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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당증은 당뇨병의 발생과 합병증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국내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당뇨병의 치료는 1921 년  Banting 과 Best 에 

의해 인슐린 치료법으로 합병증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 왔으나 ,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뉜다. 제 1 형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신부전의 위험이 4 배 정도 

높고, 심장질환의 경우 위험이 10 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급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슐린 주입이 보편화되고 응급약제인 글루카곤 등이 도입되면서 감소했지만 만성 

합병증은 여전히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당뇨병에서의 

췌장이식술은 이러한 인슐린 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상의 장기로 대체하는 

치료법으로서  1966 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사체 기증자에서 부분췌장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장기이식 후 사용하는 면역억제제의 개발과 수술 술기의 발전,  수술 후 환자관리의 

개선등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성공적인 췌장이식은 

당뇨병환자에서 혈당 항상성을 정상화 시키고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행을 줄일 수 

있다.  췌장이식이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성 합병증 경과에 있어 집중적 인슐린 치료에 

비해 우월한데, 이는 첫번째로 이식된 베타 세포들이 항상 변동하는 혈장 당 농도에 국한된 

체내 폐쇄된 구조의 되먹임 조절 기전(closed-loop, feedback-regulated mechanism)에 

의하여 혈당 농도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기전은 피하 

인슐린 투여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췌장 이식은 피하 인슐린 

투여와는 다르게 일부 풋인슐린(proinsulin)을 방출하는데 그 양은 베타 세포내의 분비 

과립내에서 풋인슐린의 분할로 생성된 성숙된 인슐린과 C-펩티드와 동일한 양이다. 

풋인슐린은 유사 인슐린 작용이 있고  최근에는 생화학적으로 C 펩티드 같은 활동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 C 펩티드를 투여하면 신기능과 당 조절 향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췌장이식의 적용 대상자는 주로 인슐린 의존형 제 1 형 당뇨병이고 

기타 인슐린 분비장애로서 당뇨병이 유발되는 만성췌장염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췌장종양으로 근치적 췌장절제술 후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등이며 일부에서는 

제 2 형 당뇨병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췌장이식의 적응증은 45~50 세 이하의 요독증이 있는 

제 1 형인슐린의존성 당뇨환자가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당뇨환자의 사망은 협심증이나 

뇌출혈로 인한 이차적인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정이 되지 않은 심한 혈관질환, 불안정한 



 

협심증, 심부전, 조절이 되지 않는 부정맥, 심한 좌심실기능 감소 등의 경우 등 은 적응증에서 

제외된다 . 그 외 에 도 심한 말초혈관질환에 의해 사지의 중요한 부분이 절단된 경우, 심한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 면역억제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치료 안된 악성종양, 급성 감염증, 

AIDS 환자 등)는 제외된다. 전신감염이나 약물중독, 정신적 질환,심한 비만 (BMI 40 

kg/m2 이상) 등도 제외기준이 된다. 췌장이식의 종류는 췌장단독이식, 신췌장동시이식, 

그리고 신장이식 후 췌장이식의 3 가지 타입이 있으며,  기증의 형태에 따라 

생체기증자에서의 부분췌장이식과 뇌사자에 의한 전 췌장이식으로 나눈다. 현재 췌장 

이식은 신, 췌장 동시 이식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 결과도 신이식 후 췌장이식이나 

췌장 단독 이식에 비해 성공률도 높다. 기증된 췌장의 배액방법으로는 기증자의 십이자장을 

수혜자의 소장에 연결하는 방법과 방광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췌장 이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로 수술 합병증, 즉 기술적 실패는 이식된 

췌장의 혈관 혈전증이 가장 흔하면서 이식 장기를 제거해야 하는 중대한 수술적 후유증이다. 

그 외 이식 장기를 제거하는 경우로서 출혈, 문합부 누출, 췌장염 또는 감염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식 거부(graft rejection)이다. 세 번째는 평생 동안의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독성과 감염,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이차 악성 

질환 발생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췌장이식이 과연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과 관련된 높은 이환율, 오랜 기간의 면역억제제 투여, 이식 거부와 

관련된 장기 소실, 기타 높은 치료 비용 등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삶의 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혈당 조절을 위한 집중적 인슐린 투여로 인한 부작용, 당뇨병성 이차 

합병증과 관련된 삶의 질적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췌장 이식은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022). 2020 년도 장기증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 2021 년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제 8 차 개정안), 서울:정다운우리들. 하희선등(2019). 장기이식과 간호. 

서울:계축문화사. 박윤경등(2022). 당뇨병성 콩팥병 예측의 기계학습 적용을 위한 뷴류기 

알고리즘별 성능 비교에 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7 pp. 184-191. 박재우(2006).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신췌이식의 경험. 

J Korean Soc Transplant;20:181-186 천영국(2011). 국내에서의 췌장이식의 경과. 

대한내과학회지: 제 80 권 제 2 호 2011. 하대관(2018). 제 1 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과 

만성 합병증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하종원(2006). 췌장이식. 

HANYANG MEDICAL REVIEWS Vol. 26, No. 3, 한덕종(2005). 췌장이식의 현재와 미래. J 

Korean Soc Transplant: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