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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후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말기 신장부전환자의 주요 치료법으로 인식되어진 신장이식에 

있어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후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

자에 관해 연구하여 공여 장기 부족에 대해 비혈연간 신장 이식의 활성화

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97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 

S병원에서 시행한 2115예의 환자 중 뇌사자를 이용한 신장이식 55예 아자

시오프린을 주면역억제제로 사용한 115예를 제외한 1945예 중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환자 967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소 추적기간은 12개월이며 평균 추적 기간은 87.8개월이었으며 978예

가 혈연간 신장이식이었고 967예가 비혈연간 신장이식을 시행하였다. 공여

자의 구성원은 순수 기증자 781명, 교환이식 공여자 86명, 방계혈족 54명, 

배우자 43명, 친구 3명이었고 수여자의 성별은 남자 640명, 여자 327명이

었고, 공여자의 성별은 남자 707명, 여자 260명이었다. 수여자의 평균연령

은 39.7±10.9이었고, 기증자의 평균연령은 33.7±8.6이었다. 5년 이식신 

장생존율은 조직적합항원 완전일치군, 절반일치군, 비혈연간 신이식군 각각 

93.7%, 87.6%, 83.4%이었으며 10년 이식신장 생존율은 각각 88.2%, 

70.8%, 66.9%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

다. 5년 환자 생존율은 혈연간 신이식군은 95.8%, 비혈연간 신이식군은 

91.8%이며 10년 환자 생존율은 각각 92.1%, 84.0%로 다변량 분석에서 



- v -

의의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 사망의 주요원인은 감염(39.9%), 뇌

혈관질환(13.1%), 악성종양(9.6%), 심혈관질환(8.6%)이었다. 다변량 분석 

시 이식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위험인자는 급성거부반응의 기왕력, 공여자

의 연령 55세 이상, 수여자의 55세 이상, 이식전 당뇨병 및 B형 간염의 과

거력 여부이었으며 ABO혈액형의 적합 정도와 조직적합항원의 적합성 정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아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확인하였으며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

식의 성적이 혈연간 신장이식의 성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향 후 공여 

장기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비혈연간 신장이식이 시행됨에 있어 이론

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신장이식, 이식 신장 생존율,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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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에 이르러 면역억제제의 발달 등으로 장기이식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장기이식은 말기 장기부전환자의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장기이식에 있어서는 이식 할 수 있는 장기의 공급이 필수이나 현재 공여 

장기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공여장기의 부족이 심각한 보

건의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는 한

정되어 있어 환자의 누적 현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의 장기이식 관리 기관인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의 집계에 따르면 신장이식 대기자는 2000년 3,120명에서 2003년 4,542

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누적되고 있는 추세이며(KONOS, 2003), 미국의 장

기 분배기구인 UNOS(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의 경우도 말기 

신부전 환자 중 신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1999년 40,962명에서 

2000년에는 47,831명으로 17% 증가하였으나 실제 신이식을 시행 받은 환

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UNOS, 2001).

 이러한 공여장기 부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식의학계에

서는 사체이식의 경우 심장이 정지된 공여자(non heart beating donor)의 

선택(Koostra G, 2002), 생체신장 공여인 경우 marginal공여자의 선택

(Kumbar A, 2000), 비혈연 공여자의 확대(Cortesini R, 2002), 공여자와

혈액형 ABO가 불일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수술 전후에 혈장분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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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pheresis) 시도(Simmura H,2000),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경우 

다양한 수술 전 조치로 항체검사 음성전환 후 이식수술(Schweitzer EJ, 

2000),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만으로 공여 장기의 부족현상

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심각한 공여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1991년 비혈연간 공여 신장 교환이식이 성공한 이래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공여 신장 교환이식을 시행 중이며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권오종, 1999; 박기일, 2002). 2000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된 이후 비혈연간 신장이식 확대를 위해 각 장기이식 센터에서는 

부부간 이식, 교환이식, 먼 친척간의 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혈연간 

공여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여자들은 혈연간 생체이식을 선

호 하고 있어 공여장기 확대에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식성적을 살펴보면 비혈연간 이식의 성적은 혈

연간 이식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임종식, 1994). 그러나 1984년 사이

크로스포린을 사용한 이후에는 13~25%의 이식신장 생존율의 향상이 있으

면서 비혈연간 생체 신이식의 성적은 조직적합항원 완전일치군

(HLA-identical)을 제외한 혈연간 생체 신이식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된 바 있다(윤영석, 1992).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에 대한 국내, 외 보고에 따르면 주면역억제제의 종류, 공여자 및 

수여자의 연령, HLA조직 적합항원 및 ABO혈액형의 일치 정도, 급성 거부 

반응의 발생 유, 무 등이 이식 신장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

로 작용한다고 한다(Pirsch JD, 1996; K Park, 1995). 그러나 많은 연구

에서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단인자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존의 보고에서 알

려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포함한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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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시행된 보고가 드문 실정이다. 또한  비혈연간 신장 이식군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그 예의 수가 적었다(D. Alfani, 1997; David W, 2000; K. 

S. Prabhakar, 2000).  이에 본 연구는 비혈연간  신장이식 시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면역학적 및  비면역학적 위험인자를 포함시켜  비혈

연간 신장이식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한 단일 기관의 결과를  분석하

여  공여 장기 부족의 해결 방안인 비혈연간 신장 공여자 확대를 위한 비

혈연간 이식신장 생존율 및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혈연간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비혈연간 신장 이식 후 이식 신장 생존율을 알아본다.

2) 면역학적 인자가 비혈연간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3) 비면역학적 인자가 비혈연간 신장이식 후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4) 임상적인 인자가 비혈연간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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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신장이식

말기 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생명유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신대체 요법이 

필요한 환자가, 혈연이나 비혈연 혹은 뇌사자로부터 건강한 신장을 제공받

아서 신장을 자기 몸에 옮겨 심어  신장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철, 2000). 

2) 이식 신장 생존율 

신이식의 결과를 판정하는 데는 이식신장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을 주로 사

용하지만, 1993년부터는 이식신장이 생존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이식신장 소실로 간주하지 않는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functional graft 

survival rate혹은 death-censored graft survival rate)(Matas AJ, 1993)

을 기존의 생존율과 병행하여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이 기존의 이식신장 생존율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김명수, 1998). 기존의 이식신장 생존율이 초기 이식신장 생존율을 검정

하는데 유용한 반면,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은 장기적인 이식신장 생존율을 

검정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은 조직적합항원이나 ABO혈액형의 일치

정도와 같은 면역학적인 인자에 의한 생존율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반면 수여

자의 연령, 당뇨병의 유병과 같은 비면역학적인 인자에 의한 생존율의 차이

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많은 보고에서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을 이식신장이 생존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이식 

신장 소실로 포함시킨 기존의 이식 신장 생존율과 같이 보고하는 실정이다

(박기일, 1999; 하종원, 2002).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200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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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을 시행한 이식환자를 모두 포함하였기에 장

기적, 단기적 검정을 위해 기존의 이식 신장 생존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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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생체 신장 이식의 이식 신장 생존율

국내 신장이식 중 생체 신장이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의 90%내외로 

외국에 비하여 생체 신장이식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생체 신장이식은 사

체 신장이식보다 (1) 조직적합항원의 일치정도가 우수하며, (2) 최상의 공여자 

상태에서 신장 적출이 가능하며, (3) 냉허혈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3) 예

정수술로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사체 신장

이식보다 성적이 좋다. 국내의 생체 이식신장 생존율은 1년, 3년 및 5년 이식

신장 생존율이 각각95% 내외, 81~93%, 70~80%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OPTN/SRTR의 2001년 연간 보고서에서 밝힌 생체 신장이식의 1년, 3년 및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인 94.7%, 87.4% 및 76.0%(석준, 1997)과 비슷하다. 조

직적합항원의 완전일치군은 국내 신장이식 중 5%정도를 차지하는데 면역억

제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우 우수한 이식신장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조남선, 

1999). 아자시오퓨린 사용 군이나 사이크로스포린 사용군 모두에서 80% 이

상의10년 생존율을 보여, 조직적합항원 완전일치군은 면역억제요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UNOS 2001년도 보고서에서도 조직적합항원 완전

일치군의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은 85% 이며 반감기는 32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ecka JM, 2001). 

혈연간 이식 중 조직적합항원 불일치군간(zero-haplomatch)의 이식을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이식기관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

러나 불일치 형제간 이식을 시행한 후에 이식신장 생존율을 살펴보면,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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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장 생존율이 94%로 완전일치군이나 절반일치군과의 차이가 없었다는 보

고(Kaufman DB, 1989)가 많다. 따라서 불일치 형제간 이식은 다른 조건에 허

락한다면 공여자의 절대숫자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피할 이유는 없

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식성적을 보면 비혈연간 이식의 성적은 혈연간 이

식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임종식, 1994). 그러나 1984년 사이크로스포린

을 사용한 이후에는  13~25%의 이식신장 생존율의 향상이 있으면서 비혈연

간 생체 신장이식의 성적은 조직적합항원 완전일치군(HLA-identical)을 제외

한 혈연간 생체 신장이식군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변화는 주면역억제제로 

아자시오퓨린을 사용하였던 군에서는 혈연간 생체 신장이식과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사이크로스포린을 사용함으로서 두 간

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가톨릭대의 신장이식 성적보고(윤영석, 1992)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시행되는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은 

부부간 이식과 교환이식(exchange donor program)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이

식신장 생존율이나 급성거부반응의 빈도에 있어서 조직적합항원 절반 일치군

이나 다른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군과 비슷한 성적을 보고하고 있다(Park K, 

1999). UNOS 자료(2000년)에서도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의 성적은 혈연간 

생체 신장이식과는 비슷하며, 사체 신장이식보다는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Gjertson DW, 2000). 

2. 사체 신장 이식의 이식 신장 생존율

국내에서는 1979년 최초로 사체 신장이식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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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뇌사자 장기이식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는 년간 100여건의 사체 신장이식이 시행되

고 있다(KONOS, 2003). 사체 신장이식은 생체 신장이식에 비하여 공여자의 

연령, 원인질환, 공여 당시 공여자의 임상적 상태, 다장기 적출여부, 냉허혈 시

간 및 장기보존액의 종류와 같은 공여자 인자나 장기 적출에 관련된 인자로 말

미암아 장기손상이 추가되므로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USRDS 2001년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사체 신장이식의 생존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하

게 향상되었지만, 아직은 생체 신장이식에 비하여 5년 생존율에서는 13%, 반

감기에서는 1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USRDS, 2002). 그러나 국내의 

단일기관별 사체 신장이식의 성적을 살펴보면 1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81~90.2%,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78.5~84.8%(김지훈, 1999; 이삼열, 

1998; 하종원, 1998; 한덕종, 2002)로, 미국의 OPTN/SRTR 2001년도 자료

에서 밝힌 1년 및 5년 생존율인 89.2% 및 61.3%(OPTN/SRTR, 2001)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가질 수 있는 사체 신장이식의 독

특한 환경 때문으로, (1) 외국에 비하여 이식기관이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으므

로 냉허혈시간이 단축되고, (2) 공여자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고위험군

을 이용한 신장이식이 적으며, (3) 신장단독적출의 예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인 40~45%(장혁재, 1997; 공필성, 2001)를 차지하여 장기적출에 관련된 손

상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보고에서는 사체 신장이식 생존율이 생체 

신장이식 생존율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하

기도 한다(대한이식학회, 1999; 이삼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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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인자

1)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인자

가) 수여자의 연령

수여자의 고령은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위험인자이다. 

대부분의 이식기관에서 고령 수여자의 이식신장 생존율은 20~50세의 청장년

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USRDS 2002년 보고에 의하면 장년

층에 비해 45세부터 59세까지는 위험도가 5% 증가하며, 65세 이상인 경우에

는 위험도가 35%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USRDS, 2002). 고령 신

장 이식 수여자의 이식신장 소실은 장년층과 달리 거부반응에 의한 이식신장 

소실보다는 환자 사망에 의한 이식신장 소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

용신, 1992). 따라서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로 살펴보면 고령의 수여자는 이

식신장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명수, 

1998, 김유선, 1996). 고령의 수여자가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고령의 수여자에게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

환의 유병률이 높으므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고령의 수여자에 대하

여 신장 이식 수술은 철저한 수술 전 처치를 시행하며,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생존율에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김용

신, 1992). 

소아 신장이식은 (1) 급성거부반응의 빈도가 높고, (2) 수술 후 합병증이 많

으며, (3) 원발성 신장 질환의 재발이 많으며, (3) 수술 후 투약 등의 수술 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성인의 신이식보다 성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으며, USRDS 2002년도 보고에서도 17세 미만의 신장 이식군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위험도가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USRDS, 200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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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국내에서 보고 된 단일기관이나 다기관공동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아의 생

존율은 1년 및 5년 생존율이 각각 93.0~94.9%와 70.0~76.2%로 성인의 이식

신장 생존율과 비슷한 수준으로(김병길, 1997, 김명수, 1996), 이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소아 신장이식 중 고위험군에 해당되는10세 미만의 소아신이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체 신이식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나) 공여자의 연령

생리학적으로 30세 이후부터 이식신장의 사구체의 숫자와 사구체 투과율이 

감소하면서 형태학적으로는 사구체 경화증, 신 세뇨관의 위축 및 신실질의 섬

유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고령의 공여자의 신장에서는 보상 증식

(compensatory hypertrophy)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보고에

서 고령의 공여자인 경우에는 이식신장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USRDS 2002년 보고에서는 공여자의 45~60세인 경우에는 1.31배, 60

세 이상인 경우에는 1.78배로 이식신장 소실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며(USRDS, 

2002), 국내에서도 생체 신장 이식에서 50세 이상의 공여자인 경우 이식신장 

소실의 위험이 평균1.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유선, 1996). 

공여자의 연령은 이식신장 생존율뿐만 아니라 이식신장의 기능에도 뚜렷한 차

이를 보여, 공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식후 1년 및 3년 시점의 혈중 크레

아티닌농도, 뇨단백량이 증가하였으며, 사구체투과률(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감소하였다(김명수, 2000, 정해혁, 1999). 아울러 공여자의 연

령은 급성거부반응과 더불어 만성 이식신장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위

험인자임이 보고 되고 있다(Gjertson DW, 2002).



- 11 -

다) 공-수여자의 성별

여성 공여자-남자 수여자인 경우가 가장 저조한 이식신장 생존율을 보이는 

반면 남자 공여자-여자 수여자인 경우 가장 좋은 생존율이 보인다는 것이 공-

수여자간의 성별차이가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는 근

거이다(황경규, 1998). 그러나 공-수여자간의 성별차이는 면역학적인 기전으

로 발생한다기 보다는 공-수여자간의 체격차이로 대표되는 이식신장 과여과

가 주요 병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면역학적 특성과 관련된 인자

가) 조직적합항원

공수여자간의 조직적합항원의 일치정도는 유일하게 수술 전에 수술 후 결과

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라 할 수 있다. 신이식후 발생하는 거부반응은 근본적

으로 수여자의 림프구가 공여자의 조직적합항원을 인지함으로서 면역반응이 

시작되므로, 공수여자간에 면역학적인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면역반응의 발

생빈도는 낮아진다. USRDS(The United States Renal Data System)의 보고

에서는 일괄되게 조직적합항원의 일치정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식신장 생

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USRDS, 2002). 이식면역학적으로 

인간의 조직적합항원 중 Class II 에 해당되는 HLA-DR항원이 가장 강력한 

항원이며, Class I중에서는 HLA-B와 HLA-A항원이 강력한 항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보고에서는 조직적합항원 DR 항원 단독 혹

은 DR과 B항원의 조합의 일치정도에 따라서 이식신장 생존율의 차이를 보고

하기도 하였다(박준모, 1997; 윤영석, 1993).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보고에서는 조직적합항원의 일치정도에 따른 이식신장 생존율은 통계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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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연세대보고에 의하면 생체 신

장이식 중 조직적합 항원의 완전일치군과 절반일치군의 5년 이식신장 생존율

은 각각 92.1%와 80.6%로 10%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수준

이 아니었으며(김유선, 1996), 울산대의 보고(김지훈, 1999)도 이와 유사하였

다. 마찬가지로 비혈연간 생체 신장 이식에서도 조직적합항원의 적합정도에 

따른 이식신장 생존율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국내의 보고에서 조

직적합항원의 적합정도에 따른 이식신장 생존율의 차이가 미약한 것은 국내의 

신장 이식 예가 대부분 생체 신장 이식으로 지연성 이식신장 기능(delayed 

graft function)의 가능성이 낮으며, 장기 적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면역억제요법의 발달로 전반적인 급성거부반응의 빈도

가 낮아짐으로서 과거에 비하여 조직적합항원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조직적합항원의 일치정도를 과거와 같이 공여자 선택의 절대

적인 기준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최근에

는 조직적합항원 불일치 형제간이나 6 항원 비일치군간에도 사체 신이식이 이

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나) 급성거부반응의 경력

이식후 처음 1년 혹은 6개월 내에 발생하는 거부반응은 모든 보고에서 일괄

되게 언급되고 있는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이다. 특히 급

성거부반응의 발생여부 뿐만 아니라 발생횟수도 일정하게 이식신장 생존율과 

반비례하여 1998년도 연세대 보고에 의하면 급성거부반응 미발생군의 5년 이

식신장 생존율은 87.9%인 반면 1번 발생군은 75.9%, 2번 이상 발생군은 

52.0%로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문장일, 1998). 또한 급성거부반응

의 경력은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인자분석에서도 독립적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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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임이 입증되었다. 

급성거부반응은 발생여부와 발생횟수뿐만 아니라 급성거부반응의 정도, 급

성거부반응 치료에 대한 반응정도 및 발생시기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급성거부반응의 병리소견상 Grade 2이상의 급성거부반응과 혈관염

(vasculitis)을 동반한 급성거부반응은 급성거부반응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낮

으면서 장기적인 생존율이 떨어진다(윤호성, 1997; 정용석, 1999; 오창권, 

1994). 마찬가지로 급성거부반응 치료에 대한 불완전 반응군, 스테로이드 저

항성 급성거부반응과 신장 이식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급성거부반응의 

경우도 장기적인 이식신장 생존율이 낮다(문장일, 1998; 오정택, 1998).

급성거부반응이 이식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급성거부반응이 직접적

으로 이식신장 소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급성거부반응에 의한 만성 이식신

장 기능부전(만성거부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만성 이식신장 기능부전은 

장기 생존한 이식신의 주요 소실원인으로, 많은 보고에서 급성거부반응은 공

여자의 연령과 함께 만성 이식신장 기능부전의 직접적인 위험인자임을 입증하

였다(오지은, 1998; 김현철, 1997; 이해경, 1994).

다) 면역억제제

어떠한 면역억제요법을 시행하느냐는 초기 이식신장 생존율은 물론 장기적

인 이식신장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84년 이후 기존의 아자시오퓨린과 

부신피질호르몬의 이중면역억제요법에서 사이크로스포린과 부신피질호르몬

의 이중면역요법 혹은 아자시오퓨린을 포함한 삼중면역요법으로 변경한 후에 

13~25% 이상의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면역억제요

법의 종류에 따라서 이식신장 생존율이 변할 수 있다는 좋은 예이다 (윤영석, 

1992; 김순일, 1991; 김광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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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반이후 새로운 면역억제제가 도입되면서 단기 이식신장 생존율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MMF(mycophenolate mofetil)는 기존의 사이크로스포린

과 부신피질호르몬에 병합하여 투여함으로서 초기 급성거부반응의 빈도를 낮

춤은 물론 단기적인 이식신장 생존율에 향상을 가져왔다(박기일, 1998)(김형

태, 1998; 김승철, 2002). 마찬가지로 FK-506(황은아, 2002; 김범수, 2002)

이나 라파마이신(rapamycin) (Mcdonald AS, 2001)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

합 투여되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 급성거

부반응의 빈도나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새로운 면역억제제가 단기 이식신장 생존율이나 급성거부반응의 발생률을 

낮추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었던 것이 최

근까지의 상황이었다. 사이크로스포린은 단기적인 이식신장 생존율에 큰 향상

을 가져왔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식신장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증거

는 미약하였다(Thiel G, 1994). 마찬가지로 MMF도 급성거부반응의 빈도는 

낮추었지만, 이식신장 생존율이나 만성 이식신장 기능부전을 호전시키는 효과

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UNOS자료를 이용한 대단위 연구에

서 1988년에서 1996년으로 올수록 반감기가 증가하면서 이식신장 소실의 상

대위험도(relative risk)가 매년 4.2%씩 감소하여, 사이클로스포린이 단기적 

이식신장 성적은 물론 장기적인 이식신장 성적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Hariharan S, 2000). 아직 MMF나 라파마이신의 이식신장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는 보고된 바는 없으나,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하

여 MMF나 라파마이신은 만성 이식신장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혈관 평활근세

포의 증식이나 이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적으로는 

만성 이식신장 기능부전에 대하여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박제현, 2002; 문장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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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BO혈액형의 차이

ABO혈액형의 완전불일치(incompatible)인 경우에는 아급성 거부반응과 급

성거부반응의 위험성으로 이식 성공률이 매우 낮다. 비장적출술, 혈장분리반

출법(plasmapheresis) 및 cycloposphamide의 투여 등의 처치로 70%의 1년 

이식신장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은 연구 중에 있는 치료법이다.

이에 반하여 ABO혈액의 차이가 수혈이 가능한 정도의 불일치(minor 

incompatible)인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식신장 생존율에 차이가 없으며(곽범

석, 1999), 혈액형 불일치에 따르는 용혈성 빈혈의 빈도가 낮고 이식신장 기능

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김유선, 1988) 공여자 선택에 ABO혈액형은  큰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 

마) 이식 횟수

신장 재이식의 성적은 일차이식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UNOS자

료에서는 사체 신장 이식 일차이식인 경우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66%인 반

면, 재이식인 경우에는 62%, 3차 이상의 재이식인 경우에는 56%로 재이식군

의 생존율이 낮다(Cecka JM, 2001). 특히 (1) 일차이식의 소실 원인이 급성거

부반응인 경우, (2) 일차이식과 재이식간의 간격이 6개월 이내인 경우, (3) 사

체 신재이식인 경우, (4) 재이식환자의 PRA(pannel reactive activity)가 높은 

경우에는 재이식의 성적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OS자료에서는 사체 

신장이식의 대부분이  재이식이 일차이식보다 1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10%이

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국내의 보고에서는 재이식의 이식신장 생존율과 급성

거부반응 발생률에서 일차 신장이식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으나(김명수, 1995; 박용기, 1999), 상기의 위험조건에서는 좋지 않은 성

적을 보이고 있다(고용복, 1990). 따라서 신장 재이식은 수여자의 면역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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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작정도나 위험인자를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3) 임상적 특성과 관련된 인자

가) 수여자의 만성질환 - 당뇨병

당뇨병은 말기신부전증의 주요원인으로 전체 말기신부전환자의 40.7%를 

차지하나(대한신장학회, 2001), 신장 이식을 시행 받는 환자 중 당뇨병이 있는 

비율은 10% 미만이다(김유선, 1996; 김지훈, 1999). UNOS 2001년 보고서에

서는 신장이식 전 당뇨병군의 이식신장 생존율은 비당뇨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나, 국내의 보고는 보고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즉 연세대의 보고에

서는 당뇨군의 생존율이 비당뇨군에 비하여 5년 생존율에서 8.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울산대와 가톨릭대의보고에서는 당뇨병에 따른 생존율 차

이가 없었다. 이는 현재 국내의 신이식이 비당뇨병군 위주로 시행되어 전체 신

이식예 중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2.4~6.9%로 매우 적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

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보고에서 생존율의 차이는 

관계없이 당뇨병군에서는 신장이식 후 1년 이내에 이식신장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뇨병군에서는 이식초기에 감염이나 전

해질 장애와 같은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예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신장 

이식 후 발생하는 당뇨병은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신장

이식 환자 중 약 5~20%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황은아, 2002). 

신장 이식 후 발생하는 당뇨병은 대부분이 식이요법이나 인슐린치료 혹은 

스테로이드제제를 deflazacort와 같은 3세대 스테로이드로 변경함으로서 혈

당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김명수, 1997), 당뇨병 미발생군과 

비교하여 이식신상 생존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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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여자의 만성질환 -  B형 및 C형 간염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는 신장이식 후 만성간염, 간외 감염증, 간부전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식신장 및 환자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다(강신욱, 1995). 

이에 반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에는 신장이식 후 만성간염의 빈

도는 증가하였으나 간부전에 의한 사망이나 환자 및 이식신장 생존율에는 차

이는 없었다(이승우, 1995). 특히 C형 간염바이러스인 경우 기존의 항체검사

만으로 C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HCV-RNA-PCR

에 의한 항원검사를 병행하여야만 술후 만성간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김

유선, 1997; 정재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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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 1. 연구의 설계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환자 일반적 특성

수여자 연령  

기증자 연령

수여자 성별  

기증자 성별  

공여자의 종류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면역학적 특성

조직적합항원

급성거부반응의 기왕력

면역억제제

ABO혈액형의 차이

이식횟수 이식 신장 생존율

임상적 특성

수여자의 만성질환

 이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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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서울 S병원에서 1979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신장이식을 시행한 

2115예 환자중 뇌사자를 이용한 신장이식 55예, 아자시오프린을 주면역억

제제로 사용한 115예를 제외한 1945예에 대해 연구하였다. 혈연간과 비혈

연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1945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

식 시 이식 신장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은 신장 공

여자가 비혈연간인  생체 신장 이식 환자 96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 기간 중 비혈연간 신장이식을 시행한 967예의 신장이식 시행 기준

은 ABO 혈액형이 적합하고 림프구 교차 반응 검사상 음성이며 조직 적합 

항원의 일치 정도는 DR항원이 1개 혹은 A+B항원이 2개 이상 적합한 경

우로 제한하여 신장이식을 시행하였다.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는 수여자, 공여자의 나이와 성별, 공여자의 종류, 조직적합항원

의 적합정도, 급성 거부반응의 기왕력, 면역억제제의 종류, ABO혈액형의 

차이, 이식횟수, 수여자의 만성질환과 이식 시기를 포함 시켜 분석하였다.  

이식 신장의 소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예나 

대상 환자가 사망한 예로 정의하였다. 2003년 6월 기준 이식 후 최소 추적 

관찰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후

향적으로 조사하여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은  SPSS 11.0 version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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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생존율은 Life-table법으로 구하였고, 군간의 생존율 차이는 

Wilcoxon method에 의해 유의수준 0.05로 검정하였다.

다변량 생존분석은 Cox proportional harzard model(enter method)을 사

용하여 상대적인 위험도(risk ratio)로 표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로 통계 

검정하였다.  다변량 분석에 사용한 인자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던 인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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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이식 신장 생존율 및 환자 생존율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은 혈연간 신이식군, 비혈연간 생체 신이식군 각각 

88.26%, 83.4%이며 10년 이식신장 생존율은 각각 72.3%, 66.9%이다.  5년 

환자 생존율은 혈연간 신이식군은 95.8%, 비혈연간 신이식군은 91.8%이며 

10년 환자 생존율은 각각 92%, 84.0%이다. 혈연간, 비혈연간 이식 후 이식신

장의 생존율은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Figure1, 2). 이식 신장 소실의 주요 

원인은  환자 사망으로 인한 이식 신장 소실이 132예(44.6%)로 가장 많았으

며 만성 거부반응은 114예(38.5%)로 나타났다(Table1). 환자 사망의 주요원

인은 감염 55예(41.7%),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 33예(25.0%), 악성종양 13예

(9.8%)이었다(Table2). 

 Table 1. Causes of graft failure

 

Cause of failure No. %

Chronic rejection  114 38.5

Patient death      132 44.6

Acute rejection    19 6.4

Non-compliance     9 3.0

Glomerulonephritis  13 4.4

Drug toxicity/cessation 5 1.7

Others      4 1.3

Total 2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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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uses of patient death

  

2.  일반적 특성이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비 혈연간 이식 군 간의 수여자 및 공여자의 연령 분포는 수여자의 경우 25

세 이하  68예(8.1%), 25-34세 233예(24.1%), 35-44세 320예(33.1%), 

45-54세 252예(26.1%), 55세 이상 84예(8.7%)였으며(Table 3) 수여자의 연

령이 55세 이상의 군에서는 35-44세 연령군에 비하여 단인자 위험인자 분석 

결과 2.134배의 이식신 소실 위험도를 나타냈다. 55세 이상 수여자 군의 10년 

이식 신장 생존율은 48%로 25-34세 수여자군의 69.28%로 통계학적인 차이

를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6 ). 

 공여자의 연령 분포는 25세 이하 107예(11.1%), 25-34세 478예(49.4%), 

35-44세 262예(27.1%), 45-54세 104예(10.8%), 55세 이상 16예 (1.7%)였

으며(Table 3) 단변량 분석 시 공여자의 연령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여자의 연령을 4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공여자-수여자 간의 연

Cause of patient death No.  %

Infection          55 41.7

Cerebro/ cardio-vascular disease  33 25.0

Malignancy         13 9.8

Hepatic/ G-I failure 11 8.3

Accident/Trauma/Suicide  5 3.8

Other/ Unknown 15 11.4

Total 1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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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짝짓기를 통한 분석에서는 수여자의 단인자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45

세 이상)의 수여자가 젊은(45세 이하) 공여자에게 신장을 기증 받았을 때 위험

도가 1.491배 증가 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젊은(45세 이하) 수여자

가 고령(45세 이상)의 공여자에게 신장을 기증 받았을 때도 이식 신 소실 위험

도가 1.607배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의 수여자와 고령의 공여자간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3). 그러나 다변량 분석 시 55세 

이상의 공여자에서 이식 신장 소실의 위험도가 2.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

게 나타났다(Table6). 

수여자 및 공여자의 성별 분포는 수여자의 경우 남자640예(66.2%), 여자 

327예(33.8%) 였으며(Table3), 공여자는 남자 707예(73.1 %), 여자 260예

(26.9%)였으며 (Table3) 두군 모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공여자와 수여

자간의 성별 짝짓기를 통한 분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3). 

비혈연간 공여자의 구성원은 순수 기증자 784명(81%), 교환이식 공여자 86

명(8.9%), 먼 친척 54명(5.6%), 배우자 43명(4.5%) 각 군 간의 이식 신장 생존

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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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graft survival by the demagraphics             (univariate-analysis)

 R: Recipient, D: Donor, Exchange(SWAP): 교환이식, YR: Young recipient(45세 이하), 

 OR: Old recipient(45세 이상), YD: Young donor(45세 이하), OD: Old donor(45세 이상)  

Variable n risk ratio 
95% CI Graft survival rate(%)

Lower  Upper 1Y 5Y 10Y

Recipient Age

 35-44 320 1.0 96.55 85.36 69.71

 < 25 78 .846 .526 1.361 100.0 86.65 72.16

 25-34 233 .896 .653 1.231 98.28 85.98 69.28

  45-54 252 1.126 .831 1.527 94.42 82.49 65.09

 >=55* 84 2.134 1.459 3.123 86.83 67.99 48.08

Donor Age

  25-34 479 1.0 94.98 83.08  67.72

  < 25 106 1.068 .746 1.529    94.34 83.50 62.89 

  35-44  262 .883 .660 1.182 96.54  84.86  70.32

 45-54 104 1.232 .831 1.827 99.04  82.87  58.99  

 >=55 16 1.834 .859 3.916 100.0 72.50 59.32

R-D Age Match

 YR-YD 559 1.0 97.49 83.84 71.28

 OR-YD 288 1.491 1.163 1.912 91.27 78.17 60.95

 YR-OD 72 1.607 1.043 2.476 98.61 80.04 57.79

 OR-OD 48 1.497 .865 2.592 100 83.99 61.65

Recipient Sex   

 Male 640 1.0 96.71 82.94 65.6  

 Female 327  .802 .624 1.031 94.18 84.27 69.35

Donor Sex 

 Male 707 1.0 95.88 82.98  66.16 

 Female 260  .826 .626 1.087 95.76 84.59 68.89

D-R Sex Match

 Male to Female 233 1.0 93.56 80.03 66.79

 Male to Male 474 1.079 .816 1.426 97.03 79.36 65.84

 Female to Female 94 .613 .366 1.028 95.72 88.45 75.64

 Female to Male 166 1.082 .754 1.552 95.78 80.78 64.92

Types of Donor

 Distant relatives 54 1.0 100.0 91.8   77.5  

 Spouse 43  2.035 .977 5.435 97.67 83.13 44.33

 Exchange

 (SWAP)
86 1.073 .421 2.731 96.51 85.48 85.48

 Volunteer 784 1.773 .943 3.335 95.39 82.52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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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학적 특성이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조직 적합항원 적합도에 따른 이식 신장 소실의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이식신장 생존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조

직적합항원의 일치정도가 이식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Table 4). 

 급성거부반응의 기왕력은 1년 이내 1회 발생 1.5배, 1년 이내 1회 이상 2.8

배, 1년 이후 발생시 4.6배의 이식 신장 소실 위험도를 단변량 분석에서 나타

냈으며 각 군의 1년, 5년, 10년 생존율은 1년 이내 1회 발생 시 92.1%, 

77.9%, 59.3%, 1년 이내 1회 이상 발생 시90%, 58.3%, 46.7%였다. 1년 이후 

급성 거부 반응의 발생시에는 1년, 5년, 10년 이식 신장 생존율이 100%, 

47.45%, 22.87% 이었다(Table 4).  다변량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른 영향은 microemulsion cyclosporine과 

mycophenolate mofetil을 사용한 삼중 요법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식 신

장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변량 분석에서는  

microemulsion cyclosporine을 주면역억제제로 사용한 신장이식 환자군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O 혈액형은 일치

한(identical) 경우와 적합한(compatible) 경우 간에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

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위험인자는 아니었으며(Table 4) 재이식 여

부도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위험인자는 아

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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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graft survival by the immunological risk factors

                                                                                  (univariate-analysis)

AR: Acute rejection, IS: immunosuppression, CON-CsA:Conventional cyclosporine, 

Me-CsA: Microemulsion cyclosporine, Double: 주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Triple+MMF: 주면역억제제 + 스테로이드 + mycophenolate mofetil              

Variable n
risk 

ratio

95% CI Graft survival rate(%)

Lower  Upper 1Y 5Y 10Y

Degree of 

HLA mismatch
  

 0-2Ag 52 1.0 98.50 87.04 71.76 

 3Ag 499 1.009 .617 1.649 94.94 83.51 69.66

4-6Ag 416 1.207 .751 1.939 96.12 82.83 64.39

Acute Rejection    

Free 603 1.0 98.34 89.04 72.80 

1 time     294 1.524 1.183 1.963 92.12 77.95 59.29

2 times or more 70 2.811 1.971 4.009 90.00 58.29 46.72

AR onset time

Within 1year 885 1.0 95.46 87.05 71.05

After 1year  82 4.635 3.499 6.139 100.0 47.45 22.87

Main IS

CON-CsA    435 1.0 95.39 76.58  54.80 

Me-CsA    498 .318   .241 .419 96.37 89.75 83.46

FK-506      34 .554  .554 4.009 94.12 88.74 

IS regimen

Double    786 1.0 95.28 82.08  65.87 

Triple +MMF 181 .495   .280 .762 98.33 89.87

ABO bood type

Identical    767 1.0 96.60 84.18  66.62 

not identical 200 1.139  .864 1.501 92.98 80.34 68.10

Retransplantation

Primary           899 1.0 96.21 83.00  66.34 

Retransplant     68 .497  .234 1.054 91.11 89.47 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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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적 특성이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수여자의 만성질환은 당뇨병과 B형, C형 간염 유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수여자의 수술 전 당뇨병 유무는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당뇨병이 있는 수여자는 당뇨병이 없는 수여자에 비해 이식 신장 

소실의 상대적 위험도가 2.99배 높았으며  이식 신장 생존율은 1년, 5년, 10년 

생존율이 88.76%, 64%, 28.9%로 당뇨병이 없는 수여자의 1년, 5년, 10년 생

존율  96.19%, 84%, 68.%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Table 5) 다변량 분석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었던 수여자의 경우도 B형 간염이 없는 수여자에 비

해 이식 신장 소실의 상대적 위험도가 3.2배로 1년, 5년, 10년의 이식 신장 생

존율은 88%, 58.39%, 33.56%로 B형 간염이 없는 수여자의 1년, 5년, 10년의 

이식 신장 생존율  96%, 85.3 %, 69.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Table 5) 

다변량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수여자의 C형 간염 유무는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

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는 아니었다(Table 5).  이식을 시행

한 시기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1990~1994년, 1995~1999년에 시행한 수여

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able 5) 다변량 분

석에서는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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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graft survival b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univariate-analysis)

                                                                                       

Variable n risk ratio
95% CI Graft survival rate(%)

Lower  Upper 1Y 5Y 10Y

Pre transplant 
Diabetes   

 DM(-) 922 1.0 96.19 84.24 68.22 

 DM(+) 45 2.998 1.934 4.649 88.76 64.07 28.92

Pre transplant 
HBV infection

 Negative 854 1.0 96.12 85.32  69.62 

 Positive 25 3.292 1.982 5.470 88.00 58.39 33.56

 Uknown 88 1.669 1.215 2.293 95.45 72.62 53.48

Pre transplant 
HCV infection

 Negative 542 1.0 94.18 87.72  56.55 

 Positive 35 1.502  .885 2.548 100.0 70.29 41.27

 Uknown 390  .489  .382  .628 96.92 90.16 77.18

Transplant 
period year

        ~1989  183 1.0 93.42 78.02  56.24 

 1990~1994    466 .742  .572 .963 96.56 81.99 67.67

 1995~1999 250 .461 .304 .698 95.98 88.89

 2000~ 68 .245 .060 1.007 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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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시행 시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는 단인자 분석 시 수여자의 나이(55세 이상), 급성 거부반응의 기왕력, 

면역억제제의 종류, 이식 전 당뇨 및 B형 간염의 과거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 분석 시에도 이

러한 인자들은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시행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ABO혈액형의 차이, 조

직적합항원의 적합도는 비혈연간 신장이식 시행 후 이식 생존율에 단변량 분

석 및 다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증자의 연령은 다변

량 분석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여자의 종류(순수기증자, 교

환이식, 먼 친척, 부부간 이식)는 단변량 분석 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인

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환이식의 경우 그 예의 수가 적고 단변량 분석

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다변량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삼중면역요

법과 이식 시기에 따른 이식 신장 생존율은 단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 다변량 분석 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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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factors affecting the graft survival in living unrelated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multivariate-analysis)  

                                                                                                           

                            (계속)        

 

Variables N  Risk ratio
  95% CI 

      Lower     Upper

Recipient age

   35~44 years old 320 1.0

<25 years old 78 .807 .497 1.311

25~34 years old 233 .821 .593 1.136

45~54 years old 252 1.033 .757 1.410

 >=55 years old 84 2.482 1.684 3.657

Donor age

  25~34 years old 479 1.0

<25 years old 106 1.192 .828 1.717

35~44 years old 262 .842 .623 1.137

45~54 years old 104 1.351 .908 2.011

 >=55 years old 16 2.202 1.007 4.818

Main Immunosuppression

  Conventional CsA 435 1.0

Microemulsion CsA 498 .329 .230 .471

FK-506 34 .801 .220 2.918

Triple regimen with MMF 181 .874 .441 1.730

Pre-transplant diabetes + 45 2.819 1.789 4.442

Pre-transplant HBV infection 

  Negative 854 1.0

  Positive 25 3.531 2.086 5.977

  unknown 88 1.339 .962 1.863

ABO blood type, not-identical 200 1.194 .905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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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Variables N  Risk ratio
  95% CI 

      Lower     Upper

Degree of HLA mismatch 

  0~2 Ag 52 1.0

  3 Ag 499 1.100 .668 1.810

  4~6 Ag 416 1.125 .694 1.826

Acute rejection within 1 year,   

  Free 603 1.0

  one time 294 1.532 1.183 1.984

  Two times or more 70 2.858 1.978 4.131

Acute rejection after 1 year 82 4.045 3.002 5.452

Transplantation period year 

         ~ 1989 183 1.0

  1990~ 1994 466 .870 .660 1.147

  1995~ 1999 250 1.234 .673 2.262

  2000~ 68 .717 .140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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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신장이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석 요법에 비해 자유로운 식사 및 신체적 활동과 같은 삶의 질에 있어 우위

성, 정신적 재활의 가능, 경제적 부담의 감소, 수명의 연장 등의 면에서 말기 

신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법(Schwartz, 1991)으로 인정되어  많은 말기 신부

전증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시행 받길 희망하고 있다. 주면역억제제로 사이크

로스포린이 사용되고 임상 경험의 축적, 수술 술기 및 환자 관리의 개선 등으

로 신장 이식 후 이식신장의 생존율 및 환자 생존율은 많은 향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신장이식을 시행 받기 위한 공여 장기의 부족으로 공여 장기 확대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2000년 설립된 국립장기이식센터도 뇌사 

장기기증자 발굴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여 장기 확대 방안의 하나인 

비혈연간 신장이식 또한 부부간, 방계 혈족간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환

자들이 신장이식 시행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혈연간 신장이식을 시행 함에 있어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은 

조직적합항원일치군, 절반일치군, 비혈연간 신이식군 각각 93.7%, 87.6%, 

83.4%이며 10년 이식 신장 생존율은 각각 88.2%, 70.8% 66.9%이었다. 이는 

UNOS의 2001년 보고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이식 신장 생존율에 미치는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다변

량 분석시 공여자 및 수여자의 연령(55세 이상), 급성거부반응의 기왕력, 이식

전 당뇨 및 B형 간염의 과거력으로 나타났다. 사이크로스포린을 주면역억제제

로 사용한 이 후부터는 조직적합항원의 적합성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부분의 다기관 조사에서는 조직적합항원의 적합 정도가 이식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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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고하고 있다(Zhou YC, 1994; 

Cho YW, 199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이식 성적이 상이한 다기관

의 성적을 취합한 결과로 일정한 원칙 하에 신장이식이 시행된 단일기관에서

의 보고에서는 조직적합항원의 적합도에 따른 이식신장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된 경우도 있다(Tayler CJ, 1994; Mendez R, 

1991).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에서 모두 조직적합항원의 

적합성 정도가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단일 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에(HLA DR 항원 1개 이상 또는 HLA A+B 항

원 2개 이상) 부합되는 경우에만 신장이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조직 적합 항

원의 적합성 정도가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중 수여자의 연령은 이미 여러 

보고에서 수여자가 고령일수록 일차적인 신장질환의 유병 기간이 길고 혈관 

및 심장과 같은 순환계 등에 병발하는 질환 또는 전신적 합병증이 많이 동반되

므로, 면역억제제 투여에 대한 저항력과 탄력성이 약화되어 이식신의 생존율

이 낮다고 보고되어 왔다(임태호, 1999; 문장일, 1998).  본 연구에서도 수여

자가 55세 이상일 경우 이식신장 생존율에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으며 김

유선 등이 1996년 시행한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신장이식환자의 이식신장 소

실 원인의 대부분이(37예 중 27예, 73%) 환자사망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김유선,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식신장 생존율을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이식 신장 생존율로 분석하였기에 55세 이상의 이식 신장 소실의 원인

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55세 이상의 환자들에 있어서 낮은 이식신장 생존율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향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여자의 나이는 여러 연구에서 나이가 유의한 인자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는데 Alexander등은 3만예 이상의 사체 이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 34 -

에서 56-65세 사이의 공여자군과 65세 이상의 공여자군에서의 1, 2년 생존율

은 차이가 없었으나 공여자 연령군이 16-45세와의 비교에서는 10%와 14%

의 장기 생존율의 차이를 보였으며 재이식 환자의 경우 젊은 공여자일 경우 고

령의 공여자 경우보다 더 좋은 장기 생존율을 보이는 점을 들어 55세가 넘는 

공여자의 경우 잔존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그런 이유로 고령

의 공여자인 경우 이식 2년내 이식 신장 소실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Alexander JW, 1994), Lezaic등은  혈연간 생체 신이식의 경우에서도 신장 

공여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군에서는 이식신장 기능이 지체되고 12개월 후 

creatinine level, 합병증, 만성 거부 반응 등이 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고 보고하고 있다(Lezaic V, 1996). 반면 임태호 등은 공여자의 연령에 따른 

이식 신장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예의 수가 적음을 

제한점으로 들고 있다(임태호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연령이 단변

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변량 분석에

서 공여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이식신장 소실 위험도가 2.2배 높게 이

식 신장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이는 공여자의 연령

이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 의미 

있게 위험인자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장이식 시 공여자의 나이가 많으면 

신장 혈관에 동맥 경화성 변화와 연령 증가에 따른 nephron수의 감소 등을 일

으킬 확률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Johannes emdd 2000년에 발표한 

공여자와 수여자의 짝짓기를 통한 사체 신이식 환자 1269예의 분석에서는 55

세 이상의 고령의 기증자를 기준으로 네 군으로 나누어 8년 이식 신장 생존율

을 분석한 결과  고령의 공여자에게 수여 받은 수여자의 8년  이식 신장 생존

율이 22.5%로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공여자 수여자

간 짝짓기에서도 고령의 공여자에게서 수여 받은 젊은 수여자의 이식 신 소실 



- 35 -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환자에게 있어 가능한 고령의 공여자의 기증

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Johannes W, 2000).

주 면역억제제를 Microemulsion cyclosporine으로 사용한 경우 이식신장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아자티오퓨린을 

주면역억제제로 사용하던 시기보다 이식신의 단기 생존율이 약 10%정도 향상

되었다는 보고와 같으며(Knechtle SJ, 1994)  FK-506이 의미있는 인자가 되

지 못한 것은 그 대상자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면역요법은 최근 

들어 마이코페놀에이트와같은 보다 효과적인 면역억제제를 사용함의로써 신

이식 후 급성 거부 반응 발생을 감소시켜 이식신장 단기 생존율을 향상되었다

고 보고 되고 있으나(U.S. Renal Transplant Mycophenolate Mofetil Study 

Group, 1995)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사용한 삼중 면역 요법의 경우 단변량 분

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다변량 분석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 거부 반응의 기왕력은 발생 횟수 및 시기, 강도 및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이식신장의 장기 생존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

어지고 있다(문장일, 1998). 급성 거부반응은 초기 이식신장 소실의 주요한 원

인이다. 이식 후 1년 이내의 이식신장 소실 중 40%가 급성거부반응에 의한 이

식신장 소실로(오정택, 1998; 윤호성, 1997) 급성거부반응은 이식신장 생존

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서 급성거부반응의 횟수가 증가할수

록 이식신장 생존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급성거부반응에 

의한 직접적인 이식신장 소실로 초래되기도 하지만 급성거부반응이 장기적인 

이식신장 소실의 주요 원인인 만성 이식신장기능부전의 직접적인 위험인자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있어 신장이식은 사이크로스포린의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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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부신피질호르몬의 사용이 감소하고 이식 성공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

차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 환

자의 5년 생존율이 93%로 비당뇨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Basadonna G, 1992) 국내에서도 이상철 등이 시행한 연구에 의하

면 당뇨병 환자군이 비당뇨병 환자군에 비하여 기능적 이식신장 생존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상철 등, 2002).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식신장 생존율이 비당뇨병 환자와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도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 환자의 신장이식 후 경과는 음성인 군에 비해 

만성 간염, 간외 감염, 이식신 소실 및 사망의 위험으로 인한 위험이 높으며 신

장이식 전 간 조직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임상 경과는 차이를 보이며 이식신장 

생존율 및 환자 생존율에서 음성군에 비해 의미있게 낮다고 보고 되고 있다(강

신욱, 1995). 본 연구에서도 B형 간염항원 양성인 경우 이식신장 생존율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형 간염 양성군인 환자의 신장이

식은 이식 후 세밀한 신기능 및 간기능의 추적 관찰과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적 

요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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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혈연간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

자를 분석하고자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967예를 대

상으로 이식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면역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인자

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시행 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

자는 급성거부반응의 기왕력, 공여자 및 수여자의 연령(55세 이상), 이식 전 

당뇨 및 B형 간염의 과거력이었다. 또한 이식 신장 생존율은 혈연간 생체 신장

이식과 비교할 때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혈연간 88.26%, 비혈연간 83.39%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혈연간 신장이식 시에도 양호한 성공률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여 장기 부족의 확대 방안으로 비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각각의 위험인

자에 대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장 이식 환자의 사망을 제외한 기능적 이식 

신장 생존율(death censored graft survival rate)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

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 후  기능적 이식 신장 생존율에 대한 

위험 인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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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isk factors by transplant year

                                                                                          n(%)

                                                                                                  (계속)

                                                                                  

                 

Variable
Tx Period 

~1989 1990-1994 1995-1999 2000~ Total

Recipient Age

 35-44 5(2.7) 6(1.3) 3(1.2) 1(1.5) 15(1.6)

 < 25 16(8.7) 33(7.1) 12(4.8) 2(2.9) 63(6.5)

 25-34 51(27.9) 119(25.5) 49(19.6) 14(20.6) 233(24.1)

  45-54 44(24.0) 123(26.4) 70(28.0) 15(22.1) 252(26.1)

 >=55 13(7.1) 42(9.0) 23(9.2) 6(8.8) 84(8.7)

 total 183(100) 466(100) 250(100) 68(100) 967(100)

Donor Age

  25-34 18(9.8) 69(14.8) 16(6.4) 3(4.4) 106(11.0)

  < 25 99(54.1) 259(55.6) 99(39.6) 22(32.4) 479(49.5)

  35-44  53(29.0) 97(20.8) 81(32.4) 31(45.6) 262(27.1)

 45-54 13(7.1) 33(7.1) 47(18.8) 11(16.2) 104(10.8)

 >=55 0(0) 8(1.7) 7(2.8) 1(1.5) 16(1.7)

R-D Age Match

 YR-YD 119(65.0) 277(59.4) 121(48.4) 42(61.8) 559(57.8)

 OR-YD 51(27.9) 148(31.8) 75(30.0) 14(20.6) 288(29.8)

 YR-OD 7(3.8) 24(5.2) 36(14.4) 5(7.4) 72(7.4)

 OR-OD 6(3.3) 17(3.6) 18(7.2) 7(10.3) 48(5.0)

Recipient Sex   

 Male 131(71.6) 301(64.6) 165(66.0) 43(63.2) 640(66.2)

 Female 52(28.4) 165(35.4) 85(34.0) 25(36.8) 327(33.8)

Donor Sex 

 Male 130(71.0) 366(78.5) 174(69.6) 37(54.4) 707(73.1)

 Female 53(29.0) 100(21.5) 76(30.4) 31(45.6) 260(26.9)

D-R Sex Match

 Male to Female 37(20.2) 121(26.0) 60(24.0) 15(22.1) 233(24.1)

 Male to Male 93(50.8) 245(52.6) 114(45.6) 22(32.4) 474(49.0)

 Female to Female 15(8.2) 44(9.4) 25(10.0) 10(14.7) 94(9.7)

 Female to Male 38(20.8) 56(12.0) 51(20.4) 21(30.9) 1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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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Variable
Tx Period 

~1989 1990-1994 1995-1999 2000~ Total

Type of donors

 Distant relatives 8(4.4) 22(4.7) 19(7.6) 5(7.4) 54(5.6)

 Spouse 1(0.5) 11(2.4) 18(7.2) 13(19.1) 43(4.4)

 Exchange(SWAP) 0(0) 2(0.4) 53(21.2) 31(45.6) 86(8.9)

 Volunteer 174(95.1) 431(92.5) 160(64.0) 19(27.9) 784(81.1)

Degree of 

HLA mismatch

 0-2Ag 16(8.7) 27(5.8) 20(8.0) 4(5.9) 67(6.9)

 3Ag 66(36.1) 178(38.2) 96(38.4) 17(25.0) 357(36.9)

4-6Ag 101(55.2) 261(56.0) 134(53.6) 47(69.1) 543(56.2)

Acute Rejection  

Free 128(69.9) 271(58.2) 150(60.0) 54(79.4) 603(62.4)

1 time     42(23.0) 158(33.9) 81(32.4) 13(19.1) 294(30.4)

2 times or more 13(7.1) 37(7.9) 19(7.6) 1(1.5) 70(7.2)

AR onset time

Within 1year 160(87.4) 418(89.7) 239(95.6) 68(100) 885(91.5)

After 1year 23(12.6) 48(10.3) 11(4.4) 0(0) 82(8.5)

Main IS

CON-CsA    155(84.7) 280(60.1) 0(0) 0(0) 435(45)

Me-CsA    28(15.3) 186(39.9) 236(94.4) 48(70.6) 498(51.5)

FK-506      0(0) 0(0) 14(5.6) 20(29.4) 34(3.5)

ABO bood type

Identical    135(73.8) 381(81.8) 197(78.8) 54(79.4) 767(79.3)

not identical 48(26.2) 85(18.2) 53(21.2) 14(20.6) 200(20.7)

Retransplantation

Primary           183(100) 451(96.8) 210(84.0) 55(80.9) 899(93)

Retransplant     0(0) 15(3.2) 40(16.0) 13(19.1)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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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Variable
Tx Period 

~1989 1990-1994 1995-1999 2000~ Total

Pre transplant 
Diabetes

 DM(-) 177(96.7) 451(96.8) 232(92.8) 62(91.2) 922(95.3)

 DM(+) 6(3.3) 15(3.2) 18(7.2) 6(8.8) 45(4.7

Pre transplant 
HBV infection

 Negative 135(73.8) 409(87.8) 244(97.6) 66(97.1) 854(88.3)

 Positive 4(2.2) 14(3.0) 6(2.4) 1(1.5) 25(2.6)

 Unknown 44(24.0) 43(9.2) 0(0) 1(1.5) 88(9.1)

Pre transplant 
HCV infection

 Negative 57(31.1) 192(41.2) 227(90.8) 66(97.1) 542(56.0)

 Positive 2(1.1) 15(3.2) 17(6.8) 1(1.5) 35(3.6)

 Unknown 124(67.8) 259(55.6) 6(2.4) 1(1.5) 3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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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isk factors affecting the graft survival in 

living unrelated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Kyung Ock, Jeon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Ph.D, M.D.)

Shortage of donor organs is one of the major barriers to 

transplantation worldwide, especially, in countries where cadaveric 

organ donation is yet limited. 

From 1979 to 1984, we used azathioprine and prednisone as the main 

immunosuppressive therapy in the first 115consecutive kidney 

transplant patients. Since then, cyclosporine or tacrolimus has been 

used as a main immunosuppressive agent. From 1979 to June 2002, 

2115 kidney transplantations were performed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Among 2115 cases, total 1945 living donor 

transplantation cases excluding 55 cadaveric donor transplantation 

cases and 115 cases using AZA as the main immunosuppressive agents 

were identified as a study cohort. 

The minimum and mean follow-up periods were 12 and 87.8 months, 

respectively. Of these, 978 used LRDs and 967 LURDs. LURD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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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of volunteer (781), exchange donor (86), distant relative 

(54), spouse (43), and friend (3). The mean recipient age was 

39.7±10.9 years. The numbers of male and female were 707 and 260, 

respectively.  

The actuarial 5- and 10-year graft survival rates were 93.7% vs. 

87.6% vs. 83.4% at 5 years, and 88.2% vs. 70.8% vs. 66.9% at10 years 

in the HLA-identical, haploidentical and unrelated groups of patients, 

respectively. No graft survival difference was seen on multivariate 

analysis. The actuarial 5- and 10-year graft survival rates were 95.8% 

vs. 91.8% at 5 years and 92.1% vs. 84.0% at 10 years in the related and 

unrelated groups of patients, respectively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multivariate analysis. Common causes of 

mortality were infection(39.9%), cerebrovascular disease (13.1%), 

malignancy(9.6%), and cardiovascular disease (8.6%).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multivariate analysis, risk factors affecting the graft survival in the 

LURD groups were history of acute rejection, recipient age over 55 

years old, preoperative history of DM and hepatitis B viral carrier. But, 

ABO compatibility and degree of HLA matching were not significant risk 

factors. 

Good long-term graft survival was achieved in LURD kidney 

transplantation compared with that of  LRD kidney transplantation. 

Because of the striking discrepancy between organ donation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transplantation, LURD renal transplant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available donors when accompanied by a careful evaluation process.  

key words : kidney transplantation, graft surviva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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