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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revention of osteoporosis and bone fracture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because a
long history of liver disease and lifelong use of immunosuppressants, including corticosteroids, may cause these diseases. In this
study, we aimed to analyze liver recipient bone status, 10-year fracture risk, and medication history. Methods: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adult patients aged >40 years who received liver transplan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between January 2009 and June 2017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ir bone mineral density and fracture
history, their fracture risks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Results: A total of 57 liver transplant
recipients were treated with corticosteroids during a mean of 8.8 months after transplantation. 30 patients (52.6%) showed bone
metabolism dysfunction such as osteopenia or osteoporosis. The 10-year femoral fracture risk was 2.1%, and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monitoring was performed, including right before liver transplantation every 27.5±19.2 months. The mean femoral
bone mineral density decreased by −7.2%±7.3%. Four patients (7.0%) had a fractur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Osteoporotic fracture
occurred in 3 patients with osteoporosis (25.0%). Among the osteopenia patients with moderate fracture risk who were not treated
with bisphosphonate, 1 patient (12.5%) had a history of bone fractur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Conclusions: Considering the
deterioration of bone density and moderate fracture risk, medication for osteoporosis should be prescribed to liver transplant
recipients with regular monitoring of bone density after transplantation.

KEYWORDS: Liver transplantation, osteoporosis pharmacotherapy, FRAX, bisphosphonate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간 이식 후

용한다. Cyclosporine, tacrolimus와 같은 칼시뉴린 억제제는

생존율은 높아졌으며,1) 11년 이상 생존하는 수혜자도 71.6%로

연구에 따라 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보고되어 있지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생존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 관

corticosteroid를 3개월 이상 투여하는 경우 골밀도 감소, 골다
공증, 골절 등의 부작용의 발생이 보고되었다.5-6) Tacrolimus
의 경우 심장과 간 이식 환자에서 빠른 소주골 소실이 일어나
며,7) cyclosporine의 경우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bone mineral density (BMD)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

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식 후 골다공증을 비롯한 장
기적인 합병증의 발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4) 이에 따라 이식 후 거부반응 억제
를 위해 면역억제제 및 corticosteroid 투여를 표준요법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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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8) 간 이식 환자에서는 2-24%가 척추 골밀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25~60%의 환자가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9)

3% 미만이면 중등도 위험도,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가
10% 미만이거나 고관절 골절위험도가 1% 이하면 저 위험도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 및 골밀도 현황, 관련 약제 투여 및 fracture risk
10-12)

assessment tool (FRAX) 분석
을 통해서 적절한 골다공증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간 이식 후 골밀도 변화 및 골절 분석
이식 전후 DXA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환자들의 골밀도 변
화를 분석하였다. 간 이식 전 DXA 검사 결과가 다중으로 존재
하는 경우 간 이식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DXA 검사 결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분당서
울대학교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를 선택하였다. 간 이식 후 DXA 검사가 다중으로 존재하는 경
우, 간 이식 후 첫번째 DXA 추적검사 결과를 선택하여 이식
전 DXA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간 이식 후 사망이나 전원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골밀도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FRAX 분석 가능 연령 및 인종을 고려하여, 만 40세 미만
성인, 외국인 환자, 간 외에도 다른 장기를 이식 받은 환자 및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검사 수행이 2번 미
만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골다공증 관련 약제 투여
간 이식 프로토콜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모든 간 이
식 환자에게 calcium과 vitamin D 제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따라서, 간 이식 후 calcium과 vitamin D 제제의 투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율 및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으로 분류된 환
자의 골다공증 치료 약제 시작 기간을 분석하였다. 2018년 10

수집 내용

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됨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후향적으

따라 alendronate, risedronate, zoledronic acid의 급여 적용이

로 검토하여 대상 환자의 기본 정보(성별, 연령, 신장, 체중, 간

가능해진 환자의 약제 투여 여부를 분석하였다.13)

이식 적응증, 간 이식 수술일, 수술 시 연령, 수술 후 경과일), 이
식 후 투여한 면역억제제(tacrolimus, mycophenolate, cyclosporine,

everolimus) 및 corticosteroid 이력(간 이식 수술 후 총 투여 일
수, 총 투여 용량, 투여 제형의 종류, 거부반응으로 인한 투여
이력), 골밀도 검사 이력(날짜, T-score, Z-score, bone mineral
density), 골절 발생 정보, 골질환 예방 및 치료 약제(calcium/
vitamin D 제제, alendronate, risedronate, zoledronic acid,
denosumab, teriparatide)의 투여 이력(투여 시작일, 투여 제형,
총 투여 일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보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
함한 연구 계획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IRB: B-1808484-123) 받았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0년 내 골절위험도 분석
10년 내 골절위험도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골절위험도 평가 도구로, 일반 인구
집단에서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및 고관절 골절의 10년 내 발
생 확률을 나타낸다.10) FRAX는 BMD 값을 반영한 골절위험
도와 반영하지 않은 골절위험도 2가지 모두 분석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FRAX tool을 통해 BMD 결과를 반영한
간 이식 환자들의 10년 내 골절위험도를 계산하고,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가 20% 이상이거나 고관절 골절위험
도가 3% 이상이면 고 위험도,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가
10% 이상 20% 미만이거나 고관절 골절위험도가 1% 초과

2009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내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총 57명을 대상으로 약제
투여 현황 및 골절위험도를 분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39명(68.4%)과 18명(31.6%)이었고, 연령은 53.7±7.2세였다. 이
식 후 corticosteroid 투여 기간은 8.8±8.7개월이며 prednisolone
으로 환산한 누적 용량은 5.2±3.2 g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간 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steroid pulse therapy를 경험한
환자 6명의 거부반응으로 인한 steroid 투여 기간 및 용량을 제
외하는 경우, corticosteroid 투여 기간은 6.9±5.1개월이며,
prednisolone으로 환산한 누적 용량은 4.3±1.2 g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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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 of selected patients (n=57)
Characteristics
Gender
Transplantation type
Latest Immunosuppressant

mean±SD

Male (%)

39 (68.4)

Female (%)

18 (31.6)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

41 (71.9)

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

16 (28.1)

Tacrolimus (%)

57 (100.0)

Mycophenolate (%)

57 (100.0)

Cyclosporine (%)

2 (3.5)

Everolimus (%)

17 (29.8)

Age (years, mean±SD)

53.7±7.2

Height (cm, mean±SD)

164.1±8.8

Weight (kg, mean±SD)

66.8±13.2

Life spa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month, mean±SD)

61.9±24.5

Corticosteroid period (month, mean±SD)

8.8±8.7

Corticosteroid period except rejection period (month, mean±SD)

6.9±5.1

Prednisolone conversion cumulative dosage (g, mean±SD)

5.2±3.2

Prednisolone conversion cumulative dosage except rejection (g, mean±SD)

4.3±1.2

Femur neck T-score before liver transplantation (mean±SD)

-0.7±1.9

Lumbar spine T-score before liver transplantation (mean±SD)

-0.4±1.4

간 이식 전 골질환 유병률 및 10년 내 골절위험도

Table 2. Bone assessment

간 이식 환자 57명의 간 이식 전 DXA 검사를 통해 골밀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간 이식 환자 27명(47.4%)은 정상 골밀도
로 확인되었고, 18명(31.6%)은 골감소증, 12명(21.1%)은 골다
공증으로 총 30명(52.6%)이 골대사에 이상이 있었다. 간 이식
환자 57명의 이식 후 10년 내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는

6.7±5.7%로 저 위험도(low risk), 10년 내 고관절 골절위험도
는 2.1±3.8%으로 중등도 위험도(moderate risk)로 나타났다
(Table 2). 18명의 골감소증 환자 중 10년 내 골절위험도가 중
등도 위험도 이상인 환자는 8명(14.0%)으로 7명은 중등도 위
험도(12.3%), 1명은 고 위험도(1.8%)이었다(Fig. 1).

간 이식 전후 골밀도 변화 및 골절

Prior to transplant Post to transplant
N (%)
N (%)
Bone mineral density
Normal*

27/57 (47.4)

27/57 (47.4)

Osteopenia†

18/57 (31.6)

22/57 (38.6)

Osteoporosis‡

12/57 (21.1)

8/57 (14.0)

Fracture site
Osteopenia patient
Lumbar

1/57 (1.8)

-

-

1/57 (1.8)

Femur
Osteoporosis patient
Lumbar

1/57 (1.8)

1/57 (1.8)

Femur

1/57 (1.8)

1/57 (1.8)

-

1/57 (1.8)

Thoracic

간 이식 후 골밀도 검사를 지속한 57명의 환자는 간 이식 직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전 DXA 검사를 포함하여 3.0±1.0회, 27.5±19.2개월 간격으로

DXA 검사를 추적하였다. 간 이식 후 추적 골밀도 검사는
29.7±30.0개월 후 수행되었고, 골밀도는 간 이식 전 대비 요추
1.2±1.0%, 대퇴골 −7.2±7.3%로 각각 증가 및 감소되었다
(Table 2). 골다공증 환자 12명 중 3명에서 간 이식 후 요추, 대
퇴골, 흉곽에 각각 골절이 새로 발생했으며, 이들 중 요추, 대퇴
골에 골절이 발생한 2명은 간 이식 전 요추, 대퇴골에 기저 골
다공증성 골절이 존재했던 환자이다. 다른 1명은 간 이식 전
골다공증성 골절이 없었으나, 간 이식 후 흉곽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다. 한편, 골감소증 환자 중 1명에서 간 이식 후
대퇴골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이 환자는 10년 내 골

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Total number of follow up DXA (visit)

3.0±1.0

Time interval; follow up every DXA (month)

27.5±19.2

Time interval; transplant to first DXA after
liver transplant (month)

29.7±30.0

Lumbar bone density change (%)
Femur neck bone density change (%)

1.2±1.0
-7.2±7.3-

Major osteoporotic fracture risk (%)

6.7±5.7

Hip fracture risk (%)

2.1±3.8

*Normal: T-score≥-1.0
†
Osteopenia: -1>T-score>-2.5
‡
Osteoporosis: T-scor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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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ne status before and after liver transplantation

절위험도가 중등도 위험도였다. 간 이식 전 요추에 골절이 있

전부터 골다공증으로 alendronate를 투여해왔기 때문에 이식

던 골감소증 환자 1명은 오래 전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했

전 골감소증으로 개선된 사례이며, 다른 1명은 이식 전 기저에

으나 치료로 골감소증으로 개선되었고, 간 이식 당시 골감소

존재한 골절로 인해 alendronate를 투여하였다.

증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간 이식 전 골밀도 정상군에서는

간 이식 전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으로 분류된 환자 12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 간 이식 후 골절이 발생

명 중 11명(91.7%)은 간 이식 후 27.5±23.0개월 내 bisphosphonate

한 환자 4명 중 2명이 간 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steroid pulse

투여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를 수행하였으며, bisphosphonate

therapy를 받았다(Fig. 1).

중 alendronate를 투여했다. 1명(8.3%)은 calcium carbonate/

간 이식 전후 골다공증 관련 약제 투여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57명 중 53명(93.0%)은 calcium/

vitamin D 복합 제제인 calcium carbonate/cholecalciferol를
투여하였다. 57명 중 4명(7.0%)은 calcium/vitamin D 복합제제
나 단일제제를 비롯한 골다공증 관련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
다. 간 이식 전 골밀도는 정상이 3명, 골감소증이 1명이었다. 이
들의 lumbar BMD는 간 이식 직전에 비해 −0.1±0.0, femur
BMD는 −0.2±0.0으로 변화하였다(Table 3).
간 이식 직전의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이지만 bisphosphonate
계열 약제인 alendronate를 투여한 환자는 2명이었다. 1명은 이

cholecalciferol 제제만 투여하였으며, 1년 후 추적한 골밀도 검
사에서 골밀도 개선이 확인되어 bisphosphonate의 투여를 하
지 않았다. 골다공증으로 분류된 이후 1년 내 bisphosphonate
를 통한 골다공증 치료 약제를 시작한 환자는 4명(33.3%)으로
확인되었다.
간 이식 당시 골다공증으로 간 이식 후 골절이 발생한 환자

3명은 모두 골절 예방약으로 alendronate를 투여했다. 간 이식
전후 femur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alendronate를 4년 동안
투여했음에도 간 이식 후 골절이 femur에 2회 발생하여
denosumab을 6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투여하였다. 이 환
자의 요추 골밀도는 0.2로 증가하였으나, 대퇴골 골밀도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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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cation history after transplant and change of BMD
n/n (%)

Lumbar BMD change

Femur BMD change

Bisphosphonate
Alendronate

13/57 (22.8)

-0.0±0.1

-0.1±0.1

Osteopenia†

2/18 (11.1)

-0.0±0.1

-0.1±0.1

Osteoporosis‡

11/12 (91.7)

-0.1±0.1

-0.1±0.1

Risedronate
Denosumab

1/57 (1.8)

0.0*

-0.1*

1/18 (5.6)

0.2*

-0.1*

53/57 (93.0)

-0.0±0.1

-0.1±0.1

4/57 (7.0)

-0.1±0.0

-0.2±0.0

Calcium/vitamin D
Calcium carbonate/cholecalciferol
No medication
*one patient; BMD, bone mineral density

로 감소하였다. 골감소증이면서 중등도 골절위험도인 이식 후

자의 간 수치 및 거부반응을 고려하며 용량 및 기간을 조절하

골절 환자 1명은 이식 후 calcium 제제만 투여받고 bisphosphonate

기 때문에 권고안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용

투여를 통한 관리는 받지 않았고, 2년 후 골절이 발생하였다.

량으로 투여되는 경향이 보인다. Naylor 등의 연구에서는 신

본 연구에서 2018년 10월에 확대된 요양보험 급여 기준을
13)

적용하여

골다공증이나 골절 외에 추가적으로 bisphosphonate

장이식 후 평균 1년의 투여 기간 동안 corticosteroid의 평균 투
여 용량은 7.5 mg/day로 보고하였지만, corticosteroid의 누적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된 환자는 6명(10.5%)이었으며, 이들의

투여 용량과 누적 투여 기간을 보고하지 않아 정확한 해당 값

이식 후 corticosteroid 투여 기간 동안 bisphosphonate,

을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간 이식 환자에서는 하루 평균

denosumab, teriparatide 등의 처방 및 투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투여 용량은 24.4 mg/day, 거부반응으로 인한 투여는 제외하
더라도 21.4 mg/day로 선행 연구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보였
다.17)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 간 이식 환자에서 10년 내 골절위험도를
처음으로 계산한 연구이다. 한국인 간 이식 환자의 평균 10년

골다공증은 이식 후 흔히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이식 전에

내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는 6.7%로 저 위험도에 해당

골밀도가 정상이거나 골감소증이었던 환자도 골절이 일어날

했고, 10년 내 고관절 골절위험도는 평균 2.1%로 중등도 위험

수 있어 이식 후 모든 환자에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1,14)
AACE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환자들의 이식 후 3개월 이상

2016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장기이식, 면역억
제제 및 corticosteroid 등은 2차성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 간 이식 환자들은 이식 후
평균 8.8개월 동안 prednisolone으로 환산한 corticosteroid 누
적 투여 용량은 5.2 g이었으나, 거부반응으로 인한 corticosteroid
투여를 제외하면, 간 이식 후 평균 6.9개월 간 누적 투여 용량
4.3 g으로 투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 이식 후 환자에게
거부반응이 나타나면 corticosteroid pulse therapy로 500 mg
에서 1000 mg으로 시작하여 점차 감량하기 때문에 거부반응
이 있던 환자의 경우 corticosteroid의 투여 기간과 누적 투여
용량이 높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16) 한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간 이식 프로토콜의 corticosteroid 투여 지침에서는 간
이식 후 6개월 간 corticosteroid를 tapering하며 투여할 것을 권
고하는데, 이 tapering schedule을 계산하면 6개월간 prednisolone
으로 환산한 총 누적 투여 용량은 2.8 g이며, 15.9 mg/day로 계
산되었다. 간 이식 후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corticosteroid의 용량을 조절하고, 퇴원 후에도 외래에서도 환

험도를 높이는 위험 인자가 1개 이상 모두 존재하기 때문으로

prednisolone 5 mg/day를 초과하여 투여하기 때문에 골절위
파악된다. 대한골대사학회의 한국인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GIOP) 예방 및 치료 권고안에서는 FRAX를 통
해 골절위험도를 분석할 것을 권고하며 중등도 이상의 골절위
험도 환자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제를 투여할 것
을 권고한다.18) 본 연구에서 골감소증이면서 중등도 이상의
골절위험도인 8명의 환자는 이식 후 따로 골다공증 약제를 통
해 관리를 하진 않았는데, 이후 1명에게서 골절이 발생했다. 권
고안과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중등도 이상의 골절위험도 환
자들은 bisphosphonate를 비롯한 골다공증 약제를 추가하여
골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Naylor 등의 연구에서는 10년 내 고관절 골절위험도를 분석
하지 않아 고관절 골절위험도는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없
으나, BMD를 반영한 10년 내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는
5.0%로 보고하여17) 본 연구의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에
비해 소폭 낮은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캐
나다와 한국이라는 인종 차이, Naylor의 연구는 평균 4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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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평균 연령인 53세보다 더 젊으며, 다른 장기의 이

전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골절 발생률을 확인하였으며, 10년

식이라는 점과 환자들의 기저 질환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내 골절위험도가 높은 골감소증 환자 1명에서도 골절이 발생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한 간 이식 후 골절이 발생한 4명의 환자 중 2명이 기

간 이식 환자들은 간 이식 전 수행한 골밀도 검사의 평균
29.7개월 후 두번째 골밀도 검사가 추적 수행되었고, 평균 3.0
회, 27.5개월 간격으로 골밀도의 추적 관찰이 수행되었다.
AASL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저 골다공증성 골절이 존재했던 환자임을 고려할 때, 간 이식

Diseases)/AST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ation)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간 이식 후 초기 5년 동안 골밀도 검사를 수
행하며, 골감소증 환자는 1년 마다, 정상 골밀도 환자는 2~3년
마다 정기적으로 추적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15,19) 본
연구에서 골감소증 환자가 1~2년 내에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요양보험 급여에서 허용하는 골
감소증 환자의 골밀도 추적검사 간격은 2년으로 권고안과 다
른 점이 있고, 2년 째에 의료진이 골밀도 검사 오더를 발행하
여도 환자가 다음에 방문하는 외래 기간 사이에 간격이 있어
1~2년 사이에 골밀도 추적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간 이식 후 29.7개월 후 수행된 골밀도 검사에서는 간 이식
전 대비 요추 1.2%로 대퇴골 −7.2%로 변화하여, 대퇴골의 골
밀도 감소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이식 후
corticosteroid 투여 영향이 있는 약 1년 사이의 DXA 검사 결
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 싶었으나, 간 이식 후 1년 내에 골밀도
를 추적검사한 환자는 4명에 불과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간 이식 후 골절이 발생한 4명 중 2명은 간 이식 후 거부반응
으로 corticosteroid pulse therapy를 받았다. 특히 간 이식 당시
골감소증이었으나 이후 femur에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는 이
식 후 거부반응이 3회 이상 발생하여 prednisolone을 5mg/day
이상으로 24.1개월로 장기간 투여받았으며 prednisolone 투여
종료 약 4개월 후 골절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폐경과 당뇨가
골절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고려하면,20,21) 이 환자의 이식
후 골절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된 것으로 유추된다. 폐경과
당뇨가 있는 환자였기에 골절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corticosteroid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이 환자의 이식 후 골절
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환자의 DXA 검사결과는 corticosteroid

간 이식 환자의 93.0%에서 골밀도 감소 예방 목적으로

전 기저 골절이 존재하는 환자 및 10년 내 골절위험도가 높은
환자군은 간 이식 후 골절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식
이 요구된다.

calcium과 vitamin D 제제의 처방 및 투여가 이루어졌으나,
7.0% 환자에게 calcium과 vitamin D 제제가 투여되지 않은 사
유는 전자의무기록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처방의 누
락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대한골대사학회의 한국인

므로 steroid pulse therapy로 인한 골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GIOP 예방 및 치료 권고안에서 3개월 이상 prednisolone 2.5
mg/day 이상으로 투여하는 모든 성인에게 calcium과 vitamin
D 제제를 권장한다.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사가 prednisolone
을 투여하는 간 이식 환자의 입원, 퇴원 및 외래 처방 시
calcium과 vitamin D 제제의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능동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간 이식 환자 중 AACE 가이드라인의 bisphosphonate의 투
여 권장 대상은 총 15명(26.3%)으로골감소증이지만 골절이
존재했던 골감소증 환자 1명 및 골다공증 12명, 골감소증이면
서 10년 내 골절위험도가 높은 2명을 투여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 이식 전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던 환자
1명에게는 bisphosphonate가 투여되어 간 이식 후 골절은 일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골절 이력이 없고,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절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게는 bisphosphonate, teriparatide,
denosumab 등의 투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 1명
에게서 간 이식 후 대퇴골에서 골절이 발생했다. 2018년 10월
개정되기 이전의 요양보험 급여는 골다공증 환자 및 골절 환
자에게만 bisphosphonate의 투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골감
소증이면서 10년 내 골절위험도가 중등도 위험 이상으로 높은
2명의 환자에게는 bisphosphonate를 고려하기 힘들었다. 대한
골대사학회의 한국인 GIOP 예방 및 치료 권고안에서 골다공
증성 골절 이력이 존재하거나 10년 내 골절위험도가 중등도
위험 이상인 환자, 골다공증 환자, 고용량의 corticosteroid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bisphosphonate, teriparatide, denosumab
등의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18) 개정된 요양보험 급여도
corticosteroid를 90일 이상 450 mg 초과하여 투여하는 골절위
험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bisphosphonate 투여를 권고한다.13)

있었다.

간 이식 당시 골절위험도가 높았던 골감소증 환자들은 이후에

Jung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간 이식 전부터 골다공증을 가
진 환자는 치료를 하여도 이식 후 병적 골절 발생률이 28%로
보고 하였고, 이식 후 골감소증의 치료와 병적 골절의 조기진
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제시하였다.22) 본 연구에서도 간
이식 전 골다공증 환자 중 25%에서 병적 골절이 발생하여 이

도 bisphosphonate를 비롯한 골다공증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

투여 기간과는 다른 기간에 측정되어 골밀도 전후 비교를 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골절 환자의 경우 이식 후 3개월
째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거부반응이 일어난 기간이 아니

다. 이들은 요양보험 급여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미 corticosteroid
의 투여가 종료되어 급여 적용이 어려운 환자들이라 의료진에
게 적극적인 bisphosphonate 권고를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간 이식 초기 및 거부반응으로 인한 corticosteroid 투여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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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 이루어지는 시점에 골절위험도를 판단하고 bisphosphonate
의 투여 권고해야 할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의 한국인 GIOP 예방 및 치료 권고안에서
도 bisphosphonate의 투여에도 골절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
denosumab 등의 다른 골다공증 치료 약제로 전환할 것을 권
고하였다.18) 장기이식 환자에게 denosumab을 투여 시 골다공
증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되고, 신장 질환이 있거나
bisphosphonate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denosumab이 유용한
치료임을 제안한 연구도 존재한다.23) Mok CC등의 연구에서
는 corticosteroid 장기간 투여 환자에서 bisphosphonate에서
denosumab으로 전환하여 투여하자 요추 골밀도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denosumab으로 전환한 환자
가 1명이어서 유의성은 판단할 수 없으나, 비슷하게 요추 골밀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요양보험 급여가 확
대되기 전에는 bisphosphonate를 1년 이상 투여해도 골다공증
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골밀도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
한하여 denosumab의 급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
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2018년도 요양보험 급여 확대로 denosumab
이 골다공증의 1차 치료제에 포함되어 bisphosphonate에 유의
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denosumab의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일 기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
토하여 분석한 연구로, 대상자 수가 57명으로 부족하다는 것
과 환자 방문 누락 및 전원, 사망으로 인해 골밀도 추적검사 자
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환자들의
골밀도 감소에는 나이, 당뇨, corticosteroid의 투여, tenofovir의
투여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대
상이 부족하고, DXA 추적검사 기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아 corticosteroid나 tenofovir 등을 투여한 기간 동안에
맞는 DXA 추적검사 결과가 부족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한국인 간 이식 환자
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10년 내 골절위험도를 분석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또한 간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간 이식 후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지속적인 골밀도 관리가 수행되는지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10년 내 골절위험도(FRAX)를 간 이
식 환자에 적용하고 골절 양상을 확인하여, 골절위험도가 중
등도 위험도 이상에 해당하는 골감소증 환자에서 실제 골절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기간을 확대하여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골밀도
검사, 골절 관련 자료 및 약제 투여 자료가 누적된다면 간 이식
후 시기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 추이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간 이식 후 10년 내 골절위험도와
실제 골절 빈도를 확인하고, 간 이식 환자에서 10년 내 골절위
험도의 유효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많
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bisphosphonate 및 denosumab 등의 골다공증 약제 투여로
corticosteroid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 론
간 이식 후 환자들은 평균 8.8개월 이상 corticosteroid를 투
여받고 10년 내 고관절 골절위험도가 평균적으로 중등도 위험
도이므로 적극적인 골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간 이식 후
환자의 골밀도 기준에 맞는 정기적인 골밀도 추적검사가 필요
하고, 골절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환자는 골밀도 악화와 골
절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 사용이 필요하다. GIOP 가이드라인
과 요양보험 급여 개정안을 참고하여 corticosteroid를 투여받
는 환자의 골절 예방을 위해 bisphosphonate 투여를 의료진에
게 독려할 수 있다. 골밀도 검사 후 약제 투여의 시작이 지연되
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기존 골절 이력이 있거나 1년 이
상 bisphosphonate를 투여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는

denosumab 등의 투여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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