou 등, 1990). 그러나 이는 건강한 대조군에서 시행한 연구로 

간경변 환자의 문맥압에 대한 propranolol의 효과가 인종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맥압 항진증의 치료에 propranolol을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propranolol이 문맥압 감압에 미치는 효과 및 문맥압 감압에 의한 정맥류 재출혈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더욱이 propranolol이 재출혈 

방지에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문맥압 감압 효과를 도플러 초음파나 간 신티

그람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 을 뿐, 간정맥 압력차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propranolol의 문맥압 감압 효과 및 재출혈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며, 우리는 먼저 

propranolol이 문맥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한 기본자료를 갖고자 하 다. 본 연

구결과 역시 외국 보고와 비슷하게 propranolol투여 후 간정맥 압력차는 평균 29 

% 감소하 고, propranolol 투여 후 간정맥 압력차가 의미있게 감소한 반응군은 

60 % 다. 

 Propranolol을 정맥류 출혈의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부작용의 발생이며 둘째는 간질환으로 나타나는 약물대사의 변화 그리

고 마지막으로 약물 비반응군의 존재이다. 먼저 propranolol 사용시 나타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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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계 증상과 환각, 불면, 현훈, 우울

증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 그리고 발열, 발진, 자반증 등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

다. 외국의 경우 부작용의 발생빈도는 약 15 %정도이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량을 감소시켰거나 투여를 중지하 다고 보고하 다(Poynard 등, 1987).
 
국내에서

는 propranolol 투여시 6.7 %에서 부작용이 발생하 다는 보고가 있었으며(송일한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대상환자 25명 중 6명(24%)에서 경미한 현훈이 발생하

으나 용량감소나 투여중지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둘째로 간경변 환자에서는 간에서 약물대사 능력이 감소하거나 측부순환을 통해 

propranolol의 생체내 유효성이 증가될 수 있다(Parthur 등, 1985). 그러므로 간경변 

환자에게는 충분한 용량의 propranolol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Propranolol 

투여 후 맥박수가 기저값보다 25 % 이상 감소하거나 분당 55회 이하가 되면 문맥

압 감압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 맥박수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prorpanolol의 용량은 평균 165 mg으로 실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

사들이 사용했던 것 보다 많은 용량이다. 그러나 용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

려할 만한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목표 맥박수 도달에 필요한 충

분한 용량을 투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문맥압 항진증에 대한 propranolol의 효과

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약물 투여 전후로 간정맥 압력차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의 맥박수를 목표 맥박수까지 철처히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마지막으로 propranolol 투여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약 1/3의 환자에서 

간정맥 압력차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에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약물 투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약물 비반응군의 선별을 위해 propranolol투여 후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비교 분석

하여 약물반응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아내려 한 연구가 있었다. 반응군의 나

이가 비반응군보다 적어 젊은 환자들이 propranolol에 효과적이라고 한 보고가 있

었고(De Binay 등, 2000), 간기능이 비교적 좋은 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propranolol 투여 후 간정맥 압력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으며, 정맥류 출혈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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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었다고 한 보고가 있었다(Lebrec 등, 1982).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는 간정맥 압력차가 감소하지 않아 간경변의 질환정도와 간정맥 압력차의 반응사

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간기능이 비교적 좋은 대상성 간경변 환자에게  

propranolol의 투여를 권장한 보고도 있었다(Colman 등, 1982). 그러나 간경변의 질

환정도와 간정맥 압력차의 반응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었다(Garcia-Tsao 등, 1986). 본 연구에서는 약물반응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

아보고자 하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문맥압 항진증이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propranolol이 

문맥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propranolol 투여 후 평균 29 %의 의미 있

는 간정맥 압력차의 감소가 있었고, 약물의 반응군은 60 % 으며, 약물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특정 인자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propranolol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 propranolol은 문맥압 항진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정맥류 

출혈 예방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임을 알 수 있었다. 



- 23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정맥류 출혈을 주소로 내원한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propranolol 투

여 전후에 간정맥 압력차를 측정하여 문맥압 항진증을 동반한 간경변 환자에서 

propranolol이 문맥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ropranolol을 문맥압 항진증이 있는 간경변 환자에게 투여하 을 때 문맥 혈류

량을 평균 20 %, 간정맥 압력차를 평균 29 % 각각 의미있게 감소시켰다. 이 결과

로 propranolol이 문맥 혈류량을 감소시켜 문맥압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2. 목표 맥박수 도달에 필요한 propranolol의 용량은 평균 165 mg 이었다.

3. Propranolol이 간정맥 압력차를 절대값 12 mmHg 이하나 기저값에 비해 20 % 

이상 감소시킨 경우는 대상환자 중 60 % 다.

4. 약물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특정 인자는 찾을 수 없었다.

5. Propranolol 투여시 주된 부작용은 현훈이었으며, 발생빈도는 24 % 다. 그러나 

용량의 감소나 투여중지를 할 정도로 심한 편은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로 propranolol은 문맥압 감압에 효과적이며, 정맥류 출혈 예방에 비교

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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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ropranolol on portal pressure 

in cirrhotic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on

Kim, Kwang Hyun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ortal hypertension results from an increase in the resistance to portal blood 

flow caused by liver cirrhosis. It is maintained by an increase in portal blood 

flow caused by hyperdynamic circulation through the porto-systemic shunt. Of 

many complications in liver cirrhosis, variceal bleeding is the most frequent 

and fatal complication. Several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prevent 

variceal bleeding and increase survival rate. Propranolol is the only drug 

known to prevent rebleeding from the varix.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propranolol decreases portal pressure and then can protect against variceal 

bleeding when the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is decreased to 12 mmHg 

or more than 20 % of baseline value. However, the problem related to 

propranolol administration is the existence of a group of  non-responder, 

regardless of the dose administered, and also a group of patients for whom 

drug therapy is not indicated because of its side effects.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 of propranolol on portal pressure in cirrhotic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on and to identify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ffect of 

proprano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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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January 2001 and August 2002, 40 cirrhotic patients with variceal 

bleeding were included in our study. After the patients were stablized 

hemodynamically, baseline values for basic biochemistry, heart rate(HR), mean 

blood pressure(MBP), portal venous blood flow(PVBF) and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HVPG) were measured. After initial evaluation, patients were 

started on oral propranolol twice daily and the dose was increased until the 

heart rate fell to more than 25 % of baseline value or was below 55 

beats/min. Once they were stablized on drug therapy, follow up visits were 

performed every month. After being on continuous phamacological therapy for 

3 months, a second hemodynamic evaluation was done. Patients with HVPG < 

12 mmHg or HVPG reduction ≥20 % of baseline value after propranolol 

administration were defined as responder. Twenty-five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second hemodynamic study. Mean dose of administerd propranolol was 

164.8±59.2 mg. Propranolol caused a significant decrease in HR, HVPG and 

PVBF. There were 15(60%) responders and 10(40%) nonresponders. To identify 

predictors for those responding to propanolol, multivariate analysis was 

performed including parameters of age, pugh score, HR, reduction of HR, MBP, 

WHVP, FHVP and PVBF.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independent predictors 

for drug response. The main complication of propranolol administration was 

dizziness with an incidence of 24 % (6 of 25) but it was not serious enough 

to stop drug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propranolol is an effective and relatively safe drug to reduce 

portal pressure, therefore it is a useful drug to prevent variceal bleed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 : portal hypertension, variceal bleeding, propranolol, hepatic 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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