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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복강경검사에서 간조직검사를 시행한 젊은

성인 남자의 간침생검 소견: 새로운 만성간염병리분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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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etiology and characteristics of chronic

liver disease among the young male adults. It was also investigated whether grades of activity and

status of fibrosis defined by the new histopathologic classification system of chronic hepatitis are

related with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evel and HBeAg status in HBsAg-positive case. Methods:

Peritoneoscopic findings, clinical features and histopathologic features of liver were investigated for

140 young men who received liver biopsy for military medical certificate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1997. These feature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grade and stage of chronic hepatitis.

Results: In Korea, hepatitis B virus was the main cause of chronic hepatitis (87.7%) in young male

adults and the infection of hepatitis C virus was rare (1.4%). Among HBsAg-positive cases with

normal ALT level, 82.2% of them revealed chronic liver disease, and 48.3% of them showed chronic

active hepatitis/cirrhosis in biopsy specimens. The grade of chronic hepatitis showed weak correlation

with ALT level and the stage did no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ade and stage

of chronic hepatitis according to the serum HBeAg status. Conclusions: The most common cause

of chronic liver disease in Korean young male adults was hepatitis B virus, and most (92.6%) of

HBsAg-positive cases were proved to have chronic liver diseases histologically, regardless of the

serum ALT level. According to new histopathologic classification system of chronic hepatitis, serum

ALT level correlated with necroinflammatory activity of chronic hepatitis B, but not with fibrosis in

HBsAg-positive cases. (Kor J Gastroenterol 2000;36:224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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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전체

인구의 7-8% 내외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1 특히 모

체로부터 주산기 감염에 의한 조기 감염으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왕성히 활동할 젊은 나이에 만성 간

염이나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증상인 만성 HBsAg 보유자는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 간의 병변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기 쉽다. 그러나 만성 HBsAg 보유자는 임상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매우 다양하

며2,3 간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

고서는 간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4-6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HBsAg

보유율이 매우 낮은 북미와 유럽에서 시행된 결과

이며, 한국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과 같이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된

조직학적 소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우

리 나라에서 간기능검사치가 정상인 만성 HBsAg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두 건의 간침생검 연구

에서 각각 29.4%, 34.1%에서 만성 간염 소견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7,8 자각증상이 없고

간종대가 없으며 간기능검사가 정상인 만성 HBsAg

보유자 110예를 대상으로 복강경검사하 간침생검을

시행하여 51예(46.4%)에서 만성 간염이 있었다고

보고9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10대와 20대의

젊은 연령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간질환의 특징을

조사한 경우는 없었다.

최근 들어 만성 간염의 원인 및 병태생리가 점차

밝혀지면서 간세포의 괴사 및 염증의 정도뿐만 아

니라 섬유화 진행 정도를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

계가 대두되고 있다.10-13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

연구회 제안에 의하면 만성 간염은 간염 활성 등급

(grade)과 섬유화 진행 정도(stage)를 나누어 기술하

며 간염 활성은 다시 간소엽 내 간세포 괴사(lobular

activity)와 문맥역 염증(periportal activity)으로 나누

어 기술하는데, 이 분류법은 만성 지속성 간염

(chronic persistent hepatitis, 이하 CPH로 약함)과 만

성 활동성 간염(chronic active hepatitis, 이하 CAH

로 약함)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De Groote 분류14보

다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15

본 연구의 목적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

해 간침생검을 시행한 젊은 성인 남자에서의 간침

생검 소견을 만성 간염의 새로운 분류법에 따라 분

석하여 우리 나라 젊은 성인 남자들의 간질환의 원

인 및 정도를 알아보고, HBsAg 보유자에서 간염 활

성 등급 및 섬유화 진행 정도와 혈청 ALT 수치 및

HBeAg 양성 여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징병신체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이 있거나 HBsAg

양성으로 나타나 병사용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1994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연세의대 부속 신

촌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복강경검사하 간침생

검을 시행받은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 법

대상 환자의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연령,

과거력, 가족력, 신장, 체중, 간기능검사 소견, 바이

러스성 간염표지자 상태(HBsAg, anti-HBs, anti-

HBc, HBeAg, anti-HBe, anti-HCV)를 조사하였다.

복강경검사의 육안 관찰 소견은 간경변,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만성 활동성 간염, 만성 활동성 간염, 만성

지속성 간염, 지방간, 담즙정체성 간염, 알콜성 간

염, 정상 간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에서 간경변,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만성 활동성 간염, 만성 활동

성 간염, 만성 지속성 간염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만성 간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간침생검 조직의 병리조직 소견은 기존의 De

Groote 분류법에 따라 만성 활동성 간염, 만성 지속

성 간염, 간경변으로 나누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

에 보관하고 있던 78명의 간침생검 조직은 새로운

만성 간염 분류법(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

제안)15에 따라 재판독하여 간염 활성 등급과 섬유

화 진행 정도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등급은 다시 간

소엽 내 활성과 문맥 주변부 활성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고 그 정도는 두 가지 모두 grade 0 (no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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