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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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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급성 A형간염이 성인기에 발생할 경우 중증 간염의
1

내부 검증 결과 1개월 사망 예측에 관하여 ALFA 점수의

빈도가 높고, 급성 간부전의 빈도가 1%로 알려져 있다. 또한,

c-statistic는 0.87로서 기존 예측 모델인 King’s College

간부전이 발생할 경우 약 절반 가량이 간 이식을 받거나 사망

Criteria, HAV-ALFSG index, new ALFSG index, MELD,

2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후가 불량한 환자들을 정확하게

MELD-Na 점수 등과 비교하여 예측 성능이 유의하게 더 높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급성 간

았다. 한편, 일본, 인도, 영국 등 3개국에서 수집된 56명의 검

부전의 일반적인 예후 예측 모델들은 특정 원인에 의한 급성

증군(validation set)에서 HAV에 의한 간부전 환자 중 자연

간부전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져 급성 A형간염

회복 환자는 59%였고, 간 이식은 5%, 이식 없이 사망은 36%

에 의한 급성 간부전의 단기 예후를 예측하는 더 나은 모델이

였다. ALFA 점수를 이들 환자군에 적용한 결과 1개월 사망/

3

필요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Kim 등 은 2000년대 한국에서

간 이식 예측에 관한 c-statistic은 0.84였다. 이는 King’s

발생한 급성 A형간염 대유행 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

College Criteria, MELD, MELD-Na 점수보다 예측 정확도

후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들은 2007년부터

가 높았고, HAV-ALFSG index, new ALFSG index와는 비

2013년까지 18곳의 대학병원에서 확인된 294명의 HAV에

슷한 예측 성능을 보인 결과였다. 저자들은 ALFA 점수가 간

의한 급성 간부전 환자의 자료를 모아 도출군(derivation set)

단하고 쉽게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단기 예후 예

으로 삼았다. 이 중 59%는 자연 회복되었으나 25%는 간 이식

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이라 보고, 이러한 모델이

을 받았고, 17%는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급성 간

HAV 유병률이 매우 낮은 북미, 유럽뿐 아니라 중간 정도의

부전 진단 당시 지표 중 1개월 사망 또는 간 이식과 연관이

유병률을 보이는 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동에서 환자 진료에

있는 변수를 다변량 Cox 회귀분석으로 통하여 추출하였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령, 총 빌리루빈, INR, 암모니아, 크레아티닌, 혈색소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들 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에 근거하여

해설: 급성 간부전은 원인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A-related acute liver failure (ALFA) 점수식을 만들었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HAV에 의한 급성

CC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9.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교신저자: 허내윤, 48108,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내과
Correspondence to: Nae-Yun He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875 Haeun-daero,
Haeundae-gu, Busan, 48108, Korea. Tel: +82-51-797-2446, Fax: +82-51-797-0941, E-mail: nyheo@hanmail.net, ORCID: https://orcid.org/0000-0001-6571-8935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Korean J Gastroenterol, Vol. 74 No. 6, December 2019
www.kjg.or.kr

366

허내윤. HAV 간부전 예후 모델

간부전은 예후가 비교적 양호하여 내과적 치료로 회복되는 경

하가 발생하자마자 간 이식을 고려한다. 하지만 간 이식을 바

우가 많으나, HBV나 독성 간염에 의한 급성 간부전은 간 이

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간 이식 대기 기간

식을 하지 않을 경우 단기 사망률이 매우 높다. 급성 간부전

까지 생존을 위하여 Molecular Adsorbent Recirculating

예후에 관한 초기 연구 결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King’s

System이나 혈장교환술과 같은 간보조요법을 시행하기도 한

College Criteria는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급성 간부전과 그

다. 급성 A형간염에 의한 간부전은 다른 간부전에 비하여 자

외 원인에 의한 급성 간부전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따로

연 회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간보조요법에 의하여 예후

4
도출하였다. 최근 HAV에 의한 간부전이 예후가 좋다고 알려

5
가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간부전 진

졌지만 기존 King’s College Criteria로는 예후 예측이 부정

단 후 특이 치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 치료가

확하였고, 미국 급성 간부전 연구 그룹에서 새로 제시한 예후

단기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향후 급성 A형간염에

예측 모델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더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급성

의한 간부전 예후 예측 모델 중 특히 예후가 불량한 군에서

2
간부전 환자 수가 적어 한계가 있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러한 간보조요법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HAV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에서 급성

것으로 보인다.

A형간염 발생수가 적고, 이에 따른 급성 간부전 발생 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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