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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이식신장에 발생하여 요로폐색을 유발한 이식 후 림프증식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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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in
Transplanted Kidney Causing Urinary Tract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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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PTLD) is a serious complication resulting in mortality and renal graft failure. PTLD
is a heterogeneous disorder, which causes different clinical forms of disease from non-specific viral syndrome to malignant lymphoma and has various etiologies,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strategies. Here, we report on a patient who had a PTLD in
the hilum of a transplanted kidney at 5 months after renal transplantation. The PTLD resulted in hydronephrosis of the transplanted
kidney and graft dysfunction by local urinary tract obstruction. Despite treatment including immunosuppression reduction and
rituximab administration, we removed the transplanted kidney from the recipient because the PTLD did not respond to th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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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 virus, EBV) 감염과 관련성을 보인다(1). 하지만

서 론

PTLD는 이식장기 및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유병률이
이식 후 림프증식 질환(post-transplant lymphoprolifer-

다르게 나타나며, 1년 이후의 이식 후기 발병은 이식 초기

ative disorder, PTLD)은 신장이식 후 1%∼2%에서 발생하

와 달리 다발성 병소의 발병과 치료의 저항성을 보이기도

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PTLD는 이식 후 지속

한다. 그 밖에도 EBV 음성 PTLD는 발병기전 및 임상양상

적인 면역억제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식 후 1년 이내의 이

에서 차이가 있는 등, PTLD는 이종의(heterogenous) 질환

식 초기에 호발하고, 대부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

으로 볼 수 있다(2,3). 저자들은 신장이식 후 5개월에 이식
신장 문(hilum)에 PTLD가 발병하며 요로폐색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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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없어 이식된 신장을 제거하였던 증례를 경험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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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바이다.

이후 면역억제 감소 및 rituximab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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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장이식 수술 후 5개월에 추적 혈청 크레아티닌

3

소 11.9 g/dL, 백혈구 3,910/mm (호중구 78.3%, 림프구
3

9.8%), 혈소판 313,000/mm 이었으며, 혈청 생화학검사에

의 상승
과거력: 2009년 6월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서 혈중요소질소 31.6 mg/dL, 크레아티닌 2.3 mg/dL, 나트

을 시작하였다. 2014년 4월까지 혈액투석을 유지하다가

륨 137 mEq/L, 칼륨 5.4 mEq/L, 염소 104 mEq/L, 총 이산

2014년 4월 사체 공여로 신장이식을 받았다. 신장이식 전,

화탄소 24 mmol/L,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9

수혜자의 조직적합성항원은 1군과 2군 모두 panel reactive

IU/L,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4 IU/L, 총 빌리루빈 0.17

antibody (PRA) 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신장이식

mg/dL, 총 단백질 6.6 g/dL, 알부민 3.9 g/dL, 알칼리 인산

당시 환자와 공여자의 혈액형은 각각 O형으로 일치하였

분해효소 102 IU/L, 젖산탈수효소 190 IU/L였다. 소변검사

고, 조직적합성항원은 4개의 항원이 불일치하였으며 교차

에서는 단백(−), 백혈구(−), 적혈구 ＜1/고배율 소견을

시험은 음성이었다.

보였다. 입원 당시 측정한 tacrolimus 농도는 8.3 ng/mL였

현병력: 환자는 신장이식 후 4개월 동안 혈청 크레아티

다. 이식 전 시행한 EBV 항체검사에서 공여자 및 수혜자

닌 1.4 mg/dL 내외로 유지되어 오다가 수술 후 5개월에

모두 anti-viral capsid antigen/early antigen immunoglobulin

2.3 mg/dL로 상승 소견을 보여 검사를 위해 내원하였다.

G (IgG) 양성, IgM 음성이었으며, CMV 항체검사에서는

약물력: 신장이식 전 basiliximab 20 mg 1회를 투여하였

IgG 양성, IgM 음성이었다. 또한 이식신 기능 저하로 내원

으며, 이식 후 혈청 크레아티닌의 감소가 보이지 않아 rab-

하여 시행한 수혜자의 혈액검사에서 EBV polymerase

bit anti-thymocyte globulin (rATG) 90 mg/day를 5일간 투

chain reaction (PCR)은 음성이었고, CMV 항원 역시 음성

여하였다(총 투여량 7.5 mg/kg). 신장이식 후 유지요법으

을 보였다.

로 tacrolimus 2∼3 mg/day를 투여하여 약물 최저농도 3∼

방사선학적 소견: 흉부 및 복부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특

9 ng/mL를 내원 전까지 유지하였으며, prednisolone은 수

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장 초음파검사와 복부 컴퓨

술 후 30 mg/day로부터 6일에 5 mg씩 감량하여 최종 10

터 단층촬영에서 이식신장 문에 5.5×3.1 cm 크기의 종괴

mg/day의 용량을 내원 전까지 유지하였고, mycophenolate

와 이로 인한 수신증(hydronephrosis)이 관찰되었다(Fig.

mofetil (MMF)은 수술 후부터 내원 전까지 1,000 mg/day

1).

를 복용하였다. EBV와 cytomegalovirus (CMV)의 이식 후
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40/60 mmHg,
o

조직학적 소견: 세침흡인검사로 얻은 이식신장 내 종괴의
조직병리검사에서 T세포, B세포, 형질세포가 혼합된 다형
성(polymorphic) PTLD를 진단하였다. 면역조직화학검사

맥박 75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7.3 C였으며 의식은 명

에서는 EBV encoded RNA (EBER) in situ hybridization 양

료하고 급성 병색의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전반적인 하복

성 소견을 보였으며, EBV PCR 분석에서도 양성을 나타내

부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

었다(Fig. 2).

Fig. 1. Transplanted kidney mass seen on ultrasound sonography (A) and computed tomography (B). The mass in the hilum of transplanted
kidney causes hydronephrosis by local urinary tract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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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copic findings of renal mass tissue obtained by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The tissue shows proliferation of lymphoid
cells including B, T, and plasma cells (A, HE stain, ×200; B, CD20, ×200; C, CD3, ×200). Epstein Barr virus in situ hybridization
shows positive staining (D, ×100).

치료 및 임상경과: 이식신장의 수신증에 대해 경피적 신

고

찰

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을 시행하였다. PTLD
의 치료를 위해 면역억제치료를 감소하기로 하며 tacroli-

신장이식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 PTLD는 드물지만 치

mus, MMF의 투여를 중지하였다. Prednisolone은 유지하였

명적인 합병증이다. 고형장기이식 후 PTLD의 유병률은

으며, sirolimus 2 mg/day와 rituximab 600 mg×4회를 투여

전반적으로 1%∼20%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식장기 형태

시작하였다. 혈액검사에서 EBV와 CMV의 바이러스 혈증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은 보이지 않아 항바이러스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PTLD는 림프조직이 풍부한 폐와 장의 이식에서 높은 유

면역억제제의 감량 및 중단과 rituximab 사용에도 종괴 크

병률을 보이며, 신장이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병률

기의 감소가 없어 결국 이식 후 9개월에 이식신장의 적출

을 보이고 있다. 신장이식의 PTLD 유병률은 약 1%∼2%에

을 시행하였다. 적출된 신장 내 종괴는 5×4.5×4 cm 크기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2,4).

였으며(Fig. 3), 조직병리검사에서 lambda chain이 제한된

PTLD의 발병은 한가지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질세포의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 환자는 다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LD 발병의 위험요인

혈액투석치료를 재개하였고 수술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으로는 이식 수혜자의 어린 나이, 면역억제제의 사용, EBV

까지 전이나 재발 소견 없이 추적 중이다.

감염, 조직적합성항원의 불일치 등이 있다. 특히 EBV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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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TLD 발생의 50%∼80%에서 동반되어 주요한 원인으

식 초기 1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

로 생각된다(4). EBV 양성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경

식 후기 발병에서는 EBV 음성 PTLD의 비율이 높아진다

우 이식장기 내에 있는 EBV 감염 B세포가 수혜자에게로

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식 초기의 강력한 면역억제상

같이 공여되고 강력한 면역억제 상태에서 림프종으로 발

태는 EBV 감염의 초감염이나 재활성화를 통한 PTLD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수혜자가 EBV 항체 음성인 경우 감염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식 후

에 더 취약하여 EBV 감염 PTLD 발생률이 더 높다(2). 하

기의 EBV 음성 PTLD 발병의 높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지만 그러한 외래감염 이외에도 수혜자에게 있던 잠복성

기전은 알 수 없으나 EBV 감염 외 PTLD 발병의 중요한

EBV 감염 B세포가 면역억제상태에서 재활성화되고 림프

병리생리적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EBV는 B세포를

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PTLD는 대부분 이

감염시키고 용해기(lytic phase)를 통해 바이러스 입자를
퍼트려 다른 B세포를 감염시킨 다음 잠복기(latent phase)
에 들어가게 된다. 잠복기 동안에 EBV에서 유래된 LMP1
(latent membrane protein 1) 단백질은 CD40을 포함한 여
러 세포막 단백질의 발현과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Bcl-2,

A20/TNFAIP3 종양 유전자의 발현을 상승시켜서 EBV 감
염 B세포가 증식성 기질을 획득하게 한다(5). 그리고 강력
한 면역억제상태에서 EBV 감염 B세포의 증식은 제한을
받지 않고, 비 특이적 바이러스 임상증후군으로부터 림프
종에 이르는 다양한 임상경과를 나타내게 된다(6). 2008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분류법은 PTLD를 early lesions,
polymorphic PTLD, monomorphic PTLD, classical Hodgkintype PTLD의 4가지 아형으로 나누고 있는데(4), 본 증례
에서 환자는 polymorphic type, EBER in situ hybridization
양성으로 EBV 양성 polymorphic PTLD를 진단받았다.
PTLD는 단일 및 다발성 병소 모두, 림프절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한다. 이식장기 역시 PTLD가 빈번히 발생하는 부
Fig. 3. Gross appearance of transplanted kidney removed from
recipient. The tumor size is 5×4.5×4 cm in the hilum of
transplanted kidney.

위로, 신장의 경우 림프조직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이식신장에서 PTLD가 호발하는 것은 이식신장에 같이

Fig. 4. Immunohistochemistry for immunoglobulin light chain of renal mass tissue. The staining both for kappa and lambda light chains
shows positive, but is restricted for lambda light chain (A: kappa chain, ×100; B: lambda ch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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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공여자의 EBV 감염 B세포가 수혜자의 면역억제

는 기존의 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

환경에서 PTLD로 발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7,8).

신장이식 후 발생한 PTLD에서 이식신장의 면역억제유지

본 증례에서도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 EBV 항체 양성으로,

를 위한 약제로서는 아직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된다

어디에서 비롯된 EBV 감염 B세포가 PTLD를 일으켰는지

(13,15-17).

는 알 수 없으나, 이식 후 5개월의 초기 기간에 이식신장에

본 증례에서는 PTLD 진단 후 면역억제의 감소를 목적으

서 PTLD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식신장 내 포함

로 tacrolimus와 MMF를 중단하였으며, 반면에 이식신장에

되어 있던 공여자의 EBV 감염 B세포가 면역억제 상태에

대한 거부반응의 예방을 위해 prednisolone과 sirolimus를 사

서 림프종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

용하였다. 또한 PTLD에 대하여 rituximab 단독 치료를 하였

었다. 기존의 문헌들에 따르면 본 증례와 같이 신장이식

으나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Cyclophosphamide,

후 이식신장에서 PTLD가 발생한 경우는 외국에서는 보고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ne의 추가적인 복합 항암

된 바가 있으나 저자들이 고찰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화학요법은 시행하지 않고 신적출술을 시행한 상태로 현

보고된 바가 없다(9). 아울러 본 증례에서는 이식신장에서

재까지 재발 및 전이의 소견이 없어 국소성 PTLD의 가능

발생한 PTLD가 요로폐색과 수신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증례의 PTLD는 이식

신기능 감소를 유발하였는데, 이식신장 내 PTLD 발생이

후 5개월에 진단된, 비교적 초기의 상태였고, 조직병리검

유발할 수 있는 임상양상의 하나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

사에서 polymorphic PTLD로 분류되었으며, EBV 양성

각된다.

PTLD로 면역억제 감소 치료에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

PTLD의 대부분은 B세포 기원의 비호치킨 림프종

되었으나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 신적출술을 해야 했던 상

(non-Hodgkin’s lymphoma)이며, 이러한 병적 B세포를 감

태로 이러한 치료 무반응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찰할 필요

시하고 억제하는 것은 세포독성 T세포(cytotoxic T-lym-

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phocyte)이다. 특히 EBV 감염 B세포들은 바이러스 단백의
발현으로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한 면역학적 제거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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