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환자에서 

신장이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허  규  하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환자에서 

신장이식  
  

 

지도   김 순 일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허  규  하



허규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12월   일



감사의 글 

 

이식외과 전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

와 지도를 해주시고 든든한 버티목이 되어주시는 박기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 배려와 조언을 해주신 김순일 교

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데도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많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최인홍 교수님과 최규헌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

시는 김유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제가 있기까지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아껴주신 부모님과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드리며 이 

논문이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외과 생활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내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기쁨을 함

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려울 때 항상 힘이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

며 영광 돌리옵니다. 

 

저자 씀



 i

차   례 

 

 

국문요약...............................................................................1 

 

I.서론 ...................................................................................4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7 

  2. 연구 방법.....................................................................7 

   

III. 결 과  

 1. 환자의 특성 .................................................................12 

 

 2. 혈장 사혈, 감마 글로부린 정주, 면역 억제제 투여후 

림프구 교차반응..........................................................12 

 3. 신장이식후 신장 기능 및 부작용 .................................13 

  

IV. 고 찰 ...........................................................................19 

 

V.  결 론...........................................................................25 

 

참고문헌.............................................................................26 

 

영문요약.............................................................................30 

 

 



 ii

그림 차례 

Figure 1. Results of LCM in patients with LCM positive donors before 

and after plasmapheresis ................................................... 17 

 

 

Figure 2. Results of graft function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 18 

 

 

 

표 차례 

 

Table 1. Protocol for negative conversion by combination of 

plasmapheresis, IV immunoglobulin and immunosuppression.... 11 

 

   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 15 

 

Table 3. Complications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16



 iii

국문 요약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환자에서 신장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사이에 시행한 림프구 항체 반응이 양성일 경우

에는 신장이식의 금기증으로 여겨왔다. 이들은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성인 기증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만하며 생체 기증자가 있더

라도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일 확률이 높다.  

 본 연구자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생체 기증자에 대

한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하여 음성으로 

전환시키고자 혈장 사혈(plasmapheresis), 감마 글로부린(gamma 

globulin) 정주 및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다. 대상군은 남자

가 5명, 여자가 5명이었으며 평균나이는 44.9(35~60)세였다. 3명의 

환자는 재이식을 시행받는 경우이었다. 10명의 환자중 혈액투석을 

시행받는 환자는 7명이었고 복막투석을 시행받는 환자는 3명이었다. 

투석 기간은 9개월에서 120개월까지 다양하였다.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혈장 사혈을 시행하면서 감마 



 iv

글로부린 정주,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MMF(Mycophenolate 

mofetil), 및 스테로이드를 병용한 강력한 면역억제 요법을 사용하

였다. 혈장 사혈은 환자에 따라 두 번에서 여섯 번까지 시행하였고 

감마 글로부린은 7일간 정맥 투여하였고 수술 후 ATG(또는 OKT3)

를 5-10일간 투여하였다. 

 10명중 9명에서 음성 전환에 성공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

다. 수술 후 모든 예에서 초급성 거부반응은 발생하지 않았고 4명에

서 급성 거부반응이 있었으나 항거부반응 치료 후 급성 거부반응 

이전의 신장 기능으로 회복되었다. 이식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신

이식후 당뇨 5예, 바이러스 감염증 3예, 구내염 1예 등이었다. 수술

후 1년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들의 평균 크리아티닌은 1.5 

mg/dl 내외로 좋은 이식신 기능을 보였다. 이중 1명의 환자에서는 

이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크리아티닌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

여 이식신의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BK 바이러스 신증으로 진단

하였다. 그 외 나머지 8명의 환자는 현재까지 양호한 이식신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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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환자도 혈장 사혈 및 강력한 

면역억제제 투여를 병합하여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성으로 전환될 

경우 신장이식이 가능하였으며 이식 후 단 기간의 성적은 양호하였

다. 공여 장기가 부족한 현실정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림프

구 교차반응 양성 반응을 보이는 공여자도 장기 제공자로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 혈장 사혈, 신장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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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술 직전에 시행한 신이식 수혜자와 공여자간의 림프구 교차반

응이 양성인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면 초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이식의 금기증으로 여겨왔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신이식을 기다리는 수혜자의 20-40%가 패

널 반응성 항원(panel reactive antigen)의 80% 이상에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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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를 가진 고감작 환자에 속한다.1,2 이런 환자는 뇌사 신장 공여

자에 대한 림프구 교차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양

성일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투석을 시행하면서 음성으로 전환되기

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들의 불편감을 해소하기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Taube 등1은 고감작(highly 

sensitized)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혈장 사혈(plasmapheresis) 및 

면역 흡착(immunoadsorption) 방법을 이용하여 15명에서 PRA의 

농도를 최소화한 후 뇌사자 신장이식을 시행하여 단기적인 성공을 

보고하였으나 이식 후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지속적인 급성 거부

반응의 증거가 남아있음을 보고하였다. Tyan 등3은 고감작 환자 

18명에게 수술 전에 감마 글로부린(gammaglobulin)을 정맥으로 

투여하여 이중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성으로 전환된 2예에서 각각 

심장과 신장이식을 시행하여 성공한 예를 보고하였다. 최근에 

Schweitzer 등2은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생체 신장 기증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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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에 혈장 사혈, 감마 글로부린 정

맥 주사 및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복합 투여한 결과 음성으로 전환

된 11명을 대상으로 신장이식을 시행하여 성공하였음을 보고하였

다. 결과적으로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생체 공여자가 있는 환자

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

장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신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중 고감작 환자의 비

율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나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연

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기위해 림프구 교차반

응 검사를 시행받은 943명을 조사한 결과 138명(14.6%)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환자들 중 

Schweitzer등2이 사용하였던 방법을 변형하여 적용시킨 후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에게 신장이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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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혜자와 공여자간의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을 보인 환자 중 혈장 

사혈을 포함한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 전환 치료를 자원한 환자 1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림프구 교차반응 검사는 T 림프구에대한 

항체를 측정하기위해 NIH(national institute center of health), 

Johnson, 그리고 AHG(anti-human globulin) 방법을 이용하였고 B 

림프구에 대한 warm antibody를 검사하였다. 이들 검사 중 한가지

라도 양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으로 간

주하였다. 

 

2. 연구 방법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 전환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혈장 사혈 3

일 전부터 0.75gm의 MMF(Mycophenolate mofetil)를 하루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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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투여하였고 혈장 사혈을 시작하는 날부터 MMF와 함께 0.05 

mg/kg의 Tacrolimus를 하루에 2회 경구 투여하였고 그 이후부터

는  Tacrolimus 혈중 농도를 검사하여 15 ng/ml 내외가 되도록 

용량을 조절하였다. 스테로이드는 prednisone을 사용하였으며 

0.25 mg/kg를 하루에 2회 경구 투여하였다. 혈장 사혈은 월, 수, 

금요일에 격일로 시행하였으며 혈장 사혈 다음날 림프구 교차반응

을 시행하여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에서는 즉시 신장이식을 시행하

였다. 혈장 사혈을 포함한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 전환 치료에도 불

구하고 음성으로 전환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음성 전환 치료를 최

대 6번까지만 시행하였다. 혈장 사혈은 COBE spectra 기계를 사

용하였으며 한번에 제거하는 혈장 용량은 hematocrit × total 

blood volume(남자 70 ml/kg, 여자 60ml/kg)으로 계산된 양을 적

용하였고 제거된 혈장은 전량 5% 알부민과 생리 식염수로 대치하

였다. 감마 글로부린은 총투여량 500 mg/kg을 일주일간 나누어서 

혈장 사혈이 끝난 직후 1시간동안 정주하며 최대 7일동안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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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Tacrolimus 혈중 농도는 월, 수, 금요일에 측정하여 15 

ng/ml 내외가 되도록 복용량을 조절하였다. 혈액 투석을 하는 환

자는 화, 목, 토요일에 투석을 시행하였다. 림프구 교차반응 검사는 

화, 목, 토요일에 시행하여 음성으로 전환시에는 응급으로 신장이

식을 시행하였다(Table 1). 

 신장이식 수술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신동맥, 신

정맥 문합후 10-20분간 혈액을 재관류시켜 초급성 거부반응 소견

이 없으면 요관방광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OKT3 또는 

ATG(anti-thymocyte globulin)를 사용하였는데 첫번째 환자만 

OKT3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ATG를 사용하였다. 

OKT3를 사용한 경우는 수술 직후 5 mg을 20분간 투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5일간 투여하였고 ATG는 15 mg/kg를 수술 중에 동

맥 문합 시작시부터 시작하여 약 6-8시간동안 투여하였고 수술 후 

5-9일간 사용하였다.  

 수술 후 Tacrolimus의 혈중농도는 수술 전과 동일하게 15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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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로 유지하였고 스테로이드는 methylprednisolone 1,000mg으

로 유도한 후 점차 감량하여 하루 유지량이 prednisone 0.2 

mg/kg(10-12.5 mg/day)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MMF는 수술 전과 

같이 1.5 g을 하루 2회로 나누어 경구 투여하였고 2-3주 후에는 

1.0 g으로 용량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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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tocol for negative conversion by combination of 

plasmapheresis, IV immunoglobulin and immunosuppression 

Week    Day                                    Procedure 

  1       Fri               * Start mycophenonate mofetil (1.5 g #2 sig P.O daily) 

          Sun              * Insert central line 

  2       Mon             * Start tacrolimus(0.1 mg/kg #2 sig P.O. daily), dosage 

                             adjustment for a 12-hr trough blood level of 15 ng/ml 

                           * Start prednisone(0.5 mg/kg # sig P.O. daily) 

                           * Start mycostatin suspension 200 ml q 6hr sig P.O daily 

                           * Start Mylanta gel(10ml) q 2hr sig P.O. daily 

                           * Start Zantac 3T #3 sig P.O. daily 

                           * Start U-prin 2T #2 sig P.O daily 

         Mon, Wed, Fri     * Plasmapharesis 

                            * IVIG 

         Tue, Thu, Sat      * Run cross-match 

                            * IVIG 

                            * Possible transplant(if cross-match is negative) 

  3      Mon, Wed, Fri     * Plasmapharesis 

         Tue, Thu, Sat      * Run cross-match 

                            * Possible transplant(if cross-match is negative) 

          POD 1~ 10       * ATG 15 mg/kg + Half saline 250 ml #1 sig IV for 1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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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환자의 특성 

 신장 공여자에 대하여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 반응을 보인 10명의 

환자 중 남자, 여자는 각각 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4.9세(35-60

세)이었다.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는 7명이었으며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는 3명이었다. 3명의 환자는 재이식 예정자이었다. 

추적 관찰 기간은 최소 9개월, 최대 22개월이었다(Table 2). 

 

2. 혈장 사혈, 감마 글로부린 정주, 면역 억제제 투여 후 림

프구 교차반응 

이식 전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10명에게 혈장사혈, 감마글로부

린 정주,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9명에서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

성으로 전환되어 신장이식을 시행하였다. 신장이식을 시행한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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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공여자와의 관계는 혈연지간이 5명, 비혈연지간이 4명이

었다. 

3. 신장이식 후 신장 기능 및 부작용 

음성으로 전환될 때까지 시행한 혈장 사혈의 횟수는 2회 4명; 3

회 2명; 1회,4회,6회 각각 1명이었다. 음성 전환으로 실패한 1명은 

초기 항체 역가가 T 세포의 NIH, Johnson, AHG 그리고 B 세포의 

warm 항체가 모두 1:16로 높았으며 6번의 혈장 사혈에도 불구하

고 항체 역가가 감소하지 않았다(Figure 1).  

 나머지 9명의 환자에서는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성으로 전환된 것

을 확인한 후 즉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예에서 초급성 거부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첫번째 환자는 수술 후 OKT3를 투여하

였는데 근육통, 폐부종등의 cytokine release syndrome이 발생하

여 5일간만 투여하였고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었다. 두번째 환자부

터는 cytokine release syndrome을 피하기 위하여 OKT3대신 

ATG를 사용하였다.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으로 전환된 9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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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신장 기능은 모두 양호하였다. 1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1년 1

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이식신 기능 부전 소견을 보였고 이식신 조

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BK 바이러스 신증으로 진단되었다. 그 외 

나머지 8명의 환자는 현재까지 크리아티닌 1.5 mg/dl 내외로 잘 

유지되고 있다(Figure 2). 급성 거부반응은 4명의 환자에게서 발생

하였는데 모두 수술 후 한달 이내에 발생하였고 임상적 소견으로 

진단하였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강타 요법을 시행하여 모두 급성 

거부반응 이전의 신기능으로 회복되었다.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식 수술 후 초기에 2명의 환자에서 각각 발

생하였는데 1명은 수두, 다른 1명은 대상포진 및 거대 바이러스

(cytomegalo virus) 감염증이 생겼으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

고 면역억제제의 용량을 감량하여 치료하였다.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3명의 환자에서 각각 구내염,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였으나 면역억제제의 일시

적 중단또는 일부 감량으로 호전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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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1 M/49    HD/12   4  Yes 

2 F/60    CAPD/11   2  Yes 

3 M/43    HD/106   1  Yes 

4 F/35    HD/120   3  Yes 

5 F/41    CAPD/24   3  Yes 

6 F/39    HD/9    2  Yes 

7 M/40    HD/19   6  No 

8 F/47    CAPD⇒HD/60  2  Yes 

9 M/53    HD/1    2  Yes 

10 M/42    HD/36   6  Yes 

Pts Sex/Age  Dialysis/Duration(Mon) No. of   Tramasplanted 

plasmaph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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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lications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1 OKT3× 5 1 Cytokine release syndrome 

2* ATG ×7  3 Urine leakage 

   10 Oral thrush 

3* ATG× 10 17 Lymphocele 

   75 PTDM** 

4 ATG ×5  19 Leukopenia 

   24 Chicken pox 

   65 PTDM** 

5* ATG× 5  17 PTDM** 

   24 UTI 

6* ATG× 5  1 Thrombocytopenia 

   404 BK virus nephropathy 

   465 PTDM** 

7 ATG ×5   None 

8 ATG×5  16 PTDM** 

9 ATG ×6  21 CMV infection 

*Acute rejection: complete response for steroid pulse therapy 

**PTDM: posttransplant diabetus mellitus 

Pts   Antibody(days) POD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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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ults of LCM in patients with LCM positive donors 

before and after plasmapheresis 

 

Axis X : serial LCMs 

Axis Y : Dilutional power 

NIH  ◆-----◆ Johnson -■----■ 

AHG  ▲-----▲ 

B cell(warm Ab)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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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graft function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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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공여자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잠재 생체 신장 공여

자가 있는 신장 수혜자가 공여자에 대하여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

우는 신장이식의 절대적인 금기증으로 인정되어있는 큰 제약이었

다. 이런 수혜자의 경우 대부분 PRA 검사상 양성율이 높은 고감작 

환자들인데 공여자에 대한 항체 반응이 저절로 음성으로 전환되기

까지 기다리거나 림프구 교차반응이 음성인 다른 공여자를 찾을때

까지 투석을 하며 지내다가 결국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인 뇌사자에게 신장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이식후 초급성 또는 급성 거부반응이 생길 가능성

이 높으며 이런 경우 치료가 쉽지 않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공여자에 대한 림프구 교차반응이 양성인 수혜자에서 항

체를 제거하거나 역가를 낮추려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1,3-13 최근에 Schweitzer 등2은 혈장 사혈, 감마 글로부린 정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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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및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항체

를 제거한 후 림프구 교차반응을 음성으로 전환시킨다음 신장이식

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혈장 사혈은 혈액 투석으로는 제

거되지 않는 자가 면역항체, 면역복합체, 고분자량의 단백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혈장 사혈에 의한 단백의 제거는 단백

이 혈관내부와 외부에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IgM과 같

은 단백은 주로 혈관내에 분포하므로 혈장량만큼 혈장교환을 3회 

실시하면 90-95%가 제거된다.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경우 공여

자에 대한 IgM 항체를 제거하기위해 혈장 사혈을 시행한다. 면역 

흡착 및 혈장 사혈만을 시행하면 조직항원 특이항체(HLA-specific 

antibody)의 역가가 감소하나 이식 후 항체의 재출현으로 이식편

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6-13,20 감마 글로부린은 혈장 사혈 후 

발생하는 항체의 반동(rebound) 합성을 막는 역할을 하여 항체의 

역가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B 세포의 anergy를 유발시

킨다.2,14-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혈장 사혈은 최대 6번까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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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감마 글로부린을 투여하여 항체의 반동 합성을 예방하고 

혈청 IgG를 채움으로써  혈장 사혈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및 면역복합 질환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면역억제제인 

Tacrolimus는 T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며 MMF는 B 세포의 증식

을 억제하여 항체의 형성을 막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3,17-19 본 연

구에서는  Schweitzer등2이 사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차

이가 있는데 수술 후 OKT3를 10일간 투여하는대신 ATG를 사용

하였으며 투여 기간도 5-9일로 단축시켜 용량을 감량하고 MMF는 

하루에 2.0gm 사용하는 대신 처음부터 1.5gm을 투여하였으며 이

식 2-3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1.0gm으로 줄여 사용하여 감염, 위

장관 합병증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대

상 환자 중 MMF 복용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은 없었다. 신이식 

후 OKT3는 첫번째 환자에서만 사용하였는데 투여 후 전신 근육통, 

폐부종 등의 cytokine release syndrome 소견을 보였으나 대증적 

치료로 회복되었다. 두번째 환자부터는 OKT3의 사용으로 인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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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을 피하고자 ATG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기간도 처음 2명의 환

자에서만 각각 7일, 9일 사용하였고 이후 나머지 환자들에서는 5일

간으로 단축 투여하였으나 급성 거부반응의 빈도가 더 증가하였거

나 그 강도가 더 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ATG의 투여기간을 줄

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감염, 악성 종양 등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10명중 9명이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으로 전환되었는

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장 사혈 전 항체 역가가 1:2에서 1:4정도

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성으로 전환이 안된 

한 명에서는 초기 항체 역가가 1:16으로 높았다. 따라서 림프구 교

차반응 양성인 환자들 중 항체 역가가 1:2에서 1:4 정도로 비교적 

낮은 환자들에서 혈장 사혈을 포함한 항체 음성 전환 치료가 용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 기간 중 추적 기간이 1년 이상인 환자는 7명이었으며 이 중 

3명에서 이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혜자와 공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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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구 교차반응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는데 3명중 1명(OKT3를 사

용했던 첫번째 환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환자는 

현재 혈청 크레아티닌 1.4 mg/dl 전후로 이식신의 기능은 정상이

며 급성 거부반응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환자의 경우 향후 장기적

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이식 수술 후 림프구 교차반응이 다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이식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성으로 전환된 9명 중 수술 후 4명에서 급성 거부반응이 발생

하였는데 스테로이드 강타 요법에 좋은 반응을 보여 혈청 크레아

티닌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급성 거부 반응이 발생하기 이전의 

신장 기능으로 회복되었다. 현재까지 1명만이 수술 후 1년 1개월 

후 신기능 저하 소견을 보여 이식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BK 

바이러스 신증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는 Tacrolimus 및 ATG의 사

용으로 인한 강력한 면역억제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이 환

자의 경우 신이식 후 1년째 공여자와의 림프구 교차반응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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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행하였는데 음성이었다. 나머지 환자들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mg/dl 전후로 신장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 9명의 환

자 중 2명에서 수술 후 초기에 1명은 수두, 1명은 대상포진 및 거

대바이러스(cytomegalo virus)에 감염되었으나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 및 면역 억제제의 하향 조절 등으로 치료되었다. ATG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의 빈도 및 증상의 정도는 ATG를 사용하지 않

았던 신장 이식환자들과 비교시 더 높거나 심하지는 않았다. 따라

서 이들 환자에서 신이식 후 ATG의 단기간 사용은 감염 등의 합

병증은 최소화하면서 이식신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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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신장 공여자에 대한 림프구 교차반응 양성인 신장이식 대기자에

게 혈장 사혈, 감마 글로부린 정맥 투여 및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90%의 환자에서 림프구 교차반응 음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 환자에게 신장이식을 시행하여 양호한 단기 성적을 

얻었다. 따라서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식의 

기회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장

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향후 더 많은 수의 시술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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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 transplantation in patient  

with cross-match positive live donor 

 

Kyu Ha Huh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n Il Kim, M.D.) 

 

It is well-known that kidney transplantation cannot be done if 

recipient has circulating antibodies showing positive 

lymphocyte cross-match to the organ donor. Unfortunately, 

these patients also show high rate of positive lymph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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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match to live donors when they have donor candidates in 

their family members and have to be on dialysis until 

compatible donor comes up. We performed combination therapy 

with plasmapheresis, intravenous gamma globulin injection and 

potent immunosuppression in patients who had positive LCX to 

their living donors. 

As results, ten patients, five women and five men who showed 

positive lymphocyte cross-match to their living donors, 

underwent the conversion trials between January 2002 and 

February  2003.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44.9 (35-60) 

years and the duration of dialyses varies from 9 to 120 months.                    

We used combination therapy with plasmapheresis, 

intravenous gamma globulin injection,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MMF) and steroids. Kidney 

transplantation was preformed immediately after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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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of LCX as a semi-elective procedures. Five to ten 

day courses of ATG (or OKT3) were used as an induction 

immunosuppression after transplantation. Tacrolimus, MMF, and 

steroids were also used as a maintenance immunosuppression.    

We could achieve negative conversion of LCX in nine out of 

ten patients, and kidney transplantations were performed 

successfully in these 9 patients. There was no hyperacute 

rejection during the operations, but acute rejection episodes 

developed in four patients during their early postoperative 

periods. Steroid pulse therapy was used as a primary therapy to 

treat acute rejection episodes and all four patients showed 

complete recovery of their graft function after the treatments.  

 We did successful kidney transplantation in nine patients who 

achieved negative conversion of LCX to their donors after the 

combination therapy with plasmapheresis, IV immunoglobulin, 



 ３０

and potent immunosuppression. All patients showed excellent 

graft function since their operations and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complications except four reversible acute rejection 

episodes. Therefore, we report that the use of combination 

therapy in patient who has LCX positive living donor is 

successful. Further long-term study with more patients is 

needed for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this trial. 

 

Key words : positive lymphocyte cross-match, plasmapheresis, 

kidney transpla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