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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Dysfunction in Sepsis
Tae Suk Kim and Dae Hee Choi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Sepsis is defined as a life-threatening organ dysfunction caused by a dysregulated host response to infection. During sepsis, the
liver has essential roles, such as immune defense and metabolic adaptation to inflammation. In addition, it is a target for sepsis-related injury, including hypoxic hepatitis, cholestasis, drug-induced liver injury, and secondary sclerosing cholangitis in critically ill patients. In particular, the mortality rate due to sepsis is four times higher in patients with cirrhosis, warranting a high index of suspicion for infection, appropriate diagnosis, and prompt antimicrobial treatment. The most recent definition of sepsis
(Sepsis-3) no longer use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and is based on the signs of organ dysfunction, which
can be assessed by th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and quick SOFA (qSOFA) scores. The qSOFA score can be applied at the bedside before any tests and is believed to be suggestive of sepsis when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criteria are met:
altered consciousness, respiratory rate ≥22/min, and systolic blood pressure ≤100 mmHg. While the qSOFA score performs
well in the general population, its role in cirrhotic patients is unclear.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current knowledge of the
pathogenesis, definition of sepsis, and sepsis-related liver dysfunction. Furthermore, this review summarizes the clinical applicability of Sepsis-3 in cirrhotic patients. (Korean J Gastroenterol 2020;75: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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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
알려져 있어, 간질환 환자에서 감염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단

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염 환자에서 패혈증을 신속히 선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조절되지 않은 숙주의 반응으로 발생
1

별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패혈증의 정의도 변화되어,

하는 장기부전(organ dysfunction)으로 정의된다. 높은 중증

5
1989년 Bone 등 의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 in-

도와 사망률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입원 일수

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을 기반으로 하였던

2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환으로, 국내 한 연구에서는

정의가 최근 발표된 Sepsis-3에서는 장기부전을 점수 체계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약 1.5%가 패혈증이었고, 그중 36%

도입하여 재정립되었다. 간은 감염을 조절하는 기관이지만 감

가 패혈성 쇼크(septic shock)였으며, 패혈성 쇼크 환자의 병

염으로 인하여 염증 반응의 과활성(hyperactivity), 미세순환

3

원 내 사망률을 43.2%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

부전(microcirculatory failure), 치료제 등으로 인한 손상이

에서의 감염은 사망률을 4배 가까이 상승시킨다는 보고도 잘

유발될 수 있고, 또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대상 기관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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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종설에서는 패혈증과 관련된 간의 역할과 임상상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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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혈증과 관련된 간의 이상

략히 살펴보고 새로운 Sepsis-3 기준을 간질환 환자에게 적용
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저산소성 간염(hypoxic hepatitis)

저산소성 간염은 'shock liver', 'ischemic hepatitis',

본

론

'ischemic liver disease’로 불리기도 하며 간 조직 내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적절한

1. 패혈증에서 간의 역할과 면역 기능

혈류의 공급에도 혈액의 산소 농도가 낮은 경우(hypoxemic

간은 내독소와 세균의 포집, 해독 작용 등을 수행하며 급성기

hypoxia), 동맥을 통한 혈류의 공급이 감소된 경우(ischemic

단백질, 사이토카인의 생산 및 혈액응고 인자를 생산하는 등

hypoxia), 산소를 공급하는 운반체가 부족한 경우(anemic

감염 상황에서 면역체계 조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간세포

hypoxia) 등이 있다. 패혈증 상황에서는 굴모양혈관의 내피

는 패혈성 쇼크의 급성기에 염증 반응의 주요 사이토카인인

세포 기능 이상도 간의 혈류 감소에 기여한다.

6

16

저산소성 간

인터루킨(interleukin, IL)-6의 합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C-

염에 대한 국내의 보고는 없으나 중환자실 환자에서 2.5-10%

반응단백질, α-1 항트립신, 섬유소원, 프로트롬빈시간, 합토글

정도의 발생률과 50% 미만의 병원 내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

로빈 등의 상승과 알부민, 항트롬빈 등의 감소를 유발시킨다.

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응고 인자 및 단백질 C 경로의 변화는 패혈증에서

소인이 있는 경우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의 급격한 상승(보통

혈액응고 이상으로 발현된다. 또한 글리코겐 분해와 포도당

정상 상한치의 20배 이상)이 있으나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또

7
신합성의 증가로 인하여 포도당 대사의 변화도 유발한다. 쿠퍼

는 약물 유발성 간염과 같은 급성 간세포 괴사의 다른 원인이

세포는 단핵 탐식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간기능이

배제된 경우 진단할 수 있다.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의 증가는

8

간 손상이 시작된 후 몇 시간 이후부터 측정될 수 있으며, 일

저하된 환자가 감염에 취약한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17,18

패혈증에서 심장, 호흡기 및 순환부전의

쿠퍼세포는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α, 일

반적으로 젖산탈수소효소의 증가를 동반한다. 일부 연구에서

산화질소(nitric oxide, NO)의 생성을 촉진하며 굴모양혈관에

손상된 간세포에서 유래된 miR-122와 circulating keratin

서 호중구의 동원과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호중구는 패혈증

및 그 절편을 이용하여 저산소성 간염의 초기 손상을 선별하

시에 간내 혈관 구조 내에 neutrophil extracellular traps를

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형성하여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나 neutrophil ex-

인이 제거되고 혈역학적 안정성이 회복되면 대부분의 환자에

tracellular traps는 간내 혈류 흐름에 영향을 미쳐 허혈을 유발

서 호전된다.

19,20

저산소성 간염은 순환부전의 요

하며 이는 패혈증에서 손상되는 미세순환부전의 원인으로 설명
될 수 있다.

9

2) 패혈증 유발 담즙정체(sepsis-induced cholestasis)

외부 매개 물질인 지질다당체(lipopolysaccharide)는 내독

담즙정체는 패혈증에서 관찰되는 흔한 합병증으로, 간세포

소혈증을 유발하며 간세포에 직간접적인 세포 독성을 발생시

수준에서의 담즙 형성 장애(hepatocellular cholestasis) 또는

10,11

킨다.

또한 내독소에 반응한 쿠퍼세포에서 간세포 기능 장

담관 수준에서 담즙 흐름의 장애(ductular cholestasis)로 발

12

생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도 폐쇄를 동반하지는 않

애를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토카인이 생성되는데,

21

패혈증 동물모델에서는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과 매개

TNF-α는 전신 염증 반응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는다.

알려져 있다. 지질다당체 자극 후 간세포, 쿠퍼세포, 세망내피

체들이 간세포의 수송계의 하향 조절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함

계세포에서 생성된 IL-6은 IL-1β, TNF-α와 함께 패혈증의 급

으로써 염증과 관련된 담즙정체를 확인하였다.

성기 단백질(acute phase proteins) 생성에 널리 관여한다고

phatidylinositol 3-kinase gamma, 간세포 치밀이음부(tight

13

알려져 있고,

전환성장인자(transforming growth factor)-β

의 활성화 및 방출을 유도하여 패혈증에서 발생하는 면역 반
14

22

또한 phos-

junction)의 변화 등이 염증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수준의 담
즙정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3,24

담관 수준에서의 담즙정

응의 하향 조절을 가져오게 된다. NO는 초기 패혈증의 단계

체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전이 많지만 담관세포로

에서 조직의 관류를 적절히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후

부터 분비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이 담관 주변에 염증을 유

기 패혈증의 단계에서는 과도한 NO가 혈압 저하의 원인이

발하고 담즙 배설을 위한 이온 수송을 방해함으로써 담즙의

된다. NO의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한 굴모양혈관의 혈류 감소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성상세포로부터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인 endothelin-1의

고빌리루빈혈증의 원인 중 일부는 용혈, 외상, 혈종에 의한

15

빌리루빈 생성 증가가 있으며, 담석에 의한 담관염도 연관이

증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굴모양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25,26

패혈증 환자의

있을 수 있으므로 패혈증 유발 담즙정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Vol. 75 No. 4, April 2020

184

김태석, 최대희. 패혈증과 간기능 이상

4) 간경변증 환자에서의 패혈증(sepsis in cirrhosis)

이와 같은 다른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경변증 환자는 간기능 저하, 문맥 전신 단락, 장내 세균
3) 이차성 경화쓸개관염(secondary sclerosing cholangitis)

불균형(dysbiosis), 증가된 세균 전위(bacterial translocation),

이차성 경화쓸개관염은 담관의 염증, 섬유화와 이에 따르

면역 반응의 조절곤란(immune dysregulation) 등 복합적인

는 협착, 폐색, 확장 등의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이

요인으로 인하여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4

로 인하여 간경변증이 빠르게 진행하기도 한다. 저산소증에

간경변증 환자의 25-35%는 감염을 동반한다는 보고가 있으

매우 취약한 담도상피세포는 패혈증에서 유발되는 이와 같은

며,

27

29

혈류 감염(bloodstream infection)은 간경변증이 없는

중환자에서

30
군에 비하여 10배 이상으로 흔하다. 또한 감염은 만성 간질환

이차성 경화쓸개관염의 중요한 위험 요인은 심각한 전신 저혈

에서의 급성 장기부전(acute-on-chronic liver failure)의 중요

압, 외상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및 패혈증 등이며, 이는

31
한 유발 요인임이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기저 질환 중 특히

허혈성 손상 및 염증이 주요한 이차성 경화쓸개관염의 원인임

1
간경변증은 패혈성 쇼크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며, 간경변증

을 시사한다. 병의 경과 상 진행이 매우 빠르고 제한적인 치료

환자에서 발생한 패혈증은 단기, 장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방법으로 인하여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며 간 이식이 유일한

2017년 북미의 보고에서 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

상황에서 세포자멸사 또는 괴사에 이르게 된다.

치료법이다.

28

4

(MELD) 점수로 대변되는 간기능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
32

한 환자는 급성기를 벗어난다고 하여도 사망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에서 감염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단하여

Table 1 Variables for Candidate Sepsis Criteria among Encounters with Suspected Infection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criteria5 (range, 0-4 criteria)
Temperature >38°C or <36°C
Heart rate >90/min
Respiratory rate >20/min or PaCO2 <32 mmHg (4.3 kPa)
3

3

White blood cell count >12,000/mm or <4,000/mm or >10% immature bands
1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range, 0-24 points)
System

0

1

2

≥400 (53.3)

<400 (53.3)

<300 (40)

≥150

<150

<100

3

4

Respiration
PaO2/FiO2, mmHg (kPa)

<200 (26.7) with
<100 (13.3) with
respiratory support respiratory support

Coagulation
Platelets, ×103/µL

<50

<20

6.0-11.9 (102-204)

≥12.0 (204)

Liver
Bilirubin, mg/dL (µmol/L)
Cardiovascular

<1.2 (20)

1.2-1.9 (20-32)

MAP ≥70 mmHg

MAP <70 mmHg

2.0-5.9 (33-101)
Dopamine <5 or
dobutamine (any
a
dose)

Dopamine 5.1-15 or Dopamine >15 or
epinephrine ≤0.1
epinephrine >0.1
or norepinephrine
or norepinephrine
≤0.1a
>0.1a

Central nervous system
Glasgow Coma Scale score

15

13-14

10-12

6-9

<6

<1.2 (110)

1.2-1.9 (110-170)

2.0-3.4 (171-299)

3.5-4.9 (300-440)

>5.0 (440)

<500

<200

Renal
Creatinine, mg/dL (µmol/L)
Urine output, mL/d
1

quick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qSOFA) (range, 0-3 points)
Respiratory rate ≥22/min
Altered ment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100 mmHg
PaCO2, partial pressure of carbon dioxide; PaO2, partial pressure of oxygen;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MAP, mean atrial pressure.
Catecholamine doses are given as µg/kg/min for at least 1 hou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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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환자의 장기부전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SOFA 점수

할 수 있다.

를 이용하여 감염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예측한 결과,

간경변증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SOFA는 기존 SIRS에 비하여 우수한 예측력을 보임을 확인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이로 인한 사망률이 20%까지 낮아

하였을 뿐만 아니라(SOFA vs. SIRS, areas under the re-

지며, 이외에도 요로 감염, 폐렴, 피부 및 연부조직 감염 등도

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0.74;

각각 경험적 항생제 사용 등의 일반적인 패혈증의 치료 지침

95% CI 0.73-0.76 vs. 0.64; 95% CI 0.62-0.66, p<0.001), 중

29
에 준하여 치료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패혈증으로 인한

환자실 밖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을 때도 SOFA는 SIRS

간 손상을 회복시키는 특이 치료는 확립되지 않았다.

에 비하여 역시 우월한 예측력을 보였다(SOFA vs. SIRS,
AUROC=0.79; 95% CI 0.78-0.80 vs. 0.76; 95% CI

3. 패혈증의 새로운 진단기준(Sepsis-3)

0.75-0.77, p<0.01).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표된 Sepsis-3에서 패혈증은 의심스럽거나 명백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34

감염의 증거와 함께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점수가 2점 이상 증가한 경우로, 패혈성 쇼크는 패혈

4. 간경변증 환자에서 Sepsis-3의 적용

증 환자에서 적절한 수액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균 동맥압을

과거 SIRS를 기반으로 한 패혈증의 진단기준은 간경변증

65 mmHg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승압제가 필요하고 혈중 젖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역동성 순환으로 인

1
산 농도가 2 mmol/L인 경우로 정의되었다(Table 1). 과거

한 빈맥, 간성 뇌증으로 인한 과호흡, 비선택적 베타차단제

정의의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은 패혈증의 병태생리를 설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심박수 저하, 지라항진증으로 인한 백혈구

하는 데 제한을 가지고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패혈증

저하 등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현상이지

진단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만 과거의 진단기준에 따르자면 감염과 무관하게 다수 해당하

Sepsis-3에서 비로소 염증 반응에서 장기부전으로 그 초점이

여 진단기준으로서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비

33

특히 quick SOFA (qSOFA)는 의식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염이 없는

변화, 수축기 혈압 ≤100 mmHg, 호흡수 ≥22회/분이라는

경우에도 10-30%, 동반된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57-70%만이

세 가지 인자를 평가하여 중환자실 밖에서 패혈증을 선별하는

SIRS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동하게 된 것이다.

35

지표로 활용하고자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 점수는 혈액 검사

최근 새로운 패혈증의 진단기준과 관련하여 Piano 등36은

를 요하지 않고 침상에서 반복적으로 빠르게 평가할 수 있으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Sepsis-3 기준과 qSOFA 양성

므로 나쁜 예후가 예상되는 감염 환자를 조기에 인지할 수

이 각각 독립적으로 병원 내 사망률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1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 Singer 등 이 이전까지 중환자실

(Sepsis-3 vs. qSOFA vs. SIRS, AUROC=0.784 vs. 0.732

Table 2. Summary of Studies; Prognostic Value of Sepsis-3 in Cirrhotic Patients
Number
Country
of cirrhotics

Study

259

Piano et al.
37
(2018)

Italy

197

Lan et al. (2018)

38

Augustinho et al.
39
(2019)
Son et al. (2019)

40

Study design

Population

Outcome

Result

Prospective
Primary cohort

Hospital ward In-hospital
mortality

Sepsis-3 (AUROC=0.784; 95% CI 0.729-0.833)
qSOFA (AUROC=0.732; 95% CI 0.674-0.785)
SIRS (AUROC=0.606; 95% CI 0.544-0.666)
(Sepsis-3 vs. SIRS, p<0.001; qSOFA vs. SIRS, p=0.006)

Prospective
Validation
cohort

Hospital ward In-hospital
mortality

Sepsis-3 (AUROC=0.797; 95% CI 0.734-0.851)
qSOFA (AUROC=0.784; 95% CI 0.720-0.839)
SIRS (AUROC=0.631; 95% CI 0.560-0.699)
(Sepsis-3 vs. SIRS, p=0.009; qSOFA vs. SIRS, p=0.009)

1,438

China

Retrospective

ICU and
In-hospital
hospital ward mortality

qSOFA (AUROC=0.612; 95% CI 0.584-0.640)
SIRS (AUROC=0.618; 95% CI 0.590-0.647)

164

Brazil

Retrospective

Emergency
department

SOFA (AUROC=0.657; 95% CI 0.471‐0.844)

188

Korea

Retrospective

Hospital ward In-hospital
mortality

30-day
mortality

SOFA (AUROC=0.691; 95% CI 0.615-0.767)
qSOFA (AUROC=0.589; 95% CI 0.507-0..671)
SIRS (AUROC=0.533; 95% CI 0.451-0.616).

AUROC, areas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CI, confidence interval; qSOFA, quick SOFA;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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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최대희. 패혈증과 간기능 이상

vs. 0.606, 각각 p<0.0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저 SOFA
점수를 알 수 없는 환자가 94%로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경우
기저 SOFA 점수를 0점으로 적용하여 실제 간경변증 환자가
기저에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혈소판저하증, 황달의 동반,
간성 뇌증의 지표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연구
자들은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저 SOFA 점수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은 qSOFA와 함께 평가하여 28일 사망률이 높은 그룹
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고, 유럽 간학회에
서는 이를 반영하여 감염을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의 예후를
37,38

평가에 이용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선별

도구의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연구도 있으며,

39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는 신속대응팀이 치료한 패혈증 동반 간경변증 환
자를 분석하였을 때, qSOFA는 36.7%의 패혈증 환자를 선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Table 2).

40

따라서 현재까지는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패혈증의 기준을 일괄 적용
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

론

간은 감염 상황에서 염증에 반응하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의 해당 장기이기도 하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
은데 이는 장내 세균의 전이가 용이하다는 점, 염증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다는 특성뿐만 아니라 병발된 합병증으로 인하
여 패혈증의 조기 선별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 새로 정립된 패혈증의 정의는 과거의 전신 염증의 확
인으로부터 장기의 부전을 명료화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변
화를 가져왔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조기에 패혈증을 선별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립된 기준은 없
다. 향후 패혈증 초기에 작동하는 간 내의 면역 기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패혈증의 조기 선
별 도구의 개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간질환 환자
에서의 높은 패혈증 사망률과 이로 인한 의료의 손실을 감소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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