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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 금기증으로 간이식하여 완치된 중증 알코올 간염 46세 여자 환자가 내원 1주일 전부터 발생한 황달 및 기력 저하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특이 기저질환은 없는
자로 2년 전부터 매일 소주 3병씩 마시는 음주력이 있었다. 약물, 한약이나 건강식품 복용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와 비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WBC 16360(60.9%)/μL, Hb 10.6 g/dL, Platelet 37X103/μL
Prothombin time 25.8 sec (26.3%, INR 2.3)
Total protein 6.9 g/dL, Albumin 2.1 g/dL, Total bilirugin 21.6 mg/dL, Direct bilirubin 14.6 mg/dL
AST 139 IU/L, ALT 64 IU/L, ALP 275 IU/L, GGT 92 IU/L
BUN 61.9 mg/dL, Cr 2.9 mg/dL, Na 119 mEq/L, K 3.5 mEq/L
HBsAg/Ab (-/-), anti-HCV (-)

[그림 1]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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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진단과 예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환자는 알코올 간경변증이 있으며 급성 알코올간염이 동반된 상태로 modified DF (Discriminant function) 점
수가 90점으로 임상적으로 중증 알코올 간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중증 알코올 간염은 일반적으로 DF 점수가
32점 이상이거나 간성뇌증을 동반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치료 전 예후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모델로는 modified DF 점수, MELD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점수, Glasgow 알코올 간염 점수(Glasgow Alcoholic Hepatitis Score, GAHS)와 ABIC (Age, Bilirubin, INR,
Creatinine) 점수들이 있습니다. 위 환자의 경우 modified DF 점수 90점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28일 사망률
이 40~50% 이며 MELD 점수 38점으로 90일 사망률이 86%로 예측됩니다.
2.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코올 간염 치료에 있어 단주와 함께 충분한 영양공급이 중요합니다. 또한 modified DF 점수 32점 이상인
중증 알코올 간염인 경우 치료받지 않을 때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 스테로이드 치료의 적응증이 되지만, 상부
위장관 출혈, 신부전, 췌장염, 조절되지 않는 감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 환자에서는
신부전이 동반되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식은 알코올 간경변으로 인한 말기 간질환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금주 후 알코올의 급
성 영향으로부터 간기능이 회복되고, 이식 후 음주 재발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식 전 최소 6개월간 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음주로 중증 알코올 간염이 발생한 환자들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
하거나 스테로이드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처음
발생한 중증 알코올 간염이고 사회 및 가정 내 지지가 충분하며,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는 일부 환자에서 조
기 간이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군에서 조기 간이식 기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선택된 알코올 간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거나 금기증일 때 구제요법으로 간이식의 이점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점수 체계로 Lille model 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망 개연성을 0부터 1
까지 범위로 하며 0.45를 넘는 환자에서 6개월 생존율이 25%로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Lille 점수 0.16 이하는 완전반응군, 0.16-0.56은 부분반응군, 0.56 이상은 무반응군으로 나누고, 무
반응군의 경우 28일 생존율이 53.3%로 낮아 간이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추후 알코올 간염에서 간이식의 효
용성에 대해 대규모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증 알코올 간염 환자의 치료 알고리듬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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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증 알코올 간염의 치료 알고리듬
(출처: Semin Liver Dis. 2016 Feb;36(1):56-68)
*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을 반응군(Lille 점수 0.16 이하), 부분반응군 (Lille 점수 0.16-0.56),
무반응군(Lille 점수 0.56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도 함

이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빌리루빈은 감소 추세였으나 PT 연장 지속되며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을 호소하였습
니다. 환자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3)

[그림 3] 이식 전 경과

- 3 -

대한간학회 교육자료
이 환자의 경우 간이식의 금기는 아니었고, 생체 간이식 공여자는 없어서 뇌사자 간이식 등록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한지 4일 경과 후 뇌사자 간이식을 받았고, 이식 후에 초기 합병증은 없
었으며 (그림 4), 간기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림 5).

[그림 5] 이식 후 경과
[그림 4] 이식 후 3주째 CT
현재 간이식 후 6개월 경과한 시점까지 이식 거부반응은 보이지 않고, 음주 재발도 없었으며 간기능이 정상적
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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