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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생체간이식 후 이식간 기능 저하에 대한
보조치료로서 시행한 혈장교환술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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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Plasmapheresis as a Liver Support for Graft Dysfunction
Following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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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Kyu Choi, M.D.1, Young-Il Choi, M.D.1, Pyung-Jae Park, M.D.1, Geum Borae Park, M.D.2, Dong-Hwan Jung, M.D.1,
Gi-Won Song, M.D.1, Deok-Bog Moon, M.D.1, Chul-Soo Ahn, M.D.1, Ki-Hun Kim, M.D.1, Tae-Yong Ha, M.D.1, YuSun Min,
R.N.2, Suk-Kyung Hong, M.D.3, Kyu-Hyouck Kyoung, M.D.3, Jeong-Ik Park, M.D.4 and Sung-Gyu Lee, M.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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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2, Department of Surgery, Division of General Surgery3,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Department of Surgery,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4, Korea
Background: Severe graft dysfunction has been occasionally encountered following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 This study intend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lasmapheresis (PP) as a liver supportive measure in LDLT recipients
showing severe graft dysfunction.
Methods: During 1 year of 2007, 276 adult LDLTs were performed in our institution. Of them 27 underwent PP therapy as
a liver support.
Results: Seventeen underwent PP during the first month following LDLT and another 10 underwent PP after that period.
The underlying causes of such liver support were acute and chronic rejections, ischemic damage, viral hepatitis recurrence
and unknown causes. A total of 329 sessions of PP were performed for these 27 patients, indicating 12.2±9.9 times per
patient for 28.1±32.2 days. Concurrent hemodiafiltration was done in 66.7%. Serum total bilirubin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following PP therapy: 23.2±6.5 mg/dL before PP and 14.4±5.6 mg/dL at 1 week after completion of PP (P＜0.001).
Other biochemical paramete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PP. Overall 1-year patient survival rate was 63.0%. Six-month
graft survival rate after completion of PP was 82.6% in 17 patients undergoing PP during the first posttransplant month
and 30% in 10 patients undergoing PP after 1 month (P= 0.013).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e that PP has a beneficial effect on the recovery of liver graft function, especially
during the early posttransplant period. We suggest to perform active application of PP therapy for liver recipients showing
severe graft dysfunction of total bilirubin greater than 15∼2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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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생체간이식의 성적은 수술 술기의 발달과 수술 전
후 환자관리의 향상 및 다양한 약물 치료의 도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간이식 수혜
자에서는 수술 직후부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식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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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저하에 따른 간기능 보조를 위한 치료 목적의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은 27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이 연구기간 중 혈장분리교환술 이외 MARS
등의 다른 간기능 보조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또한 간이식 후
잘 회복된 후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간기능이 다시
현저히 저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
이식 후 발생하는 간기능 부전에 대해 간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격성 간기능부전 등이 발생하여 간기능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환자에서 간기능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여러 형태
의 bio-artificial liver (BAL)과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system (MARS) 등 몇 가지 장치들이 개발되었지
만, 대부분 간기능 보조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급격하게 진행하는 간기능부전에 대해
환자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완벽한 간기
능 대체 요법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간이식 후 발생하는 간기능 이상은 간이식 이전과는 다
소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인다. 이식간이 회복되고 있는 시
기에 발생하는 간기능 부전은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smallfor-size graft syndrome처럼 간 대사능력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급성기
를 잘 견디게 되면 결국 이식간의 기능이 회복되어 환자가
생존하는 경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이식 후 지연성으로
발생하는 간기능 이상도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간기능을
보조해 준다면 환자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양상의 이식간 기능 부전에 대해
간기능을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절실
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자들은 1998년부터 다양한 형태
의 이식간 기능 이상에 대해 간기능 보조의 목적으로 혈
장분리교환술을 시도해오고 있다. 간기능 보조요법으로
서의 혈장분리교환술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2006년 후
반부터는 적응 대상과 시행 횟수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도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생
체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분리교환술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2) 혈장분리교환술 방법

혈장분리교환술은 대구경 double-lumen 중심정맥 도관
을 통해 혈액성분채집기(Cobe Spectra, Caridian BCT,
Lakewood, CO,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총혈액량
(남자 68 mL/kg, 여자 62 mL/kg)에 1-hematocrit을 곱하여
얻은 환자의 총혈장량만큼 혈장을 제거하고 같은 양(one
plasma volume)의 신선동결혈장 또는 albumin을 보충하는
표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환자의 albumin이 2.5 g/dL 이하
로 낮은 경우에는 신선동결혈장 외에 5% 또는 20% albumin
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항응고제로 acid citrate dextrose
A 용액을 혈장에 대해 18：1의 용적비로 사용하였다. 구
연산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calcium gluconate를
필요에 따라 20∼40 mL/hr의 속도로 주입하였다. 동반된
신부전 등으로 hemodiafiltration을 받는 환자에서는 혈장
분리교환술시 추가적인 수액 공급이 되지 않도록 수분 균
형을 맞추었다.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 혈장분리교환술 시
작 전부터 승압제를 사용하여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시술과 관련하여 고열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시술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3) 치료적 혈장분리교환술의 대상 선정기준

간이식후 간의 대사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혈청 total bilirubin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혈장분리교환술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1) 선정기준 1: 간이식 직후부터 이식간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total bilirubin이 10 mg/dL에서 점
차적으로 상승하여 1∼2주 이상 지속)에는 급성거부반
응, 혈관계 합병증 및 담도계 합병증 여부를 고려하여 더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이나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시점
에서 혈장분리교환술을 시작하였다. 간이식수술 당시 심
한 문맥고혈압의 증거가 있거나(현저한 문맥 측부 혈행
의 발달 및 비장비대증 동반) graft-recipient weight ratio
(GRWR)이 0.8이하로 기능적 측면에서의 small-for-size
graft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total
bilirubin이 10 mg/dL이상으로 상승하면 좀더 조기에 혈
장분리교환술을 시도하였다.
(2) 선정기준 2: 간이식수술 전부터 현저한 간기능 저하가
있었던 경우(fulminant hepatic failure, acute-on-chronic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년 동안 276예의 생체간이식과 29예의 뇌사자
간이식을 포함하는 성인 간이식 305예를 시행하였다.(5)
뇌사자간이식은 공여자의 특성에 따라 원발성 이식간 기
능 저하 및 기능 부전 등 여러 변이 요소들이 동반될 가
능성이 있어 제외하였고, 276예의 성인 생체간이식 환자
를 대상으로 수술 후부터 12개월간의 추적기간 중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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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및 범위로 표시하였
고,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빈도 비교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생존분석은 KaplanMeier법을 이용하였다. P-value가 0.05 이하이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liver failure)에는 이식간 기능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고서
혈장분리교환술 대상을 정하였다. 경과 중 prothrombin
time의 호전이 없고, total bilirubin이 10 mg/dL 이상이면
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더 상승하는 경우(대개 20
mg/dL 이상) 혈장분리교환술을 시도하였다. 문맥고혈압
동반과 GRWR 0.8 이하인 경우에는 좀더 조기에 혈장분리
교환술을 시행하였다.
(3) 선정기준 3: 간이식후 간기능 저하로 재입원한 경
우(급성거부반응, B형 및 C형 간염의 재발, 원인 미상의
간기능 저하 등) total bilirubin이 15∼20 mg/dL 이상으
로 빠르게 상승할 때에는 혈장분리교환술을 시도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재이식을 기다리는 경우(만성
거부반응, fibrosing cholestatic hepatitis 등)에는 간기능
의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빠
르게 악화되는 초기를 제외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간기
능 보조 목적으로의 혈장분리교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결

연구기간 동안 276명의 성인 생체간이식 수혜자에서
원발성 이식간 기능부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7
명(6.2%)의 환자가 간이식 수술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심
각한 초기 간기능 이상으로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았다.
이후 2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10명(3.6%)이 추가적으로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았고,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받
은 경우는 없었다.
이들 27명(9.8%)의 평균 연령은 50.5±11.1세(범위,
26-69)이었고, 남자가 18명이었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원
인 질환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18예(66.7%), C형 간염
에 의한 간경변 3예(11.1%), 알코올성 간질환 1예(3.7%),
전격성 간부전 1예(3.7%), 자가면역 간염 1예(3.7%), 원발
성 경화성 담관염 1예(3.7%) 및 원인 미상의 간경변 2예
(7.4%)이었다. 이 환자들의 MELD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score는 24.5±6.8(범위, 14-40)이었고, 9명
에서는 MELD score가 25 이상이었고, 5명에서는 급격한
환자 상태의 악화로 응급 간이식이 시행되었다.
이식 간절편의 종류는 변형우엽 24예, dual-graft 2예 및
확대좌엽 1예이었고, GRWR은 1.06±0.22(범위, 0.79∼1.55)
이었다. 이들 중 2명은 만성거부반응으로 첫 이식 후 각각
3개월 및 7개월 후 뇌사자 전간 재이식을 받았다.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은 이유는 선정기준 1 해당 10예
(37.0%), 2 해당 7예(25.9%) 및 3 해당 10예(37.0%)이었
다. 첫 1개월 이내에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은 선정기준 1
과 2에서는 조직검사상 거부반응 2예 및 허혈성 손상 4
예가 진단되었는데, 나머지 11예에서는 전반적인 원인
미상의 간세포 손상 및 비특이 소견 등을 보여 간기능
이상과 직결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첫 1개월 이후에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은 선정기준 3에서는 급성거부반응
3예, 만성거부반응 4예, C형 간염재발 1예, 허혈성 손상
1예 및 원인 미상 1예가 원인이었다.
이 2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총 329회의 혈장분리교
환술이 시행되어, 1인당 평균 12.2±9.9회(범위, 3∼40)
를 받았다.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은 평균 기간은 28.1±
32.2일(범위, 5∼120)이었다. 환자당 혈장분리교환술 횟
수의 분포는 Fig. 1에 표시하였다.

4) 혈장분리교환술의 시행 간격 및 횟수

각각의 환자에서 치료적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하는 목
표를 혈중 독성 대사물질을 제거하고 혈액응고인자 및 albumin을 보충하여 간기능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 맞추었
다.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전신
상태 및 간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매일 1회
씩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하였다. 혈청 total bilirubin치가
혈장분리교환술 후 낮아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상승하
면 2∼3일 간격으로 연장하였고, total bilirubin의 저하 효
과가 더 지속되면 3∼4일 간격으로 더 연장하였다. 혈청
total bilirubin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0∼15 mg/dL 이하
로 호전되면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 혈장분리교환술의
일정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검사실 소견을 고려하여 매일
매일 결정하였다. 간기능 보조 목적의 혈장분리교환술은
현재 대부분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행 빈도를 낮추
었고, 이식간의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
능한 시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중단하였다.
5) 혈장분리교환술의 효과 평가 및 통계 분석

연구기간 중 적응 대상이 되면 환자가 혈장분리교환술
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행되었
기 때문에,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할 수가 없어 혈장분리
교환술을 받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단
일 연구군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분리교환술에 대한 후향적 효과 검증을
목표로 하여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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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을 당시 hemodiafiltration을 같이
받았던 경우는 18명(66.7%)이었고, 11명(40.7%)에서는
혈압 저하에 따라 승압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그 중 3명
에서는 혈장분리교환술 도중 혈압이 반복적으로 저하되
었기 때문에 승압제의 용량을 더 올려서 혈압을 유지시
켰다. 원래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던 환자에서 혈장
분리교환술에 따른 혈압저하 때문에 승압제를 필요로 했
던 경우는 없었다. 중심정맥도관부 출혈이나 감염 및 폐
혈증은 이 연구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혈장분리교환
술 도중 급작스런 발열 또는 심한 오한을 호소한 경우는
329회 중 6예(1.8%)였고, 모두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으
로 판단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대증요법을 시행하였고 1∼
2일 이내에 발열이 소실되었다.
혈장분리교환술을 시작 전, 첫 1주일째 및 종료 1주일
후의 검사실 결과는 Table 1에서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혈
장분리교환술 직전 total bilirubin은 23.2±6.5 mg/dL (범

위, 15.8∼42.7)이었고, 모두 total bilirubin이 15 mg/dL
이상으로 그 중 18명(66.7%)은 total bilirubin이 20 mg/dL
이상이었다. 혈장분리교환술 치료 종료 후 1주일째에는
total bilirubin이 14.4±5.6 mg/dL (범위, 4.9∼30.8)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혈장분리교환술 치료 전후 비교시
그 외 다른 생화학적 검사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군을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 1, 2
및 3의 3개 군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total bilirubin만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생화학적 검사치들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은 27명 중 10명이 1년 이내에 사
망하여 6개월 및 1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74.1% 및
63.0%이었다(Fig. 2). 2명의 재이식환자 중 1명은 수술
후 조기에 사망하였고, 1명은 현재 생존 중이다. 환자 사
망 원인은 원인미상의 이식간 기능부전 4예, 폐렴 및 폐
혈증 2예, 만성거부반응 2예, 급성거부반응 1예 및 간세

Fig. 1. Number of plasmapheresis sessions per one recipient
undergone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Fig. 2. Overall patient survival curve of 27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undergoing plasmapheresis for liver support.

Table 1. Comparison of the biochemical profiles in 27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undergoing plasmapheresis (PP)
for liver support
Before start of PP

After 1 week during PP

1 week after last PP

23.2±6.5
1.47±0.35
120.3±341.7
148.4±287.1
75.6±40.1
3.4±2.1
74.3±40.8
2.9±0.5
55.4±27.1
1.67±1.1

19.6±8.9
1.38±0.37
145.6±212.3
156.0±198.8
75.8±41.3
3.7±2.6
89.6±47.4
3.3±0.3
49.8±28.1
1.52±0.9

14.4±5.6
1.33±0.63
108.4±98.5
98.2±86.4
73.2±37.8
3.6±4.1
96.5±55.1
3.2±0.8
42.7±25.4
1.38±0.7

Total bilirubin (mg/dL)
Prothrombin time (INR)
AST (IU/L)
ALT (IU/L)
Ammonia (μmol/L)
Lactate (μmol/L)
Cholesterol (mg/dL)
Albumin (g/dL)
BUN (mg/dL)
Creatinine (mg/dL)

P-value*
＜0.001
0.317
0.747
0.389
0.822
0.811
0.098
0.105
0.081
0.253

*Comparison between the parameters before start of PP and 1 week after las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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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을 제거하고, MARS와는 달리 신선동결혈장 및 albumin을 보충액으로 다량 투여함으로써 혈액응고인자 및
albumin 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여 간기능 보조요법으
로 이용되고 있다. 전격성 간부전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혈장분리교환술의 효과를 평가해 본 결과, 혈액응
고장애, 고빌리루빈혈증 및 고암모니아혈증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혈장분리교환술이 회복 또는 간이식 때까지의
보조요법으로 유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12) 급성 및
만성 간부전 환자 31명에게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하였
더니 간성뇌증이 완화되고 prothrombin time 및 total bilirubin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다.(13) 저자
들도 간기능 부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던 간절제 환자
에서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한 후 임상 경과가 극적으로
호전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14) 이들 외에도 혈장분
리교환술이 간기능 부전에 효과적이었다고 적지 않게 보
고되었다.(15-19)
성인 간이식 수혜자에서 이식간 기능 저하는 3가지 상
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식 직후에는 간기능이 순탄
하게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이다. 급성거부반응,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조기 재발, 이식간 혈관계 합병증, 담도계 합병증, 원발
질환의 재발 등 다양한 원인이 간기능을 저하시키게 된
다. 이러한 경우 선행하는 원인을 제대로 치료해야만 간
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인 치
료를 시행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 반응
을 보인다. 그러나 이식받은 간은 원래의 간에 비하여 간
내외적 손상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고빌리루빈
혈증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담도
폐쇄의 소견이 없이도 혈청 total bilirubin치가 10∼20
mg/dL 이상으로 증가하여 간기능 부전의 범주에 들어가
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뇌사자 공여 간장기를 상대적으
로 구하기 쉬운 서구에서는 재이식의 대상이 된다. 그러
나 국내 현실상 재이식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이식간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 이식간 기능 이상은
뇌사자 전간이식뿐만 아니라 구득시의 냉보관 및 허혈
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체간이식 후에도 발생
한다. 특히 문맥압 항진증이 있거나 이식 간절편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small-for-size graft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임상경과가 치명적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
태를 이 연구에서 혈장분리교환술 선정기준 1로 분류하
였다.
이 연구의 증례들에서는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함으로

포암 재발 1예이었다. 1개월 이내에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한 선정기준 1과 2에 해당하는 17명중 재이식환자 1
명을 포함한 4명(23.5%)이 사망한 반면(간세포암 재발 1
예 포함), 1개월 이후의 선정기준 3인 환자 10명중 6명
(60%)이 결국 사망하였고, 나머지 생존자 4명중 1명은
재이식 후 생존하였다. 혈장분리교환술 후 6개월 이식
간절편 생존율은 선정기준 1과 2에서는 82.6%이었고, 선
정기준 3에서는 30%이었다(P=0.013).
선정기준 1과 2에 해당하는 17명을 혈장분리교환술 횟
수로 구분시 10회 미만이 시행된 경우 11명 중 10명이
간기능이 뚜렷하게 회복되었지만, 10회 이상 시행한 경
우에는 6명 중 4명에서 간기능이 회복되었다(P=0.518).

고

찰

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간기능
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생존 간세포를 이용하여 대사기능
을 추가한 BAL과,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MARS,
그리고 혈장분리교환술 등이 시도되고 있다.(1-4,6-11)
혈액내 독성 물질의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간기
능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목적의 장치에서는 체액의 연
속 순환 시스템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생존 간세포를 이
용하는 방법인 BAL은 세포의 구득, 보관 및 처치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아직 낮고 아주 소
수의 장치만이 상업적으로 시도되었다. MARS는 신부전
시의 혈액투석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실제적으
로 혈액투석 장비에 MARS 전용 필터를 장착하고 20%의
albumin을 포함하는 투석액을 이용하여 albumin에 결합
하는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소규모의 여러 연
구에서 고빌리루빈혈증과 간성뇌증을 보이는 환자에서
이식간의 기능호전을 보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2,3,6-11)
저자들도 2001년부터 4년간 15명의 간이식 환자에서
MARS를 시행하였는데, 간기능 보조의 효과는 대체적으
로 현저하지 않았고, 절반의 환자가 감염 및 출혈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 한국에서
MARS가 의료보험 허용대상에 포함되어 시도가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환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1
회당 치료 비용이 혈장분리교환술보다 7배 이상으로 과
도하게 높은 것이 실제적 시도의 가장 큰 제한이 되고
있다. MARS의 효과가 기존의 문헌보고보다는 상대적으
로 낮고 국내 실정상 1회당 비용이 과다하게 높아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어 저자들은 2005
년 이후에는 MARS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혈장분리교환술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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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경과를 거쳐서 사망하였다.
혈장분리교환술이 필요했던 시기로 볼 때, 선정기준 1
과 2의 경우 1년 환자생존율과 이식간 생존율이 각각
76.5% 및 76.5%이었던 반면, 선정기준 3에서는 각각
40%와 30%가 되어 더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또한 혈장
분리교환술 후 6개월 이식간 생존율은 선정기준 1과 2에
서는 82.6%이었지만 선정기준 3에서는 30%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간이식후 조기에 혈장분리교환술이 10회
이내로 시행되어 간기능이 회복되면 매우 양호한 경과를
보였고, 10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도 2/3에서는 결국 간기
능이 회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간
실질 자체가 만성적인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혈장분리교
환술의 효과가 낮지만, 간이식후 1개월 이내 정도의 조기
에는 혈장분리교환술에 의한 이식간 기능 회복의 가능성
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이식후 조기에 발생
하는 심각한 간기능 저하에 대해 혈장분리교환술을 적극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된다.
혈장분리교환술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
증으로는 혈압 저하, 중심정맥도관 국소 감염 및 폐혈증
을 들 수 있다. 혈장분리교환술을 시작하면서 혈액이 상
당량 빠져 나감에 따라 일시적인 혈압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혈압 저하로 시술 전부터 승압제를 사용하던 환자
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서 승압제 용량을 더 올려야 하
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원래 정상 혈압을 유지
하던 환자에서는 대부분의 혈압 저하가 일시적이어서 추
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중심정맥도관 삽입과
연관된 출혈이나 국소 감염은 없었고 다른 전신적인 감
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혈장 투여에 의한 발열 및 오한
등의 빈도도 매우 낮았다. 따라서 혈장분리교환술 자체
는 매우 안전한 술식임을 다시 확인하였다.(21,22)
선정기준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환자들 중에는 장기
간 많은 횟수의 혈장분리교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간기능 보조 목적으로 시행하는 혈장분리교환술은 현재
까지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 경
비 부담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경제 사정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혈장분리교환술 치료를 시작하여 첫 1주일 동안 2∼6
번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독성 대사물질인 total bilirubin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환자의 전신 상태와 간기
능이 점차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혈장분리교환술을 받지
않는 날에도 total bilirubin치가 반등하는 정도가 약해지
고, 결국 total bilirubin치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추이를
보였다. 혈장분리교환술의 보충액으로 투여되는 신선동
결혈장을 통해 혈액응고인자가 보충되어 prothrombin

써 간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결국 간이
자체적인 재생능력에 따라 기능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체간이식을 받고 이러한 간기능 부전 및 회복
소견을 보이는 경우 간의 형태적 재생 정도는 간기능 회
복의 임상경과와는 무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저자들은 total bilirubin이 15∼20 mg/dL 이상으로 상승
하는 것은 그 단독으로도 간기능 보조를 필요로 하는 충
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환자의 전신 상태
가 불량하거나 문맥압항진증 및 small-for-size graft syndrome이 발생한 경우는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여 좀더
조기에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이식간 기능 저하 상태는 환자 상태가 간이식
수술 전부터 심하게 불량한 전격성 간염, 만성간질환의
급성 악화, 이식간의 만성거부반응 등인 경우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양질의 간 절편이 이식되더라도
대개 간기능이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환자들은 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status 1 및 2a로 분류되어 뇌사자 간장기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데, 경계성 간절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량한 환자 상태와 경
계성 간절편이 결합하여 이식간의 조기 기능 저하 상태
를 자주 발생시키게 된다.(20) 생체간이식에서도 마찬가
지로 수혜자의 상태가 불량하면 그만큼 간이식후 예후가
나빠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초
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 필요에 따라서 간이식
수일 후부터 혈장분리교환술을 시도하는 대상이 된다.
수혜자의 검사실 결과는 수술 전부터 아주 불량하기 때
문에 이식간 기능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고서 혈장분리교
환술의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상태는 혈장분리교환
술 선정기준 2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이식간 기능 이상 상태는 간이식후 상당 기간
이 경과한 후 간기능 저하로 재입원한 경우이다. 그 원인
으로는 급성 및 만성 거부반응, B형 및 C형 간염의 재발,
복약 불응, 원인 미상 등 다양하다. 앞서의 선정기준 1과
2와는 달리 간이식 초기에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과는 연
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혈장분리교환
술을 시도하였다. 환자의 경과가 대개 만성적으로 장기
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total bilirubin치에 비
해 상대적으로 prothrombin time은 현저하게 저하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4명의 만성거부반응 환자가 혈장
분리교환술을 받았는데, 각각 6회, 6회, 30회 및 40회의
혈장분리교환술이 시행되었다. 그 중 1명(40회 혈장분리
교환술)은 UNOS status 2a로 분류되어 결국 뇌사자공여
간을 이용한 재이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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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iver failure. Surg Today 2005;35:507-17.
2) Chiu A, Chan LM, Fan ST.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system treatment for patients with liver failure: the
Hong Kong experience. Liver Int 2006;26:695-702.
3) Gaspari R, Avolio AW, Zileri Dal Verme L, Agnes S,
Proietti R, Castagneto M, et al.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system in liver transplantation: safety and
efficacy. Transplant Proc 2006;38:3544-51.
4) Ozdemir FN, Tutal E, Sezer S, Gür G, Bilgic A, Haberal
M. Effect of supportive extracorporeal treatment in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and advanced liver failure
patients. Hemodial Int 2006;10(S2):28-32.
5) Lee SG, Hwang S, Kim KH, Ahn CS, Moon DB, Ha
TY, et al. Toward 300 liver transplants a year. Surg
Today 2009;39:367-73.
6) Schmidt LE, Wang LP, Hansen BA, Larsen FS. Systemic
hemodynamic effects of treatment with the molecular adsorbents recirculating system in patients with hyperacute
liver failure: a prospective controlled trial. Liver Transpl
2003;9:290-7.
7) Hetz H, Faybik P, Berlakovich G, Baker A, Bacher A,
Burghuber C, et al.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system in patients with early allograft dysfunc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a pilot study. Liver Transpl 2006;12:
1357-64.
8) Kellersmann R, Gassel HJ, Bühler C, Thiede A,
Timmermann W. Application of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System in patients with severe liver failure
after hepatic resection or transplantation: initial single-centre experiences. Liver 2002;22(S2):56-8.
9) Steiner C, Mitzner S. Experiences with MARS liver support therapy in liver failure: analysis of 176 patients of
the International MARS Registry. Liver 2002; 22(S2):20-5.
10) Gaspari R, Cavaliere F, Sollazzi L, Perilli V, Melchionda
I, Agnes S, et al.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system (Mars) in patients with primary nonfunction and
other causes of graft dysfunc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in the era of extended criteria donor organs.
Transplant Proc 2009;41:253-8.
11) Novelli G, Rossi M, Pretagostini M, Pugliese F, Ruberto
F, Novelli L, et al. One hundred sixteen cases of acute
liver failure treated with MARS. Transplant Proc 2005;
37:2557-9.
12) Akdogan M, Camci C, Gurakar A, Gilcher R, Alamian
S, Wright H, et al. The effect of total plasma exchange
on fulminant hepatic failure. J Clin Apher 2006;21:96-9.
13) Bektas M, Idilman R, Soykan I, Soydan E, Arat M, Cinar
K, et al. Adjuvant therapeutic plasma exchange in liver
failure: assessments of clinical and laboratory parameters.
J Clin Gastroenterol 2008;42:517-21.
14) Hwang S, Ha TY, Ahn CS, Kim KH, Lee SG. Reappraisal
of plasmapheresis as a supportive measure in a patient
with hepatic failure after major hepatectomy. Case Rep
Gastroenterol 2007;1:162-7.
15) Buckner CD, Clift RA, Volwiler W, Donohue DM,
Burnell JM, Saunders FC, et al. Plasma exchange in pa-

time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데, 그 효과는 대개 2∼3일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prothrombin time
의 호전 추이는 간기능의 호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경과가 위중한 상태에서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혈중 cholesterol이다. 이
cholesterol은 경구 섭취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간 내부에
서 새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혈중 cholesterol은 유의한 예후인자가 되기 때
문에 혈장분리교환술을 받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경구 영
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23,24) 혈장분리교환술에 의해
공급되는 혈장 자체가 적은 양이긴 하지만 cholesterol의
외부 공급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장분리교환술이
자주 시행되는 환자에서 혈중 cholesterol이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대조군을 가지지 않는 단독 연구군을 이용
한 후향적 연구라는 단점이 있지만 저자들의 간이식 환
자 관리 경험과 참고문헌상 보고된 연구 결과 등을 함께
고찰해 볼 때, 조기에 이식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
국 간실질이 만성적인 손상을 받아 치명적인 경과로 가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손상이 아직 진행되
지 않은 조기에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하여 간기능을 보
조해 주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 생체간이식 후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하는 기준
에 대해 일본에서 보고되었다. 예후 분석상 total bilirubin이 13 mg/dL 이상시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저
하되지만 혈장분리교환술에 따라 total bilirubin이 호전
된다고 하여 total bilirubin 13 mg/dL 이상을 혈장분리교
환술을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21)

결

론

생체간이식 후 심각한 간기능 저하를 보인 성인 환자
에서 시행한 혈장분리교환술은, 특히 간이식 1개월 이내
의 조기에 시행된 경우, 간기능 회복에 유의한 도움을 주
었다. 따라서 total bilirubin 15∼20 mg/dL 이상인 심각
한 이식간 기능부전을 보이는 환자에게 혈장분리교환술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이식간 및 환자의 생존율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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