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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 has been performed more frequently to
circumvent the shortage of donor organs. However, infectious complications after LDLT compared
with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OLT) have not been well investigated to date.
Methods : We hav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all consecutive cases of liver
transplantation, which had been performed at the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from May
1996 to August 2003.
Results : Of the 284 patients enrolled, 188 (66.2%) underwent LDLT. Overall incidence of infectious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was 67.0% (191/284). Incidence of infections was not
different between OLT group (67.7%) and LDLT group (67.0%) (P=0.9). Bacterial infections were the
most common infectious complications (146 cases) followed by viral infections (32 cases), fungal
infections (26 cases), and tuberculosis (4 cases). Enterococcus spp. (16.2%) were the leading
pathogens followed by Staphylococcus aureus (15.1%) and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13.4
%). However, the distribution of etiologic agents was not different between OLT and LDLT group.
Intra-abdominal infections (83 case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infectious complications, which
were more frequent in LDLT group (34.0%) than in OLT group (19.8%) (P=0.01).
Conclusion : LDLT resulted in intra-abdominal infections more frequently than OLT. Enterococcus
spp., especially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are emerging pathogens in patients with liver
transplantation.
Key Words : Infectious complications,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에 따라 사체 공여 간의 부족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

서

론

로 점차 생체 부분 간이식(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이하 LDLT)이 적용되고 있다. LDLT는 1989년

간이식은 1963년 Starzl에 의하여 최초로 사체 전 간이

Brazil의 Raia에 의하여 최초로 시행된 이래(1) 뇌사가 사

식(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이하 OLT)이 시행된

회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행해지

이후 말기 간질환 및 전격성 간질환의 완치를 위한 유일

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까지 500례 이상의 LDLT가

한 방법으로 확립되었다. 간이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시행되었으며(2) 국내의 경우 2000년도에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 K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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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된 이래 간이식 시행례의 80%가 LDLT일 정도로
급격히 시행례가 증가하고 있다(3). LDLT의 장점으로는
수술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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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허혈시간이 짧아 이식편의 상태가 좋다는 장점이

검사에서 감염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병소가 발견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수술 기술이 정교하며 복잡하

경우, 3) 원인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방사선학적

다는 점이 중요한 제약이다(4).

검사나 병리학적인 검사결과 국소 감염증으로 추정할 수

간이식의 경우 다른 고형 장기이식에 비하여 감염성
합병증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감염증은 50-83%에서

있는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 이차적인 균혈증으로 정의하
였다.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10) 이로 인한 사망률

환자의 이식 후 임상양상 및 감염증에 대한 평가를 위

은 10% 정도이다(11). 그러나 감염성 합병증과 관련된 자

하여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 및 공여자의 의무기록지를

료들은 대부분이 OLT와 관련된 자료로 LDLT 후 감염

검토하여 이식의 종류 및 수술 방법, 수술 시간 및 수혈

성 합병증에 대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다. 일본의 경우

기록, 수술 후 인공호흡기 장착기간, 중환자실 재실기간,

LDLT을 시행받은 50명의 소아환자 중 7례가 사망하였는

수술 후 감염증 및 비감염성 합병증, 거부 반응, 생존여부

데 2례가 감염성 합병증과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및 사망과 관련된 감염성 및 비감염성 요인 등에 대한

있다(12). 국내의 일개 대학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LDLT

자료를 조사하였다. 대상환자들을 OLT 군과 LDLT 군으

후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률은 63.1%로 보고된 바 있다

로 나누어서 두 집단 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13). 간이식 후 OLT와 LDLT 간의 감염성 합병증의 발
생빈도 및 임상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1. 통계적 분석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없었다. 저자 등은 OLT와 LDLT

SPSS 9.0 for Windows 2000 program (SPSS Inc.,

간의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빈도 및 임상양상에 대하여

Chicago, Illinois)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으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 value<0.05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빈도 및 임상양상을 비교하기 위
하여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들에 대하여 각각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에서 1996년 5월부터 2003년 8

student t-test와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생존율

월까지 간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인

분석을 위하여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를 시행하였다.

Log- rank test로 생존율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

이식 후 발생한 감염증은 이식수술 시행 전에 발생한

하였다.

감염증은 제외하였으며 이식수술을 마친 후 38℃도 이상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요인은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

의 발열이 발생한 환자에서 발열의 원인병소에 대한 임

을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이식 후 생존

상적, 실험실적, 방사선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1) 감염증을

한 경우와 이식 후 사망한 경우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가 통상적인 배양검사나 혈청검사

어 환자의 사망여부와 관련된 요인들을 추정하였다. 이를

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2) 발열의 원인 병원체가 발견되

위하여 각각의 이식과 관련된 요인들 중 범주형 변수들

지 않았으나 병력, 신체검사상 감염증을 의심하게 하는

에 대하여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

소견이 있으면서 방사선학적 검사나 병리학적인 검사결

으며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는 student t-test를 시행하

과 감염증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여 환자의 생존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

균혈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균혈증이 발생한 원인 병소

인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를 병력 및 신체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배양 검사결과

유의한

균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소 감염증을 추정할 수

model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여 환자의 생존여

있는 이차적인 균혈증과 혈액 배양이외의 다른 미생물학

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인자들을

대상으로

Cox-proportional

hazard

적, 방사선학적, 병리학적인 검사결과 다른 감염증의 병소
를 찾지 못한 일차적인 균혈증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

결

과

차적인 균혈증은 1) 말초혈액 배양 검사 이외의 중심 정
맥관에서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 객담 배양 검사, 뇨 배

1.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양 검사에서 같은 병원체가 분리된 경우, 2) 복막액, 담도
배액 등의 배양 검사에서 병원체가 확인되고 방사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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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4례의 간이식이 시행되었으며(Table 1) 이중

OLT가 96례(33.8%), LDLT가 188례였다(66.2%). 이식 후

차이를 보였다(P<0.001). 선천성 담도폐색증의 경우 OLT

평균 추적기간은 22.5개월이었고(2-77개월) OLT가 31.8

환자의 1.0%를 차지하였고(1/96) LDLT 환자의 17.6%를

개월(표준편차 26.8개월), LDLT가 17.8개월(표준편차 15.9

차지하였다(P<0.001). 18세 이상 환자의 기저질환의 분포

개월)로 OLT의 추적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는 간경화, 전격성 간부전 등의 질환은 유의한 차이가 없

(P=0.001). 남자가 198례(69.7%), 여자가 86례(30.3%)로

었으나 간암의 경우 LDLT군에서(46.4%) OLT군(31.5%)

양 군간의 성별구성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에 비하여 빈도가 높았다(P=0.025).

0.985). 환자의 평균 연령은 37.3세 였으며(4개월-68세)
OLT 환자의 경우 43.6세(2-62세)로, LDLT 환자에서의

2. 수술과 관련된 요인

34.0세(4개월-68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수술시간은 OLT 군은 평균 10.3시간(표준편차 4.2시

0.001). 이식 당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230명)들을 대

간)으로 LDLT군의 5.6시간(표준편차 5.3시간)에 비하여

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양 군간에 성별(P=0.295) 및 연령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P=0.001, Table 1). 담도 연

의 분포(P=0.84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결방법으로 OLT의 경우 90.6% (87/96), LDLT의 경우

았다.

67.0% (126/188)에서 담도-담도 문합(choledochocholedo-

기저 간질환은 만성 간경화가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chostomy)을 시행 받았다(P=0.001). 수술시의 수혈량은

(72.9%) 만성 간염의 원인 병원체로는 B형 간염 195례

OLT를 시행 받은 경우에 많았는데 적혈구, 신선동결혈장

(68.7%), C형 간염 87례(30.6%), B형 및 C형 혼합 간염

(Fresh Frozen Plasma, FFP), 혈소판 수혈량이 모두 유

75례가 있었다. 다른 기저 간질환으로 간암 97례(34.2%),

의하게 많았다(P<0.001). 수술 후 중환자실 재실기간은

선천성 담도폐색 34례(12.0%), 원인 불명의 급성 간질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84) 인공 호흡

26례, 약제에 의한 급성 간질환 9례의 순이었다. OLT 환

기 장착기간은 OLT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자의 87.5% (84/96), LDLT 환자의 59.4% (123/188)에서

(P=0.005).

기저 질환으로 만성 간경화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iver Transplant Recipients
Characteristics
Age (years), mean SD
Gender (male:female)
Underlying liver diseases
Liver cirrhosis
Hepatoma
Biliary atresia
Fulminant hepatitis
Complications
Infectious
Non-infectious
Mortality
Infectious cause
Non-infectious cause
Duration of operation (hours)
Type of biliary anastomosis
Choledochojejunostomy
Choledochocholedochostomy
Transfusion requirement
RBC (pint)
FFP (pint)
Platelet (pint)
Cryoprecipitate (pint)
Duration
ICU stay (day)
Mechanical ventilator (day)
*

OLT :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OLT* (N=96)

LDLT† (N=188)

37.3±18.8
198:86

43.6±11.6
67:29

34.0±20.8
131:57

0.000
0.985

207
97
34
26

84
30
1
6

123
67
33
20

(59.4%)
(35.6%)
(17.6%)
(10.6%)

0.000
0.461
0.000
0.225
0.907
0.143
0.001

Total (N=284)

(72.9%)
(34.2%)
(12.0%)
(9.2%)

(87.5%)
(31.3%)
( 1.0%)
( 6.3%)

191 (67.3%)
216 (76.1%)
65 (22.9%)
38 (13.4%)
52 (18.3%)
7.2±5.4

65 (67.7%)
78 (81.3%)
33 (34.4%)
18 (18.7%)
26 (27.1%)
10.3±4.2

126 (67.0%)
138 (73.4%)
32 (17.0%)
20 (10.6%)
26 (13.8%)
5.6±5.3

71 (25.0%)
213 (75.0%)

9 ( 9.4%)
87 (90.6%)

62 (33.0%)
126 (67.0%)

11.4±13.4
19.5±23.7
6.8±9.1
4.7±12.2

21.7±17.5
35.9±31.3
12.1±11.7
7.0±18.8

6.1±5.9
11.1±11.9
4.1±5.8
3.5±6.5

12.8±10.8
4.4±6.4

14.5±13.8
6.1±8.3

11.9±8.8
3.5±6.5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75
0.084
0.005

†

LDLT :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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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ectious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Characteristics
Etiologic organisms
G(＋) bacteria
G(－) bacteria
†
Virus
Fungus
Type of infections
Intra-abdominal infections
CRI
Pneumonia
∥
CMV infection
**
UTI
Primary bacteremia
Wound infections
Invasive aspergillosis

Total (N=284)

OLT* (N=96)

191
109
96
32
26

(67.0%)
(38.4%)
(33.8%)
(11.3%)
( 9.2%)

65
34
32
14
12

(67.7%)
(35.4%)
(33.3%)
(14.6%)
(12.5%)

83
54
38
29
19
11
11
10

(29.2%)
(19.0%)
(13.4%)
(10.2%)
( 6.7%)
( 3.9%)
( 3.9%)
( 3.5%)

19
20
18
12
11
2
6
7

(19.8%)
(20.8%)
(18.8%)
(12.5%)
(11.5%)
( 2.1%)
( 6.3%)
( 7.3%)

LDLT† (N=188)

P-value

126 (67.0%)
75 (39.9%)
64 (34.0%)
18 (9.6%)
14 (7.4%)

0.907
0.463
0.905
0.207
0.162

64
34
20
17
8
9
5
3

(34.0%)
(18.1%)
(10.6%)
( 9.0%)
( 4.3%)
( 4.8%)
( 2.7%)
( 1.6%)

0.012
0.577
0.058
0.363
0.022
0.344
0.138
0.034

*

OLT :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LDLT :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excluded CMV infection not associated with CMV diseases
∥
Catheter related infection, Symptomatic CMV infections, confirmed by PCR or CMV antigenemia, and CMV diseases, **Urinary tract infection

§

3. 감염성 합병증 및 원인 병원체
간이식 후 감염증은 191명(67.0%)에서 발생하였는데
총 426회의 감염증이 발생하여 1인 당 평균 1.50회의 감
염증이 발생하였다(Table 2). OLT 군에서 65명(67.7%),
LDLT 군에서 126명(67.0%)에서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양
군 간에 발생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05). 감
염증의 발생시기는 이식 후 1개월 이내가 53.5% (228/
426)로 가장 많았으며 이식 후 1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가 130회였다(30.5%). 이식 후 6개
월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은 68회로 16.0%를 차지하였으
며 발생시기는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감염증 중에서는 복강 내 감염증이 83례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심 정맥관 관련 감염증 54례
(19.0%), 폐렴 38례(13.3%) 등의 순이었다. 이중 복강 내
감염증은 LDLT 군에서 64례(34.0%)로 OLT 군에 비하여
(19/188, 19.8%) 유의하게 높게 발생하였다(P=0.012). 복
강 내 감염증 중 복막염이 44례(LDLT 35례, OLT 9례),
담관염이 20례(LDLT 15례, OLT 5례), 복강 내 농양이

Table 3. Major Etiologic agents of the Infectious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Etiologic organisms
G(＋) organism
Enterococcus (E. faecium and E. faecalis)
S. aureu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G(－) organism
P.aeruginosa
E.coli
E.cloacae
K.pneumoniae
A.baumannii
C.freundii
Virus
VZV
*
CMV diseases
EBV
Fungus
Candida species
Aspergillus species
Fusarium species
Cryptococcus species

No. of cases
48
43
38
28
24
24
21
18
15
13
13
10
14
10
1
1

*

CMV disease : target organ diseases confirmed by biopsy, excluding
symptomatic CMV infections not confirmed by biopsy

23례(LDLT 22례, OLT 1례) 였으며 7례는 두 가지 이상
의 감염증이 있었다. 이중 복막염(LDLT 18.6%, OLT

담도-담도 24.4%; P=0.002), 복막염(각각 26.8%, 11.1%;

9.4%; P=0.042)과 복강 내 농양(LDLT 11.7%, OLT

P=0.002) 및 복강 내 농양(각각 15.5%, 5.6%; P=0.008)

1.0%; P=0.002)의 발생빈도는 LDLT 환자에서 유의하게

등이 담도-공장 문합을 시행받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

높았다. 특히, 담관의 협착이나 누출 등의 합병증이 있었

의하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던 68.8%에서 복강 내 감염증이 발생하였는데 비하여

이에 비하여 요로 감염증(OLT 11.5%, LDLT 4.3%;

(33/48) 담도의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중에서는 21.2%에

P=0.022)과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OLT 7.3%, LDLT

서 복강 내 감염증이 발생하였다(50/236, P<0.001). 문합

1.6%; P=0.034)은 OLT 환자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

방법에 따른 감염증은 복강 내 감염증(담도-공장 43.7%,

나 균혈증, 폐렴, 카테터 관련 감염증, 창상 감염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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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neoformans 감염증과 Fusarium 감염증이 각각 1례 씩

(Table 2).

발생하였다(0.3%). 그리고 결핵이 4례에서 발생하였다

세균 감염증은 284례 중146례(51.4%)에서 발생하였다
(Table 2, 3). 그람 양성균에 의한 감염증은 총 109례에서

(1.4%). 양 집단간에 원인 병원체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
다(Table 2).

발생하였으며(38.4%) 총 138균주가 분리되었는데 Staphylococcus aureus가 43례로 가장 많았으며 coagulase

4. 간 이식 후 발생한 비감염성 합병증

negative staphylococci 38례, Enterococcus faecium 31례,

비감염성 합병증(Table 4)은 OLT의 경우 78례(81.3%),

Enterococcus faecalis 17례의 순이었다. 분리된 Entero-

LDLT의 경우 138례(73.8%)로 양 군간에 발생빈도는 차

coccus 48례 중 vancomycin에 내성인 Enterococcus

이를 보이지 않았다(P=0.143). 이중 급성 거부반응은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이하 VRE)은 9례가

OLT 환자의 36례(37.5%)에서 발생하여 LDLT 환자

분리되었는데 모두 E. faecium이었으며 이중 van B 표현

(43/188, 22.9%)에 비하여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았다

형이 5균주, van A 표현형이 4균주 였다. VRE에 의한

(P=0.009). 또한 간질환의 재발 역시 OLT 환자군(10.4%)

감염증은 복막염 및 담관염이 4례, 요로감염 3례, 담관염

에서 LDLT군(2.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2).

에 의한 이차적인 균혈증 2례의 순이었다. VRE가 분리된

조절되지 않는 복수(LDLT 4.8%, OLT 0.0%; P=0.032)

검체는 복수 및 복강액(4균주), 소변(3균주), 혈액(2균주),

및 담도부위의 합병증(LDLT 22.8%, OLT 11.4%; P=

담즙(2균주) 이었고 9례 중 2례는 두 가지의 검체에서

0.020)은 LDLT 군에서 OLT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발생

VRE가 분리되었다.

빈도가 높았다.

그람 음성균은 총 96례에서(33.8%) 총 177균주가 분리

그러나 수술 후 출혈, 수술 후 간혈관 폐색, 창상 관련

되었다. 이 중 녹농균이 28례로 가장 많았으며, Entero-

합병증 등의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통계적

bacter cloacae 24례, 대장균 24례, Klebsiella pneu-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850) 만성거부반응, 수

moniae 21례, Acinetobacter baumannii 18례, Citrobacter

술 후 일차적인 간기능 부전, 수술 후 당뇨병 발생과 급

freundii가 15례에서 분리되었다.

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도 양 집단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바이러스 감염은 32명에서(11.3%) 진단되었는데 이중

보이지 않았다.

Cytomegalovirus (CMV) 간염 및 폐렴이 13례, Varicella
zoster virus (VZV) 감염증이 13례, Epstein-Barr virus

5. 간이식 후 생존율 및 사망과 관련된 요인 분석

(EBV) 감염증 및 이로 인한 림프계 증식질환이 10례가

간이식 후 사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

발생하였다. 증상은 없었으나 CMV antigenemia 또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들에

PCR로 확인되어 ganciclovir로 선제치료를 받은 경우가
58례 였다. 증상을 동반한 CMV감염증은 19례(21.8%) 있
었고, CMV에 의한 간염이나 폐렴 등의 표적장기의 질환
은 10명의 환자에서(11.5%) 13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3
명은 2가지 이상의 CMV 질환이 있었다. CMV 질환이
발생한 환자들 중 3례는 LDLT 환자였으며 7례는 OLT
환자였다. 10례의 환자 중 수술 전 시행한 CMV 혈청 검
사상 Ig G에 음성을 보인 경우는 없었으며 공여자도 모
두 CMV Ig M은 음성이었다. Posttransplant lymproliferative disorder (PTLD)는 10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중
6례는 수술 전 시행한 EBV 항체가 음성이었으며 10명
중 7명이 1세 이하의 소아였다.
진균 감염증은 26례에서 발생하였는데(9.1%) candida
감염증이 14례 였고(4.9%) 이중 Candida albicans가 5례,
non-albicans Candida감염증이 9례 였다. 이외에도 침습
성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증은 10례(3.5%), Cryptotococcus

Table 4. Non-infectious
Transplantation
Complications

Complications
OLT*
(N=96)

after

LDLT†
(N=188)

Liver

P-value

Biliary tree leakage or
stenosis
Postoperative bleeding
Vascular thrombosis
Wound complication
Acute rejection
Chronic rejection
Primary graft non-function
Primary diseases recur
Post-transplantation DM
Acute renal failure
Intractable ascites

11
22
7
9
36
3
3
10
3
9
0

(22.8%)
(15.4%)
(10.1%)
(9.0%)
(22.9%)
( 0.5%)
( 5.3%)
( 2.1%)
( 4.8%)
( 5.3%)
( 4.8%)

0.020
0.120
0.437
0.927
0.009
0.114
0.403
0.002
0.510
0.196
0.032

Total

78 (81.3%) 138 (73.4%)

0.143

*

(11.4%)
(22.9%)
( 7.3%)
( 9.4%)
(37.5%)
( 3.1%)
( 3.1%)
(10.4%)
( 3.1%)
( 9.4%)
( 0.0%)

OLT :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plantation

43
29
19
17
43
1
10
4
9
10
9

†

LDLT : Living donor liver trans-

공여자의 종류에 따른 간이식 후 감염성 합병증의 비교

Vol.36, June 2004

143

Table 5. Risk Factors for Mortality within Categorical
Variables

Table 7. Risk Factors for Mortality by Multivariate
Analysis

Risk factors

Risk factors

OR (95% CI)

Cadaveric donor
Reoperation
Cyclosporin use
Severe rejection
S.aureus infection
Bacteremia
Aspergillosis
Pneumonia
Catheter related infection
Fungemia
Postop. Bleeding
Vascular thrombosis
Acute renal failure

2.55 (1.44-4.50)
2.99 (1.65-5.64)
1.90 (1.01-3.60)
1.45 (1.38-13.24)
2.32 (1.16-4.64)
2.86 (1.62-5.07)
3.42 (3.75-249.65)
2.92 (1.43-5.98)
2.69 (1.42-5.09)
Not calculable
4.64 (2.33-8.85)
3.96 (1.73-9.06)
8.87 (3.22-24.4)

OR (95% CI)

Duration of operation
Severe rejection
Period of mechanical ventilation
Prothrombin time (POD 7)
Creatinine (POD 2)
Invasive aspergillosis
Bacteremia

1.06
2.56
1.06
1.39
1.52
2.47
1.94

(1.01-1.11)
(1.12-5.88)
(1.04-1.09)
(1.18-1.64)
(1.26-1.82)
(1.13-5.43)
(1.14-3.28)

P-value
0.029
0.027
<0.001
<0.001
<0.001
0.023
0.014

*

POD2 : postoperation 2nd day, POD7 : postoperation 7th day

Table 6. Risk Factors for Mortality within Continuous
Variables
Risk factors

Alive
(N=219)

Dead
(N=65)

P-value

RBC transfusion (pint)
9.0±10.0
19.3±19.0 0.000
FFP transfusion (pint)
15.6±17.8
32.8±34.2 0.000
Platelet transfusion (pint)
5.7±7.6
10.4±12.3 0.004
Duration of operation
(hours)
6.1±4.9
10.8±5.5
0.001
ICU stay (days)
11.0±9.4
18.8±13.0 0.000
Mechanical ventilator
(days)
2.8±4.1
9.6±9.3
0.000
Bilirubin (POD2) (mg/dL)
5.4±4.1
8.8±9.1
0.005
Prothrombin time
(POD2) (INR)
1.9±0.5
2.3±1.2
0.011
3
WBC (POD2) (/mm )
7667±4585
6226±3446 0.007
3
Platelet (POD2) (/mm ) 57000±50929 42140±21510 0.001
Creatinine
(POD2) (mg/dL)
1.0±0.8
1.82±1.56 0.000
AST (POD2) (IU/mL)
558±951
1436±2024 0.001
ALT (POD2) (Iu/mL)
534±711
997±1380 0.012
Bilirubin (POD7) (mg/dL)
4.0±3.5
9.6±8.9
0.000
Prothrombin time
(POD7) (INR)
1.5±0.3
2.1±1.6
0.003

Figure 1. Kaplan-Meier survival plotting after liver transplantation. OLT :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LDLT :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후 1년 생존률은 71.5%였고 OLT군에서 62.9% (56/89),
LDLT군에서 76.9% (107/139)이었다(P=0.02). 또한 양 집
단의 이식 후 3년간의 누적 사망율은 OLT군에서(34.4%)
LDLT군에(17.0%)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Figure 1). 단변량 분석에서 OLT가 사망과 관
련된 위험요인이었으나 다변량 분석결과 이식편의 종류
가 사망과 관련 있는 요인은 되지 않았다.

*

POD2 : postoperation 2nd day, POD7 : postoperation 7th day

대하여(Table 5, 6)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술시간
(OR 1.06, 95% CI 1.01-1.11), 중증 거부반응(OR 2.56,
95% CI 1.12-5.88), 인공 호흡기 장착기간(OR 1.06, 95%
CI 1.04-1.09), 수술 7일째의 prothrombin time (OR 1.39,
95% CI 1.18-1.64), 수술 후 2일째의 creatinine 수치(OR
1.52, 95% CI 1.26-1.82),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OR
2.47, 95% CI 1.13-5.43), 균혈증(OR 1.94, 95% CI
1.14-3.28)이 유의한 요인이었다(Table 7).
간이식 후 생존환자 중 추적기간이 1년 이내인 환자
56명(OLT 7명, LDLT 49명)을 제외한 228명의 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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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간이식 후 감염증은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감염
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10% 내외이다. 본 연구에
서도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율과 사망률은 각각 67%, 13.4
%로 기존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며(5-11) 발생빈도도 평균
1.5회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였다(13).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면역억제 정도와 함께 병원체에 대한 노출정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14).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수술 전 요인으

로는 당뇨병, B형 및 C형 간염, 만성 폐질환 등의 기저

염성 합병증의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감염성

질환과 수술 전 그람 음성균 및 candida 감염증 여부와

합병증 중 복강 내 감염증은 LDLT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Herpes simplex virus (HSV), VZV, CMV, EBV 및 결핵

많았는데 원인으로는 LDLT의 경우 담도 문합방법이 미

등의 잠복 감염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술과 관련된 요

세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담즙의 누출 및 담관의 협착

인으로는 장시간의 수술 및 출혈, 문합부위의 협착 및 누

이 잘 발생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 13, 15).

출, 이식편의 부전 등의 문제와 공여자의 CMV, hepatitis

국내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복강 내 감염증은 수술 후 초

B virus (HBV), hepatitis C virus (HCV)의 감염 여부가

기에는 담즙의 누출과 관련된 감염증이 가장 흔한 이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수술 후의 요인으로는 수술 전

요인이었으며 수술 후 수 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는

후의 수혈량, cyclosporine, azathioprine, 다량의 corti-

담도의 협착과 관련된 감염증이 주로 발생하였다(13). 또

costeroid 정주, OKT3 등의 면역억제 정도가 중요한 요

한 담도계 원인으로 인한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인임을 보고하였다(5, 8, 9, 11). 본 연구에서 감염증 발생과

전체 감염의 27.2% (28/10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관련이 있는 요인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재수술, 수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에는 담즙의 누출과 관련된 감

시간, 수술 후 담도의 협착여부 및 문합부위의 누출여부,

염증은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수술

수술 후 출혈성 합병증, 이식편의 부전 등이 중요한 요인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담도의 협착으로 인한

이었으며 수술 후 혈전증, 중등도 이상의 거부반응 및

감염증이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담관의 합병증이 있었던

methylprednisolone 정주, 수술 후 신부전 발생 등이 감염

경우에 복강 내 감염증의 발생빈도(68.8%)가 합병증이 없

성 합병증과 관련이 있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었던 경우에 비하여(21.2%)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제시된 요인들 중 HBV, HCV 감염증 여부와 수술 전 그

결과에서 담도재건이 LDLT의 수술에 있어서 가장 감염

람 음성균 감염증 및 복막염, 당뇨병 병발여부 등은 감염

에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5). 일부 보고에

성 합병증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

의하면 담도-담도 문합(duct to duct anastomosis)에 비

는 외국의 경우 HBV 및 HCV에 의한 만성 간질환의 빈

하여 담도-공장 문합(roux-en Y choledochojejunostomy)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이 더 감염증에 취약하며 담도재건 방법이 감염증에 중

들은 HBV와 HCV 감염증이 대부분을 차지하여(72.9%)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6, 16, 17). 본 연구에서도 유

이러한 차이점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한 결과를 보여 담도재건 방법 및 담도계의 합병증은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복강 내 감염증, 원발성 패혈증

감염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및 폐렴 등이 간이식 후 발병하는 감염증 중 가장 흔하

세균은 간이식 후 감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체로 주로

다(6, 9, 10, 14). 국내외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면(6, 7, 9,

간이식 후 2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세균 감염증의 발생빈

13) 본 연구에서 원발성 균혈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

도는 보고자 마다 차이가 있으나 35-70% 정도로 보고되

적으로 낮아 혈액 배양 검사결과 균혈증이 증명된 환자

었다(5-7, 9, 11, 18-20).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상

의 12.1%였다(11/91). 이에 비하여 이차적인 균혈증은 80

대적인 빈도는 그람 음성균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례에서 발생하여 균혈증이 동반된 증례의 87.9%가 균혈

이는 예방적 항균제의 종류, 특히 경구로 투여하는 예방

증의 원발 감염증이 있었다. 80례 중 54례는 중심 정맥관

적 항균제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증을 동반하였으며 23례는 복강 내 감염증, 5례는 폐

(11). 본 연구결과 그람 음성균의 빈도가 177 균주로, 그

렴을 동반하였다.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차적인 균

람 양성균(138 균주)에 비하여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복강 내 감염증이 가장 많았

람 양성균 중 enterococcus의 분리빈도가 높고 coagulase

고 다음으로 중심정맥관, 창상 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이

negative staphylococcus에 의한 중심정맥관 감염증의 발

중요한 원인 병소이었지만(11)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인

생 빈도가 높다는 점, 그람 음성균 중 P. aeruginosa,

균혈증의 요인으로 중심 정맥관 감염증이 가장 많았으며

Acinetobacter와 Citrobacter 등의 비발효형(non-fermen-

중심정맥관 감염이 발생한 총 54례 중 38례가 coagulase

ter) 그람 음성균 분리빈도가 기존의 보고에 비하여 상대

negative staphylococci에 의한 감염이었고, S. aureus 감

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염증이 15례로 그람 양성균에 의한 중심 정맥관 감염증
의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 enterococcus에 의한 감염은 복강 내 감
염증이 주로 발생하였고 분리된 enterococcus 중 VRE는

본 연구에서 OLT과 LDLT을 시행한 환자군 간의 감

18.8% (9/48)를 차지하였다. 이중 2명이 사망하였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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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다른 1명은 Methi-

식 후 균혈증 발생 여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성 아스

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균혈증으

페르길루스증이 총 10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례가 사망

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간이식 환자에서 VRE에 의한 감

하였다. 장기이식 후 발생하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염증은 다른 병원체와의 중복감염, 진균감염, 재개복, 신

은 간이식 후 1.5-10%의 빈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다른

부전, 담도계 합병증과 관련이 있으며 1년 사망률이 82%

고형 장기이식에 비하여 간이식 후 발생하는 경우에 중

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증도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28, 29). 균혈증의 경우 본

간이식 후 진균 감염의 빈도는 20-42%로 대부분 이식

연구에서 균혈증이 발생한 91례 중 35례에서 사망하였는

후 2개월 이내에 발생한다(11, 22-24). 본 연구에서는

데 감염증 환자 중 균혈증이 동반된 경우가 균혈증이 없

9.1%의 환자에서 진균 감염증이 발생하였으며 서구의 보

는 경우에 비하여 2주 이내의 사망률이 각각 28%와 4%

고에 비해서는 낮으나 기존의 국내 보고와는 비교적 유

정도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30). 본 연구에서

사한 결과를 보인다(13). 진균 감염증의 빈도가 낮은 원

는 사망률이 OLT의 경우 LDLT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fluconazole을 예방적 항균제로 사

았는데, 거부 반응의 발생 빈도(OLT 37.5%, LDLT

용하여 candida에 의한 감염증의 빈도가 낮은 것도 요인

22.9%)와 원발질환의 재발빈도(OLT 10.4%, LDLT 2.1%)

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 높았던 점이 높은 사망률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

바이러스 감염증 중 증상을 동반하는 CMV 감염증은

다.

간이식 후 20-30%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양 군간에 간이식을 시행한

되고 있다(11, 20). CMV 감염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인자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 이전에는 주로

는 CMV에 대한 혈청학적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LT를 시행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LDLT 시행례

CMV에 대한 항체 보유율이 95% 이상이며(25) 본 연구

가 월등히 많았다. 따라서 사용하는 약제 및 수술 기법

에서도 비슷한 항체 양성율을 보여(96.4%) 항체 음성군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면역억제제의 경우 초

위험도는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식과 관련한 요인으로

기에는 azathioprine을 포함하는 약제를 주로 투여하였으

는 수혈량 및 OKT3, ATG 등의 T림프구의 기능을 억제

나 최근에는 mycophenolate 등의 약제로 대체하였다.

하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경우에 감염증에 취약한 것으

Azathioprine을 사용한 경우에 거부반응은 51.6%의 사용

로 제시되었다(11). 본 연구결과 수혈과 관련된 요인 중

자에서 발생한데 비하여(16/31) mycophenolate를 사용한

특히 적혈구(P=0.024) 및 신선 동결혈장 수혈량(P=0.039)

환자에서는 26.1%에서 거부반응이 발생하였다(53/203).

이 감염증이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로

거부반응으로

는 첫째로, LDLT 이후 나타나는 감염증의 임상양상을

methylprednisolone을 사용한 경우 CMV 활성화(reacti-

분석하고 OLT 후 감염증의 양상과 비교분석을 시행하였

vation)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복강 내 감염증이 OLT에 비하여

(47/194, 40/90; P<0.001) 증상을 동반한 CMV 감염증 및

LDLT에서 호발한다는 것과 enterococcus, 특히 VRE가

CMV 질환의 발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이식 후 발생하는 감염증의 중요한 원인 병원체라는

(12/194, 17/90; P=0.001). CMV 감염증의 중요한 위험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간이식 후 LDLT

인인 Anti-thymocyte globulin (ATG)와 OKT3는 5명의

와 OLT를 받은 집단 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수술 기법보

환자에서 사용하였는데 ganciclovir를 예방적으로 투여하

다는 이식과 관련된 감염성 및 비감염성 합병증의 발생

였고 CMV 감염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차이를

보였다.

면역억제제

중

급성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PTLD의 위험요인으로 혈청학

향후 간이식 특히 LDLT의 증례가 많아지고 항균제

적으로 항체 음성인 경우가 가장 중요하고(26), 특히 혈

내성 양상 및 역학적인 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청검사상 50% 이상이 음성인 소아가 감염증에 취약하다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LDLT 후 감염증의 발생양상 및 중

고 알려져 있다(27). 본 연구에서도 10례의 PTLD중 6례

증 감염증의 발생양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

는 수술 전 시행한 EBV 항체가 음성이었으며 7명이 1세

으로 생각된다.

이하의 소아였다.
본 연구결과 감염성 요인 중에서 사망과 직접적인 연
관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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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최근 간이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체 부분 간이식(LDLT) 시행례가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뇌사자 사체 전 간이식(OLT)과의 감
염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8)

방 법 : 1996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에서 간이식을 시행 받은 28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
9)

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188명은 LDLT를, 96명은 OLT를 시행 받았다.
간이식 후 감염증은 총 191명에서 발생하였고(67.0%)
OLT 환자군과 LDLT 환자군 사이에 감염증의 발생 빈
도와 원인 병원체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10)

다. 병원체 별로는 Enterococcus 균종(16.2%) S. aureus
(15.1%),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13.4%)의 순
서였다. 감염증의 종류는 복강 내 감염이 총 83례로 가장

11)

많았는데, LDLT에서 OLT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발생
하였다(34.0% vs 19.8%, P=0.012). 요로 감염증(11.5% vs
4.3%,

P=0.022)과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7.3%

12)

vs

1.6%, P=0.034)은 OLT을 시행한 경우에 많았다. 기타 감
염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간이식 환자에서 공여자의 종류에 따른 감염의

13)

발생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감염증 중 복강 내 감염은
LDLT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장구균 감염, 특히 반코

14)

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간이식 후 발생하는 감염증의 중
요한 원인 병원체임을 확인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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