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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은 복강 내의 우측상복

부에 위치하고 우측 갈비뼈

후방에 있어 정상의 경우에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습

니다. 크기는 성인의 경우

자신 몸무게의 약 2%을 차

지하며, 약 1000~1500g 정

도입니다. 

간은 간 상부 하 정맥과

담낭을 잇는 가상의 선을 기

준으로 우엽과 좌엽으로 나

뉘어 지며, 더욱 세 하게 8

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간으로 유입되는 혈류

는 간동맥과 간문맥을 통하

여 유입되며, 간동맥은 심장

에서부터 산소가 많은 혈액

을 간에 공급하고 간문맥은

장관에 흡수된 양분이 많

은 혈액을 간에 공급합니다. 

간에서 배출되는 혈류는

간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간 ∙ 이 ∙ 식 ∙ 과 ∙ 새 ∙ 로 ∙ 운 ∙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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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됩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간내 담관을 통해서 담낭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서 총수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에 배출합니다.

2. 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정상 간은 크게 네 가

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

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

지 사를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위, 소장, 

장을 통하여 흡수된

양분(당, 지방, 단백질)

은 간에서 사과정을

통하여 우리 몸에 필요

한 성분(당, 아세토아세

테이트, 지질 단백 등)

으로 만들어 다른 장기

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

나 몸에서 쓰고 남은

양분은 간에서 축적됩

니다.

둘째, 우리 몸에 필요

한 많은 양의 단백질, 효

소, 비타민을 합성합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1500mL의 담즙을 생산하는데 담즙은 담즙염을 통

하여 장내 지방흡수를 촉진하며, 담즙을 통하여 배출되는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간에서는 혈액 응고, 물질 이동, 철 결합, 단백질 분해 억제에 관계되는 많은 단백질을 합

성합니다. 특히 알부민은 간에서만 합성되며, 매우 중요한 혈장 결합 단백질입니다. 이외에도

간에서는 비타민 사에 관여합니다.

셋째, 우리 몸에 해로운 향을 미치는 여러 물질의 해독작용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에도 수만 가지의 여러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간은 이러한 물질들을 많은 효소

들의 반응경로를 통하여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넷째, 인체에 방어기전을 담당합니다. 장에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있어서 장에서

흡수되어 문맥 혈류를 따라 간에 도달하는데 간에 있는 특수세포가 이러한 유해한 세균들을 포

식해서 제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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