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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지연 이식신기능을 일으킨 공여자 이식신 혈전증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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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ed Graft Function Is Associated with Microvascular Thrombosis
in a Donor with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1

1

1

1

1

Yun Ju Cho, M.D. , Jee Wan Wee, M.D. , Soon Hyo Kwon, M.D. , Jin Seok Jeon, M.D. , Hyunjin Noh, M.D. ,
Dong Cheol Han, M.D.1, Dan Song, M.D.2 and So Young Jin, M.D.3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1, Surgery2 and Pathology3,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Microvascular thrombosis is an uncommon pathological finding in deceased donor kidneys. It is associated with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after brain injury in the donor. Although DIC in deceased kidney donors is known to have no association with graft outcome, microvascular thrombosis with DIC in a donor can cause renal graft impairment. For this reason, some
transplantation centers do not accept these kidneys. A 39-year-old female donor had a subarachnoid hemorrhage. After a short
period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we applied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to maintain hemodynamic stability.
The laboratory data were consistent with DIC. The recipient was a 38-year-old male patient who had been undergoing hemodialysis for 7 years because of end-stage renal disease of unknown cause. Zero-time graft biopsy revealed multiple intraluminal fibrin
thrombi without peritubular capillaritis. Delayed graft function occurred after transplantation, and hemodialysis was started. Graft
renal biopsy was performed on the third day after transplantation. The percentage of intraglomerular fibrin thrombi had decreased,
and no significant peritubular capillaritis or C4d staining was observed. The function of the transplanted kidney started to recover,
and hemodialysis was discontinued on the 10th day after surgery without specific treatment. Follow-up biopsy performed 20
days after the transplantation revealed normal kidney with completely resolved fibrin thrombi. We report herein a case of microvascular thrombosis in renal allograft from a DIC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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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사자 신장이식에서 공여자의 나이, 고혈압 유무, 냉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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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임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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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식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이식신의 조직학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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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알고자 신장이식 수술 중에 공여자 신장 조직검사인

혈 시간, 장기 적출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신장이식 예후에

제로타임 조직검사(zero time biopsy)를 시행하기도 하며,
사구체 미세혈관 혈전증(microvascular thrombosis)이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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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찰된다. 이러한 공여자 사구체 혈전증은 뇌사자의 파

3

일째 헤모글로빈 12.8 g/dL, 혈소판 87×10 /µL, 입원 4일
3

종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째 헤모글로빈 10.5 g/dL, 혈소판 22×10 /µL으로 혈소판

와 연관되어 있으며, 지연 이식신기능(delayed graft func-

감소증이 관찰되어 혈소판 농축액 8개를 정맥주사 하였고,

tion, DGF)을 일으킬 수 있다(1).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공

혈소판 수혈 후 헤모글로빈 7.8 g/dL, 혈소판 63×10 /µL,

여자 신장의 미세혈관 혈전증과 이식 수술 및 경과에 대해

PT 18.8초, aPTT 48.7초였다. 농축 적혈구 3개를 수혈하였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DIC가 있었던 뇌사자 공여자

고, 중환자실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간 반사와 자발호

신장에서 발생한 미세혈관 혈전증과 이에 따른 DGF를 경

흡이 소실되어 뇌사상태가 되었다. 환자의 가족이 장기 기

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에 동의하여, 뇌사 판정 후 입원 5일째 장기적출과 장기

3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다. 장기적출 직전 헤모글로빈 10.8

증 례

3
g/dL, 혈소판 45×10 /µL, PT 18.6초, aPTT 48.0초, 크레아

티닌은 1.78 mg/dL이었다.
공여자는 39세 여자로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수혜자는 39세 남자로, 원인 미상의 말기 신부전으로 9

이 발생하였고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 구조사에 의해 심폐

년간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위에 언급된 뇌사자로부터

소생술을 받는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맥

신장을 제공받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당뇨나 고혈압

박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7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심

은 없었다.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10.8 g/dL,

혈관계 순환이 회복되었다.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14.9

3
혈소판 138×10 /µL, 교차반응 음성, 항체 동정 패널검사

3
g/dL, 혈소판 218×10 /µL, D-dimer 1,759 ng/mL (정상치,

는 음성이었다. 신동맥 문합과 이식신 동맥 관류 직후 제

0∼243), 피브린 분해산물(fibrin degradation product, FDP)

로타임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신장이식 수술을 마친 후

17.1 µg/mL (정상치, 0∼5), 피브리노겐 255 mg/dL (정상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10.8 g/dL, 혈소판 81×10 /µL이

치, 200∼400), prothrombin time (PT) 0.9초, activated par-

었으며,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DGF로 혈액투석을 시행하

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30.9초, 크레아티닌은 1.0

였다. 유도 면역억제제로 basiliximab을 투여하였으나 DGF

mg/dL이었다. 뇌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거미막하 출혈과

발생 후 본원 면역억제제 프로토콜에 따라 thymoglobulin

광범위한 뇌 부종이 관찰되었다. 최대 용량의 승압제를 투

으로 전환하여 투여하였다. 제로타임 조직검사 결과 사구

여하였음에도 평균 동맥압이 50 mmHg 이하로 유지되어

체는 4개가 포함되었고, 모두에서 각각의 사구체면적 50%

환자에게 정맥-동맥 에크모(veno-arterial extracorporeal

(global) 이상에서 미세혈관 혈전이 관찰되었다(Fig. 1). 그

3

membrane oxygenation, ECMO)를 연결하였다. 뇌출혈 악

러나 세관주위 모세혈관염(peritubular capillaritis)은 없었

화 가능성을 우려해서 헤파린은 사용하지 않았다. 입원 2

으며 C4d 염색도 음성이었다. 수술 후 3일째 계속해서 소

Fig. 1. Zero time biopsy shows markedly distended capillary
lumens with multiple fibrin thrombi in the donor kidney (acid
fuchsin orange G stain, ×200).

Fig. 2. Intraglomerular fibrin thrombi was decreased. There was
no evidence of peritubular capillaritis (acid fuchsin orange G sta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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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나오지 않아 이식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사구체

조직검사에서 세뇨관 괴사나 세관주위 모세혈관염은 없었

는 22개가 포함되었으며 7개 사구체에서 국소(focal) 혈전

다(Fig. 1). 따라서 DGF의 발생이 급성 신부전이나 거부반

이 관찰되었다(Fig. 2). 세관주위 모세혈관염은 없었으며

응보다는 사구체 미세혈관 혈전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

C4d 염색도 음성이었다. 제로타임 조직검사에서 관찰된

였다.

사구체 혈관 내 광범위한 혈전증이 2번째 이식신 조직검

뇌사자 공여자 DIC는 혈액 뇌 장벽(blood brain barrier)

사에서는 국소적 혈전증으로 미세혈관 혈전이 감소하였

이 손상되면서 뇌 트롬보플라스틴(thromboplastin)이 혈액

다. 세관주위 모세혈관염이 없었고 C4d 염색 음성인 점을

순환계와 접하면서 발생한다(3). 응고인자의 활성화로 인

근거로 항체 매개 거부반응에 의한 급성 혈전성 미세혈관

해 혈관 내 피브린(fibrin)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작은

병증(acute thrombotic microangiopathy) 보다는 공여자 인

혈관과 중간 크기 혈관의 폐쇄를 초래하게 된다(6). 100명

자에 의해 형성된 공여자 이식신 미세혈관 혈전증으로 생

의 뇌사자 공여자를 분석한 결과, DIC는 주로 대뇌에 외상

각하였다.

을 입은 환자에서 발생하고, 뇌혈관 질환에 의한 DIC는 없

이식 수술 10일째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혈액 투석

었다(3). 본 증례의 공여자는 외상성 뇌 손상 환자는 아니

도 중단하였다. 이식 수술 20일째 다시 이식신 조직검사를

었으나 응급 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에 도

시행하였고 이전에 관찰되었던 사구체 내 혈전은 거의 사

착 하였으며, 응급실에서 7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라졌다(Fig. 3). 퇴원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은 1.1 mg/dL이

혈액검사에서 D-dimer와 FDP가 증가하였고, 입원 2일째

었다. 신장이식 1년 5개월 후 BK 바이러스 신장병증이 진

3
부터 혈소판이 150×10 /µL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

단되어 치료받았으며(2) 신장이식 36개월째 크레아티닌

며, 입원 4일째에는 PT와 aPTT가 증가하였다. 심폐소생술

은 1.2 mg/dL로 신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후 증후군(postcardiac arrest syndrome)과 관련되어 DIC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심폐소생술 시행 후 전신의 허혈 및 재

고 찰

관류 손상이 발생하게 되어, 트롬빈(thrombin)이 활성화되
고 중성구와 연관된 섬유소 용해계와 플라스민(plasmin)

뇌사자 장기 기증에서 DIC가 동반되는 경우는 25%로

이 작동 이상을 일으키게 되면 DIC를 초래할 수 있다(7).

흔하며, 폐쇄성 및 개방성 뇌 손상 장기 기증자에서는 각

본 환자에서도 심폐소생술 후 증후군이 DIC 발생의 원인

각 37%와 59%까지 높게 보고된다(3). 공여자의 DIC는 이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환자에서는 심폐소생술

식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4), 이식

후 자발 순환 회복이 있었으나 혈압이 낮아서 에크모 치료

신장의 미세혈관 혈전증을 유발하여 DGF가 발생하기도

를 시작하였다. 에크모 장치를 적용한 환자에서 DIC 발생

한다(1,5). DGF의 흔한 발생 원인으로 급성 세뇨관 괴사나

률은 5% 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으나(8), 혈액이 회로와

거부반응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증례의 경우, 제로타임

접촉하는 과정에서 섬유소 용해계가 활성화되고 혈소판이
섬유소원에 부착하여 혈소판 응집을 초래하고 혈소판 수
를 감소시켜 응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9). Reed 와
Rutledge(10)는 에크모를 장착했던 소아 환자 29명을 부검
하여 5명에서 사구체 혈전증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에크모 치료에 따른 공여자의 과 응고 상태가 신장의 미세
혈관 혈전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여자 신장의 미세혈관 혈전증(microthrombosis)은 드
문 소견으로 가장 큰 연구로는 McCall 등(1)에 의한 후향
적 연구가 있다. 230건의 수술 전 시행한 공여자 신장조직
검사 중 8건에서 미세혈관 혈전증이 있었고 이식 후 27.5
개월 동안의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혈관 혈전증을 동반한

Fig. 3. Graft biopsy on postoperative day 20 shows nearly normal
kidney. Fibrin thrombi seen in the previous biopsy are not found
(PAS, ×200).

군에서 DGF는 유의하게 많았으나, 1년과 2년 이식신 생존
율에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1).
이들은 혈전 제거를 위한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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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에서 추적 조직검사가 시행되었는데, 5예 모두 사구체
내에 혈전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1). 반면, Nghiem
등(11)은 이식 수술 전 뇌사자 공여자 신장을 조직검사하
여 사구체의 50% 이상의 광범위 미세혈관 혈전을 동반한
14예를 확인하였고, 혈전 제거를 위하여 관류액에 혈전용

nor kidney allograft biopsies. Transplantation 2003;75:
1847-52.
2) Kang HR, Kwon SS, Yoon SY, Kim EN, Kwon SH, Jeon
JS, et al. Treatment of presumptive BK nephropathy with
ciprofloxain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three case
reports. J Korean Soc Transplant 2014;28:254-8. (강혜란,

액인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tissue plasminogen activa-

권성순, 윤석윤, 김은나, 권순효, 전진석, 등. Ciprofloxacin으로

tor)를 섞어 박동성 관류(pulsatile perfusion)를 시행하였

치료한 BK 바이러스 관련 신장병증 3예. 대한이식학회지

다. 관류 후 이식 전 조직검사에서는 사구체 혈전이 반으
로 감소하였고,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3예에서 DGF가
발생하였으나 13예에서 안정적인 신기능을 보였다(11).
본 증례에서는 박동성 관류 같은 특별한 치료는 시행하지

2014;28:254-8.)
3) Hefty TR, Cotterell LW, Fraser SC, Goodnight SH, Hatch
TR.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in cadaveric
organ donors. Incidence and effect on renal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1993;55:442-3.

않았지만 추적 이식신 조직검사에서 사구체 혈전은 사라

4) Wang CJ, Shafique S, McCullagh J, Diederich DA,

졌다. 이는 혈전 용해 치료 없이도 수혜자의 몸에 존재하

Winklhofer FT, Wetmore JB. Implications of donor dis-

는 혈전 용해 시스템이 작동했음을 암시한다. 미세혈관 혈

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on kidney allograft

전증을 동반한 신장의 이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적은
편이고 확실한 치료 방법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앞으로 공여자 미세혈관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에 혈전
용해제를 포함한 박동성 관류 치료가 수혜자의 DGF 발생
과 이식신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조군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본원에서는 기존의 보고된 증례들과는
달리 이식신 조직검사를 동맥 관류 직후에 실시하는데, 공
여자 사구체 혈전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치료를 위해서는
이식신 적출 후, 신 동맥 관류 전에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ang 등(4)의 보고에 의하면 공여자의 DIC는 이식 후
의 DGF나 이식신 생존과는 연관성이 없으나 수혜자에서

recipients. Clin J Am Soc Nephrol 2011;6:1160-7.
5) Pastural M, Barrou B, Delcourt A, Bitker MO, Ourahma
S, Richard F. Successful kidney transplantation using organs
from a donor with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nd impaired renal function: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Nephrol Dial Transplant 2001;16:412-5.
6) Levi M, Ten Cate H.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N Engl J Med 1999;341:586-92.
7) Wada T, Gando S, Mizugaki A, Yanagida Y, Jesmin S, Yokota
H, et al. Coagulofibrinolytic changes in patients with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ssociated with postcardiac arrest syndrome: fibrinolytic shutdown and insufficient activation of fibrinolysis lead to organ dysfunction. Thromb Res 2013;132:e64-9.

혈소판 감소증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혈소판 감소증이

8) Zangrillo A, Landoni G, Biondi-Zoccai G, Greco M, Greco

동반하는 경우 DGF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증

T, Frati G, et al. A meta-analysis of complications and mor-

례에서도 수술 후 수혜자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동반된 DGF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거나 심한 뇌 손상을
받은 DIC 공여자의 경우에 사구체 미세혈관 혈전증과
DGF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해
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tality of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rit Care
Resusc 2013;15:172-8.
9) Plotz FB, van Oeveren W, Bartlett RH, Wildevuur CR. Blood
activation during neonatal extracorporeal life support. J
Thorac Cardiovasc Surg 1993;105: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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