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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uritus is a sensation that evokes a desire to scratch the skin. In particular, pruritus can be a burden for
affected people when it becomes severe and chronic, as it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Dermatological diseases such as
atopic dermatitis are mostly recognized as major pruritus-related disorders. Surprisingly, some non-dermatological systemic
diseases can also evoke pruritus.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the underlying causes and mechanisms of three nondermatological pruritus-related systemic diseases: including chronic kidney disease, cholestatic liver disease, and neoplasm.
In addition, recent research observations and novel therapeutic strategies are discussed.
Keywords Pruritus, Systemic diseases, Chronic kidney disease, Cholestasis, Neoplasm

서 론(Introduction)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CKD-associated pruritus)

가려움증은 긁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는 감각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과 질환(dermatologic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은 말기신부전과 혈액 또는 복막

disease)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당 수

투석을 받은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의 전신 질환(systemic disease)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본 종설에

다.2) 가려움증은 신장 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

서는 특별히 전신 질환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에 주목하고 이

러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성신장질환 관련

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피부과 질환에

가려움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의한 가려움증의 최신 연구 동향은 본 종설에서는 논외로 하기

본 종설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로 한다. 학자에 따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전신 질환을 많게는

원인 및 기전으로 지목된 내용에 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8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1) 본 종설에서는 다양한 전신 질환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용한 종설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3)

중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 담즙정체성 간질환(Cholestatic liver disease) 및 신생물
(neoplasm)의 세 질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특히 최근 5

현재까지 알려진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원인 및 기전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발병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분

년 이내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을 덧붙이고자 한다.

류가 가능하다(Fig. 1).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1) 내인성 아편유사제 조절 곤란(Dysregulation of endogenous
opioid system)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발병에서 체내 아편유사체 시
스템 조절 장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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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은 가려움증이 아편유사체 작용제로 인해 촉발된다
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4) 아편유사체 시스템(opioid system)
은 3가지 주요 수용체로 구성되는데, 엔도르핀(endorphin)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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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인 fluoxetin 및 gabapentin이 만성신
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치료에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만성신
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발병과 신경병증 사이의 연관성을 뒷
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13)
3) 피부건조증(Dry skin, xerosis)
피부건조증은 피부 pH의 변화 또는 요소(urea) 배설 등의 과
정을 통해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추
측되어왔다.14) 만성 신부전이나 혈액투석은 색소침착장애, 색소
소실, 반상출혈, 건조증, 머리카락 및 손톱 이상 등 피부에 다양
한 변화를 초래한다.15,16) 특히 피부건조증은 말기신부전 환자에
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다.17) 이때 분비샘의 위축과 피
부 기저막의 축적이 일어나는데, 이는 각질층의 건조와 pH의 증
가로 이어진다. 이때 특이한 점은 피부 장벽의 기능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이다.5) 비록 임상 연구들에서 피부건조증 환
자 중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려움증이 피
Fig. 1. Conceptual summary for multifactorial pathophysiology
of CKD-associated pruritus.

부의 수분 보충 및 보습을 통해 완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8)
이는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해 작용하는 뮤(μ) 아편유사체 수용체(MOR), 디놀핀(dynorphin)
에 의해 작용하는 카파(κ) 아편유사체 수용체(KOR), 그리고 엔

4) 면역계 조절 곤란(Immune system dysregulation)

케팔린(enkephalin)에 의해 작용하는 델타(δ) 아편유사체 수용체

피부 면역계와 신경계 사이 상호작용의 불균형에 의한 염증

(DOR)가 그것이다. 주로 중추신경계 및 통증에 관여하는 것으

등의 이유로 인해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이 유발된다고 보

로 알려진 아편유사체 수용체 시스템은, KOR이 활성화될 경우

는 시각도 존재한다.3) 이 가설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은 미세염

가려움증이 억제되고, 반대로 MOR이 활성화되면 가려움증을 촉

증을 유발하고 유지시킴에 따라 가려움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는 중추에 존재하는 MOR

져 있다. 이는 자외선 치료 및 tacrolimus 면역억제 치료가 가려

의 과잉 활성화가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기

움증의 이환율과 중증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 뒷

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록 체내 아편유사체 농도와 혈액투석

받침된다.6,19) 또한,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환자들에게서

환자들의 가려움증 중증도 사이의 통계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

CRP (C-reactive protein) 등 염증성 마커들의 증가가 발견되었고,

은 아니지만, MOR 억제제(naloxone 및 naltrexone)에 관한 임

면역억제 약물들과의 양성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20-22) 한편 CRP

상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개선이 확인된 바 있

뿐만 아니라 인터루킨-6 (Interleukin-6, IL-6), β2-저분자글로불린

5)

6)

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KOR과 가려움증의

(β2-microglubulin), 종양괴사인자-α (TNF-α), 렙틴, 아디포넥틴 등

중증도 사이의 연관성은, KOR 작용제인 nalfurafine이 일부 만

의 염증성 마커도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과 연관이 있는

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23,2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

입증된 바 있다. 또다른 KOR 작용제인 difelikefaline 역시 혈

려움증과 면역 조절 곤란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

액투석 환자의 유의미한 가려움증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을 보여

겨진다.14)

7)

8)

줌에 따라 KOR이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9)

5) 독소의 축적(Deposition of toxins)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발병기전에 관한 초기 연구들

2) 신경병증(Neuropathy)

에 따르면 피부 및 피하조직에 존재하는 독소가 가려움증을 유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중추 및 말초 신경 장애, 곧 신경병증은

발하는 물질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독소로는 인(P), 칼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또 다른 발생기전으로 알려져 있

슘(Ca), 부갑상샘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알루미늄

다.3) 투석 환자는 신경생리학적 반응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Al), 그리고 마그네슘(Mg) 등이 있다.14,20,23) 경증과 중증의 만성

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요독증 환자의 경우 말초 피부 신경

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환자의 혈청 대사체 프로필을 비교한

종말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일부 신경 가지가 표피까지 비규칙

결과, 요독성 독소의 축적과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발

적으로 뻗어 나가 가려움증 신경의 흥분 전도율을 높이기도 한

병 사이의 관련성이 제시되었다.25) 이 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 관

또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amitryptylin, 선택적 세

련 가려움증 환자의 축적된 요독성 독소의 분포 양상이 달라졌

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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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요독성 증후군이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증상과 상황에 따라 gabapentin 등의 항우울제, 아편유사체 수용

하는 다양한 용질의 저류에 의해 나타난다는 타 연구 결과와도

체 작용제, 항히스타민제, 국소 스테로이드제, 중자외선 (Ultraviolet

일치한다. 또한 같은 논문에서 다양한 인지질의 축적으로 인해

B, UVB) 치료 등이 사용되어 왔다.14) 다만 이러한 치료 방법은

염증이 유발되고 나아가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관여한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

다는 가설도 제시되었다.25)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독소 물질과

문에 새로운 치료전략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성신정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는 다소 불확실하다.20,25,26)

만성신장질환 가려움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기전

증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기존 치료 방법의 명확한 한계로 인해 만성신장질환 가려움
위에 언급한 다양한 기전에 덧붙여 최근 연구에 따른 만성신
장질환 관련 가려움증과 관련된 새로운 기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CaP 및 IL-6에 따른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는 최근에 보고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1) 디페리케팔린(Difelikefalin, KorsuvaTM)
디페리케팔린은 2021년에 미국 FDA에 승인된 혈액투석 환자

피부에서 인산화칼슘(CaP) 농도의 증가는 만성신장질환 관련

를 위한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치료제로, 카파(κ) 아편유

가려움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다. Keshari 외 9인

사체 수용체에 작용한다.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진행

(2019)의 연구에 따르면 마우스의 CaP 피내 주사가 피부의 IL-

된 임상 3상에서는 미국의 56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378명의 말

6 과발현 및 배근 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의 BTK

기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환자가 모집되었다. 전체 환자

(Bruton’s tyrosine kinase) 및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군은 12주간 0.5 μg/kg을 매주 3회 정맥주사한 군(디페리케팔린

kinase) 인산화를 통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군)과 위약을 매주 3회 복용한 군으로 무작위 분류되어 치료가

히 IL-6 녹아웃(knockout) 마우스에서 CaP 유도 IL-6 과발현과

진행되었다.9) 실험결과 158명의 디페리케팔린 투여 환자 중

p-ERK (phosphorylated ERK)가 감소한 결과가 관찰되었기 때문

51.9%인 82명의 환자군에서 가려움증 수치평가척도(Worst Itching

에 IL-6가 본 기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

Intensity Numerical Rating Scale, WI-NRS)가 3점 이상 개선되는

된다.27)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액과 피부에서 높은 농도의 IL-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위약군 165명 중 30.9%인 51명에게서 3

6가 측정되었다는 결과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

점 이상의 개선이 확인되었다(p<0.001). 4점 이상의 WI-NRS 개

에서 IL-6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7) 그러

선을 보인 것이 디페리케팔린 군 37.1%, 위약군 17.9%로, 디페

나 IL-6는 대부분의 전신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이토

리케팔린 군에서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p<0.001). 또 다른

카인이므로, IL-6가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의 특이적 인자

가려움증 척도인 5-D itch scale과 가려움증 환자의 정서적, 사

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기능적 영역을 평가하는 skindex-10 scale의 측정 결과, 디페리
케팔린은 12주 치료 후 가려움증 관련 삶의 질 개선에 매우 유

2) NPR1 (Natriuretic peptide receptor 1)의 저해

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상 반응으로는 디페리케팔린 군에서

마우스의 가려움증 반응에 관여하는 신경 펩타이드인 NPPB

설사, 현기증, 구역 등이 위약군에 비해 더 빈발했던 것으로 나

(neuropeptide natriuretic polypeptide b)는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

타났다.9)

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다. Solinski 외 7인(2019)의 연
구에 따르면 NPPB 수용체인 NPR1의 억제를 통해 가려움증을

2) Cannabinoids (대마초 제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저분

대마초 제제란 넓은 범위의 내인성 및 외인성 아라키돈산 파

자 NPR1 억제물질을 통해 마우스의 급성 및 만성 가려움증을

생 물질 중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인 CB1과 CB2에 작용하는 것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NPR1은 척수 뿐만 아니라 신

들을 의미한다.29) 21명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장에서도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 신장은 나트륨이뇨펩티드

따르면 2종류의 엔도카나비노이드가 포함된 국소성 제제를 투

(natriuretic peptides, NP)의 주요 작용점 중 하나이므로, NPR1

여한 21명의 투석 환자 중 81%가 3주 차에 가려움증의 개선을

억제는 신부전 환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치료 대안으로 고려될

보였다.30) 대마초 제제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과정은 중추신

수 있다. 따라서 NPR1 억제물질을 이용한 만성신장질환 관련

경계 내 CB1 수용체의 흥분, 감각신경 내 TRPV1 이온 채널 활

가려움증 억제 전략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성 조절, CB2 수용체를 통한 면역 세포의 조절, 그리고 비만세

28)

포 활성화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9) 다만 대마초 제

현재 사용 중인 만성신장질환 가려움증의 치료 방법
안타깝게도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한 뚜
렷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의

제는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되는 만큼 만성신장
질환 관련 가려움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
서는 매우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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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내인성 펩타이드/물질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물질은 서로 다

천식치료제로 잘 알려진 montelukast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른 수용체에 작용하여 가려움증을 나타낸다(Table 1). 각각에 대

로 사용 중인 dupilumab, nemolizumab도 만성신장질환 관련 가
려움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4,31,32)

한 설명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또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sodium thiosulfate를 투여받은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큰 부작용 없이 가려움증이 개선되었다
고 한다.33)

1) 담즙산(bile acid)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담즙산이 담즙정체 상태에서 가려
움증 유발물질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담즙정체시
피부조직에서 특히 담즙산 농도가 상승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담즙정체성 가려움증(Cholestatic pruritus)

다.34) 예를 들어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DCA)와 타우로콜
산(taurocholic acid, TLCA)은 쥐의 목 뒤쪽에 피내주사할 경우

담즙(bile)이란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으로 담즙관(bile duct)

가려움증 유발반응을 보였다.35) 콜산(cholic acid, CA), DCA, 및

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 간질환 또는 답즙관 폐쇄 등의

케노데옥시콜산(chenodeoxycholic acid, CDCA)는 건강한 인간에

원인으로 인해 담즙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담즙의 흐름에 비

게 주입 시 가려움 증세를 나타냈다.36) 담도폐쇄증의 경우 CDCA

정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담즙정체(cholestasis)라 한

가 가려움증 유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다. 담즙정체는 폐쇄가 일어난 장소에 따라 크게 간내담즙정체

담즙산이 유발하는 가려움증은 담즙산 수용체인 TGR5 와의

(intrahepatic cholestasis)와 간외담즙정체(extrahepatic cholestasis)로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Alemi 외

나누어진다. 간내담즙정체와 간외담즙정체의 원인 및 위험인자

17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마우스에서 담즙산은 담즙산 수용

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담즙정체의 증상은 유사하다.

체로 알려진 TGR5을 활성화시켜 가려움 증세를 전달하는 척수

34)

일반적으로 담즙정체는 빌리루빈의 증가에 의한 황달(jaundice),

의 신경펩티드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GR5에

진한 소변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이와 더불어 가려움증도 흔하

결합된 담즙산은 TRPA1 이온 채널을 활성화해 감각신경으로 가

게 관찰된다.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의 발병 빈도는 간질환별로

려움 신호를 전달했다. 따라서 TGR5가 마우스의 담즙산 유발

다양한데, 원발담즙성간경변(primary biliary cirrhosis, PBC) 환자

가려움증을 담당하는 분자라고 예측된다.39)

의 80%는 10년 안에 가려움증을 겪는다. 원발경화성담관염

그러나 일부 다른 연구자들은 TGR5의 가려움증에서의 역할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PSC)과 악성 담즙관 폐쇄 등의

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인간의 경우 TGR5와 담즙산

질환에서 가려움증의 발생빈도는 약 30-50% 정도이며, 만성 바

은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임상실험 결

이러스성 간염이나 악성이 아닌 담즙관 폐쇄에서는 20% 이하

과 TGR5-특이작용제가 가려움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혀졌

로 알려져 있다.34) 담즙정체와 가려움증은 얼핏 상관관계가 없

고, 이에 따라 TRG5의 활성화가 인간에게서 가려움증을 유발하

어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담즙정체의 가려움증의 원인 및

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39)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우 TGR5가 관여하지 않는 다른 분자적 경로가 존재함이 암
시되었으며, 실제로 후술할 새로운 담즙산 수용체 MRGPRX4

현재까지 알려진 담즙정체성 가려움증 원인 및 기전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의 유발물질(pruritogen)은 크게 담즙산과

(Mas-related G protein-coupled receptor X4)의 발견으로 이어지
게 된다.

Table 1. Summary of pruritogens reported in cholestatic pruritus and their cognate receptors
Pruritogens
Bile acids

TGR5 (mouse)
MRGPRX4 (human)

Bilirubin

Mrgpra1 (mouse)
MRGPRX4 (human)

Substance P

NK-1R
MRGPR

Lysophosphatidic acid (LPA)

LPA5 receptor
TRPA1/TRPV1/TRPV4

BAM8-22

MRGPRX1 (human)
Mrgprx1 (mouse)

Serotonin

5-HT receptors

Histamine

H1R/H4R

Bile components

Endogenous peptides and
other endogenous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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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인성 펩타이드 및 내인성 물질(Endogenous peptides and
other endogenous compounds)

체인 H1R 또는 H4R에 결합하여 작용한다.34) 실제로 담즙정체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내인

성 가려움증 환자들은 가려움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높은 혈

성 펩타이드 및 내인성 물질을 아래에 열거하였다.

은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가려움증 유발물질로, 히스타민 수용

청 히스타민 수치를 보였다.49) 이러한 히스타민의 증가는 담즙
정체증 랫트 모델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는데,50) 간에 존재하

물질P (Substance P, SP): SP는 마우스와 인간에 존재하는 11

는 비만세포의 과형성(hyperplasia)이 비만세포의 지속적인 탈과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 염증, 통증, 그리고 가려

립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흥미롭게도 CDCA 및 DCA

움증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SP는 내인성 아편유사체

와 같은 담즙산은 비만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51)

와 유사하게 프리프로타키키닌 A (preprotachykinin A)라는 특정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서 관찰되는 히스타민 증가는 이들 비만

전구체 단백질에서 유래된다. SP는 인체 내 어디에서나 발견되

세포의 탈과립으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히스타민

고, 중추와 말초신경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40) 간경화 환자의

이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서의 주요 가려움증 유발물질로 보는

담즙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항히

정체증 마우스의 혈청 또한 상승된 SP 농도를 갖는 것으로 확

스타민제 치료가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을 완화하는데 전혀 효과

이는 SP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 대한 역할을 암

가 없기 때문이며,34) 담즙정체성 가려움증 환자들의 피부에서 히

시한다. 원래 SP는 neurokinin 수용체인 NK-1R (neurokinin-1

스타민에 의한 특징적인 발진과 같은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다

혈청 분석 결과 SP의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41)

인되었다.

42)

receptor)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43)

최근에는 SP

는 점 역시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52)

가 몇몇 MRGPR를 활성화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
명되었다.44) 그러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 있어서 SP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산화질소(Nitric oxide, NO): NO 또한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Ostadhadi 외 6인(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즙정체증 모델 마우스에서 유도형NO생성효소(iNOS)

Lysophosphatidic acid (LPA) 및 autotaxin: LPA는 담즙정체
성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구체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이 마우스의 가려움증은 NO 생성효소
억제제로 인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53)

적으로 LPA 농도는 가려움증이 있는 담즙정체증 환자에서 증
가하였으며 LPA를 마우스에 피내주사하면 긁는 행동이 유발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기전

었다. Lysophosphatidic choline (LPC)를 LPA로 전환시키는 혈청

위에 언급한 다양한 기전에 덧붙여 최근 연구에 따른 담즙정

효소인 autotaxin은 임신성담즙정체증이 있는 임산부와 담즙정체

체성 가려움증과 관련된 새로운 유발물질 및 그 기전을 소개하

증 환자 중 가려움 증상이 있는 경우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또

고자 한다(Table 1).

한, autotaxin의 활성이 가려움증의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LPA 및 autotaxin이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을

1) 빌리루빈(Bilirubin)과 MRGPRX4 수용체

나아가 LPA는

빌리루빈의 수치는 담즙정체시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빌리

LPA5 수용체와 phospholipase D 및 TRPV1/TRPA1 이온 채널의

루빈이 가려움증의 직접적인 유발물질일 것으로 가장 먼저 지

유발하는 유력한 내인성 물질임이 밝혀졌다.

45)

활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밝혀져 구체적인 분자 기전까지 규명

목되곤 한다. 그러나 빌리루빈이 가려움증의 유발물질이라는 주

되어 있는 상태이다.46)

장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혈장 내 빌리루빈 수치
는 가려움증의 강도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가 존재한다.54) 또

세로토닌(Serotonin): 세로토닌은 심신의 행복 및 편안함과 관

한, 비황달성 담즙정체증의 경우 환자의 혈청 빌리루빈 수치는

련된 신경전달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와 동시에 가려움증

정상이지만 매우 심각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빌리루빈

유발물질로도 알려져 있다.47) 따라서 세로토닌이 담즙정체 가려

이 가려움증 유발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55) 뿐

움증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되었다. 실제로

만 아니라, 빌리루빈 수송체인 ABCC2의 돌연변이로 인한 혈청

Ostadhadi 외 5인(2017)의 연구 결과 담즙관묶음술(BDL)을 받은

내 포합(conjugated) 빌리루빈의 수치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듀

마우스의 목 뒤쪽과 볼에 세로토닌을 피내주사로 주입했을 시,

빈-존슨증후군(Dubin-Johnson syndrome)의 증상 중에는 가려움증

2주차부터 유의미한 가려움증 증세를 보였다.48) 다만 세로토닌

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56) 유사

은 유독 마우스에서 가려움증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한 사례로, 빌리루빈 글루쿠로노실전이효소(bilirubin-glucuronos-

고,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서의 역할에 대한 후속 연구가 많지

yltransferase) UGT1A1의 돌연변이로 인한 1형 크리글러-나자르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증후군(Crigler-Najjar syndrome) 환자 중 극히 일부만이 가려움
증을 호소한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이다.57) 이러한 연구 결과

히스타민(Histamine): 알러지(allergy) 반응의 일환으로 비만세
포(mast cell)의 탈과립(degranulation)에 의해 분비되는 히스타민

들은 빌리루빈이 가려움증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힘
을 실어주고 있다.
J. Pharm. Soc. Korea

박소연 · 심원식

120

그런데 Meixiong 외 8인(2019)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빌리루빈
이 마우스의 Mrgpra1 수용체에 결합해 가려움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금 빌리루빈이 가려움증 유발물질일 수 있
음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HEK293 세포에서 발현된 마우스
Mrgpra1과 가장 유사한 인간 MRGPRX4 수용체 역시 빌리루빈
에 의해 활성화되었으며, 마우스에게 고빌리루빈혈증 환자의 혈
청을 주입하였을 때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빌리루빈이 담즙정체증에서 MRGPRX4를 통해 직접적으
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39) 따라서 인
간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서 빌리루빈 및 MRGPRX4의 역할
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BAM8-22 (Bovine adrenal medulla 8-22)
BAM8-22는 1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내인성 펩타이드
(pentadecapeptide)로 인간 MRGPRX1과 마우스의 Mrgprc11 (또

Fig. 2. The mechanism of action of maralixibat. Inhibition of
ASBT results in increased fecal bile acid excretion, leading to
decreased levels of bile acids systemically and thereby reducing bile
acid mediated liver damage. This leads to improvements in liver
function, pruritus and other symptoms of cholestetic liver diseases.
62)

는 Mrgprx1)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Gαq/11-의존 경로를 통해 가
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흥미롭게도 BAM8-22

첫 치료제이다. 희귀 유전 질환의 일종인 알라질 증후군은 심각

는 엔케팔린의 전구체인 프로엔케팔린(proenkephalin, PENK)의

한 담즙정체증을 초래하여 쓸개즙으로 이동해야 할 담즙이 간

부산물 중 하나인데, 담즙정체증에 의해 프로엔케팔린이 증가한

에 축적되면서 간 손상을 일으킨다. 증상은 담즙정체증으로 인

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즙정체증에서 BAM8-22의

한 황달, 가려움증,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침착하여 생기

증가로 인해 가려움증이 유발된다는 가설이 수립되었다.59) 실제

는 황색 종양(xanthomas)이 있다. 이 중 가려움증은 알라질 증

로 담즙정체증 마우스 실험을 통해 BAM8-22의 증가 및 감각신

후군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경에서의 Mrgprx1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60) 따라서 BAM8-22

maralixibat은 소듐의존성 담즙산 수송체(apical sodium-dependent

가 새롭게 담즙정체성 가려움증 유발물질 중 하나로 볼 수 있

bile acid transporter, ASBT)를 통해 답즙산이 재흡수 되는 과정

게 되었다.

을 억제함으로써 장간순환(enterohepatic circulation)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담즙산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혈청

3) Lysophosphatidylcholine (LPC) 및 TRPV4

담즙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기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lysophosphatidic acid (LPA)가 담즙

전을 가지고 있다(Fig. 2).62) 호주와 유럽의 9개 의료기관에서 수

정체성 가려움증과 연관이 있음이 제시되었으나 명확한 상관관

행된 maralixibat의 임상 2상 시험 결과, maralixibat 치료 3주 후

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Chen 외 26인(2021)의 연구 결과

부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가려움증의 개선이 이루어졌다.62) 다

에 따르면 이 LPA의 구조 중 인산부분에 choline이 붙어 있는

만 다른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의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LPC가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의 유발물질일 수 있음이 새롭게 밝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담즙

혀졌다. 담즙정체증 환자 및 마우스에서 생성이 증가된 LPC는

정체성 가려움증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 치

피부각질세포에 존재하는 TRPV4 이온 채널을 활성화시켜 가려

료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움증을 전달하는 감각신경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에 따라 LPC가 새롭게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의 유력한 후보물

2) Benzofibrate/Elafibranor

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발담즙성간경변(PBC) 및 원발경화성담관염(PSC) 환자들을

61)

대상으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PPAR) 항진제

담즙정체성 가려움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인 benzofibrate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에 대한 임상시험이 수행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은 앞서 언급한 만성신장질환 가려움증

되었다. 그 결과 benzofibrate 투여군에서 중등도 및 중증(moderate

과 같이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행

to severe)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의 완화 효과가 위약군보다 뛰

히 최근 새로운 치료 전략이 개발되고 있어서 몇몇 사례를 여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3) 또다른 PPARα/δ 항진제인 elafibranor

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역시 12주의 임상2상 결과 전반적인 간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

1) Maralixibat (Livmarli®) 신약
Maralixibat는 2021년 9월에 미국 FDA에 허가를 받은 알라질
증후군(Alagille syndrome) 환자의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을 위한
Vol. 66, No. 3, 2022

으나 가려움증에 대한 효과는 치료 후반부에 효과가 나타났다.64)
종합하면 benzofibrate 및 elafibranor와 같은 PPAR 항진제가 간
의 전반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약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신 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의 원인 및 기전에 관한 최신 동향

신생물(neoplasm)에 의한 가려움증
사실 가려움증은 신생물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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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CTCL에서 가려움증 유발물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68)
2) 기타 림프종

다. 그러나 일부 혈액암 환자 및 고형암 중 간암, 위장관암, 그

소포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FL)은 배중심(germinal cen-

리고 유방암 환자 중 가려움중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피

ter) 유래 B 세포의 악성 종양 및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림프

부 T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 CTCL)은 현재까

조직의 전신 신생물로, 문헌에 따르면 모든 혈액 악성 종양 중

지 가려움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신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약 5% 정도를 차지하며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20-25%를 차지

보고에 이러한 비특이적 전형적 가려움증을 호소한 환자 중 약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rretti 외 11인(2015)의 연구에 따르

10% 정도는 신생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암과 가

면 B 세포 림프종에서 IL-31 및 수용체인 IL-31R의 역할이 처

려움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확실하지 않

음으로 보고되으며,69) 특히 T도움세포 및 CD68+ 대식세포 모두

다고 여겨진다.

IL-31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6)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호지킨 림

현재까지 알려진 신생물에 의한 가려움증 원인 및 기전
신생물에 종류에 따라 현재까지 알려진 가려움증의 원인을 아

프종 환자에게 존재하는 T세포의 변형이 신생물 관련 가려움증
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70)

래에 정리하였다.
3) 신생물 자체가 아닌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것
1) 피부 T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 CTCL)

가려움증은 신생물에 의한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항

CTCL의 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가려움증으

암화학요법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면역 관문

로, 약 88%의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가려움증은 경증에서부터

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와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

중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심각

(tyroskine kinase inhibitor, TKI), 단일클론항체 등의 표적 치료제

하게 저하시킨다. 앞서 설명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CTCL

는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알려져있지만, 동시에 표피와 진피의

환자의 가려움증 기전 역시 아직은 불분명하다. 다만 항히스타

항상성에 변화를 일으켜 표적 부위에 피부 독성을 야기할 수 있

민제, γ-아미노뷰티르산(GABA) 유사체 및 항우울제 등의 전통

다. 대부분의 치료제에서 효능이 높을수록, 더 심각한 피부 독

적인 가려움증 완화 치료제가 증상 완화에 부분적으로만 효과

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matinib mesylate은 TKI로 주

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CTCL 환자의 가려움증에는 보

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의 치료

다 복잡하고 독특한 병태생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

에 사용된다. Imatinib mesylate을 복용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

다.65) 아래에는 CTCL 가려움증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가려움증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투여 후 IL-31과 IL-33의 혈

유발물질 및 기전을 정리하였다.

청 수치가 높아졌다. 이는 TKI가 직접적으로 각질세포의 붕괴
를 초래해 IL-33을 방출하고, IL-31을 포함하는 염증성 연쇄반

인터루킨-31 (Interleukin-31, IL-31): IL-31은 T도움 세포(T

응을 일으켜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66) 또한 nibolumab

helper cell)에서 생성되는 친염증성(pro-inflamatory) 사이토카인이

또는 pembrolizumab 등의 신약으로 치료한 암환자들에게서 피

다. 다만 IL-31은 CTCL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려움증 관련 질

부 독성과 치료 효과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환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

결과는 피부 부작용을 통해 항암제로의 치료 효과를 예측이 가

히 CTCL 환자의 경우, IL-31와 가려움증 및 질환의 단계가 밀

능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피부가려움증과 항암 치료 결과와의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IL-31이 주요 가려움증 물질

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던 새로운 관계가 밝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질 수 있다.70)

66)

물질P (SP): 만성 신장질환 가려움증에서도 언급된 SP는 피
부 감각신경의 말단에서도 분비되어 CTCL의 가려움증에도 관
여한다는 보고가 있다.67)

신생물에 의한 가려움증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기전
miR-711: microRNA (miRNA)가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Han 외 10인(2018)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microRNA의 한 종류인 miR-711를 마우스 뺨에 주사

단백질분해효소(Proteinases): CTCL에서 비만세포가 가려움증

한 결과 TRPA1에 의존적인 가려움증이 유발됨이 새롭게 밝혀

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특

졌다. 이 때 핵심이 되는 서열 GGGACCC이 TRPA1 활성화에

히 비만세포에서 생성되는 kallikrein 의존적 단백질분해효소가

필수적이며, 만성 가려움증이 관찰되는 면역 결핍 마우스 기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단백질분해효소는

림프종 마우스 모델에서 miR-711의 생성 증가 역시 관찰되었

특히 proteinase-activated receptor 2 (PAR2)라고 불리는 가려움증

다. 결과적으로 miR-711과 같은 miRNA가 특히 림프종의 가려

유발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어 단백질분해효

움증에 한 원인 물질일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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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 가려움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
다양한 신생물 중 특히 CTCL 및 림프종 계통의 환자에게서
만 가려움증이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신생물 가려움증을 치료하
는 방법은 기존 가려움증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다만 CTCL의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가 가려움증을 겪고 있
는 만큼 이에 대한 맞춤 치료 전략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일
례로 naloxone 및 naltrexone과 같은 아편유사체 수용체 저해제
를 투여는 시도도 있었다.67) 앞으로 규명되는 새로운 기전을 바
탕으로 한 다양한 치료 전략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신생물 가려움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는 neurokinin1 수용체 저해제인 aprepitant이다. SP 수용체인 neurokinin-1 수
용체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CTCL 환자의 가려움증을 성공적
으로 저해했다는 보고가 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한 5명의 환자
중 4명이 치료에 반응했으며 치료 전 가려움증 평균 점수는
9.8±0.4점이었던 반면 치료 후 평균 점수는 4.3±3.4점으로 낮아
졌다.67) 향후 aprepitant가 CTCL의 가려움증 치료 방법으로 새롭
게 주목 받고 있다.

결 론(Conclusion)
본 종설에서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전신질환이 무
엇인지를 설명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최근 5년간 새롭
게 밝혀진 내용을 요약하였다. 만성신장질환 가려움증은 디페리
케팔린 신약이라는 새로운 치료전략이 등장함에 따라 향후 환
자들의 가려움증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으
며, 담즙정체증 가려움증은 MRGPR 및 LPA/LPC가 새롭게 각
광을 받으며 관련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
다. 신생물 가려움증의 경우 CTCL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연
구가 더디지만, miR-711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가려움증 유발
기전이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치료 전략이 기대되고 있다.
가려움증은 피부질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생각보다 복잡한 기전으로 인해 치료가 쉽지 않은 증
상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가려
움증의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새로운 치료 전략이 개발되어 가
려움증을 호소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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