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간이식 후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사망과 합병증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보건정보통계전공 

김     중    권 

 



 

간이식 후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사망과 합병증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지도  남   정   모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13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보건정보통계전공 

 

김     중     권 



김중권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남 정 모  (인) 

심사위원    박 소 희  (인) 

심사위원    최 동 우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년 12월 13일 

 



감사의 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만학도에게 대학원 생활은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논문을 끝내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던 

교수님과 주변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저를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남정모 교수님, 통계학을 배움에 있어 항상 이해하기 쉽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신 박소희 교수님, 언제나 웃으며 논문에 필요한 조언과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최동우 박사님, 장현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학문적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립암센터 이도훈 과장님, 공선영, 

심효은 선생님,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신 박인순, 심재성, 한지선 선생님 저와 

같이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학원 다니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혜정, 호열이 789 모임의 경남, 

황지은이 손 많이 가는 윤아 똑부러진 이지은 조기 졸업한 현정이 여군의 

멋짐을 보여준 예은, 혜빈이 코로나로 인해 1 학기만 같이 수업 받았지만 

너희들과 동기가 된 건 정말 행운이었고 행복했다. 

하고 싶은 건 해야 한다고 항상 말하는 아내 미경이와 어른도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는 아들 현우 또 학교 가냐고 말하던 딸 연수 가족 모두가 

도와줘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 공부한다고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 보시던 어머니 박행자 



여사님 항상 시간 될 때 마다 응원해 주던 형 진심으로 고마워. 사위 

바쁘다며 건강 챙겨 주신 장인, 장모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우린 아직 늙지 않았다 말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종우, 미자, 진희, 지연이 

그리고 가족 같은 종근이형, 소영이 유부모임의 승진, 웅, 성주, 재인이 

고등학교 때 몰려다니던 상진, 성빈, 종희, 보윤이 논문 나오면 보여 달라던 

영환, 안준이 걱정 많은 호령이와 낙천적인 현웅이 나와 같이 병원 신세를 

졌던 유정이, 승희누나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던 준표, 꽃님이 컴퓨터 

이상하면 달려와준 희승이형 공부하다 힘들면 연락하라는 서연, 부석이 

부모가 되어버린 아름, 영석, 강림, 동진이 근무 바꿔줘서 너무 고마운 미정, 

형식이형 일 잘하는 상미샘 멋진 형제 수용이형, 근용이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1 년 12 월 

김중권 올림 

 



i 

 

차 례 

 

국문요약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이론적 배경 ··························· 4 

1. 간이식 수술 ·························· 4 

2. 이식 후 담도계 합병증 ····················· 6 

3. 이식 후 사망원인 ························ 7 

 

Ⅲ. 연구방법 ····························· 9 

1. 연구의 틀  ··························· 9 

2. 연구자료 ··························· 10 

3. 연구대상 ··························· 12 

4. 변수의 선정 및 정의 ····················· 12 

5. 분석방법 ··························· 15 

 

Ⅳ. 결과 ······························ 16 

1.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6 

가. 사망한 환자들의 특성 ···················· 16 

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 ··············· 18 



ii 

 

다. 사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 ·········· 19 

2. 연구 대상자의 사망 및 합병증 발생률 위험 비교 ········ 20 

가. 사망한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CCI에 따른 생존기간비교 ·· 20 

나. 합병증 발생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CCI에 따른 생존기간 

비교 ··························· 22 

다.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CCI에 따른  

생존기간비교 ························ 24 

라.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간 이식 후 사망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 26 

마.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간 이식 후 합병증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 27 

바.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간 이식 후 사망 또는 합병증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 28 

마. 사망에 따른 사망위험도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29 

바. 합병증 발생에 따른 발생위험도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31 

사.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에 따른 발생위험도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33 

 

Ⅴ. 고찰 ······························ 35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 35 

2. 본 연구의 제한점 ······················· 38 

 

Ⅵ. 결론 ······························ 40 

 



iii 

 

참고문헌 ······························ 42 

 

Abstract ····························· 51 

 

  



iv 

 

표 차 례 

 

Table 1. Sample cohort DB configuration ·············· 11 

Table 2. Categorization on Charlson comorbidity index ······· 14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died after liver  

transplantation ······················· 17 

Table 4.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 18 

Table 5.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died or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 19 

Table 6. Hazard ratio of patients who died after liver transplantation · 30 

Table 7. Hazard ratio of patients who complic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 32 

Table 8. Hazard ratio of patients who died or complic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 34 

  



v 

 

그 림 차 례 

 

Fig 1. Current status of liver transplantation in Korea ········ 1 

Fig 2. Framework of research ··················· 9 

Fig 3. Died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 21 

Fig 4.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 23 

Fig 5. Died or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 25 

Fig 6.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 26 

Fig 7.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 27 

Fig 8.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died or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 28 

 

  



vi 

 

국문요약 

 

간이식 후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사망과 합병증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 내 간이식 수술을 한 대상자에게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찰슨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에 따른 사망률

과 담도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유출, 담도 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향후 간이식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에 등록된 대상자중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에 주상병, 부상병 코드로 간이식을 받거나 수술 코드로 간이식을 시행한 사

람에서 중복된 환자를 제거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 후 2년의 wash-

out 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지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수준

은 간이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찰슨 동반상병지수의 값은 간

이식 시행 2년 전에부터 간이식 시행 시점까지로 계산하였다. 각 대상자의 나

이는 45세 이하, 45세에서 55세, 5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소득수준

에 따라 0~1분위, 2~8분위, 9~10분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변수를 정의

하였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지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술 후 주상병

이나 부상병으로 담도 협착 코드(K83), 담즙 유출 코드(K85), 담도 담석 코

드(K87)를 한번이라도 진단 받았다면 합병증으로 분류하였다. 사망 및 담도

계 합병증 발생 기간은 간이식 시행부터 발생까지의 일수와 발생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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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마지막 추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간이식 시 사망과 합병증에 따른 비교는 Kaplan-Meier 

method에 의한 생존곡선으로 추정하고 Log-rank method으로 상병간 생존

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간이식 이식 후 사망과 합병증에 영향을 미

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Un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상대위험도를 추정하였다.  

사망과 관련해서 소득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중간소득은 0.97배, 고소득은 

0.72배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망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는 2점 이하에 비해서 3-5점은 1.13

배 6점 이상은 1.40배로 CCI점수가 증가할수록 사망위험도는 높아지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합병증은 소득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중간소득

은 0.87배, 고소득은 0.66배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낮

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는 2점 

이하에 비해서 3-5점은 1.71배 6점 이상은 2.11배로 CCI점수가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망 또는 

합병증의 소득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중간소득은 0.94배, 고소득은 0.74배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는 2점 이하에 비해서 3-5점은 1.43배 6점 

이상은 1.93배로 CCI점수가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사망, 합병증 모두 소득이 증가하면 위험도가 낮아지고, CCI 값

이 높아질수록 위험도는 증가하였다. 개인의 재정적 장벽이 간이식 후 사망률

과 합병증 발생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건강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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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

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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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초의 인간 간 이식 수술은 1963년 Thomas Starzl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이후 20년은 기증자 장기의 질, 수혜자 선택, 수술 및 수술 전후 관리, 면

역억제 및 감염 합병증의 어려움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발전

은 간이식을 실험적 절차에서 말기 간 질환 및 특정 암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

로 변화시켰습니다. 소수의 선구적인 프로그램에서 간 이식은 80개국 이상에

서 수백 개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환자의 1년 생존율은 80%를 초

과했으며 결과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Zarrinpar and Busuttil, 2013). 

 

 

Fig 1.  Current status of liver transplantation in Korea(유수연, 2015) 

 



２ 

 

서구와 아시아의 간이식 적응증은 각각 C형 간염 과 B형 간염에 의한 간경

화로 양상이 다르며, 주요 공여자에서도 서구에서는 뇌사자, 아시아에서는 생

체를 이용한 장기이식이 수행되고 있으며, 생체를 이용한 간이식은 아시아에

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지속적인 면역억제제의 

복용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의 증가와 이식 후 장기생존율 (Long-term 

survival rate)이 감소되고 있다. (King et al., 2019) 하지만 국내 장기이식 후 

사망률 및 사망원인 관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

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간이식 수혜자

의 전체 사망률 및 담도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유출, 담도 담석)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간 이식 수술 후 담도계 합병증은 비교적 흔하면서 이식 간과 환자의 생존

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담도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유출, 담

도 담석)을 보고한 산발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뇌사자 간이식술은 8~30%, 생

체 부분간이식술은 대부분 연구가 성인과 소아를 포함한 것이지만 6~23%로 

빈도를 보고하였다. 

한편, 개인의 소득수준은 만성질환관리와 건강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로 알려져 있다. 낮은 소득수준의 계층은 만성질환의 높은 발생률, 높은 유

병률, 합병증 발생 및 입원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소득 계층

이더라도 개인의 건강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

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 박탈 수준은 부정

적 건강 결과와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홍주희 et al., 2021)  

  

이 연구는 개인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상호작용이 

간이식 수술 후 사망률과 담도계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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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

트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 내 간이식 수술을 한 대상자에게서 개인의 사회경제

적 수준 및 찰슨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에 따른 사

망률과 담도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유출, 담도 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향후 간이식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간이식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사회경제적 수준과 찰슨 

동반상병지수를 분류하여 빈도 및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간이식 수술 후 사망한 대상자 수와 담도계 합병증 발생 위험 확률을 

확인한다.  

 

셋째, 간이식 수술을 한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따른 사망률과 담도계 합

병증 발생의 위험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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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간이식 수술 

 

간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기로 특히 그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아직까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며, 간경변증, 

전격성 간부전 등의 간질환이 진행되어 더 이상 내·외과적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시행되는 수술로, 

우리나라는 만성 B 형 간염 유병률과 간암의 발생률이 높아 세계에서 

4 번째로 많은 간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간이식 수혜자는 간이식 수술 

후에도 평생 동안 원인 질환의 재발 방지 치료 및 면역억제제 투약 등으로 

환자 역할을 지속하게 되어, 변화된 삶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전미경, 2016) 

간이식 후 생존율이 향상되어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해 왔으 

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해 한국의 뇌사 공여자의 수가 적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2018 년 International Registry 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RODAT)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 뇌사기증율이 24.41 

PMP1) 이고, 한국은 7.12 PMP(Per Million Population: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수) 이지만 생체 이식의 기증율 (미국 1.25 PMP, 한국 21.34 PMP)이 

높아 뇌사 공여자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간이식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 2019).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기존치료법으로 질환의 진행을 멈출 수 없고, 

진행성, 불가역성, 치사성 간질환들로 간이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남은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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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 년 미만인 질환이다. 성인에서의 간이식 적응증의 70% 이상이 간경변 

(원발 및 속발성, 담즙성, 알코올성, 바이러스성)이고, 국내에서는 B 형 바이러 

스에 의한 간염이 주원인이나 미국 및 일본은 C 형 바이러스 및 알코올 간질 

환이 가장 많다(Lee and Kim, 2009; Zakhari, 2013). 그 외, 전이가 없는 

원발 간암 및 일부 내분비 기원의 전이 간암, 전격성 간부전, 경화성 담관염 

등이 있고, 소아에서는 담도 폐쇄증, 대사간 질환등이 있다 (이승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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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 후 담도계 합병증  

 

장기이식 후 합병증은 이식수술과 연관된 외과적합병증과 면역억제제 사용

으로 인한 내과적 합병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식 후 외과적 합병증으로 

복강 내 혹은 장관 내 출혈의 빈도가 높으며 그 외, 혈관 의 문합부 협착 및 

혈전증, 담즙이 누출되거나 담도 문합의 협착이 발생하는 담도 합병증 등이 

발생 할 수 있다(Jin et al., 2013) 

담도계 합병증으로 담도 협착은 담도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황달이 동반된 

담도 협착은 양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악성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양성 협착의 원인에는 흔히 간이식이나 담낭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의인

성, 만성 췌장염, 간흡충증,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자가면역 췌장염, 자가면역 담도염 및 간 이식 후 허혈성 등이 

있다(김국현, 2018). 담즙 유출이란 간의 담즙 분비와 담낭, 담관 내에서 각

기 형성되는 압력과의 복합적인 연관관계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담낭관은 괄

약근의 성질을 가지고 담낭을 채우고 비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도계

는 공복시에도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

다.(Kim, 1997). 담도 담석은 담도 내 불용성물질이 응결, 침착 되어 형성되

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담낭관 혹은 담도 폐쇄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담석증이라고 한다. 담석증은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잦은 재발과 여러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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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식 후 사망원인 

  

국내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의 원사인 (Underlying cause of death)과 외인 

사의 사항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수집하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정의하는 원사인의 개념은‘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들을 야기한 질병 또는 손상’또는‘치명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을 의미한다(WHO, 2016). 원사인을 국제 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ICD-10)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7th revision, KCD-7)에 따

라 사망원인 통계를 산출하고, 이는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 간의 건강 정보 비

교를 통한 국민보건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 수립과 안전과 관련한 사

망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보건정책 등의 기초 자료가 

된다(오수현 등, 2019). 

장기이식 후 사망률에 관해서는 보고된 결과들이 비교적 많지만 후기 사망 

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부분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공여자 

등록 및 분배와 이식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적 등록 프로그램 (KONOS) 

이 있어 매년 장기이식 현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식 전후의 위험요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단일기관 또는 소규모 코호트를 기반

으로 진행된 연구에 국한 되어 있다(구태연 등, 2008).  

다기관에서 수행된 간이식 연구에 의하면, 초기(1-5 년) 및 후기(5년 이상)

에서 주요 사망원인은 간 관련 질환(27-28%)으로 이 전 연구들에서도 유사

한 결과를 보고했다 (Busch et al., 2018; Lukes et al., 2006). 간 질환, 악성 

종양의 사망률이 후기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노령, 이식 전

후의 당뇨병, 알콜성간질환이 위험요인이라고 했다.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이

식 후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암종의 재발이고, 패혈증, 만성 거부반응 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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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Klintmalm et al., 2011; Mazzaferro et al., 1996; Yokoyama et 

al., 1991). 

간이식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사망원인은 연구에 따라 사망 질환의 비중

이 다르고, 주요 원인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향후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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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Fig 2. 연구의 틀 

 

 

  

간이식 받은 환자

Kaplan-Meier method

Log-rank test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생존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분위, 사망일자

건강 형태학적 특성

찰슨 동반상병지수(CCI)

간이식 후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합병증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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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는 2011년에 구축된 

‘국민건강 정보 DB’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정보 DB는 2002년부

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

역, 상병내역, 처방전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일 중심으로 수집되었던 

원자료를 진료 개시일 중심으로 변환한 것이다. 표본 코호트 DB는 이 국민건

강정보 DB를 기반으로 2002년 자격 및 진료 자료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대표

하는 표본을 추출한 뒤, 이들에 관한 2010년까지의 정보를 코호트 형태로 구

축하고, 추후 이들에 관한 2013년까지의 정보를 추가하여 구축한 자료이다

(Lee et al., 2017) 

표본 모집단은 46,605,433명이며, 전체 표본 수는 5천만, 전 국민의 약 2% 

정도인 1,025,340명이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2년 간 자격 및 소득

정보(사회경제적 변수), 병․의원 이용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요양 기

관 정보를 코호트(Cohort, 특정한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조사하는 방법) 형식으로 구출하고 여기에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사망

원인코드: 중분류, 세분류)를 연계한 뒤,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수집 및 관

리되는 연구용 DB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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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표본 코호트 DB 구성현황 

 

  

구성 내용 비고

자격 DB

성별, 연령대, 사망년월 및 사망원인, 가입자

구분, 시도코드, 소득분위, 장애 중증도 및 장

해 유형 구분별 현황

진료 DB(20T)

개인일련번호, 청구일련번호, 요양기간별번

호, 요양개시일자, 주상병 및 부상병, 서식코

드, 진료과목코드, 요양일수, 입내원일수, 총

처방일수 등의 현황

진료 DB(30T)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분류코드, 총투

여 일수 또는 실시 횟수 등

진료 DB(40T)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진료과목코드,

상병기호

진료 DB(60T)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분류코드, 일반

명코드,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단가,금

액 등

건강검진 DB 검진년도, 개인일련번호, 신장, 체중, 병력 등

요양기관 DB
기준년도, 요양기관식별대체번호, 요양기관

종별코드 등

T1 의과

T1 치과, 한방

T3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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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간이식 환자군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간이식 수술 주상병(Z944), 

부상병(Z944)에 해당하는 행위수가 코드로 262을 추출하였고 같은 기간 

간이식 수술코드(Q8040, Q8041, Q8042, Q8043, Q8044, Q8045, Q8046, 

8047, Q8048, Q8049, Q8050, Q8140, Q8141, Q8142, Q8143, Q8144, 

Q8145, Q8146, Q8147, Q8148, Q8149, Q8150)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94명을 추출하였다. 각 대상자의 PERSON ID로 중복 환자를 제거하여 최종 

26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본 코호트를 구축한 시작점(2002년) 으로 

부터 2년의 wash-out 기간을 거쳐 2004년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253명을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4.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연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간이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

고, 찰슨 동반상병지수의 값은 간이식 시행 2년 전에부터 간이식 시행 시점까

지로 계산하였다. 사망 및 담도계 합병증 발생 기간은 간이식 시행부터 발생

까지의 일수와 발생이 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추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

지로 분석하였다. 

 

가. 소득 분위 

소득 분위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각각 10분위로 의료수급권자는 0분위로 

분류한 표본 코호트의 간이식 받은 시점의 자격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1분위, 2~8위, 9~10분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변수를 정의

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으로 총 3단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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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찰슨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중증도 보정(risk adjustment)은 객관적인 인과성 추론을 위하여 환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교란 변수를 통제하는 과정으로 동반질환은 주진단과는 

관련이 없지만, 합병증과 사망, 재원일수, 진료비 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중증도 보정변수이다(Kim, 2016). 찰슨 동반질환 지수는 동반질환의 

중증도가 반영되어 있어 행정자료를 자료원으로 하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이다(Kim, 2010). CCI 는 1 년 사망을 잘 예측하는 17 개 질환을 

선정하여 각 질환별 상대위험도를 근거로 1 점, 2 점, 3 점, 6 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한 값으로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Qua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CI 를 산출하였다(Charlson et al., 1987; Quan et al., 2005).<표 2>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2 년 동안의 동반질환 

내역을 가져온 후 CCI 의 합을 계산하였다. CCI 합이 2 점이하, 3-5 점, 

6 점이상으로 범주화하여 CCI 변수를 생성하였다 

 

다. 지역 

간이식 시행한 시점에 자격 DB를 이용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강원도, 충천남·북, 전

라남·북, 경상남·북, 제주)으로 분류하였다. 

 

라. 합병증 

합병증은 간이식 시행 이후부터 주상병이나 부상병으로 담도 협착 코드

(K83), 담즙 유출 코드(K85), 담도 담석 코드(K87)를 한번이라도 진단 받

았다면 합병증으로 분류하였다. 합병증이 발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

막 추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합병증 기간으로 고려하여 분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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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Categorization on Charlson comorbidity index 

 

Comorbidities ICD-10 Weight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2,
I42.9, I42.5-I42.9, I43.x, I50.x,
P29.0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 I73.1, I73.8, I73.9,
I71.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1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1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9.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1

Connective tissue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1

Peptic ulcer K25.x-K28.x 1

Mild hepatic disease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s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2

Hemi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2

Moderate to severe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Secondary non-metastatic
solid tumor, leukemia,
lympoma, multiple myeloma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2

Moderate to severe hepatic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

Secondary metastatic solid tumorC77.x-C80.x 6

AIDS B20.x-B22.x, B24.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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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빈

도와 비중으로 기술하였다. 간이식 시 사망과 합병증에 따른 비교는 Kaplan-

Meier method에 의한 생존곡선으로 추정하고 Log-rank method으로 상병간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간이식 이식 후 사망과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Un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시행하여 영향을 주는 위험요

인을 확인하였으며,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상대위험도를 추정하였다. Cox 비례위

험모형의 결과값은 위험비 (Hazard Ratio, HR) 추정치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AS software program Window version 9.4 

와 R software 4.0.3 version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이하로 설정

하였고 일반적 특성, 연관성 요인 분석은 대상자 전체 사망률과 합병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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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체 간이식 수술 대

상자는 253명이다. Table 3은 간이식 후 사망한 환자는 47명으로 간이식 환

자의 18.6%를 차지했다. 사망한 대상자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형태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는 간이식 후 합병증이 발생

한 환자는 39명으로 간이식 환자의 15.4%에 대한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5는 간이식 후 사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79명으로 간이식 환

자의 31.2%에 대한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가. 사망한 환자들의 특성 

간이식 수술 후 사망한 환자는 47명이고 생존한 환자는 206명이었다. 

사망한 환자 중 남성은 182명중 36명(19.8%), 여성이 71명중 11명(15.5%)

이다. 나이 대는 45세 미만에서 8명(15.4%), 45~55세는 17명(17.7%), 55

세 이상에서 22명(20.9%)이다. 소득수준은 저소득에서 7명(17.1%), 중간소

득은 26명(19.8%) 고소득은 14명(17.3%)이다. 찰슨 동반상병지수는 2점이

하에서 8명(10.7%), 3-5점이 22명(19.6%), 6점 이상에서 17명(25.8%)이

다. 수도권에서는 21명(16.1%), 광역시는 14명(25.4%), 지방은 12명

(1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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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died after liver transplantation  

 

  

Survival Death

N  ( % ) N  ( % )

Sex

Male 146(80.2) 36(19.8)

Famale 60(84.5) 11(15.5)

Age (years)

<45   44(84.6) 8(15.4)

45-55 79(82.3) 17(17.7)

>=55 83(79.1) 22(20.9)

Income range

Low 34(82.9) 7(17.1)

Middum 105(80.2) 26(19.8)

High 67(82.7) 14(17.3)

CCI

<=2 67(89,3) 8(10.7)

3-5 90(80.4) 22(19.6)

>=6 49(74.2) 17(25.8)

Place of residence

Capital area 109(83.9) 21(16.1)

Metropolita 41(74.6) 14(25.4)

Country 56(82.4) 12(17.6)

Variables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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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 

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39명이다. 합병증 발생 환자 중 남

성은 182명중 31명(17.0%), 여성이 71명중 8명(11.3%)이다. 나이 대는 45

세 미만에서 12명(23.1%), 45~55세는 16명(16.7%), 55세 이상에서 11명

(10.5%)이다. 소득수준은 저소득에서 7명(17.1%), 중간소득은 21(16.0%) 

고소득은 11명(13.6%)이다. 찰슨 동반상병지수는 2점이하에서 7명(9.3%), 

3-5점이 19명(17.0%), 6점 이상에서 13명(19.7%)이다. 수도권에서는 20명

(15.4%), 광역시는 6명(10.9%), 지방은 13명(19.1%)이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Non Yes

N  ( % ) N  ( % )

Sex

Male 151(83.0) 31(17.0)

Famale 63(88.7) 8(11.3)

Age (years)

<45   40(76.9) 12(23.1)

45-55 80(83.3) 16(16.7)

>=55 94(89.5) 11(10.5)

Income range

Low 34(82.9) 7(17.1)

Middum 110(84.0) 21(16.0)

High 70(86.4) 11(13.6)

CCI

<=2 68(90.7) 7(9.3)

3-5 93(83.0) 19(17.0)

>=6 53(80.3) 13(19.7)

Place of residence

Capital area 110(84.6) 20(15.4)

Metropolita 49(89.1) 6(10.9)

Country 55(80.9) 13(19.1)

Variables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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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 

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79명이다. 사망 또는 합병증이 발

생한 환자는 남성 182명중 61명(33.5%), 여성이 71명중 18명(25.3%)이다. 

나이 대는 45세 미만에서 19명(36.5%), 45~55세는 30명(31.2%), 55세 이

상에서 30명(28.6%)이다. 소득수준은 저소득에서 12명(29.3%), 중간소득은 

43(32.8%) 고소득은 24명(29.6%)이다. 찰슨 동반상병지수는 2점이하에서 

14명(18.7%), 3-5점이 37명(33.0%), 6점 이상에서 28명(42.4%)이다. 수

도권에서는 38명(29.2%), 광역시는 20명(36.4%), 지방은 21명(30.9%)이

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died or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Non Yes

N  ( % ) N  ( % )

Sex

Male 121(66.5) 61(33.5)

Famale 53(74.7) 18(25.3)

Age (years)

<45   33(63.5) 19(36.5)

45-55 66(68.8) 30(31.2)

>=55 75(71.4) 30(28.6)

Income range

Low 29(70.7) 12(29.3)

Middum 88(67.2) 43(32.8)

High 57(70.4) 24(29.6)

CCI

<=2 61(81.3) 14(18.7)

3-5 75(67.0) 37(33.0)

>=6 38(57.6) 28(42.4)

Place of residence

Capital area 92(70.8) 38(29.2)

Metropolita 35(63.6) 20(36.4)

Country 47(69.1) 21(30.9)

Variables

Died or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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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사망 및 합병증 발생률 위험 비교  

 

가. 사망한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CCI에 따른 생존기간비교 

 

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1290일이

며 5년 생존율은 77.8%이다. 

사망한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남

성이1298일이고 여성은 1241일 이었다. 5년 생존률은 각각 76.9%, 80.8%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생존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

rank test, p=0.600) 

나이 때 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45세 이하에서 1573일, 45~55세

는 1343일, 55세 이상에서는 1086일 이다. 5년 생존율은 81.5%, 79.5%, 

74.2%이로 중앙 생존 시간과 5년 생존율은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655)  

소득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저소득 931일, 중간소득 1240일, 고소

득 1517일 이고 소득이 낮은쪽 보다는 높은쪽으로 갈수록 중앙 생존 시간이 

증가하였다. 5년 생존율은 79.5%, 76.6%, 79.2%로 소득이 높을수록 5년 생

존율이 중간소득이 조금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778) 

찰슨 동반질환 지수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2점 이하는 665일, 3-5점은 1448일, 6점 이상에서는 1503 일이다. 5년 생

존률은 각각 86.0%, 78.6%, 71.1%로 점수가 낮은쪽에서의 생존율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436) 

지역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수도권 1476일, 광역시 765일, 지역은 

1132일이고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 생존 시간이 증가한다. 5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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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은 81.2%, 68.2%, 79.1%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5년 생존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134) 

 

Fig 3.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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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증 발생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CCI에 따른 생존기간 비교 

 

대상자의 합병증에 대한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1449일

이며 5년 생존율은 81.9%이다.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남성이 

1442일이고 여성은 1476일 이었다. 5년 생존률은 각각 80.5%, 85.7%로 남

성보다는 여성의 발생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

rank test, p=0.283) 

나이 때 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45세 이하에서 1487일, 45~55세

는 1387일, 55세 이상에서는 1462일 이다. 5년 생존율은 75.6%, 81.6%, 

86.9%이로 중앙 생존 시간과 5년 생존율은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146)  

소득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저소득 749일, 중간소득 1499일, 고소

득 1517일 이고 소득이 낮은쪽 보다는 높은쪽으로 갈수록 중앙 생존 시간이 

증가하였다. 5년 생존율은 81.7%, 81.4%, 83.6%로 소득이 높을수록 5년 생

존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

rank test, p=0.573) 

찰슨 동반질환 지수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2점 이하는 955일, 3-5점은 1476일, 6점 이상에서는 1712 일이다. 5년 생

존률은 각각 85.7%, 80.9%, 80.1%로 점수가 낮은쪽에서의 생존율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659) 

지역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수도권 1487일, 광역시 1671일, 지역

은 1163일이고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 생존 시간이 증가한다. 5년 

생존율은 80.2%, 93.0%, 77.1%로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5년 생존율

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440) 



２３ 

 

 

Fig 4.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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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CCI에 따른 생존기간 

비교 

 

대상자의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에 대한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1034일이며 5년 생존율은 62.4%이다. 

사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남성이 1040일이고 여성은 1015일 이었다. 5년 생존률은 

각각 60.2%, 68.4%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생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295) 

나이 때 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45세 이하에서 1120일, 45~55세

는 1042일, 55세 이상에서는 1015일 이다. 5년 생존율은 56.9%, 64.3%, 

63.7%이로 중앙 생존 시간은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687)  

소득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저소득 644일, 중간소득 958일, 고소득 

1233일 이고 소득이 낮은쪽 보다는 높은쪽으로 갈수록 중앙 생존 시간이 증

가하였다. 5년 생존율은 64.2%, 61.2%, 64.2%로 중간소득에서 낮아졌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681) 

찰슨 동반질환 지수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median survival time)은 

2점 이하는 466일, 3-5점은 1127일, 6점 이상에서는 1042 일이다. 5년 생

존률은 각각 72.9%, 62.8%, 53.9%로 점수가 낮은쪽에서의 생존율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235) 

지역별 대상자의 중앙 생존 시간은 수도권 1179일, 광역시 600일, 지방은 

1040일이고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 생존 시간이 증가한다. 5년 생

존율은 63.3%, 60.8%, 62.3%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5년 생존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log-rank test, p=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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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ed or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２６ 

 

라.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간 이식 후 사망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위그룹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순서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고소득이 가장 많고 저소득과 중간소득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 대에서는 45세 이

하는 중간소득, 저소득, 고소득 순서이고 45세에서 55세는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55세 이상에서는 중간소득, 고소득, 저소득 순서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에서는 2점대 이하는 중간소득, 고소득, 저소득, 3점에서 

5점은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6점 이상에서는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순

서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저소득, 고

소득, 중간소득 순서이며, 광역시는 중간소득 고소득, 저소득, 지방은 중간소

득, 고소득, 저소득 순서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 6.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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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간 이식 후 합병증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위그룹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순서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중간소득이 가장 많고 고소득, 저소득 순

서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 대에서는 45세 이하는 중간

소득, 저소득, 고소득 순서이고 45세에서 55세는 저소득, 중간소득과 고소득

은 별 차이가 없었다. 55세 이상에서는 저소득, 고소득, 중간소득 순서이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에서는 2점대 이하는 중간소득, 저소득, 

고소득, 3점에서 5점은 저소득, 고소득, 중간소득, 6점 이상에서는 저소득, 중

간소득, 고소득 순서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수

도권은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순서이며, 광역시는 저소득, 중간소득, 저소

득 지방은 중간소득, 고소득, 저소득 순서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Fig 7.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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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간 이식 후 사망 또는 합병증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위그룹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순서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중간소득이 가장 많고 고소득, 저소득 순

서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 대에서는 45세 이하는 중간

소득, 저소득, 고소득 순서이고 45세에서 55세는 저소득, 고소득, 중간소득 

순서였다. 55세 이상에서는 중간소득, 고소득, 저소득 순서이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에서는 2점대 이하는 중간소득, 저소득, 고소득, 3점

에서 5점은 저소득, 고소득, 중간소득, 6점 이상에서는 중간소득, 저소득, 고소

득 순서이나 크게 차이는 없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은 저소득, 고소득, 중간소득 순서이며, 광역시는 저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지방은 중간소득, 저소득, 고소득 순서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 8.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died or complication survival 

curve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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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망에 따른 사망위험도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간이식 수술을 받은 대상자 253명중 사망한 대상자 47명에 대하여 성별, 

연령, 소득수준, 찰슨 동반질환 지수, 지역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Un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시행하여 사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사망의 상대위험도를 추정하였다. 

<Table 6>.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사망위험

이 0.86배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5세 미만

에 비해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1.10배, 55세 이상에서 1.25배로 연령이 올

라갈수록 사망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소득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중간소득은 0.97배, 고소득은 0.72배

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망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는 2점 이하에 비해서 3-5점은 1.13배 6점 

이상은 1.40배로 CCI점수가 증가할수록 사망위험도는 높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는 1.90배 지방은 

1.03배 사망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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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azard ratio of patients who died after liver transplantation

 

  

Univariable

Hazard ratio(95% CI)
P-value

Multi-variable

Hazard ratio(95% CI)
P-value

Sex

Male 1.00 1.00

Famale 0.84(0.43-1.64) 0.600 0.86(0.43-1.71) 0.663

Age (years)

<45   1.00 1.00

45-55 1.18(0.51-2.74) 0.694 1.10(0.46-2.62) 0.835

>=55 1.43(0.64-3.21) 0.388 1.25(0.53-2.97) 0.611

Income range

Low 1.00 1.00

Middum 1.01(0.44-2.34) 0.976 0.97(0.41-2.25) 0.934

High 0.81(0.33-2.00) 0.643 0.72(0.29-1.84) 0.495

CCI

<=2 1.00

3-5 1.30(0.58-2.92) 0.526 1.13(0.48-2.63) 0.780

>=6 1.70(0.73-3.94) 0.217 1.40(0.57-3.48) 0.464

Place of residence

Capital area 1.00 1.00

Metropolita 1.95(0.99-3.84) 0.053 1.90(0.95-3.79) 0.068

Country 1.15(0.67-2.34) 0.702 1.03(0.48-2.15) 0.929

** P<0.05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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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병증에 따른 발생위험도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간이식 수술을 받은 대상자 253명중 합병증 대상자 39명에 대하여 성별, 

연령, 소득수준, 찰슨 동반질환 지수, 지역에 따른 상대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Un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시행하여 합병증에 영향

을 주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합병증의 상대위험도를 추정하였

다. <Table 7>.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합병증의 

상대위험도는 0.61배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5세 미만에 비해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0.65배, 55세 이상에서 0.33배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55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중간소득은 

0.87배, 고소득은 0.66배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는 2점 이

하에 비해서 3-5점은 1.71배 6점 이상은 2.11배로 CCI점수가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경

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는 0.70배로 낮아지고 지방은 1.17배로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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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azard ratio of patients who Complic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Univariable

Hazard ratio(95% CI)
P-value

Multi-variable

Hazard ratio(95% CI)
P-value

Sex

Male 1.00 1.00

Famale 0.65(0.30-1.43) 0.287 0.61(0.28-1.36) 0.229

Age (years)

<45   1.00 1.00

45-55 0.72(0.34-1.53) 0.398 0.65(0.30-1.39) 0.266

>=55 0.45(0.20-1.02) 0.055 0.33(0.14-0.79)** 0.013

Income range

Low 1.00 1.00

Middum 0.76(0.32-1.79) 0.528 0.87(0.36-2.07) 0.747

High 0.60(0.23-1.56) 0.296 0.66(0.25-1.76) 0.410

CCI

<=2 1.00

3-5 1.39(0.58-3.30) 0.460 1.71(0.70-4.17) 0.237

>=6 1.52(0.60-3.82) 0.373 2.11(0.74-5.68) 0.139

Place of residence

Capital area 1.00 1.00

Metropolita 0.72(0.29-1.78) 0.471 0.70(0.28-1.76) 0.450

Country 1.32(0.66-2.65) 0.436 1.17(0.56-2.43) 0.674

** P<0.05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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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망 또는 합병증에 따른 발생위험도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간이식 수술을 받은 대상자 253명중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 대상자 79명

에 대하여 성별, 연령, 소득수준, 찰슨 동반질환 지수, 지역에 따른 상대 위험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Un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시행하

여 합병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

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합병증의 상

대위험도를 추정하였다. <Table 8>.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사망 또는

합병증의 상대위험도는 0.76배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의 경우 45세 미만에 비해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0.76배, 55세 이상에서 

0.60배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55

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중간소득

은 0.94배, 고소득은 0.74배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는 2점 이하

에 비해서 3-5점은 1.43배 6점 이상은 1.93배로 CCI점수가 증가할수록 발

생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에 비해 광역시는 1.40배로 높아지고 지방은 0.99배로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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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azard ratio of patients who died or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Univariable

Hazard ratio(95% CI)
P-value

Multi-variable

Hazard ratio(95% CI)
P-value

Sex

Male 1.00 1.00

Famale 0.77(0.45-1.28) 0.297 0.76(0.45-1.30) 0.318

Age (years)

<45   1.00 1.00

45-55 0.87(0.49-1.55) 0.642 0.76(0.42-1.37) 0.357

>=55 0.78(0.44-1.38) 0.389 0.60(0.32-1.11) 0.105

Income range

Low 1.00 1.00

Middum 0.91(0.48-1.73) 0.778 0.94(0.49-1.81) 0.857

High 0.76(0.38-1.52) 0.438 0.74(0.37-1.51) 0.413

CCI

<=2 1.00

3-5 1.34(0.73-2.48) 0.349 1.43(0.75-2.71) 0.276

>=6 1.72(0.91-3.27) 0.097 1.93(0.96-3.89) 0.065

Place of residence

Capital area 1.00 1.00

Metropolita 1.47(0.85-2.53) 0.164 1.40(0.81-2.43) 0.232

Country 1.13(0.66-1.93) 0.644 0.99(0.57-1.73) 0.983

** P<0.05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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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간이식 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사망률

과 담도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유출, 담도 담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였다. 

장기이식은 수술 술기 및 면역억제제 요법의 개발뿐 아니라 수술 전후 관리 

의 발전과 경험의 축적으로 신부전, 간경변 등의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간의 대체요법이 필요한 노인환자의 장기이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Aduen et al., 2009). 간이식초기에 50세이하로 규제하던 이식 제한 연령 이 

완화되어(Calne, 1994) 70세 이상 고령자도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ilbao et al., 1995). Neuberger 연구팀에서는 National Transplant 

Database (1985년-2003년)의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나이 및 성별을 매

칭 한 일반 인구와 기대수명(Life expectancy) 및 수명손실년수 (Years of 

life lost)를 비교하였다.(Barber et al., 2007)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의 나이와 연관된 분석에서 45세 미만에 비해 45

세 이상 55세 미만이 1.10배, 55세 이상이 1.25배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

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수연, 2015) 자료 분석에 의하면, 

간이식 적응증, 합병증을 보정하고도 이식 나이는 사망에 중요한 위험 인자이

고, 70세 이상 간 이식 환자는 51-55세에 비해 2-4배 사망 위험이 높다고 

나타났다(Gil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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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혜자의 사망은 소득과 관련한 부석에서 저소득에 비하여 중간소득

은 0.97배, 고소득은 0.72배로 소득이 높아지면 사망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구에서는 1980년부터 장기이식 후 사회경제적 요인 

(Socioeconomic status)과 관련된 예후에 관해 연구해오고 있는데, 특히 장

기이식에서의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르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도 장기

이식 후 장기간 관리에 있어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다

(Axelrod et al., 2010; Butkus et al., 2001; Butkus, Meydrech and Raju, 

1992; Press et al., 2005; Rovelli et al., 1989). 

간이식의 경우, 미국 장기이식관리센터 (1988년-2001년) 연구에서 

neighborhood income과 이식 간 기능 및 생존율은 연관성이 없지만 

insurance payer에 따라 사망률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의료

보장제도인 medicare에 포함된 환자의 2년 및 5년 사망률에서 HR이 각각 

1.18, 1.2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Yoo and Thuluvath, 2004). 

캐나다의 인구 기반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도시에 거

주하는 neighborhood income이 높은 이식 수혜자는 이식 실패, 기능성 이식

으로 인한 사망, 전체 사망률, 전체 입원율이 감소 한다고 하였다(Naylor et 

al., 2019). 또한 영국에서는 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식 후 급성 거부율과 관

련이 있고, 소득은 생존율의 중요한 예측 인자로 보고했다(Stephens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는 1.90배, 지방은 

1.03배 사망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성인 간이식을 시행 받은 300명(사체이식 102명, 생체부분이식 198명) 중

에서 담도계 합병증이 진단된 경우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담도계 합병증

은 53명(18%)에서 총 67예(23%)가 발생하였으며, 담즙 유출 20예(7%), 

담도 협착 38예(13%), 담도 담석 7예(2%)가 발생하였다.(이상수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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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합병증 부작용에 대한 나이와 연관된 분석에서 45세 미만에 비해 45세 이

상 55세 미만이 0.65배, 55세 이상에서 0.33배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합병증

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55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합병증 관련한 소득 분위 분석에서는 저소득에 비하여 중간소득은 0.87배, 

고소득은 0.66배로 소득이 높아지면 합병증 부작용에 대한 발생 위험도가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CI 점수는 낮은 

점수에 비해 높아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는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는 0.70배로 낮아지고, 

지방은 1.17배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망 또는 합병증 부작용에 대한 나이와 연관된 분석에서 45세 미만에 비

해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0.76배, 55세 이상에서 0.60배로 연령이 올라갈

수록 사망 또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망 또는 합병증 관련한 소득 분위 분석에서는 저소득에 비하여 중간소득

은 0.94배, 고소득은 0.74배로 소득이 높아지면 사망 또는 합병증 부작용에 

대한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CCI 점수는 낮은 점수에 비해 높아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는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는 1.40배로 증가 하였으나 지방은 0.99배로 낮아 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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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몇 가지 

제 한점을 갖는다.  

첫째, 진료명세서의 주상병, 부상병 진단명, 수수코드로만 간이식 수술, 찰

슨 동반질환 지수와 수술 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유출, 담도 담석)을 변

수로 정의하여 타당도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둘째, 처음 생체간이식은, 소아에게 어머니로부터 좌외구역을 이식하는 데

에서 시작했다(Raia, 1989; Strong et al., 1990). 1989년 소아 생체간이식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성인 수혜자에 

우간 이식을 시작하였고, 이식 성적은 뇌사자 간이식과 견줄 수 있게 되었다

(Hashikura et al., 1994; Lo et al., 1997; Yamaoka et al., 1994). 간이식 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이식 건수에 비하여 2004

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이 활발히 진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너무 적어서 대상자 분석의 아쉬움이 남았다. 

셋째, 자료 수집의 대상이 환자들로부터 여러 정보가 얻어진 데이터가 아닌 

명세서 단위로 얻어진 정보이므로, 환자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변수들을 통

계학 적으로 검증하고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병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명확한 주요 위험인자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흡

연․ 음주․ 고령․ 생활습관 등의 요인들과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ee et al., 2002) 좀 더 많은 정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는 점이었다.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및 당뇨병 중 동반 질환을 2개 이상 

가진 대상자들에서 우선 순위에 있는 질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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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했다는 점과 한 가지 질환에서 2가지 

이상의 약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는 사례를 간과하고 분석한 점 그리고, 약제

를 성분 별로 분석하지 않은 점 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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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 이식 후 사망 및 합병

증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특징과 건강 형태학적 특

징을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

단 검진 표본 코호트 대상자 중 2004년 이후 간이식을 받은 환자 25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체 간이식 환자는 남성의 여성보다 2.56배 많았다. 여성의 사망 위험도는 

남성의 0,86배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소득 분위의 경우 저소득에 비하여 소득이 높아지면 사망위험도는 낮

아지고 수도권에 비하여 광역시나 지방에서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CCI점수가 

높아질수록 사망위험도는 증가하였다. 

 

합병증 발생률은 여성의 상대위험도는 남성의 0.61배로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는 낮아졌다. 소득이 높아지면 합병증 상대 위

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는 위헙도가 낮아지고 지방은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CCI점수가 높아질수

록 발생 위험도는 증가하였다.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률은 여성의 상대위험도는 남성의 0.76배로 낮았으

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 또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는 낮아졌다. 소득이 높

아지면 상대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에 비해 광역시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지방은 상대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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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아질수록 발생 위험도는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변수를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나 일개 병원에 국한된 환자 대

상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간이식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분석을 시도 

한 점에 의의가 있다. 간이식 수술 경험자에서 발생하는 사망률과 합병증 발

생률을 높이는 인구 사회학적 특징과 건강 형태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어 위험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요한 임상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보건정

책을 설계할 때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접근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

다. 더욱이 재정적 장벽이 간이식 후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 미치는 직접

적인 건강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물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

분 및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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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ath and complication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Jung kwon Kim 

Department of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ample cohort data from 2002 to 2013. The mortality rate and 

biliary tract complications (biliary stenosis, bile outflow, and biliary 

gallstones) were analyzed to provide data for lowering the health 

management and mortality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in the future. 

 Among the subjects registe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ample cohort, the subjects were selected after removing 

duplicate patients from those who underwent liver transplantation using 

the code for severe or wounded disease or liver transplantation with the 



５２ 

 

surgical code between 2002 and 2013. After that, the final subjects were 

designated after a wash-out period of 2 years. The socioeconomic level 

required for the study was analyzed based on the time of liver 

transplantation, and the value of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was 

calculated from 2 years before liver transplantation to the time of liver 

transplantation. The age of each subject was divided into 45 years or 

younger, 45 to 55 years old, and 55 years old or older. According to 

income level, variables were defined by dividing them into three groups, 

0-1, 2-8, and 9-10, and region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metropolitan areas,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Death and biliary 

tract complications were classified as complications if biliary stenosis code 

(K83), bile outflow code (K85), and biliary gallstones code (K87) were 

diagnosed as columnar or injury disease until December 31, 2013, the last 

follow-up date. 

 The comparison according to death and complications during liver 

transplantation of study subjects was estimated by the survival curve by 

the Kaplan-Meier method, and the log-rank method was used to check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urvival rate between morbidity and 

disease. To analyze the risk factors, the un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nd the multi-

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relative 

risk to control for confounding variables. 

 In terms of dea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death decreased as 

income increased, 0.97 times for middle income and 0.72 times for high 



５３ 

 

income, compared to low income,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two points, CCI scored 3-5 points 1.13 times and more 

than 6 points 1.40 times, and the risk of death increased as the CCI score 

increas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lications were 0.87 

times higher for middle income and 0.66 times higher for high income 

compared to low income, indicating that the risk of complications 

decreased as income increas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CI 

scored 3-5 points 1.71 times and more than 6 points 2.11 times, and the 

risk of death increased as the CCI score increas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death or complic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occurrence decreased as income increased, 0.94 

times for middle income and 0.74 times for high income, compared to low 

income,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CI scored 3-5 points 1.43 

times and more than 6 points 1.93 times, and the risk of death increased 

as the CCI score increas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risk of death and complications decreased as income 

increased, and the risk increased as the CCI value increased. In order to 

reduce the direct health impact of individual financial barriers on mortality 

and complication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level of local residents by effectively 

allocating physical and social resources in the region and reducing the 

regional disparity through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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