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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신이식 후 발생한 약제 관련 혈전 미세혈관병증에서 유지 면역억제제로서의
벨라타셉트 사용 1예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 신장내과1, 영남대학교 병리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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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e of Drug Induced Thrombotic Microangiopathy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by Using Belatacept for Maintenance Immunosuppression
Seong Han Yun, M.D.1, Jin Ho Lee, M.D.1, Joon Seok Oh, M.D.1, Seong Min Kim, M.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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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 is a serious complication of solid organ transplantation. Drug-induced TMA is typically caused
by immunosuppressants, particularly calcineurin inhibitors. Withdrawing the causative drug can be one of the treatments for
TMA. However, the more immunosuppressants are reduced, the more risk of rejection increases. Even if TMA is successfully resolved, the outcomes of patient and graft survival would be worse than ex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efficient
and safe immunosuppression therapy. We report on a case of de novo TMA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triggered by tacrolimus
and reactivated by sirolimus. Belatacept, a novel CTLA4 Ig fusion protein, was administered for maintenance immunosuppressant
with mycophenolate mofetil and prednisolon. The patient had excellent early graft outcome, and there have been no adverse
event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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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다(1). TMA를 일으킬 수 있는

서 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신장이식 후 사용하는 칼시뉴린 억
신장이식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서 혈전 미세혈관병

제제(calcineurin inhibitor, CNI)와 mTOR 억제제(mammalian

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은 이식신을 소실할

target of rapamycin inhibitor, mTOR inhibitor)가 있으며,
그 중 CNI에 의한 TMA는 1980년 Powles 등(2)이 골수이
식 환자에서 처음 보고하였고 각종 장기이식 후 드물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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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 신독성이 적어서 CNI의 대체 약물로 사용되
는 mTOR 억제제 또한 TMA의 원인이며,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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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l Data System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TMA는 연간 1,000명당 4.9명이고, sirolimus를 사용한 경우 연간 1,000명당 18.1명으로 조사되
었다(3). CNI와 sirolimus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TMA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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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위험을 더 높인다는 발표가 있어 두 가지 약제를 동시

mus에 의한 TMA가 혈장교환술을 사용하여 회복되었으나

에 사용하거나 약제를 교체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3-5).

sirolimus에 의해 다시 TMA가 재발하였고 belatacept를 사

TMA 발생 시 극복 방향은 원인이 되는 면역억제제의 중

용하여 성공적으로 면역억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험

단을 포함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

이 있어 이를 보고한다.

지만(6), 심각한 경우에는 혈장교환술이나(7-9) 면역글로
불린의 정맥주사(9)가 신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

증

례

다. 하지만 면역억제제의 중단은 거부반응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저자들은 신장이식 후 tacroli-

49세 여자 환자가 원인불명의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받

Fig. 1. Changes in treatment progresses. (A) Platelet count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B) Creatinine
and hemoglobin. (A, B) Period with
the treatment: tacrolimus (1st), postoperative day (POD) 1∼2; thymoglobulin (1st), POD 3∼7; tacrolimus
(2nd), POD 7∼9; sirolimus, POD 9∼
10; thymoglobulin (2nd), POD 10∼
17; cyclophosphamide, POD 19∼47;
belatacept, POD 60≥; mycophenolate
mofetil, POD 1∼; prednisolon, POD
1∼; plasmapheresis, POD 13; ureterocystostomy, POD 14; biopsy (1st),
POD 26; biopsy (2nd), POD 111.

39

J Korean Soc TransplantㆍMarch 2016ㆍVolume 30ㆍIssue 1

고 투석을 준비하던 중 아들로부터 신장을 제공받아 이식

려있는 소견이 보여 지혈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교차 적합 시험 음성, human

신의 요도가 방광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재 연

leukocyte antigen 불일치 3개(A31, B62, DR15), panel re-

결을 시행하였다. 수술 이후 혈액검사 소견이 호전되고,

active antibody class I/II 10.7%/16.7%였다. 신장이식 유도

환자의 상태도 점차 회복되어 thymoglobulin을 7일간 투여

면역억제제는 basiliximab 20 mg (수술 직전, 수술 후 4일

후 중단하였고 이후 유지 면역치료에 CNI나 mTOR 억제

째)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초기 유지 면역억제제는

제의 추가 사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MMF), steroid를 사용

를 추가로 투여(수술 후 19일)하였다. 첫 조직검사는 TMA

하였다. 수술 중에는 신정맥이 짧아서 인공 혈관을 약 2 cm

9
증상이 완화되고 혈소판 감소가 100×10 /L 정도로 회복

연결한 것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수술 당일 소변량

된 postoperative day 26일째에 시행하였다. 세뇨관의 손상

이 7,955 cc 나오고 혈청 creatinine도 수술 전 6.7 mg/dL에

소견이 보였으나 사구체 및 간질에 염증세포의 침윤은 없

서 2.2 mg/dL까지 감소하는 등 호전을 보였으나, 혈소판이

었다. 사구체 일부에서 작은 혈전들이 관찰되었고, tri-

9

9

수술 당일 117×10 /L였으나, 수술 2일 후 71×10 /L로 감

chrome 염색에서 확인하였다(Fig. 2). 이상의 소견으로서

소하고 혈청 creatinine이 2.7 mg/dL로 상승하였으며, 소변

TMA의 흔적은 있으나 현재 활발한 현상은 아니며 거부반

량이 1,445 cc로 감소하였다.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혈압의

응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안정을 보였으

감소는 보이지 않았고,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

나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고(수술 후 37일) 헤모글로빈

raphy, CT)검사에서 이식신장 주위에 소량의 혈종이 있었

이 7.9 g/dL까지 감소하는 등 골수 억제 소견이 있어 cyclo-

으나 재수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신장 초음파 소견에

phosphamide를 중단하였고(수술 후 47일) 대체 면역억제

서는 이식받은 신장의 크기나 음영은 정상적으로 보였으

제로서 수술 후 60일째부터 belatacept (selective cos-

나 resistive index는 1.0까지 상승하였고, lactate dehydroge-

timulation blocker) 250 mg을 제품에 포함된 희석액 중

nase (LDH)는 296 IU/L으로 정상 소견이었다. 정확한 진

normal saline 10.5 mL에 용해시킨 뒤 환자에게 투여하기

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고려하였으나 혈소판이 감소된 상

위해 normal saline 500 mL에 희석하여 2시간 동안 정주하

태에서 출혈이 지속될 위험성 등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였다. 투여 후 4일간 경과 관찰하였으나 발열이나 설사 등

LDH는 정상이었으나 혈소판 감소와 신기능 저하 등 임상

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헤모글로빈 11.2 g/dL, 백혈구

적으로 tacrolimus에 의한 TMA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

9
1.3×10 /L으로 투여 직전 헤모글로빈 10.5 g/dL, 백혈구

어 tacrolimus를 중단하고 thymoglobulin 0.5 mg/kg를 5일

9
0.7×10 /L보다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지속

9

간 투여하였다. 수술 후 3일째 혈소판이 56×10 /L까지 감

관찰 및 추가 투여를 하였으며, 백혈구는 1차 투여 10일

9
소하였다가 7일째 75×10 /L로 회복되고, 혈청 creatinine

9
뒤 8.2×10 /L까지 상승하였고 다시 cyclophosphamide를

도 0.7 mg/dL까지 감소하였다. 임상적으로 TMA가 의심되

25 mg 추가하였다. 하지만 3주 뒤 2차 투여 후에는 10일

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이식신의 거부반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수술 후 7일째 tacrolimus를 1
mg 2회/일로 다시 투여하였다. 수술 후 9일째 다시 혈소판
9
이 44×10 /L로 감소하고 LDH도 1,523 IU/L으로 상승하

여, tacrolimus에 의한 TMA라는 가정하에 tacrolimus를 다
시 중단하고 sirolimus로 교체하였다(Fig. 1). 하지만, 다음
9
날 혈소판은 25×10 /L로 더 감소하고 헤모글로빈도 8.2

g/dL로 감소하여 sirolimus도 TMA 유발인자로서의 가능
성을 고려하여 중단하고 thymoglobulin을 0.5 mg/kg로 7일
간 투여하였다. Thymoglobulin의 투여를 시작한지 2일째
9
에도 혈소판은 18×10 /L로 감소하고 헤모글로빈도 6.2

g/dL로 낮아져서 혈소판과 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수혈
하였으며, thymoglobulin 투여 3일째에 혈장교환술을 1회
시행하였다. 이튿날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를
촬영하였으며, 골반 강 내에 혈종이 발생하면서 방광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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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irst biopsy revealed microthrombi (arrows) in
glomerular capillary lumina (trichrome stai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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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과한 시점에 1.4×10 /L까지 감소하여 cyclophosphamide

있어 추가적인 치료나 belatacept 용량의 조절은 하지 않았

를 중단하였고, 이후로는 백혈구의 추가적인 감소 없이

다.

9
2.0∼4.3×10 /L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본원에서는 2005년

Vincenti 등(10)이 발표한 신이식 환자에서의 belatacept 사

고

찰

용에 관한 논문에서 사용된 less intensive (LI) regimen을
바탕으로 처음 투여 후 2차는 3주 후, 3차부터 6차까지는

TMA는 신장이식 후 0.8%∼3.3%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한달 후, 7차와 8차는 2달 후부터 1년 동안 투여하는 것으

합병증으로 주로 약물에 의해 유발된다(3,11). TMA의 회

로 계획하였다. Belatacept 치료가 시작되고 신장기능이 안

복을 위해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하더라도 43%의 이식

정화된 111일째의 조직검사에서는 혈전은 없었으나 사구

신 생존율(12)과 50%의 환자 생존율(3)을 보이는 것으로

체 염증(g2)과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염증(ptc1)이 관찰되

알려져 있다. CNI에 의한 TMA에서 회복하고 면역억제 상

었으며 c4d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거부반응의

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CNI를 중단하여 TMA에서

양상이 보이지 않아서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nti-

회복한 뒤(12,13) MMF와 스테로이드의 두 가지 약물만

body-mediated rejection)에 대한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6), cyclosporine에서 tacrolimus로

Belatacept 투여 7개월째(이식 9개월째)에 헤모글로빈 11.3

바꾸거나(14), sirolimus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15). 하지만

9

g/dL, platelet 102×10 /L, blood urea nitrogen 19.6 mg/dL,

이러한 방법들에도 신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혈청 creatinine 1.1 mg/dL, 단백뇨(–), 소변 적혈구 0∼

이때에는 약제를 중단하고 혈장교환술을 시도해 보았으나

1/high power field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식

20%의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중 절반은 신장절제

288일째 시행한 donor specific antibody (DSA) 검사

술을 시행하였으며, 1년 이식신 생존율이 65%에 불과하였

(Luminex, Luminex Co., Austin, Tx, USA)에서는 음성이었

다(9). 혈장교환술에 저항을 보이는 경우 면역글로불린의

고, 298일째에 추적검사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이전의

정맥주사(0.4 g/kg body weight)를 완화가 올 때까지 사용

염증세포 침윤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3). 이상의 소견으

해 볼 수 있고, 반응이 없다면 rituximab 사용을 시도해 볼

로서 belatacept 사용으로 TMA 발생 없이 면역억제가 잘

수도 있다(13).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elatacept 투여 이후 본

CNI는 endothelin-1의 반응성을 증가시키고, prostacy-

증례의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혈소판 감소가 있

clin, prostaglandin E2, nitric oxide 같은 vasodilatatory fac-

9

었으며 belatacept 투여 초기에 133×10 /L까지 증가하였
9

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100×10 /L 정도에서 유지되고

tor들의 합성을 저하시킨다(16-18). 또한 CNI는 plasminogen activator를 활성화 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켜
응고를 유발하며, thrombomodulin, von Willebrands factor,
circulating endothelial cell 같은 내피 손상의 검사 지표들
이 상승하는 것과도 지속적으로 관련된다(19-21). 결국
CNI에 노출되면 혈관 내피의 손상을 유발하고, TMA가 발
생하는 병적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18). 이전의 실험연구
에 따르면 mTOR inhibitor는 CNI와 달리 endothelin-1을
감소시키고, nitric oxide의 합성을 보존하며, 내피 세포에
의존적인 혈관 이완을 저해하지 않았다(17). 이러한 내피
보호 능력에도 불구하고 sirolimus 같은 mTOR inhibitor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분비를 억제하고 내피
전구 세포의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내피의 손상을 회복시
키는 것을 억제하게 되고 TMA를 유발하게 된다(22).
BENEFIT/BENEFIT-EXT (Belatacept Evaluation of Nephroprotection and Efficacy as First-line Immunosuppression

Fig. 3. The third biopsy showed no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both in glomeruli and interstitium. Focal mesangial cell proliferation (arrow) was noted as the sequel of thrombotic microangiopathy (PAS stain, ×200).

Trial—EXTended criteria donors) 시험에서 belatacept는
cyclosporine A와 비교해 더 적은 당뇨 발생, 더 낮은 콜레
스테롤, 더 낮은 혈압을 보였으며(23), 이로 인해 혈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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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손상을 줄여 TMA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환자에서 belatacept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

Belatacept는 선택적 T세포 상호촉진 차단제로 장기 거

례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증례에서는 앞의 증례들과 마찬

부반응의 예방 목적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가지로 이식 후 tacrolimus에 의해 TMA가 발생하였고, ta-

사용하는 것을 2011년 6월 미국 Food and Drug Admini-

crolimus의 제거로 회복되는 중 tacrolimus 재사용과 siroli-

stration로부터 승인받았다. Belatacept는 CNI와 비교하여

mus로의 교체 후 TMA의 악화가 있었으며, 혈장교환술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CNI와

thymoglobulin으로 TMA를 치료하고 belatacept의 추가로

달리 신독성, 심독성을 보이지 않는 약제이다. T세포가 활

면역억제 치료를 유지하였다.

성화되기 위해선 우선 antigen presenting cell (APC)로부터

신이식 후 CNI 사용에 따른 TMA 발생은 이식신의 소실

항원의 triggering이 필요하고(signal 1), T세포의 CD28 re-

및 환자의 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양한 치

ceptor와 APC의 CD80, CD86 receptor 사이에 상호 촉진이

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CNI나 mTOR in-

발생하여야 하며(signal 2), 이를 통해 T세포가 증식하고

hibitor가 제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면역억제 상태의 유

cytokine을 만들어내게 된다(24). Belatacept는 이 signal 2

지가 어려워져 거부반응의 위험이 높아진다. 국외에서는

에서 CD80, CD86 receptor에 결합하여 costimulation을 방

선택적 T세포 상호촉진 차단제인 belatacept를 이용한 면

해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T세포는 무력해져 증식과

역억제가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높은 비용과

cytokine 분비 기능을 잃고 세포자멸의 단계로 진행한다.

구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2012년 belatacept의 3상 임상연구에서, more intensive (MI),

저자들은 본 증례가 신이식 후 CNI에 기인한 TMA 환자에

LI belatacept regimen과 cyclosporine regimen을 3년간 비교

서 혈장교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 후 belatacept를 이용한

하였고, MI와 LI의 belatacept treatment regimen은 첫 달에

면역억제치료를 시도하여 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에

는 동일하게 1, 5, 14, 28일째에 10 mg/kg를 사용하였고

대한 국내 첫 보고로 여겨지며, 앞으로 신이식 후 TMA

6개월 이후에는 28일 간격으로 5 mg/kg를 사용하였으며,

환자에서 belatacept의 사용이 기존의 면역억제치료보다

MI는 처음 한 달 이후 14일 간격으로 4회, 28일 간격으로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많은

6개월째까지 3회 사용하고 LI는 첫 달 이후 28일 간격으로

증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번은 10 mg/kg, 이후 3번은 5 mg/kg를 사용하였다(25).
모든 환자는 basiliximab 유도를 시행하고 MMF와 cor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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