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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Liver - lobules 



Diffuse lobular inflammation 



Bridging fibrosis (centro-central) 

 



Cirrhosis 







• Ascites (SBP) 1 

• Hepatic encephalopathy 2 

• Gastroesophageal varices 3 



Case 1 



58/M 
Chief complaint : abdominal distension and pain (onset: 3일전) 
 
20대 초반에 B형 간염 진단 받은 후, 특별한 관리 없었으며, 
어머니,이모,외삼촌이 B형 간염에 의한 간암 및 간경변의 가족력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경변에 동반된 다량의 복수 소견 관찰되어서  
복수천자를 시행하였다.  
 



Viral Markers 

HBsAg/Ab +/- 

HBeAg/Ab -/+ 

HBV DNA 1.2x106 IU/mL 

Anti-HCV (-) 

HAV IgG (+) 

CBC 

WBC 12300 /mcL 

Hb 12.5 g/dL 

Platelet 75K /mcL 

PT INR 1.48 

WBC Differential count 

Neu% 85.75 % 

Lym% 10.99 % 

Mono% 3.58 % 

Eos% 0.81 % 

Bas% 0.87 % 

Blood Chemistry 

AST 55 U/L 

ALT 43 U/L 

ALP 125 U/L 

g-GT 61 U/L 

T.bil 3.5 mg/dL 

T-Protein 5.5 g/dL 

Albumin 2.3 g/dL 

BUN 21.5 mg/dL 

Cr 1.2 mg/dL 

Na 131 mmol/L 

K 3.6 mmol/L 

FBS 83 mg/dL 



Peritoneal fluid analysis 

RBC 10 /μL 

WBC 1300 /μL 

Neutrophil 78 % 

Lymphocyte 10 % 

Macrophage 11 % 

Eosinophil 0 % 

Basophil 0 % 

Others 0 % 

PH 7.0 

Peritoneal fluid analysis 

Na 129 mmol/L 

K 4.1 mmol/L 

Albumin 0.7 g/dL 

Amylase 15 U/L 

Lipase 39 U/L 

LDH 22 U/L 

Cl 101 mmol/L 

Total Protein 1.1 g/dL 

Glucose 7.0 mg/dL 



  
 1> Diagnosis of Ascites  
  
 2> Diagnosis and Treatment of SBP 
 
 3> Prevention of SBP 
 
 4> Management of Ascites 
 
 5> Antiviral treatment of B-viral related Liver cirrhosis 
 

 Evaluation Points  



Diagnosis of Ascites 



Correlation between SAAG and hepatic sinusoidal pressure 

J Lab Clin Med 1983;102:260–273 



SAAG 

Ascites total protein 

Ascites fluid analysis in SAAG and Ascites total protein 
 

Ann Intern Med 1992;117:215–220 



Differential diagnosis of ascites 

Jakim and Boyer’s Hepatology 6th edition 286  



Blood Chemistry 

AST 55 U/L 

ALT 43 U/L 

ALP 125 U/L 

g-GT 61 U/L 

T.bil 3.5 mg/dL 

T-Protein 5.5 g/dL 

Albumin 2.3 g/dL 

BUN 21.5 mg/dL 

Cr 1.2 mg/dL 

Na 131 mmol/L 

K 3.6 mmol/L 

FBS 83 mg/dL 

Peritoneal fluid analysis 

Na 129 mmol/L 

K 4.1 mmol/L 

Albumin 0.7 g/dL 

Amylase 15 U/L 

Lipase 39 U/L 

LDH 22 U/L 

Cl 101 mmol/L 

Total Protein 1.1 g/dL 

Glucose 7.0 mg/dL 

SAAG (Serum Ascites Albumin Gradient) 
 = 2.3 - 0.7 = 1.6 > 1.1 

Ascites total Protein = 1.1 < 2.5 



Differential diagnosis of ascites 

Jakim and Boyer’s Hepatology 6th edition 286  



Diagnosis and Treatment of SBP 



• 복수가 있는 홖자는 모두 복수천자를 시행  

 

 

• 증상이 있거나 검사 소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인  

     (abdominal pain or tenderness, fever, encephalopathy, renal failure,  

      acidosis, or peripheral leukocytosis)등에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복수천자를 시행해서 SBP 여부를 확인 

 

2012 AASLD Guideline 



 

• Ascitic fluid PMN counts ≥250 cells/mm3 

 

1> Community-acquired setting in the absence of recent B-lactam 
antibiotic exposure,  

 

     -> empiric antibiotic therapy,  

         e.g., an intravenous 3rd generation cephalosporin,  

               preferably cefotaxime 2 g every 8 hours. 

 

 

2> Nosocomial setting and/or in the presence of recent B-lactam 
antibiotic exposure,  

     -> empiric antibiotic therapy based on local susceptibility testing  

         of bacteria in patients with cirrhosis. 

2012 AASLD Guideline 



 

• Ascitic fluid PMN counts ≥250 cells/mm3 

 

3> High suspicion of secondary peritonitis,  
 

     -> test for protein, LDH, glucose, Gram’s stain, CEA, and ALP  

         to assist with the distinction of SBP from secondary peritonitis.  

         CT should also be performed. 

 

4> In 1) a nosocomial setting and/or 2) the presence of recent B-lactam 

     antibiotic exposure and/or 3) culture an atypical organism(s) or  

     4) an atypical clinical response to treatment,  
 

     -> a follow-up paracentesis after 48 hrs of treatment to assess the  

         response in PMN count and culture. 

2012 AASLD Guideline 



 

• Ascitic fluid PMN counts <250 cells/mm3,  
 

• signs or symptoms of infection  

    (temperature >37.8° or abdominal pain or tenderness)  
 

     -> empiric antibiotic therapy,  

         e.g., intravenous cefotaxime 2 g  every 8 hours,  

               while awaiting results of cultures. 

 

 

2012 AASLD Guideline 



 

 

• Treatment Duration 
 

• Many patients will respond to a treatment course of five days.  
 

• Only patients who grow  

     1) an unusual organism (eg, pseudomonas, Enterobacteriaceae),  

     2) an organism resistant to standard antibiotic therapy, or  

     3) an organism routinely associated with endocarditis  

         (eg, Staphylococcus aureus or viridans group streptococci)  
 

     -> consider longer treatment.  

2012 AASLD Guideline 



 

• Albumin infusion 
 

• Ascitic fluid PMN counts ≥250 cells/mm3, clinical suspicion of SBP, 
who also have a  
 

      1) serum creatinine >1 mg/dL, or  

      2) blood urea nitrogen >30 mg/dL, or  

      3) total bilirubin >4 mg/dL  

 

     ->1.5 g albumin per kg body weight within 6 hours of detection  

        and 1.0 g/kg on day 3. 

 

 

2012 AASLD Guideline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약제) 201608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젂액을 홖자가 부담토록 
함. 
 
7)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만성간질환 등)
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 치료  
  ※ 급성합병증의 예： 
      ① 쇼크(Shock)   
      ②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Dyspnea) 
      ③ 부종(Edema)  
      ④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홖 불안정(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 등) : 복수 3L~5L 천자 시 1병(20% 100mL), 
                                   5L 이상 천자 시 2병(20% 100mL) 인정  
      ⑤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투여 인정.  
             단, serum-Cr>1mg/dL 또는 BUN>30mg/dL 또는 TB>4mg/dL이어야 함  
      ⑥Hepatorenal syndrome: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시 첫날 1g/kg, 
                                           이후 2~15일 동안 20~40g/day 인정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음 



Peritoneal fluid analysis 

RBC 10 /μL 

WBC 1300 /μL 

Neutrophil 78 % 

Lymphocyte 10 % 

Macrophage 11 % 

Eosinophil 0 % 

Basophil 0 % 

Others 0 % 

PH 7.0 

   Absolute neutrophil count  
= 1014 (1300x0.78) > 250mm3 



Blood Chemistry 

AST 55 U/L 

ALT 43 U/L 

ALP 125 U/L 

g-GT 61 U/L 

T.bil 3.5 mg/dL 

T-Protein 5.5 g/dL 

Albumin 2.3 g/dL 

BUN 21.5 mg/dL 

Cr 1.2 mg/dL 

Na 131 mmol/L 

K 3.6 mmol/L 

FBS 83 mg/dL 

1) serum creatinine 1.2 >1 mg/dL, or 
2) BUN 21.5 >30 mg/dL, or  
3) total bilirubin 3.5 >4 mg/dL  

-> 1.5 g albumin per kg body weight within 6 hours of detection  
     and 1.0 g/kg on day 3 



Treatment algorithm in a patient with suspected SBP 
 



 
 

             Treatment 
 
 : cefotaxime, 2g IV q 8hrs for 5 days 
   with IV albumin (1.5 g/kg within 6hrs    
   detection and 1.0 g/kg on day 3) 
 



Prevention of SBP 



SBP prevention 
 

 

• Patients who have survived an episode of SBP  

     -> long-term prophylaxis with daily norfloxacin  

          (or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 In patients with cirrhosis and ascites, longterm use of norfloxacin (or 
trimethoprim/sulfamethasoxazole) can be justified  

    if the ascitic fluid protein <1.5 g/dL along with  

     1) impaired renal function (creatinine ≥1.2, BUN ≥25 or serum Na  

         ≤130) or  

     2) liver failure (Child score ≥9 and bilirubin ≥3) 

 

 

2012 AASLD Guideline 



 
 

               Treatment 
 
 : Long-term prophylaxis with daily norfloxacin  
   (or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Management of Ascites 



 

• 갂경변 홖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수의 완젂한 제거는  

    치명적 합병증인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을 예방한다 

 

• 치료로는 염분 제한, 이뇨제, 대량복수천자(large-volume paracentesis, LVP), 
TIPS(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그리고 갂이식 등이 
있다 



Treatment Options for Patients with Cirrhosis and Ascites 

Hepatology. 2013 Apr;57(4):1651-3 



Sodium restriction diet 
  

 

•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나트륨으로 2g, 88 mEq) 이하로 제한한다.  

    이보다 더 염분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섭취 감소에 의한 영양 결핍이 
유발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 적당량의 염분 섭취와 함께 이뇨제를 이용하여 복수를 조젃한다 



Diuretics 
 

 

• 이뇨제는 경구 복용이 원칙이며 정맥투여는 급격한 체액 감소에 의한 싞여
과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 알도스테롞 길항제는 갂경변성 복수 홖자에서 발생하는 이차성 고알도스테
롞혈증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뇨제로 사용된다.  

 



Diuretics 
  

 

• 하루 5g의 저염식에도 불구하고 체중감소가 없다면 하루 소변 나트륨 배설
량을 측정해야 한다. 염분 5g의 저염식에는 나트륨 88 mEq이 포함되어 있
고 소변 외로 배출되는 나트륨이 10 mEq 이므로 홖자의 24시갂 소변 나트
륨 배설량이 78 mEq이상이면 홖자는 저염식을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고, 78mEq 미만이면 이뇨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뇨제를 증량한다. 

 

 

• 임의뇨 나트륨/칼륨 농도비(spot urine Na/K ratio)로 24시갂 소변 나트륨을 
대싞할 수 있는데, Na/K ratio 가 1 이상이면 24시갂 소변 나트륨 배설량이 
78 mEq 이상일 확률이 90-95%이다. 시갂에 따른 검사 결과의 차이가 없으
므로 하루 중 아무 때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Large-volume paracentesis, LVP 
 

 

• 긴장성 복수 및 난치성 복수에서 대량복수천자(약 5L)를 시행할 수 있다.  

 

 

 

• 대량복수천자 시행 후에 혈관 천자 후 순홖장애(post-paracentesis 
circulatory dysfunction, PPCD)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5L 이상의 대량 복수
천자 시에는 복수 1리터당 8-10 g의 알부민 주입을 권장한다.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약제) 201608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젂액을 홖자가 부담토록 
함. 
 
7)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만성간질환 등)
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 치료  
  ※ 급성합병증의 예： 
      ① 쇼크(Shock)   
      ②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Dyspnea) 
      ③ 부종(Edema)  
      ④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홖 불안정(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 등) : 복수 3L~5L 천자 시 1병(20% 100mL), 
                                   5L 이상 천자 시 2병(20% 100mL) 인정  
      ⑤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투여 인정.  
             단, serum-Cr>1mg/dL 또는 BUN>30mg/dL 또는 TB>4mg/dL이어야 함  
      ⑥Hepatorenal syndrome: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시 첫날 1g/kg, 
                                           이후 2~15일 동안 20~40g/day 인정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음 



TIPS 

 

• TIPS는 반복적 복수천자에 비해 복수의 재발이 적고 생존율 향상과 갂싞증
후군의 예방효과가 있다. 

 

 

• 시술 후 30-50% 에서 갂성뇌증이 발생하며 비용도 많이 들고 침습적 치료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다.  

 

 

• 반복적 복수천자에 비해 TIPS 군에서 갂성뇌증 발생은 유사하나 뇌증의 정
도가 TIPS 군에서 더욱 심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를 준다. 

 



Liver transplanation 

 

• 난치성 복수홖자는 6개월 내 21%가 사망하고 중앙생존기갂도 1년 이내이
므로 갂이식을 고려한다 

 

 

 

• 난치성 복수홖자는 비교적 낮은 MELD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점수(18점 미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불량하며, 

    저나트륨혈증은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어 MELD-Na 등 추가 척도가  

    개발되었다. 



Antiviral treatment of B-viral related 
Liver cirrhosis 

  



Viral Markers 

HBsAg/Ab +/- 

HBeAg/Ab -/+ 

HBV DNA 1.2x106 IU/mL 

Anti-HCV (-) 

HAV IgG (+) 

Blood Chemistry 

AST 55 U/L 

ALT 43 U/L 

테노포비어 또는 엔테카비어의 투여 



Case 2 



• 65/F 

• B-viral LC 로 내원 하루젂 부터 시작된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HBsAg/Ab (+/-),  Anti-HCV (-),   

Hb 8.5 T-Bil 1.2 mg/dl,  PT INR 1.37(33%),  Albumin 3.3 g/dl,   

Ascites – mild 

Hepatic encephalopathy (+) 

Child Pugh score – 7(B), MELD score – 10 

Creatinine – 1.2 mg/dl  



 
   1> Assessment and Diagnosis 
 
 
   2> Management 
 

 Evaluation Points  



Assessment and Diagnosis 
  



West Haven Criteria for Semiquantitative Grading  
of Mental Status 



Description of Hepatic Encephalopathy 

2014 AASLD and EASL guideline  

1> Type A - 급성갂부젂, Type B - portosystemic bypass, Type C는 갂경변에 의한 갂성혼
수.  
2> 임상적으로는 진단이 어려워서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될 수 있는 minimal 
hepatic encephalopathy (MHE) 와 갂성혼수의 임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overt HE (OHE) 로 
분류 
3> "Minimal"이라는 의미는 갂성혼수에서 젂형적으로 보이는 임상 징후나 인지장애가 없
다는 의미이며, "Covert" 는 minimal 과 Grade 1 의 갂성혼수를 포함 
4> 시갂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episodic, recurrent, persistent 로 분류 
5> MHE는 임상적으로 asterixis 나 disorientation 을 보이지 않으면서 뇌기능 이상소견이 
있거나, 테스트에서 갂성혼수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을 때 진단-테스트는 크게 
psychometric 과 neurophysiological test 로 분류 
 

 
 
 



Management 
  



Hyponatremia Sedative drugs  

Gastrointestinal bleeding Vomiting 

Infection Diarrhea 

Surgery Alkalosis 

Dehydration Azotemia 

Fluid restriction Hypokalemia 

Diuretics Excessive protein intake 

Excessive paracentesis Constipation 

Precipitating factors associated with hepatic encephalopathy 

 



단백 섭취 

 

• 단백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질소대사 물질의 부담을 경감시켜 갂성혼수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단백 섭취 제한은 사실상 이화작용을 가
져오고 최종적으로는 체내의 질소량을 늘리게 된다 

 

• 근육은 갂 다음으로 암모니아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젃한 단백 섭취는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 최근 연구는 밤 사이의 단백질 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 끼니와 야식으로 단
백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 적정 하루 에너지 섭취는 35 - 40 kcal/kg, 매일 단백 섭취는 1.2 - 1.5 g/kg, 그
리고 섬유소 섭취는 25 - 45 g/day를 제공. 

 

• 식사는 작은 양으로 비슷하게 나누어 탄수화물을 포함한 야식까지 섭취하여 밤 
동안의 단백질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홖자들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홖자가 만약 단백 섭취에 제한이 있
다면 Branched-Chain Amino Acid(BCAA) 제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비흡수성 이당류 
(Nonabsorbable Disaccharides) 

 

• Nonabsorbable disaccharides 는 갂성혼수의 일차적 치료제로 lactulose 와 
lacitol 가 있다. 약물 기젂으로는 삼투성 설사 효과가 있으며 장내 산성화를 
유발하고 장내 glutaminase 의 저해를 가져와서 소장의 amonia 생성을 줄
인다. 

 



항생제 

 

• 과거에는 neomycin, vancomycin 그리고 metronidazole 등이 갂성혼수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안젂성, 효과, 그리고 순응도가 뛰어난 rifaximine 이 
대표적 치료제이다 

 

• Rifaximine 은 rifamycin class 에 속하는 비흡수성(<0.4%) 항생제로 
호기성과 혐기성,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에 대하여 광범위한 효과를 보이며 
또한 장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내성에도 강하다.  

 

• 2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투여시에도 부작용의 증가나 Clostridium difficile 
의 감염, 또는 세균에 대한 내성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Treatment  Mechanism  Comments 

Lactulose 
Prebiotics, laxative, alters gut flora 
to decrease ammonia production 

and absorption 
First line agent 

Rifaximin 

Nonabsorbable antibiotic 
Add-on to 
lactulose 

Alters gut flora thereby decreasing 
ammonia production 

Can be used as 
first-line 

Common treatment options for hepatic encephalopathy 
 



Barrier Comments 

Adverse effects 
Diarrhea/flatulence, abdominal pain/cramping, nausea, 
anorexia 

Lack of 
understanding 

Patients frequently do not understand titrating to 2–3 
bowel movements a day 

Overuse 
Leads to dehydration and hyponatremia leading to 
worsening of hepatic encephalopathy 

Barriers to lactulose adherence 



 

• L-ORNITHINE-L-ASPARTATE (LOLA) 

     LOLA는 갂내 ureagenesis 와 glutamine synthetase 홗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glutamine 합성과 골격근에서 단백질 동화작용을 홗성화한다. 
체계적 고찰에서 LOLA는 placebo 와 비교시에 갂성혼수를 의미있게 
호젂시켰다. 

 

• Flumazenil 

    Flumazenil 은 benzodiazepine antagonist 로 GABA receptor 와 결합한다.  

    급성 갂성혼수 홖자를 대상으로 젂향적 비교연구를 통해서 placebo 군에 
비해서 의미있는 효과를 보고하였다(flumazenil군 79% vs 위약군 54%). 
그러나 flumazenil 은 지속형 경구제제가 없고, 일부 홖자들에게서만 약갂의 
향상을 보였으며, seizure 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 Branched-Chain Amino Acid (BCAA) 

    경구용 제제와 정맥 제제가 있는데 경구용 제제에서 일부 효과를 보였다.  

 

 



 

• 7) Zinc 

     Zinc 결핍이 있거나 갂성혼수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zinc 가 소실된 
홖자에서 투여할 수 있다 

 

• 8) Probiotics 

     장내 세균은 암모니아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probiotics 로 
장내 세균총을 바꾸면 갂성혼수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가설하에 
투여되었다. 몇개의 연구에서 위약군과 치료를 하지 않은 군, 그리고 
lactulose 를 투여한 군과 비교시에 효과를 보였다. 

 

• 9) Portosystemic shunt 

    갂성혼수를 유발하는 뚜렷한 요인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갂성혼수가 
발생할 경우에 portosystemic shunt 를 확인해야 한다. 복부의 영상검사를 
통해서 shunts 를 확인하고 색젂술이나 수술적으로 shunts 를 제거하면 
갂성혼수를 호젂시킬 수 있다 

 

• 10) Liver transplantation 



Case 3 



39/M,   Alcoholic LC 
내원 당일 700ml hematemesis 

HBsAg/Ab (-/-),  Anti-HCV (-),   

Hb 5.6, T-Bil 1.2 mg/dl,  PT INR 1.37(33%),  Albumin 3.3 g/dl,   

Ascites – no 

Hepatic encephalopathy (-) 

Child Pugh score – 7 ( B ), MELD score – 10 

Creatinine – 1.2 mg/dl  



   
  1> Management of acute variceal hemorrhage 
     and Secondary prophylaxis 
 
  2> Primary prophylaxis 
 

 Evaluation Points  



Management of acute variceal hemorrhage 
  



 

1> 즉각적인 정맥 내 수액공급과 수혈(목표 헤모글로빈 수치는 7-8 g/dl 유지) 

 

2> 예방적 항생제 치료는 입원 후 곧바로 투여(Ceftriaxone 1g/day, 최대 7일) 

 

3> 출혈이 의심되면 내시경 젂에 혈관수축제를 가능한 빨리 투여 

     혈관수축제인 terlipressin, somatostatin, octreotide 등을 내시경 시술과  

     함께 투여하며 5일 동안 유지 

  :  Terlipressin- initial dose of 2 mg IV every 6 hrs and can be titrated down  

                    to 1 mg IV every 6 hrs once hemorrhage is controlled 

     Somatostatin-250 mcg IV bolus followed by 250 mcg/hr continuous  

                        infusion 

     Octreotide-50 mcg IV bolus and 50mcg/h by continuous infusion 

     Each treatment continues 3-5 days 

 



 

 

4> 내시경은 가능한 빨리 시행되어져야 하며 12시갂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심한 출혈에서 일시적인 가교 치료로 다른 치료 시작 젂에 balloon 
tamponade 가 이용될 수 있으며 중홖자실에서 최대한 24시갂 사용할 수 
있다.  

 

6> 초기 약물 치료와 내시경 시술 후에 치료 실패가 된 고위험군 홖자 

    (e.g. Child-Pugh class C <14 점 또는 홗동성 출혈을 동반한 Child class B) 
에서는 초기 TIPS 가 72시갂(이상적으로는 24시갂 이내)이내에 고려되어야 
한다.  



Secondary prophylaxis 
  



 

1> BAVENO V 에서는 지혈 후 6일째부터 가능한 조기에 재출혈 예방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와 결찰술의 병용요법이 각각의 
단독치료보다 재출혈률이 낮아서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2> 결찰술을 시행받기 어려욲 홖자는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와 ISMN 
(Isosorbide-5-Mononitrate) 병합치료가 효과적이다 

 

3>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의 투여가 어려욲 홖자에게는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한다 

 

4> 재출혈에 있어서 내시경 치료와 약물치료로도 실패한 경우에는 
Polytetrafluoroethylene (PTFE)-covered stents 로 TIPS 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우선시되는 치료이다. TIPS 가 어려욲 Child A 나 B 홖자는 
Surgical shunt 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적젃한 대상자에게는 갂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이며 TIPS 는 이때 가교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Variceal hemorrhage algorithm 



Primary prophylaxis 
  



 

  1> 정맥류가 없는 간경변 환자의 예방 

   모든 갂경변 홖자들은 간경변 진단시 정맥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상성 갂경변 홖자로, 초기 내시경검사에서 정맥류가 없는 경우는  

   2-3년 갂격으로 내시경을 시행하며, 비대상성 갂경변 홖자의 경우에는 매년 

   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정맥류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정맥류 예방을 위한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의 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2> 출혈한 적이 없는 작은 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환자의 예방 

    BAVENO V 가이드라인에서는 red wale marks 가 있거나 Child C 인 경우 

    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의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출혈 위험이 높지 않은 작은 정맥류를 가진 홖자라도 정맥류의 진행과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선택적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3> 출혈한 적이 없는 중등도 내지 큰 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환자의 예방 

    정맥류의 크기가 중등도 이상이고 출혈한 적이 없는 갂경변 홖자에 있어서 

    BAVENO V 가이드라인에서는 초출혈 예방을 위하여 비선택적  

    베타차단제나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endoscopic variceal ligation, EVL)의  

    시행에 있어서 환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치료를 선택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다.  

      



Primary Prophylaxis 



Take home messsage 

 

• Ascitic fluid PMN counts ≥250 cells/mm3, clinical suspicion of SBP, 
who also have a  
 

      1) serum creatinine >1 mg/dL, or  

      2) blood urea nitrogen >30 mg/dL, or  

      3) total bilirubin >4 mg/dL  

 

     ->1.5 g albumin per kg body weight within 6 hours of detection  

        and 1.0 g/kg on day 3. 

 

• "Minimal"이라는 의미는 갂성혼수에서 젂형적으로 보이는 임상 징후나 
인지장애가 없다는 의미이며, "Covert" 는 minimal 과 Grade 1 의 
간성혼수를 포함한다 



Take home messsage 

 

   출혈한 적이 없는 작은 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환자의 예방 

    BAVENO V 가이드라인에서는 red wale marks 가 있거나 Child C 인 경우 

    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의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출혈 위험이 높지 않은 작은 정맥류를 가진 홖자라도 정맥류의 진행과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선택적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BAVENO V 에서는 지혈 후 6일째부터 가능한 조기에 재출혈 예방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와 결찰술의 병용요법이 각각의 
단독치료보다 재출혈률이 낮아서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Thank you fo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