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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론: 간이식 환자의 주술기 혈당이 간이식 수술 후 급성 신 손상 

발생 등 여러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

행하였다. 

 

방법: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후향적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환자의 기저 특성과 수술 중 및 수술 후 혈당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혈당으로부터 시간가중평균혈당(Time weighted average glucose)

을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네 군으로 분류하였다. 혈당이 

한번이라도 81 mg/dL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저혈당으로 정의하였고, 

혈당 변동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된 혈당의 표준편차를 계산

하였다. 일차 결과 변수는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 이차 결과 

변수는 30일 내 사망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각 결과 변수에 대한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결과: 총 326 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 중 79명(24.2%)의 

환자에서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이 발생하였다. 심한 고혈당은 수술 



ii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위험도 5.26 [95% 

신뢰구간 1.60-17.26], P=0.006). 저혈당이 발생한 환자에서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이 많이 발생하였다(위험도 

2.63 [95% 신뢰구간 1.12-6.14], P=0.026). 혈당 변동의 정도는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8명(2.5%)이었고, 고혈당 및 저혈당, 혈당 변동의 정도는 30

일 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간이식 환자에서 수술 중 및 수술 후 심한 고혈당 및 저혈당

은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 

주요어: 간이식, 고혈당, 저혈당, 혈당 변동, 급성 신 손상 

학번: 2012-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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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혈당은 간이식 수술 후 드물지 않은 현상으로, 그 원인으로는 

스테로이드 등 면역 억제제 투여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수술로 인

한 길항 호르몬의 분비 증가, 이식된 간의 당신생합성, 수액 및 수

혈 제제에 포함된 포도당의 직접 주입 등이 있다 (1). 수술 중 고혈

당은 간이식 수술 후 창상 감염 증가와 연관이 있고 (2),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3), 수술 전후 고혈당은 이식 거부 반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또한 수술 중 심한 혈당 변동은 간이식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재수술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5).  

최근 중환자의 혈당 조절은 중환자 의학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

나로, 고혈당은 그 자체로 중환자의 임상 경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혈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8). 또한 저혈당 및 심한 혈당 변동 역시 중환자에서 사망률

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면서 (8–13), 중환자

에서의 혈당 조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급성 신 손상은 간이식 수술 후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알

려져 있다. 간이식 환자에서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은 재원기간을 증

가시키고 기계호흡 기간을 증가시키며 감염 발생과 사망률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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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고 보고되었다 (14).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환자에서 주술기 동

안 혈당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 고혈당, 저혈당 및 심한 혈당 변동 

등의 혈당 이상이 급성 신 손상을 비롯한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 중 및 수술 

후 초기 혈당 조절이 간이식 환자의 임상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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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관찰 연구로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윤리 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간이식 수술을 받은 모든 성인 환자(19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였고, 배제 기준은 간신 동시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이전에 간이

식 수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 수술 중 혈당 측정이 4번 이상 누락된 

환자, 수술 중 사망한 환자로 하였다. 

전자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수술 전 인자(나이, 성별, 뇌사자 이식 

여부, 응급 수술 여부, 간 질환 원인, 동반 질환 여부, 폐동맥 고혈

압, 간성 혼수, 간신 증후군, 수술 전 투석 여부, MELD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점수), 수술 중 인자(이식편대체중비, 총 마취 

시간, 수술 중 수혈된 적혈구 개수), 수술 중 및 수술 후 혈당을 조

사하였다. 

수술 중 혈당은 서울대학교병원 간이식 환자의 마취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환자에서 정해진 8번의 시점에 동맥혈 검사를 통해 측정

하였다. 수술 후 혈당은 수술 후 중환자실 이송 후 48시간 이내에 

측정한 값이 포함되었고, 혈당 수치와 당뇨 여부에 따라 4~6시간마

다 간호사에 의해 현장검사(Accu-chek®  Performa, Roche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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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Mannheim, Germany)를 통해 측정되었다. 수술 전후 혈당 관리

에 대한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2회 이상 연속으로 200 mg/dL를 넘

는 경우 속효성 인슐린을 정맥 주입하였다. 혈당이 81 mg/dL 미만인 

경우 50% 포도당 용액 20-30 mL를 정주하였다. 

수술 후 모든 환자는 동일한 면역 억제제(Tacrolimus, Methylpredni-

solone, Basiliximab)를 투여 받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다. 

일차 결과 변수는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 이차 결과 변수

는 30일 내 사망으로 하였다. 그 외에 수술 후 투석 필요 여부, 수

술 후 창상 감염,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간 정맥 및 간문맥 협착, 담도계 합병증(담도 협착, 담즙 누출 등), 

이식 실패로 인한 재이식 여부,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재원기간을 

살펴보았다. 급성 신 손상은 RIFLE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치에서 50% 이상 증가하거나 소변량이 0.5 

ml/kg/h 미만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급성 신 손상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15). 간신 증후군이나 만성 신질환으로 인해 수술 전부

터 신 대체 요법을 받던 환자는 수술 후 투석 시행에 대한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수술 후 30일 이내에 수술 부위 상처에서 농이 배출

되는 경우 얕은 창상 감염이 있다고 정의하였고, 발열이나 복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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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압통이 있으면서 혈액 배양 검사나 조직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

이 동정되거나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 혹은 재개복 수술 시 체

액 저류나 농양이 발견된 경우 깊은 창상 감염이 있다고 정의하였

다 (16). 

수집된 수술 중 및 수술 후 혈당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시간가중평균혈당(Time-weighted average glucose)으로 변환하였다: 

 

TWAG=
[(X1+X2)(T2-T1)+(X2+X3)(T3-T2)+⋯+(Xn-1+Xn)(Tn-Tn-1)]

2×(Tn-T1)
 

(Tn: n번째 시점, Xn: Tn 시점의 혈당) 

 

포함된 환자를 총 네 군으로 나누었는데, 시간가중평균혈당을 기

준으로 110~200 mg/dL 인 환자는 정상군, 200~250 mg/dL 인 환자는 

경한 고혈당 군, 250~300 mg/dL 인 환자는 중등도의 고혈당 군, 300 

mg/dL 이상인 환자는 심한 고혈당 군으로 나누었다. 또한 저혈당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술 중 및 수술 후 혈당이 한 번이라도 

81 mg/dL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저혈당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시간

가중평균혈당을 대표값으로 사용한 이유는 고혈당에 노출된 시간을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고, 혈당을 측정한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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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변동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혈당 수치의 표준편차를 계산

하였고, 전체 환자의 표준편차를 사분위로 나누어 혈당 변동의 정도

를 새로운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통계 분석 

범주형 변수는 숫자(%)로 표시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빈도 비교는 선형 대 선형 결합

법(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이용하였고, 연속형 변수의 평균 비

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분산분석(ANOVA)을, 정규분포를 따르

지 않는 경우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였다. 범주형 결과변수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단변수 분석을 시행하였고, 

유의성이 예측되는(P < 0.2) 변수들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

단되는 변수들을 포함시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형 결과변수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교차비, 95% 신뢰구간, 그리고 

유의수준(P value)으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software 

(SAS system for Windows,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를 사용하

였고, P < 0.05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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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391명의 환자가 간이식 수술

을 시행 받았다. 이 중 65명의 환자(소아 환자 24명, 간신 동시이식 

3명, 이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3명, 수술 중 사망 1명, 수술 

중 혈당 누락 17명, 6개월 이내에 추적 소실 5명, 기타 2명)가 제외

되었고 총 326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군에 포함된 환자

수와 시간가중평균혈당을 표 1에 나타내었고, 혈당 수치의 표준편차

에 따른 분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환자 기저 특성은 표 3에 나타

내었다. 

 

표 1. 각 군 별 환자수와 시간가중평균혈당  

Group Criteria 
Patients 

number 

TWAG 

(mg/dL) 

Normoglycemia 110 mg/dL ≤ TWAG < 200 mg/dL 97 181.08±16.16 

Hyperglycemia    

Mild 200 mg/dL ≤ TWAG < 250 mg/dL 152 222.07±14.14 

Moderate 250 mg/dL ≤ TWAG < 300 mg/dL 57 271.32±14.35 

Severe 300 mg/dL ≤ TWAG 20 331.12±21.2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bbreviation 

  TWAG; time weighted average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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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혈당 수치의 표준편차 사분위수 

 
Patients 

number 
Median Range TWAG (mg/dL) 

1st quartile 81 42.13 10.76-50.21 190.02±28.51 

2nd quartile 82 56.13 50.60-62.98 210.92±24.82 

3rd quartile 82 74.25 63.35-83.11 228.85±26.88 

4th quartile 81 100.29 83.23-173.33 271.04±43.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bbreviation 

  TWAG; time weighted average glucose 

 

 

표 3. 환자 기저 특성 

 Normoglycemia 

 

(n=97) 

Mild 

hyperglycemia 

(n=152) 

Moderate 

hyperglycemia 

(n=57) 

Severe 

hyperglycemia 

(n=20) 

P value 

Age (years) 51±11 54±10 54±9 55±10 0.315 

Male  74 (76) 112 (74) 31 (54) 15 (75) 0.061 

Deceased donor 29 (30) 32 (21) 22 (39) 11 (55) 0.031 

Emergency operation 38 (39) 33 (22) 24 (42) 11 (55) 0.265 

MELD score 19±12 15±10 14±9 16±5 0.056 

Initial diagnosis      

Liver cirrhosis  83 (86) 144 (95) 53 (93) 20 (100) 0.016 

HBV 63 (65) 96 (63) 38 (67) 13 (65) 0.892 

HCV 2 (2) 19 (13) 5 (9) 4 (20) 0.013 

Hepatocellular carcinoma  50 (52) 82 (54) 32 (56) 17 (85) 0.036 

Comorbidity      

Hypertension  14 (14) 27 (18) 8 (14) 5 (25) 0.482 

Diabetes  4 (4) 31 (20) 32 (56) 13 (65) <0.001 

Chronic kidney disease  7 (7) 7 (5) 0 (0) 0 (0) 0.024 

Renal replacement therapy  11 (11) 4 (3) 0 (0) 0 (0) 0.001 

Coronary artery disease  1 (1) 3 (2) 2 (4) 1 (5) 0.177 

Pulmonary hypertension  6 (6) 7 (5) 2 (4) 2 (10) 0.668 

Hepatic encephalopathy  5 (5) 4 (3) 1 (2) 0 (0) 0.130 

Hepatorenal syndrome  18 (19) 17 (11) 6 (11) 3 (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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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for size graft  7 (7) 7 (5) 1 (2) 2 (10) 0.536 

Total anesthetic time (min) 456±85 475±93 462±87 432±78 0.125 

Intraoperative transfused  

pRBC (units) 
9±10 8±10 9±10 7±5 0.809 

Hypoglycemia 17 (18) 17 (11) 4 (7) 3 (15) 0.16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D 

Abbreviation 

  MELD; 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 

  HBV; hepatitis B virus 

  HCV; hepatitis C virus 

  GRWR; Graft/recipient weight ratio 

  pRBC; packed red blood cell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은 79명(24.2%)의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30일 

내에 사망한 환자는 8명(2.5%)였다. 19명(5.8%)의 환자에서 수술 후 

창상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 중 2명은 얕은 창상 감염, 17명은 깊은 

창상 감염이었다. 11명(3.4%)의 환자에서 6개월 이내에 치료를 필요

로 하는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담도계 합병증은 50명(15.3%)에

서 발생하였다.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 뇌사자 간이식, 응급 수술, 만성 신 질환, 수술 전 투석 시행, 

간신 증후군, MELD 점수, 총 마취시간, 수술 중 적혈구 수혈량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심한 고혈당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이 

더 흔하게 발생하였다(위험도 5.26 [95% 신뢰구간 1.6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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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6). 저혈당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환자

에 비하여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이 많이 발생하였다(위험도 2.63 [95% 

신뢰구간 1.12-6.14], P=0.026) (표 4).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에 

대한 혈당 변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과 연관된 변수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No AKI 

(n=247) 

AKI 

(n=79) 
P value  Odds ratio (95% CI) P value 

Age (years) 53±10 45±11 0.227  1.02 (0.99-1.05) 0.256 

Male 183 (74) 49 (62) 0.041  0.72 (0.36-1.43) 0.346 

Deceased donor 58 (24) 36 (46) <0.001  3.01 (0.45-20.21) 0.258 

Emergency operation 68 (28) 38 (48) 0.001  0.77 (0.10-5.65) 0.794 

MELD score 15±10 21±11 <0.001  1.02 (0.98-1.07) 0.333 

Initial diagnosis       

Liver cirrhosis 225 (91) 75 (95) 0.279  - - 

HBV 165 (67) 45 (57) 0.113  1.04 (0.53-2.03) 0.921 

HCV 24 (10) 6 (8) 0.571  - - 

Hepatocellular carcinoma 143 (58) 38 (48) 0.128  0.90 (0.43-1.91) 0.784 

Comorbidity       

Hypertension  41 (17) 13 (17) 0.976  - - 

Diabetes  61 (25) 19 (24) 0.908  - - 

Chronic kidney disease 4 (2) 10 (13) <0.001  4.08 (0.86-19.51) 0.078 

Renal replacement therapy 2 (1) 13 (17) <0.001  17.04 (2.75-105.60) 0.002 

Coronary artery disease 4 (2) 3 (4) 0.259  - - 

Pulmonary hypertension 10 (4) 7 (9) 0.102  0.94 (0.27-3.33) 0.927 

Hepatic encephalopathy 8 (3) 2 (3) 0.752  - - 

Heparorenal syndrome 23 (9) 21 (27) <0.001  1.58 (0.56-4.45) 0.389 

Small for size graft 14 (6) 3 (4) 0.527  - - 

Total anesthetic time (min) 459±84 482±102 0.040  1.01 (1.00-1.01) 0.009 

Intraoperative transfused  

pRBC (units) 
7±8 13±12 <0.001  1.02 (0.98-1.05) 0.410 

Graft failure 0 (0) 3 (4) 0.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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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rmoglycemia 74 (30) 23 (29) 0.186  1.00 - 

  Mild hyperglycemia 117 (47) 35 (44) 0.901  1.53 (0.70-3.35) 0.286 

  Moderate hyperglycemia 45 (18) 12 (15) 0.704  1.51 (0.58-3.97) 0.401 

  Severe hyperglycemia 11 (5) 9 (11) 0.057  5.26 (1.60-17.26) 0.006 

Hypoglycemia 26 (11) 15 (19) 0.052  2.63 (1.12-6.14) 0.026 

Glucose variability       

  1st quartile 64( 26) 17 (22) 0.566  - - 

  2nd quartile 65 (26) 17 (22) 0.968  - - 

  3rd quartile 59 (24) 23 (29) 0.296  - - 

  4th quartile 59 (24) 22 (27) 0.359  -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D 

Abbreviation 

  AKI; acute kidney injury 

  MELD; 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 

  HBV; hepatitis B virus 

  HCV; hepatitis C virus 

  GRWR; graft/recipient weight ratio 

  pRBC; packed red blood cell 

 
 

30일 내 사망률에 대한 단변수 분석에서는 심한 고혈당, 뇌사자 

간이식, 응급 수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이식 실패로 인한 재

이식, 관상동맥 질환, 간신 증후군, MELD 점수, 작은 이식편, 수술 

후 급성 신 손상 발생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는 고혈당 및 저혈당, 혈당 변동의 정도가 30일 

내 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술 후 투석 필요 여부, 수술 후 창상 감염, 혈관 합병증, 담도계 

합병증, 이식 실패로 인한 재이식,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재원기간

은 혈당에 따른 군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저혈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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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혈당 변동 역시 이러한 임상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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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간이식 환자에서 수술 중 및 수술 후 심한 고혈당과 

저혈당이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고혈당이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을 포함한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

은 심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18–

20). 또한 최근 연구에서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중 

고혈당은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21). 그러나 간이식 환자에서 고혈당과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의 연관성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Niemann 등의 연구

에서 수술 중 고혈당은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2). 본 연구

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혈당을 수술 중 기간뿐만 아니라 수술 후 48 

시간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에 대한 

고혈당의 연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당이 급성 신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다. 염증 반응은 신 손상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인데, 고혈당은 IL-

6이나 TNF-α, IL-18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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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23). 또한 고혈당은 세포의 포도당 과잉을 유발하고,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신 손상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24). 그 외에도 고혈당으로 인한 내피세포의 손상도 신 손상 발생을 

촉진시킨다 (25).  

본 연구에서는 심한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 역시 간이식 환자

에서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저혈당은 그 자체로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

시킨다고 밝혀졌다 (13,26–28). 비록 중환자에서의 저혈당이 질환 자

체의 중증도와 연관되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저혈당 자

체가 생물학적으로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을 증가시

키는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저혈당은 총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 (29). 그러나 저혈당과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의 연관성에 관

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에서 신기

능 부전이 있는 환자들, 특히 지속적 신 대체 요법의 시행이 중환자

실에서 저혈당 발생의 소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30). 본 연구 역

시 후향적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급성 신 손상 발생을 유

발한 것인지,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에 대한 지표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혈당이 창상 감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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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간이식 환자에서 수술 중 발생한 

고혈당(≥ 200 mg/dl)은 그 자체로 수술 후 창상 감염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2). 간이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수술 환자에서도 고혈

당과 창상 감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는데, Song 등은 무심폐기 관상

동맥 우회술 후 수술 중 발생한 고혈당이 심부 창상 감염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21).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수술에서 수술 중 

발생한 고혈당과 수술 후 창상 감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31–33). 

본 연구에서 수술 후 창상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는 19명으로 비교

적 적었는데, 낮은 발생률로 인해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이는 추후 검정력이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한 혈당 변동의 영향이 모든 결과에 대하

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변동의 영향을 관찰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8–12).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간이식 환자에서는 고혈당이 흔히 나타나고, 본 연

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시간가중평균혈당의 평균이 225.18 mg/dL 인 

것으로 보아 다수의 환자에서 고혈당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고혈당에 대한 치료로 속효성 인슐린을 정맥 주사하였기 때

문에 혈당 변동의 정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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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혈당 변동에 대한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34). 그러나 표준편차만으로 혈당 변동의 영향을 평가하

는 것은 혈당이 어느 범위 안에서 변화하는지를 반영하지 않기 때

문에 한계가 있다 (35). 혈당 변동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가 발견된다면 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간이식 환

자의 임상 경과에 대한 심한 혈당 변동의 영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후향적 관찰 연구이기 때

문에 상기에 기술하였듯이 심한 고혈당과 저혈당이 수술 후 급성 

신 손상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인지, 환자의 임상적 중증도나 수술 

후 스트레스성 반응의 지표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간헐적으로 혈

당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실제보다 적게 관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2~4시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하였고, 일관되지 않은 측정 간격으로 인한 비뚤림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시간가중평균혈당을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간이식 환자에서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한 심

한 고혈당 및 저혈당은 수술 후 급성 신 손상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간이식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정상 혈당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합



17 

 

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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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glycemic 

control and clinical outcomes such as acute kidney injury (AKI) i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and 30-day mortality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Methods: Adult patients (≥19 years old) who underwent liver transplantation 

between June 2010 and August 2012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Perioperative variables and perioperative blood glucose (BG) were obtained 

by electronic medical record review. Patients were classified in to 4 groups 

according to their time-weighted average glucose (TWAG) to account for the 

uneven intervals between blood sugar measurements. Blood sugar 

measurements during the transplant operation and the initial 48 hours in the 

ICU were used to calculate TWAG. The patients with at least one 

measurement less than 81 mg/dL were defined to have hypoglycemia. 

Standard deviation of BG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glucose 

variability. Primary outcome was postoperative AKI according to the RIFLE 

criteria. Secondary outcome was 30-day mortality. Adjusted odds ratios (ORs) 

were calculat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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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 total of 326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mong them, AKI 

was developed in 79 patient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KI was more common in the severe hyperglycemia group (OR 5.26 [95% 

CI 1.60-17.26], P=0.006) and the hypoglycemia group (OR 2.63 [95% CI 

1.12-6.14], P=0.026) compared to the normoglycemia group. Thirty-day 

mortality was not affected by hyper/hypoglycemia or glucose variability.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compared to normoglycemia, 

perioperative severe hyperglycemia and hypoglycemia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postoperative AKI.  

---------------------------------------------------------------------------------------------- 

Keywords: Liver transplantation, Hyperglycemia, Hypoglycemia, Glucose 

variability, Acute kidney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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