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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ent Viral Hepatitis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 Report of 4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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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urrence of viral hepatitis B or C after liver transplantation is almost universal but their
clinical courses and outcomes are vary widely. We investigated four cases of rapidly pro-
gressive and fatal recurrent viral hepatitis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which were rapidly
progressive and fatal. Case 1 was a 58-year-old male, who developed recurrent viral hepati-
tis C. Cases 2, 3, and 4 were a 59-year-old female, a 42-year-old male, and a 50-year-old
male, respectively, who developed recurrent viral hepatitis B. In cases 1 and 2, the
histopathological features of the first liver biopsies were prominent ballooning degeneration
of the hepatocytes but later biopsies revealed significant lobular activity. Case 3 began with a
marked fatty change and mild lobular and porto-periportal activity and progressed to severe
lobular activity and septal fibrosis. In case 4, the first liver biopsy revealed minimal lobular
activity but the second biopsy revealed severe lobula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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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후 재발한 바이러스간염

- 4예 보고 -

간이식은 급성 전격성 간염, 간경변증, 선천성 담도폐쇄증 등

에 의한 말기 간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다. 국내에서는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까지 약 240여 건이

시행되었으며 만성 바이러스간염에 의한 합병증이 가장 흔한 적

응증이다.1 바이러스간염은 높은 재발률과 낮은 생존율 때문에

과거에는 간이식의 상 적 금기증으로 여겨졌으나, B형 바이러

스 면역 로불린의 사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1998년까

지 국내에서 바이러스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간이식을 받은

92명의 환자 중 46명이 생존하여 5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2

바이러스간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거의

모두에서 원인 질환의 재발이 일어난다. 부분 완만한 임상 경

과를 보이는 경도의 만성 간염이나 일부에서는 중등도의 간염으

로 진행하여 간경변증을 일으키거나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하기

도 한다.3,4 국내에서는 B형 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 재발하

여 이식 후 23개월 만에 간부전으로 사망한 1예와 C형 간염으

로 간이식을 받은 후 2주 만에 재발하여 만성 간염으로 진행한

1예에 한 보고가 있으나 병리학적인 특징은 기술되어 있지 않

다.2 저자들은 이식간에 재발하여 사망에 이른 C형 간염 1예와

B형 간염 3예를 경험하 기에 병리학적 특징과 임상 양상을 보

고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을 치료하기 위해

사체로부터 간이식을 받은 58세 남자 환자의 증례이다. 이 환자

는 이식 50일, 59일, 69일째에 간생검을 시행하 다(Table 1).

환자의 간효소치는 이식 후 10일부터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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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4일에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가 34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43 IU/L로 증가하 으며,

이식 후 36일에 시행한 혈청 HCV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AMPLICOR(r) HCV Test kit, Roche diagnostics, Indi-

anapolis, U.S.A.)이 양성이었다(Table 2).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cyclosporine, prednisolone, azathioprine을 사용하 으며,

간효소치 상승 후 1차 생검과 2차 생검 전에 각각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받고 3차 생검 전에 FK506을 사용하 다. 이식 후

50일에 시행한 1차 간생검 조직은 간소엽 2 와 3 의 풍선양

간세포 변성과 뚜렷한 담즙 정체를 보 으며, 호산성체는 드물

게 보 다. 간문맥역 염증은 없었다. 이식 후 59일에 시행한 2차

간생검에서는 간세포의 풍선양 변성과 담즙 정체는 더 심해졌으

나 간소엽이나 간문맥역 염증과 담관 손상은 없었다. 이식 후

69일에 시행한 3차 간생검에서 간소엽에 중등도의 염증 세포 침

윤과 초점성 괴사가 나타났다(Fig. 1). 간문맥역에는 경한 림프

구 침윤과 담관 증식이 있었으며, 섬유화가 간문맥역과 간세포

주위로 나타났다. 3차 생검 후 ribavirin을 면역억제제와 병용하

으나 간기능부전증과 패혈증으로 이식 후 97일에 사망하 다.

증례 2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을 치료하기 위해

아들로부터 생체 간이식을 받은 59세 여자 환자의 증례이다. 이

환자는 이식 256일과 274일째에 간생검을 시행하 다(Table

1). 환자의 간효소치는 이식 후 5일부터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이식 후 245일에 AST가 72 IU/L, ALT가 69 IU/L로 증가하

다(Table 3). 이식 후 295일에 검사한 혈청 HBV DNA 역

가는 444 mIU/mL 다.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cyclosporine

을 사용하 고 간효소치 증가 후 1차 생검 전에 cyclosporine을

중단하고, FK506을 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병행하

다. 이식 후 256일에 시행한 1차 간생검 조직에서 간세포의

Fig. 1. The third biopsy of case 1. Marked ballooning degenera-
tion of hepatocytes and multifocal spotty necrosis are present. 

Patient Biopsy Lobular
activity

Portoperiportal
activity

Degree of
fibrosis

Case 1 1st absent absent absent
2nd absent absent absent
3rd severe minimal periportal

Case 2 1st absent absent absent
2nd moderate minimal absent

Case 3 1st mild mild portal
2nd minimal mild portal
3rd severe mild periportal
4th moderate mild portal

Case 4 1st minimal mild absent
2nd severe mild periportal

Table 1. Histopathological summary of recurrent viral hepatitis

PTD AST (IU/L) ALT (IU/L) ALP (IU/L) TB (mg/dL) Viral marker

-1 143 74 2.4 anti-HCV Ab +/ HBs Ag -/ HBs Ab -
10 12 22 59 1.1
25 16 17 146 1.5
34 39 43 205 1.0
36 48 55 224 1.1 HCV RT-PCR +
43 59 93 316 0.5
50 (1st biopsy) 189 468 440 1.0
54 248 541 278 1.8
59 (2nd biopsy) 271 642 233 3.0
64 331 765 202 11.2
69 (3rd biopsy) 379 222 132 14.9

Table 2. Laboratory findings of case 1

*PTD: posttransplantation day,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TB: total bilirubin, RT-
PCR: reverse-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 positive, -: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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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풍선양 변성과 경도의 담즙 정체가 있었다(Fig. 2). 274

일에 시행한 2차 간생검에서는 간소엽에 염증 세포 침윤과 초점

성 괴사, 호산성체가 나타났다. 두 번의 생검에서 모두 면역조직

화학 염색으로 간세포 세포질 내 HBcAg이 확인되었다. 2차 생

검 후 면역 로불린과 헤파빅을 투여하 으나 간기능부전증으로

이식 후 296일에 사망하 다.

증례 3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을 치료하기 위해 남동생으로부

터 생체 간이식을 받은 42세 남자환자의 증례이다. 이 환자는

이식 504일, 518일, 552일, 578일째에 간생검을 시행하 다

(Table 1). 환자의 간효소치는 이식 후 14일부터 정상으로 돌

아왔으나 이식 후 459일에 AST가 46 IU/L, ALT가 52 IU/l,

이식 후 492일에 AST가 265 IU/L, ALT가 261 IU/L로 증가

하 으며, 492일에 시행한 혈청 HBsAg 검사가 양성이었다

(Table 4).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cyclosporine, celcept,

prednisolone을 사용하 으며, 간효소치 증가 후 1차 생검 전에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받았다. 이식 후 504일에 시행한 1차

간생검 조직에서 간소엽에 염증 세포 침윤과 초점성 괴사가 있

었고 간세포는 심한 지방 변성과 경도의 풍선양 변성을 보 다.

담즙정체는 가벼웠고, 문맥역에는 경도의 염증과 섬유화가 있었

다. 518일에 시행한 2차 간생검에서는 간소엽내 초점성 괴사와

염증 세포 침윤은 거의 없어졌으나 간세포의 풍선양 변성은 더

심해졌다. 두 번의 생검에서 모두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간세

포 세포질에서 HBcAg이 확인되었다. 2차 생검 후 면역 로불

린과 헤파빅을 투여하 으나 간효소치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식 후 552일에 시행한 3차 간생검에서는 간소엽에 초점성 괴

사와 염증 세포 침윤이 다시 심해지고 담즙 정체도 이전보다 더

진행하 다. 간문맥역에도 염증 세포 침윤과 함께 담관 증식이

일어나고 문맥역과 중심정맥 주변으로 섬유화가 진행하 다

(Fig. 3).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HBcAg과 HBsAg이 간세포

의 세포질에서 확인되었다. 이식 후 578일에 시행한 4차 간생검

에서는 간소엽내 활성도는 다소 감소하 다. 환자는 간기능부전

증으로 이식 후 626일에 사망하 다.

증례 4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체로부터 간

이식을 받은 50세 남자환자의 증례이다. 이 환자는 이식 2,938

일과 2,943일째에 간생검을 시행하 다(Table 1). 환자의 간효

소치는 이식 후 8년 간 정상을 유지했으나 이식 후 2,937일에

AST가 426 IU/L, ALT가 758 IU/L로 갑자기 증가하 다

(Table 5).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cyclosporine, azathio-

prine, prednisolone을 사용 중이었다. 이식 후 2,938일에 시행한

1차 간생검 조직에서 간소엽은 경한 담즙 정체만 보 으며, 간

PTD AST (IU/L) ALT (IU/L) ALP (IU/L) TB (mg/dL) Viral marker

-1 166 141 81 0.8 HBs Ag +/ HBs Ab -/ HBe Ag +/ HBe 
Ab -/ HBc Ab IgM -/ HBc Ab IgG +

5 26 34 847 0.7
107 27 35 139 0.7
245 72 69 212 0.6
256 (1st biopsy) 147 143 282 1.8
266 437 417 1046 9.4
274 (2nd biopsy) 143 157 884 15.2
284 59 30 322 27.8
295 267 58 233 35.9 HBV-DNA 444 mIU/mL

Table 3. Laboratory findings of case 2

*PTD: posttransplantation day,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TB: total bilirubin, +:
positive, -: negative.

Fig. 2. The first biopsy of case 2. Hepatocytes are diffusely and
markedly sw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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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경한 단핵구 침윤과 국소적인 조각괴사가 있었다(Fig.

4). 1차 생검 후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하고, 이식 후 2,943일

에 시행한 2차 간생검에서는 간소엽에 심한 초점성 괴사와 염증

세포 침윤, 간세포의 풍선양 변성, 간문맥역 주변 섬유화가 나타

났다. 두 번의 생검에서 모두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HBcAg이

간세포 세포질에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이식 후 2,949일에 간기

능부전증으로 사망하 다.

고 찰

C형 또는 B형 바이러스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서

부분 원인 질환의 재발이 일어난다. C형 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거의 모두에서 혈청 HCV RNA가 양성이며, 이식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에서도 부분 검출된다.5,6 그러나 조직학

적 재발은 50-70%로, 부분 경한 임상 경과를 보이나, 조각괴

사를 보이는 만성 간염과 간부전증이 각각 15-20%, 급격히 악

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5%이다.4 B형 간염은 82%에서

재발하며 그 중 47%가 조각괴사를 보이는 만성 간염이나 간경

PTD AST (IU/L) ALT (IU/L) ALP (IU/L) TB (mg/dL) Viral marker

-1 748 943 75 3.1 HBs Ag +/ HBs Ab -/ HBe Ag +/ HBe 
Ab -/ HBc Ab IgM -/ HBc Ab IgG 
+/ HBV-DNA 94 mIU/mL

7 19 87 81 0.8
14 12 19 107 0.6

124 27 48 312 0.6
459 46 50 821 0.7
492 265 261 916 1.7 HBsAg +
504 (1st biopsy) 90 157 591 1.9
518 (2nd biopsy) 196 146 702 5
529 147 113 408 6.7
552 (3rd biopsy) 113 100 492 30.5
571 97 42 488 19.7
578 (4th biopsy) 79 26 380 24.2

Table 4. Laboratory findings of case 3

*PTD: posttransplantation day,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TB: total bilirubin, +:
positive, -: negative.

Fig. 3. The third biopsy of case 3 (Masson’s trichrome stain).
Lobular architecture is distorted, displaying irregular reticulin
condensation as well as perivenular and periportal fibrosis, and
marked ballooning degeneration of hepatocytes. Portal tract is
expanded due to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and bile ductular
proliferation.

Fig. 4. The first biopsy of case 4. The portal tract is slightly
expanded and focal piecemeal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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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으로, 7%가 간괴사로 진행하여 사망한다.7,8 본 증례들은 이

식 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재발한 후 빠르게 진행하여 모두

사망한 것이 특징이다.

재발한 바이러스간염은 조직학적으로 초기에는 호산성체나

풍선양 변성 같은 비특이적인 간세포 손상을 주로 보이나 시간

이 지나면서 전형적인 만성간염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3,9 여기에 기술된 증례 1과 2는 1차 생검에서 간소엽에 풍

선양 변성을 보 고, 증례 3의 1차 생검에는 간세포에 풍선양

변성과 함께 초점성 괴사가 있었다. 그리고, 증례 4는 1차 생검

에서 간소엽에 변화는 거의 없이 간문맥에 경한 단핵구 침윤과

국소적인 조각괴사를 보 다. 증례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명

한 국소괴사를 보이며 간소엽 활성도가 증가하 으나 섬유화와

문맥문맥주변부 활성도는 그에 못 미쳐 급성간염과 유사한 소견

을 보 다. 이것은 임상에서 급성거부반응을 의심하여 계속적인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발한 바이러스간염이 조직학적으로 비특이적 소견을 보이

는 경우 다른 이식 후 합병증과 감별하기 어렵다. 시간에 따른

조직학적 소견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감별에 가장 중요하다.

증례 1과 2처럼 간세포의 풍선양 변성과 담즙 정체가 있는 경우

보존 손상이나 순환부전과 감별이 필요하다. 보존 손상은 개

1주일 이내에 발생하며 사체 간이식이거나, 수술 시간이 길어지

거나 수술 중 순환 장애가 있었던 과거력으로 감별할 수 있다.

순환부전은 방사선과적 검사로 혈관폐색을 확인하면 감별할 수

있다. 증례 4는 간소엽에 변화는 거의 없이 간문맥에만 변화가

있어 급성 거부반응과 감별이 필요하다. 바이러스간염에서 간문

맥역에 변화는 만성기에 주로 나타나므로 이식 후 2개월 이내에

시행한 생검에서 문맥역에 변화가 있으면 급성 거부반응의 가능

성이 더 높다.5,6 문맥역에 침윤하는 염증 세포의 종류가 다양하

면 급성 거부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혈관염은 급성 거부반응의

특이 소견이나 바이러스간염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도 혈관염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0 증례 4는 이

식 후 8년이 넘었으며 림프구가 주로 문맥역을 침윤하며, 분명

한 담관 손상이나 혈관염이 없으므로 급성 거부반응보다는 재발

한 바이러스간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학적 소견만

으로 바이러스간염과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

로, 반드시 바이러스 항원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혈청과

조직에서 바이러스에 한 분자병리학 검사가 병행되어야 한다.11

C형 간염의 재발은 유전자형이 1인 C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

염이거나 급성 거부반응의 병력이 있을 때 좀 더 일찍 일어나며,

유전자형 1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환자의 나이가 49세 이상,

또는 조기 재발인 경우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가 있다.12,13 증례

1은 급성 거부반응의 병력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급성 거부반응

을 의심하고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와 FK506을 사용한 것이 환

자의 조기 재발과 빠른 진행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이가 58세이고 이식 후 2개월 만에 재발한 것도 위험군에 속

한다. B형 간염은 이식 후 150일 이내에 조직학적 재발이 일어

나면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가 있다.9 그러나 증례 2, 3, 4는 150

일 이후에 발생하 으나 모두 사망하 다. 이 증례들에서도 급

성 거부반응을 의심하고 면역억제를 증강한 것이 진행을 빠르게

하 을 것이다.

이식 후 재발한 바이러스간염은 부분 완만한 임상 경과를

밟는 경도의 만성 간염이나, 소수에서는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 급성 거부반응과 감별이 어렵고

간생검 조직에서도 초기에는 비특이적 변화를 보여 조기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간염으로 간이식을 받

은 환자의 간생검을 검색할 때에는 바이러스간염의 재발 가능성

을 항상 고려하고, 혈청 또는 조직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

할 수 있는 보조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

료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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