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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to the Editor

혈장 수혈에 있어서 RhD 면역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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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 부적합(incompatibility)은 수혈의 안전성
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혈소
판 제제의 경우 RhD 부적합 제제를 수혈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수혈량에 따라 RhD 면역글로불린
(RhD immunoglobin, RhIG)을 투여하도록 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다. 반면 혈장 제제의 경우, 아직
까지 다수의 국외 주요 수혈가이드라인에서는 특
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짓
고 있으며, 2016년 발간된 국내 수혈가이드라인
에서도 RhD 음성 환자에게 RhD 양성인 혈장을
수혈한 후 동종면역 예방조치로 RhIG투여를 권
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내 수혈가이드라인
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RhIG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언급만 되어 있다(Table 1)[1].
혈장 제제에는 온전한 형태의 적혈구는 없으
나 적혈구 막의 파편이나 기질은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온전한 적혈구에 비하여 면역
원성이 낮아 대부분의 수혈가이드라인에서는 혈

장 수혈 시 RhD 부적합에 대하여 큰 임상적 의의
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RhD 부적합 혈장 수
혈에 의한 감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Liu 등의 보고에서는 1800 mL의
신선동결혈장 수혈 후에 첫 수혈로부터 15일 째
에 항-D 항체가 환자의 혈액에서 동정되었다. 환
자는 56세 여성으로 2번의 임신력이 있었으나 이
전 수혈력은 없었다[2]. Rubia 등의 보고에서는 4
회 임신력이 있는 53세 여성 환자에서 4 단위의
RhD 양성 신선동결혈장 수혈 후 10일째에 항-D
항체가 동정되었다. 환자는 RhD 양성 아기를 출
산한 경력이 있었으며 유산 경력이 있으나 당시
RhIG를 투여하지는 않았다[3]. 두 경우 모두 이전
에 RhD 감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추
가적인 수혈에 의하여 항-D 항체가 생성된 경우
였다. McBride 등의 보고에서는 이전에 감작을
일으킬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임에도 RhD
양성 신선동결혈장을 치환용액으로 사용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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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n Rh immune globulin prophylaxis for RhD negative patients in plasma transfusion according to
the major guidelines
Guideline

Description

Korean Society of Blood
transfusion/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6 [1]
Australian and New Zealand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ANZSBT), 2016 [8]
British Committee for Standards
in Haematology Guidelines
(BCSH), 2004 [9]

Fresh frozen plasma and cryoprecipitate may be selected without regard to the patient's
RhD status. On the other hand, high-risk patients, such as premenopausal women,
might require selective RhD immunoglobulin (RhD-Ig).
Plasma products may be selected without regard to the patient's RhD status. RhD
immunoglobulin (RhD-Ig) is not required if RhD negative patients receive RhD
positive plasma products.
Fresh-frozen plasma, MBFFP and SDFFP of any Rh type may be given regardless
of the Rh status of the recipient. No anti-D prophylaxis is required if Rh D-negative
patients receive Rh D-positive FFP (grade B recommendation, level IIa evidence).

Table 2. Summary of reports on RhD alloimmunization after plasma transfusion

Age
Sex
Obstetric history
Previous transfusion
history of RhD+
blood
Clinical diagnosis/
condition
Transfused RhD+
plasma
Anti-D titer
First Anti-D
detection date after
first transfusion

Liu et al. [2]

Rubia et al. [3]

Connolly et al. [10]

McBride et al. [4]

56
Female
2G1P1
None

53
Female
4G3P1A*
None

63
Male
Not applicable
None

17
Female
None
None

Subarachnoid
hemorrhage
2,000 mL
64
15 days

Mitral/tricuspid
valve replacement
4 units
32
10∼15 days

*No prophylactic RhIG administration after spontaneous abortion;
One of the 116 units was D(u) phenotype.
Abbreviations: G, gravidity; P, parity; A, abortion.

료적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고 약 23일 후에 항-D
항체가 동정되었다[4]. 그 외에도 혈장 제제 수혈
후 RhD 감작을 일으킨 증례 보고가 여럿 있고,
이를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증례

Esophageal cancer
4 unit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116 units†

Not provided
2 months

512
23 days

†

Used as replacement fluids during plasma exchange.

에서 수혈 전 항체 선별/동정 검사에서 항-D 항체
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비단 RhD 뿐만 아니라
a
다른 적혈구 항원, 특히 E 항원과 JK 항원에 대
해서도 혈장 제제 수혈 후 감작 사례가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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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5].
이상의 증례들로 미루어볼 때 혈장 제제도 적
혈구 항원에 대한 감작의 위험성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임신 등으로 이전 감작
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대량의 혈장 제제에 노
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RhD 양성 혈소판 수혈을 받고 RhIG 투여를 받지
않아도 실제 anti-D 생성은 1%대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있어[6] RhD 부적합 혈장 제제 수혈 후에
도 그 위험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개별
환자 상태와 임상상에 따라 RhIG 투여를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혈소판 제제와는 달리 그 투여량에 대한 기준
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전 문헌에서 혈장 제제에
서의 실제 측정 결과를 보면 신선동결혈장 1 단
9
위당 최대 0.2∼0.8×10 개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4,7]. 이는 신선동결혈장 1 단
위에 최대 0.1 mL 이하의 적혈구를 포함하고 있
는 셈이 되며, RhD 부적합 혈장 제제 수혈 시 소
용량 (300 IU) 1 vial로도 신선동결혈장 25 단위
이상에 대하여 감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물론 이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
므로 평균적인 적혈구 함유량은 이보다 훨씬 낮
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의 측정 결과는 아니지
만 RhIG 투여 용량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결론적으로, RhD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혈구
항원에 대한 감작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혈장 제제를 투여할 때에도 적혈구 항
원, 특히 RhD에 대한 감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적으로는 1) 가임
기 여성, 2) 이전 감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혈장교환술 등 대량의 혈장 제제 수혈이 예상되
는 경우, 4) 향후 지속적으로 수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RhIG 투여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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