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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alassemia patients are treated with chronic blood transfusion to relief symptoms. The prevalence
of thalassemia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guidelines of blood transfusion outlined by the policy of transfusion
of thalassemia, like other inherited hemolytic anemia. Herein, we survey the opinion of transfusion specialists about
the policy of blood transfusion of thalassemia in Korea.
Methods: E-mail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July and September of 2017; a total of 40 laboratory medicine
specialists working at a general hospital and participating transfusion medicine were inclu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blood transfusion experience and blood transfusion policy in patients with thalassemia.
Results: Finally, 36 (90%) responders answered the questionnaire; of them, 32 (88.9%) agre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transfusion guideline for thalassemia patients, and 2 (5.6%) conditionally agreed. Thirty-five
(97.2%) respondents agreed on the need for extended matching of RBC antigens for blood transfusion in patients
with thalassemia. Thirty-five (97.2%) specialists agreed on the need for extended matching of RBC antigens beyond
ABO and RhD to include C, c, E, and e.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transfusion guideline for thalassemia, including other inherited hemolytic anemia,
is required in Korea. Extended matching of RBC antigen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uch guidelines,
at least C, c, D, E, e antigens of the Rh blood group are essential for extended matching of RBC antigens. (Korean
J Blood Transfus 2017;28: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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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구 집단의 구성원이 바뀌면 그 집단의 호발
질환도 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앞
서 다문화 사회가 된 유럽은 2009년에 전체 인구
의 4.0% 정도가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 인구가 유
입되었고, 이에 2007년 포르투갈 정부에서 이민
자들을 위한 의료 정책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유
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의 특성에 따른 의료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1]. 법무부의 2016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2,049,441명이고,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
국 49.6%, 베트남 7.3%, 미국 6.8%, 타이 4.9%, 필
리핀 2.8%, 우즈베키스탄 2.7% 순이다. 다양한 국
적 출신의 외국인의 유입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2].
알파 지중해빈혈(-thalassemia)은 아프리카, 중
동,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서, 베타 지중해
빈혈(-thalassemia)은 지중해, 중동, 아시아 남부,
동남아시아 및 중국 남부에서 주로 발생 보고 되
었다. 인구의 이주 및 이민에 의한 인구학적 이행
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중해빈혈 환자 및 그 이형
접합 보인자들이 분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인구유입에 따라
국내에서 아주 드물었던 혈액학적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지중해빈혈증의 보고도 드
물지 않다[3-5]. 동남아시아지역의 인구 증가를 반
영한 혈색소질환의 유병율에 관한 연구에 따르
면, 총 307명의 다문화 2세의 청년 중, 베타 지중해
빈혈은 0.98% (3/307), 알파 지중해빈혈은 0.65%
(2/307)로 인구학적 이행으로 인해 국내 지중해빈
혈증의 유병율이 증가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
다[6].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적혈구 수혈을
받는 질환은 대부분 혈액 질환이나 고형 종양 질

환, 또는 간,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다[7]. 해
외에서의 만성수혈을 받는 질환을 살펴보면 지중
해빈혈증 환자와 낫적혈구질환 환자 등이 만성
수혈요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주민이 늘어
나고 그 세대가 이어지면, 만성 적혈구 수혈을 받
는 환자 중 지중해빈혈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 수혈가이드라인은
만성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특수 상황에 대
한 수혈 지침은 있으나, 지중해빈혈증을 비롯한
유전성 용혈 질환에 대한 구체적 수혈 지침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혈 전
문가들의 지중해빈혈증 수혈 지침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내 청소년의 적혈구 항원 조사(3차년
도)’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중 지중해빈혈증에 관
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종합병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on transfusion and experience of thalassemia
Survey questionnaire
1. Whether to establish guideline of transfusion on thalassemia patients - Do you think that the guideline of
transfusion on thalassemia patients is needed?
2. Level of extended RBC match – Which antigens do
you think have to be included for extended matching
for RBC antigens for thalassemia patients?
3. Experience of thalassemia - Have you diagnosed the
thalassemia in your hospital?
4. Experience of transfusion on thalassemia patients - If
you had diagnosed the thalassemia, did the patients
get blood transfusion?
5. Please describe other fre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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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근무하고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대
상으로 하였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40명
에게 발송되었다.
설문 문항은 총 5개로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수
혈 경험 및 수혈 방침에 관련된 내용으로 상세 문
항은 Table 1과 같다. 설문 응답자의 지중해빈혈
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중해빈혈증 호발
국가의 유병율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 지중해
빈혈증의 유전양상, 외국의 지중해빈혈증의 수혈
지침 내용 등의 설명을 설문조사서에 추가하였
다. 설문조사서 의뢰 및 회수는 이메일을 이용하
였다.

결 과
1. 설문 응답자 분포
36명이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율은
90.0% 였다. 전체 응답자 36명 중 경기,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19명(52.7%)이었고, 수도권 외
기타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등)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17명(47.3%)이었다(Table 2).

2. 설문내용 분석
1) 지중해빈혈증에 관한 수혈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국내 지중해빈혈증 유병율이 높아질 것에 대
비하여, 지중해빈혈증에 관한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전문의는 32명으로
88.9%였고, 필요 없다고 답한 전문의는 2명으로
5.6%였다(Fig. 1). 기타의견은 2명(5.6%)이 있었는
데, 지중해빈혈증으로 국한하지 말고, 국내에 빈
도는 적으나 외국인 증가로 낫적혈구질환 등 지
속적으로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 대한 수혈가이드
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장은 필요 없
지만 향후 필요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었다.
2)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맞춤 수혈을 위해 시
행하는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정도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extended matching for RBC antigens)의 정도에 관
한 설문결과는 Table 3과 같다. ABO 혈액형 항원

Table 2. Hospital regions where respondents worked at
the time of survey
Region

Number (%)

Gyeonggi
Daegu
Daejeon
Busan
Seoul
Ulsan
Jeolla-do
Jeju

9
4
1
7
11
1
2
1

(25%)
(11.1%)
(2.7%)
(19.4%)
(30.6%)
(2.7%)
(5.6%)
(2.7%)

Fig. 1. Number and percentage of survey answers
regarding the need to establish transfusion guidelines
for thalassemeia pati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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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 of survey answers and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degree of extended matching of
RBC antigens for thalassemia patients
Degree of RBC antigens
ABO & Rh D
ABO & Rh (C,D,E) & K
ABO & Rh (C,c,D,E,e)
ABO & Rh (C,c,D,E,e) & K
ABO & Rh (C,c,D,E,e) & K
& others

Number (%)
1
0
11
19
5

(2.8)
(0)
(30.6)
(52.8)
(13.9)

Reference
[15]
[17], [24]
[24]*, [25]

*If antibodies develop, provide more extensive matching.

과 Rh 혈액형군의 D, C, c, E, e 항원까지 맞춤
수혈을 하는 것은 35명(97.2%)에서 동의하였다. K
항원 맞춤수혈은 24명(66.7%)이 동의하였다. 그
리고 Rh, Kell 혈액형군 외에 맞춤 수혈이 고려되
는 혈액형군은 Duffy 혈액형군(4명, 11.1%), Kidd
혈액형군(4명, 11.1%)과 MNS 혈액형군(1명, 2.8%)
이었다.

3) 지중해빈혈증 환자 진단 경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지중해빈혈증 환
자를 진단한 경험이 없는 기관은 16기관(44.4%) 이
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곳(5.6%)이었다. 18기관
(50%)에서 진단 경험이 있었고 그 중 2기관에서
는 환자를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4) 지중해빈혈증 환자 수혈 경험
지중해빈혈증 환자 진단 경험이 있고 환자를
전원 보내지 않은 16기관 중에서 해당 환자 수혈
경험 여부를 설문하였다. 8명이 수혈 경험이 있
다고 대답하였고, 8명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없다
고 대답한 사람 중 1명은 혈액은행에서 상병명을
확인하고 혈액을 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5) 기타 자유 의견
기타의견은 아래와 같다.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을 시행할 환자군을 정하는 것이 필요
하고,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을 시행하는
상병명을 혈액은행에 알려, 적합한 혈액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수혈가이드라인에서 강하게 권
장하여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ABO 혈액형 항
원과 Rh 혈액형군 외의 항원을 맞춤 수혈하는 것
은 비용, 시간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
견이 있었다. 이와 연관하여, ABO 혈액형 항원과
RhD 항원 이외의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 등 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용, 시간
등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perfect RBC match가 가
장 이상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지중해빈
혈증 환자의 수혈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베타 지
중해빈혈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Fy(a-b-), MNS(S-s-) 표현형이며 자연
항체가 동반되어 적합 혈액을 선별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었다는 경험도 있었다.

고 찰
지중해빈혈증은 16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글
로빈 유전자 또는, 1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글
로빈 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에 의해 해당하는
글로빈의 생성이 저하되어 비효율적 적혈구 생산
이나 적혈구막의 손상 및 비장 폐쇄 등으로 인한
용혈현상과 조혈장애가 나타나는 유전질환이다
[3,4]. 그 유전자변이에 따라 질병의 발현 정도가
달라 다양한 형태의 빈혈이 나타난다[9]. 알파 지
중해빈혈의 경우 가장 심각한 형태인 homozygous
0
 -thalassemia는 치명적인 태아 빈혈을 일으켜 사
망에 이르게 되며, 베타 지중해빈혈의 심각한 형
0
0
＋
＋
＋
0
태인 homozygous  /  ,  /  ,  /  세 종류의
-thalassemia major는 수혈 의존성 지중해빈혈증
으로 명명되어 평생 수혈요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9]. 조혈모세포이식이나 유전자 치료 같은

－ 285 －

Korean J Blood Transfus Vol. 28, No. 3, 282-289, Dec. 2017

치료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치
료는 아직까지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혈요법이
중요하다[10-14]. 아직까지는 국내 지중해빈혈증
의 유병율이 1% 이하로 낮지만, 이주민들의 유입
이 계속되고 그 세대가 이어지면 유병율이 증가
할 수 있다[3-6]. 수혈 의존성 지중해빈혈증 환자
는 보통 3∼4주 간격으로 수혈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더 자주 수혈을 받는다[15]. 수혈의존성 지
중해빈혈증 환자가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
에 이르게 되는데 수혈을 받지 않아 사망하는 수
혈의존성 지중해빈혈증 환자가 WHO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22,522명에 이르고 있다[16]. 지중해
빈혈증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2주 간격 이상
으로 2번 이상 7 g/dL 이하일 경우 수혈을 시행하
며, 헤모글로빈 수치는 7 g/dL 이상이지만 얼굴
변형, 저성장, 골절 또는 골수 외 조혈이 있을 경
우에는 수혈을 시행한다[17]. 수혈이 환자의 증상
을 완화하는 치료이지만, 정기적으로 수혈 받은
지 1∼2년 후부터 내분비 기관, 간, 심장 등의 조
직에 철분이 침착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심장 조직 내 철분 침착이 지중해빈혈
증 환자 사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
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철분 침착 평가는 꼭 이루
어져야 한다[18]. 종합병원의 혈액은행을 관리하
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총 36명의 설문 조사
결과, 국내 지중해빈혈증 유병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는 찬
성 의견이 많았다. 지중해빈혈증 이외의 낫적혈
구질환 등의 유전성 빈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혈의
학 전문가 집단도 다문화로 인해 유입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수혈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혈의존성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동종면역율
은 7.7∼47.5%로 일반적인 환자보다 높다고 알려

져 있다[18]. 동종면역이 발생 한 후 적합혈액제
제를 찾는 것은 발생 전보다 어려우며, 특히 환자
가 희귀 혈액형인 경우나, 고빈도항원에 대한 동
종면역이 발생한 경우 적합혈액제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18,19]. 해외의 지중해빈혈증의 수
혈가이드라인에서는 수혈 이후 항체가 발생할 경
우 정확히 동정하기 위해 환자의 ABO와 Rh 혈액
형군 C, c, D, E, e 항원 그리고 K 항원에 대한
적혈구 항원 검사를 표현형, 유전형 모두 검사하
는 것을 권장하고 이미 수혈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유전형 검사로 적혈구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군 C, c, D,
E, e 항원, 그리고 K 항원 적합 혈액을 수혈한다
[16,18]. 본 연구의 지중해빈혈증의 동종면역 예방
을 위해 수혈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적혈구 항
원의 확대 맞춤 수혈을 시행하는 것에는 대부분
찬성하였다. 맞춤 수혈의 정도에 대해서는 Rh 혈
액형군 C, c, D, E, e 항원을 맞춤 수혈하는 것은
97.2%에서 찬성하였다. K 항원이나 기타 항원은
의견이 달랐다. 그 이유는 K 항원은 국내에서 항
원 양성율이 매우 낮고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대
부분을 차지할 동남아시아 인종에서도 그 양성율
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헌혈자, 수혈자
모두 대부분 K 항원이 음성이므로 따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K 맞춤 수혈일 확률이 높기 때
문이다[20-22]. 이를 통해 지중해빈혈증의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을 대비한 전략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중해빈혈증 환자 수혈 시 최
소한 Rh 혈액형 항원 맞춤 수혈을 실시한다. 이는
농축적혈구 혈액제제의 Rh 혈액형 C, c, D, E, e
항원 표현형은 공급혈액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므
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Rh 혈액형 항원 표현형
검사를 실시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종면역 발생이 가장 높은 항원인 Rh 혈액형 항
원의 동종면역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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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혈액제제 선별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지중해빈혈증 환자의 여러 혈액형 항
원들의 표현형을 확인할 수 있는 확장된 적혈구
유전형 검사를 시행하여, 고빈도 항원 음성이거
나 희귀혈액형 환자라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맞춤 수혈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지중해빈혈증뿐 아니라 만성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혈액 질환인 골수이형성증후군, 백혈병
등과 같은 질환도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
을 고려하면, 동종면역 발생 후 적합혈액제제 선
별에 드는 시간,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적
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을 실시하는 데에는
환자의 혈액형 항원 검사를 추가로 실시 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1회의 혈액형
항원 검사를 통해 동종면역의 발생을 줄일 수 있
다. 또한 동종면역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차시
험을 생리식염수법만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는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Rh 표현형 검사를 하는 것은 비용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보고가 있다[23]. 수혈 전문가의 기타 의
견을 반영하여, 만성 적혈구 수혈을 받는 주요질
환에서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을 시행한
다면, 동종면역반응으로 인한 수혈반응 등을 줄
여 환자의 수혈 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지중해빈혈증을 포함한
유전성 용혈빈혈증에 관한 수혈가이드라인의 제
정이 필요하다[24,25]. 수혈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이 필요하며,
Rh 혈액형군 C, c, D, E, e 항원은 필수적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 K 항원은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
았다.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환자군 설정, 목표 항원 설정 등을 통해
수혈가이드라인 제정 시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겠다.

요 약
배경: 지중해빈혈증 환자는 증상 완화를 위해
만성 수혈 요법을 받게 된다. 동남아시아지역 출
신의 이주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의
지중해빈혈증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

혈가이드라인은 지중해빈혈증을 비롯한 유전성
용혈 질환에 대한 구체적 수혈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혈 전문가
들의 지중해빈혈증 수혈 지침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하였다.
방법: 전국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진단검
사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9월
까지 총 40명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설문
문항은 지중해 빈혈증 환자의 수혈 경험 및 수혈
방침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최종적으로 36명이(90%) 설문에 응답하
였다. 지중해빈혈증에 관한 수혈가이드라인 제정
의 필요성에 대해 32명(88.9%)이 찬성하였고, 2명
(5.6%)은 조건부로 찬성하였다. 지중해빈혈증 환
자의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 수혈의 필요성에
대해 35명(97.2%)에서 찬성하였고 그 혈액형 항
원의 종류에는 ABO 혈액형 항원과 Rh 혈액형 항
원의 C, c, D, E, e까지 맞춤 수혈을 하는 것은 35
명 모두 찬성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지중해빈혈증을
포함한 유전성 용혈빈혈증에 관한 수혈가이드라
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수혈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혈구 항원의 확대 맞춤이 필요하며,
Rh 혈액형군 C, c, D, E, e 항원은 최소한 필수적
으로 포함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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