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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nsitization in HLA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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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inally ill patients, organ transplantation could be recommended as the treatment of choice. In Korea, living
donor liver or kidney transplantation is much more frequent than 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due to organ
shortages from deceased donors. ABO or HLA incompatibility in transplantation can be a major barrier in living
donor transplantation. Currently, the rate of ABO incompatible organ transplantation accompanied by desensitization
is 20∼25% of living donor transplantation, and the blood bank laboratory plays an active role by plasmapheresis.
The desensitization of HLA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in highly sensitized patients is more difficult than that
of ABO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The HLA antibody is not easy to remove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sensitization. In addition, setting the target treatment goals and predicting the treatment outcomes based on the
HLA antibody results are problematic. Therefore, a range of desensitization protocols have been attempted and
various therapeutic goals have been introduced. This article reviews the various desensitization methods for antibody
removal focusing on HLA incompatible kidney transplantation, and discusses the prognosis of desensitization
methods for antibody removal based on the literature. (Korean J Blood Transfus 2019;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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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사장기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와 이식을 받
는 사람의 ABO 혈액형이 적혈구 수혈이 가능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신장이식에서는 조직적합성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의 불일치(mismatch) 정도는 작을수록 이식 후 좋은 예후를 나

타낸다[1]. 이러한 근거에 따라 뇌사 기증자의 신
장 및 췌장이식에서는 HLA가 모두 일치할 때, 대
기자 중에서 우선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된다. 2017년 IRODaT (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인구 백만명당
9.95명 수준인 반면, 생존 기증자는 백만명당 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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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뇌사자보다는 생존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생존 장기기증
은 많은 경우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뇌사장기이식과 달리 HLA 불일치 정도에 따른
장기 배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이식받는 사
람이 기증자의 ABO 혈액형이나, HLA에 대한 항
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증자의 ABO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 불일치 장기이식에서
도 다양한 탈감작(desensitization) 방법으로 항체
를 제거하고 성공적으로 이식을 시행하고 있어,
신장과 간이식에서는 ABO 혈액형 불일치 장기
이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3]. 2017년도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전체 생존 장
기이식 2,293건 중 548건이 ABO 혈액형 불일치
이식으로 시행되었다(Fig. 1).

탈감작은 원래 알레르기나 천식의 치료법 중
하나로, 항원을 주입하여 IgG 항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만세포(mast cell)의 IgE 활성을 막아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을 일컫는 용어이지만,
장기 이식에서는 ABO 혈액형 항원이나 HLA에
대한 항체를 제거하고, 항체 생성을 억제하는 치
료 방법을 말한다. HLA 탈감작 치료는 이식받는
사람의 체내에 있는 HLA 항체를 제거하여 수술
직후 초급성 거부반응(hyperacute rejection)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심장이식
등 응급으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뇌사
장기이식 전에 제한적으로 HLA 탈감작 치료가
시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사가 아닌
생존 신장 이식에서 탈감작을 시행하게 된다. 최
근에는 수술 후 발생한 항체매개 거부반응(antibody mediated rejection, ABMR)을 치료하기 위해
탈감작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처음으로 생존 신장기증자
에 대해 HLA 교차시험 양성을 보인 환자에서 혈
장성분채집술(plasmapheresis, PP)로 항체를 제거
하고, 교차시험 음성반응으로 전환 시킨 후 성공
적으로 신장이식을 시행한 증례가 보고되었으며,
이후 HLA 불일치 장기이식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4].
본 종설에서는 이식 전 HLA 항체를 가지고 있
는 환자에서 성공적인 이식을 시행하기 위해 시
도되고 있는 HLA 탈감작 치료 방법의 종류, 치료
목표 및 예후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탈감작 치료의 종류
Fig. 1.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statistical data for living and deceased donor transplant in 2017.

탈감작은 항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생성된 항
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항체의 생
성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 치료는 B세포의 생성을

－ 2 －

박금보래: HLA 불일치 장기이식의 탈감작 치료

억제하는 리툭시맙(rituximab, anti-CD20)이나, 형
질세포(plasma cell)의 자살(apoptosis)을 유도하는
보르테조밉(bortezomib, proteasome inhibitor) 등이
사용된다. 항체의 제거를 위해서는 PP, 선택적 흡
착(immunoadsorption, IA), 고농도 정맥내 면역글
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투여,
또는 PP와 저농도 IVIG를 병행하는 방법 등을 사
용할 수 있다(Table 1).
PP는 혈장에 존재하는 HLA 항체의 제거를 위
해 시행하는데, 항체 외에도 항원-항체 반응에 의
해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산물인 면역복합체, 보
체, 시토카인 등의 제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혈관 내에 존재하는 항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IgM 항체의 제거효과는 뛰어나지만, IgG
항체의 제거 효과는 혈관 내로 재유입되는 항체
의 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HLA 항체는 대부분 IgG
항체로 구성되어 있어[5], 고농도의 항체가 존재
하는 경우 PP만으로 항체를 제거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PP에서는 제거된 혈장성분을 대신해
항체가 없는 대체용액을 주입하며, 알부민이나
신선동결혈장이 대체용액으로 선택된다.
IA법은 PP로 혈장을 분리한 뒤 칼럼(column)을
통과시켜 IgG 성분의 항체만 흡착시키고 나머지
혈장성분은 다시 재주입하는 형태의 탈감작 방법
이다. IA법에 사용되는 칼럼은 Staphylococcal protein A 혹은 protein G가 들어있는 것이 주로 사용
된다. S. aureus 세포벽의 일부 성분이 IgG 항체의
Fc 부위와 IgG를 함유한 면역 복합체에 강한 친
화력을 보인다는 특징을 활용한 칼럼으로 IgG1,
IgG2, IgG4 항체의 제거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지만, 상대적으로 IgG3, IgM, IgA 항체의 제거 효
과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농도 IVIG (2 g/kg) 투여를 이용한 탈감작은
면역억제 기능이 비교적 적으며, 약물 투여가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감염 등 면역학적 부작
용과 고농도 IVIG 투여에 대한 독성반응이 있을
수 있고, 탈감작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Table 1. Mechanisms of various medication and procedures used for desensitization
Category
Antibody removal

Blocking antibody
formation

Medication or
procedure

Target

Plasmapheresis
HLA antibody
Immunoadsorption HLA antibody
IdeS

HLA antibody

Intravenous
immunoglobulin
Rituximab

Various

Bortezomib
Tocilizumab
Inactivation of
C1-INH
complement system Eculizumab

Pre, mature,
memory B cells
Plasma cell
B cell, Plasma cell
Complement system
Complement system

－ 3 －

Mechanism of action
Antibody removal, exchange plasma into replacement fluid
Staphylococcal protein A or protein G, IgG antibody
removal
IgG-degrading enzyme of Streptococcus pyogenes,
cleavage of IgG to F(ab’)2 and Fc portion
Unclear, F(ab’)2 and Fc dependent pathway etc.
Anti-CD20
Proteasome inhibitor
IL-6 receptor antagonist
C1 esterase inhibitor
C5 convertas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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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8]. 현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체 제거 방법은 PP와 저농도
IVIG (100∼300 mg/kg)를 병용하는 탈감작 방법
이다. 일반적으로 리툭시맙과 함께 탈감작 치료
에 사용되고 있으며, PP/저농도 IVIG 탈감작으로
ABMR의 치료에 효과를 보인 후, 현재까지도 이
식 전후 HLA 항체 제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이다[9,10]. 탈감작 치료효과를 나타내
는 IVIG의 작용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F(ab')2을 매개로 하여 항체매개 표적세포 살해,
세포간 상호작용 억제, 시토카인과 자가항체를
중화하는 기전이 제시되어 있고, 항체 결합 부위
(Fc receptor)를 포화(saturation) 시키거나, 조절 T
세포(regulatory T cell)를 증가시키고, 면역 복합
체의 결합을 저해하며, 가지세포(dendritic cell)의
활성을 조정(modulation) 하는 등 복합적인 기전
이 작용할 것으로 제시되었다[11].

2. 생존 신장이식 전 HLA 탈감작 치료의
예후
고전적으로 HLA 항체가 있는 경우, 보체의존
성 세포독성 교차시험(complement dependent cytotoxic crossmatching, CDC-XM)에서 양성을 나타
내고, 신장이식 후 초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식의 금기로 여겨져 왔다[12]. 그러
나, 고도로 감작된 신장이식 대기 환자에서 이식
전 PP나 IA법으로 HLA 항체를 제거하고, 초급성
거부반응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는 1980년대부
터 이미 시작되었다[13,14]. 초기에는 일부 항체
역가가 매우 높은 환자에서 항체의 음전을 실패
하기도 하였고, 탈감작으로 항체 역가를 낮춰 이
식 수술을 시행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탈감작 치
료의 부작용으로 심한 감염을 겪은 사례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13,14]. 국내에서는 2002년 교차시
험 양성 환자에서 탈감작 치료 후 성공적인 신장

이식을 시행한 바 있다[4].
탈감작을 시행하는 환자는 이미 감작된 상태
에 있었기 때문에, 항체가 없었던 환자와 비교해
ABMR의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15]. 일부,
공여자특이항체(donor specific antibody, DSA)가
제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이식 후 ABMR을
일으키게 되는데, HLA-DR, -DQ와 같은 class II
HLA 항체가 HLA-A, -B 와 같은 class I HLA 항체
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은 비율로 지속적인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러나,
ABMR 빈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작되지
않은 환자와 장기적인 예후가 유사하다는 보고
나, 생존 공여자에게 HLA 불일치 신장이식을 받
은 경우 뇌사자에게 이식을 받거나, 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장기 생존 예후가 유의하
게 좋다는 보고들이 발표 되면서 생존 신장이식
에서 적극적으로 탈감작 치료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17,18].
방법에 따른 예후를 살펴보면, IA법을 통한 탈
감작 치료 효과는 HLA 항체를 제거하고, 초급성
거부반응을 예방할 수는 있었지만, 항체 제거효
과가 오래가지 않아, 1달 후 항체역가가 재상승
했다는 초기 보고가 있으며[14,19,20], 소규모이
지만 이식 후 5년 이식신 생존율에서도 장기적으
로 좋은 예후를 나타낸 보고도 있다[19]. 그러나,
IA법을 사용한 탈감작 치료는 유럽 등의 국가에
서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널리 사용
되지 못하고 있다.
고농도 IVIG 투여 방법은, 이식 전 CDC-XM 양
성이었던 환자에서도 1달에 한번씩 고농도 IVIG
를 투여하여 성공적으로 이식을 시행하고 좋은
예후를 보였으며[21,22], 대규모 연구에서도 리툭
시맙과 고농도 IVIG가 성공적인 예후를 보인 결
과 등을 볼 때[23], 고농도 IVIG를 이용한 적절한
탈감작 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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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IVIG 치료에 의한
항체제거 효과는 보체결합 HLA 항체에서 더 빠
른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DC-XM 양성인 고감작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4]. 그러나, 일부 cPRA (calculated PRA)가 높은 환자에서 고농도 IVIG치료가 실
패한 사례들이 있어, cPRA가 100%에 이르는 고
감작 환자에서는 탈감작 성공여부를 기대하기 어
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25].
PP/저농도 CMV-IG (cytomegalovirus immunoglobulin)를 병용하는 탈감작 치료에서도 반복적
인 시술로 교차시험 양성 결과를 보이는 환자에
서 성공적으로 항체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 많은
경우 일정기간 항체의 재상승이 관찰되지 않아,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6]. 특히 HLA 적합 공여자를 기다리며 투석을
시행하다 이식을 시행한 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HLA 부적합 공여자에 대해 PP/저농도 IVIG 병합
요법으로 탈감작 치료를 시행한 뒤 생존 신장이
식을 시행한 환자에서 예후가 더 우수하다는 결
과가 보고되어, 생존 신장이식에서 탈감작 치료
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27].
최근에는 탈감작 치료에 드는 고비용과 리툭
시맙 투여 등의 투여로 인한 과면역억제(over-immunosuppression)로 감염관련 사망율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제시된 바 있다[28].

3. HLA 탈감작 치료 방법의 선택
고농도 IVIG 투여로 탈감작을 시행한 경우, 항
체의 음전 후 이식을 시행하였음에도 ABMR 비
율이 높다는 보고 등으로 인해, 고농도 IVIG 치료
보다는 PP/저농도 IVIG를 이용한 항체 제거를 시
행하는 기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29]. 국내
에서는 처음 탈감작 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PP/저
농도 IVIG 병합 치료가 우선 적용되었고, 세부적

인 프로토콜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현
재까지도 PP/저농도 IVIG를 병합하는 방법이 항
체 제거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4,30]. 그러
나, 이식 전 탈감작 치료에 고농도 IVIG 치료와
PP/저농도 IVIG 병합요법 시행을 비교한 결과에
서는, 두 방법 모두 우수한 항체 제거효과를 보이
고, 비교적 항체의 재상승도 적다는 측면에서 유
사한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25]. 다만, 고농도 IVIG 치료는 대개 1달에 한
번 정도를 주기로 투여하기 때문에 탈감작 치료
에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PP/저농도
IVIG 병합 치료는 프로토콜에 따라 다양할 수 있
지만, 대개 주 3회 이상의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항체 제거가 가능하
므로, 이러한 차이가 치료방법 선택에 고려사항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탈감작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
1) 리툭시맙(rituximab)
리툭시맙은 B세포 및 전구세포 표면에 표현되
는 CD20에 대한 단클론 항체이다. 악성 림프종의
치료제로 처음 사용되었으나, 저용량으로도 말초
혈액과 비장에 존재하는 B세포 제거 기능이 있다
는 것이 밝혀지면서, B세포를 미리 제거하여 형
질세포로 분화될 수 없도록 막아줌으로써 항체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감작 환자의 탈
감작에서 리툭시맙 투여 후 이식을 시행하는 경
우 수술 후 HLA 항체의 재상승이 유의하게 줄어
드는 것이 보고되었다[31]. 그러나, 형질세포의
경우 CD20을 거의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리툭시
맙에 의해 제거되지 않아, 동일 항원에 노출된 적
이 있었던 환자들에서는 리툭시맙을 투여했음에
도 불구하고 항체의 재상승이 있어, 지속적으로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에서는 리툭시맙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1].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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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현재까지 ABO 혈액형 불일치 이식과
더불어 HLA 불일치 이식의 탈감작 치료에서 리
툭시맙은 항체 생성 억제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약물이다.

2) 보르테조밉(bortezomib, proteasome inhibitor)
보르테조밉은 26S proteasome의 기능을 차단하
여 nuclear factor-kappa B (NFkB)가 자유롭게 핵
내로 들어갈 수 없도록하여 형질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ABMR
에서 지속적으로 HLA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는
골수 주위에 남아 오랫동안 생존하는 형질세포
(bone marrow niche resident long lived plasma cell)
이다. 형질세포는 CD20을 표현하지 않아 리툭시
맙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이러한 세포에서 생
성되는 HLA항체는 탈감작치료에 의해 효과적으
로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질세포를 표적으
로 하는 보르테조밉 치료를 탈감작에도 시도하게
되었다[32,33]. 그동안 보르테조밉은 이식 후 ABMR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주로 시도되었으나, 최근
에는 이식 전 cPRA%가 매우 높아 공여자를 찾기
힘든 경우, 탈감작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발표들
이 등장하면서, 이식 전 보르테조밉 탈감작 치료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34], 국내에서도 보르
테조밉을 포함한 탈감작 치료를 통해 이식 전 항
체 제거나 ABMR의 탈감작 치료에 성공한 사례
들이 보고되고 있다[35,36]. 또한, 고도로 감작된
뇌사 신장이식 대기자에서 이식전 보르테조밉,
리툭시맙, 고용량 IVIG의 병합투여로 탈감작을
시행해 DSA 역가를 낮추고, 뇌사 신장이식 가능
성을 높힌 연구도 보고되어, 탈감작 치료에서 보
르테조밉의 적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37].
3) 그 외 새로운 약제
에쿨리주맙(eculizumab)은 보체 중 C5a에 대한
단클론 항체로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
는 보체의 활성을 저해하여 이식장기의 손상을

막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차시험 음
성이지만, DSA가 양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이식 후 1년간 에쿨리주맙을 투여한 결과
PP로 탈감작을 시행한 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탈
감작 효과는 유사했고, 에쿨리주맙 치료 군에서
조직학적으로 ABMR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38], 아직은 대규모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보체계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C1 esterase
inhibitor (C1-INH)는 이식 후 탈감작이 필요한 경
우 PP와 C1-INH를 병행했을 때,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해 ABMR의 발병률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고용량 IVIG 탈감작 치료에 반응이 없
는 급성 ABMR 환자군에서 C1-INH를 병행하면
신기능 개선에 다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9-41].
토실리주맙(tocilizumab)은 인터루킨-6 수용체
길항체(IL-6 receptor antagonist)로 류마티스 관절
염의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였으나, B 세포와
형질 세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혈액내 항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보고되면서 탈감작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고도감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어 대조군에 비해 이식신장의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42].
가장 최근에는 IgG를 F(ab’)2와 Fc로 분할
(cleavage)하여 항체를 중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IgG-degrading enzyme of Streptococcus pyogenes
(IdeS)를 탈감작 치료에 사용하여, 6시간 이내에
IgG 항체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임상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추가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43].

5. HLA에 감작된 정도의 평가와 해석
HLA 항체는 이전의 수혈, 임신, 장기이식 등으
로 인해 동종 항원에 미리 감작된 환자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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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다. 이식 전 HLA 항원에 감작된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차시험, PRA (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 DSA 평가, 가상 교차시험
(virtual crossmatch, VXM)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1) 교차시험과 PRA 검사
교차시험은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을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CDC-XM와 유세포분석 교
차시험(flow cytometry crossmatching, FCXM) 검
사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CDC-XM 양성인 경우,
초급성 거부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CDC-XM 에서는 음성을 보이
고, FCXM 에서만 양성을 보인 경우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지만, 이
식 후 ABMR의 위험도가 높아져 좋지 않은 예후
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장이식에서는 FCXM 양
성인 환자에서 탈감작 치료없이 이식을 시행하지
는 않는다[44].
FCXM은 CDC-XM에 비해 100배 정도까지 예
민하고 IgG와 IgM 항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세
포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형광염색을 통해 T/B
세포의 구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검사법이다.
FCXM에서도 보체를 활용해 항체의 세포독성 여
부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45],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FCXM에서는 보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체의 세포독성 여부를
감별할 수 없는 것이 FCXM 검사의 단점으로 여
겨지고 있다.
PRA 검사는 이미 알고있는 HLA항원으로 구
성된 패널을 이용하여, HLA에 감작된 정도를 평
가하는 검사법이다. 최근에는 세포를 이용하지
않고 Luminex 기기와 다중비드(bead)에 HLA를
부착시켜 사용하는 다중비드면역측정법이 PRA
검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46].
PRA 검사의 종류는 선별, 동정, 단일항원동정
의 세가지 검사법이 있다. 단일항원 동정검사는

대립유전자 수준에서 서로 다른 수십 종 이상의
HLA class I 및 class II 재조합항원(recombinant antigen)을 각각 서로 다른 비드에 부착시켜 검사하
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HLA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도 단일항원 수준에서 항체의 정확한 동
정이 가능하다[46]. 일반적으로 단일항원 동정검
사 결과를 활용해 DSA를 평가하고, 탈감작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한다.

2) 공여자 특이 항체와 가상 교차시험
이식 받는 환자의 혈청 내에 존재하는 HLA 항
체 중 기증자가 가지고 있는 HLA에 대한 항체를
DS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장이식에서는 이식
전 존재하는 고역가의 세포독성 DSA는 CDC-XM
양성을 나타내고, 신장이식의 금기가 된다[12].
그러나 저역가의 DSA 역시 이식신의 손상을 통
해 ABMR을 초래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이식 전에
DSA를 평가해 신장이식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
하고 있다[47].
VXM는 환자의 HLA 항체검사 결과와 기증자
의 HLA형별검사 결과로 DSA를 평가하고, 실제
로 교차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교차시험 결과를
예측하는 일종의 가상 교차시험이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단일항원 항체검사 DSA MFI (median
fluorescence intensity)의 평균 혹은 중앙값과 CDCXM 양성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
으나, 교차시험 양성결과를 나타내는 DSA MFI
값의 기준이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
어, 이식의 금기로 적용하는 부적합 항원(unacceptable antigen)을 판단하기 위한 HLA 항체의 강도
는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47]. 서로 다
른 검사기관에서 입력한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
더라도 장기배분의 공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검사기관 사이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전제
가 있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시행된 비교평가에
서 기관별 DSA MFI는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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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MFI 자체의 변이계수(coeffience of variation)
가 20%를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
야 할 것이다[48,49]. MFI 값은 형광 신호 강도이
며, 변이계수가 20%를 넘는 검사는 정량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MFI 값도 희석할
수록 증가하는 전지대 반응(prozone reaction)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DSA MFI 값으
로 교차시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49-51]. 다만, DSA MFI 2,000을 기준으로 교차시
험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양성결과 예측율은
79%에 불과하지만, 교차시험 음성결과 예측율은
약 92%를 나타내므로, 이식 전 부적합 항원을 교
차시험 양성을 보이는 항원으로 기준을 삼고자
한다면, DSA MFI 2,000이 부적합 항원의 기준으
로 추천될 수도 있을 것이다[47,52].

6. 탈감작 치료 목표
일반적으로 HLA 교차시험 양성 결과를 음성
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탈감작 치료의 1차 목표로
여겨져 왔다. 대개 T 세포 CDC-XM는 완전한 음
성 결과를 보여야 이식에 적합한 기준으로 평가
하지만, B세포 교차시험은 리툭시맙을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양성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탈감작 치료 지표로 삼는데 어려움이 있다[53].
일부 프로토콜에서는 FCXM를 기준으로 T-FCXM
＜70 MCS (median channel shift), B-FCXM＜130
MCS를 치료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나[42], FCXM
결과도 리툭시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매 검사마다 기증자의 혈구세포가 필요한 어려움
이 있으므로, PRA 검사로 HLA 항체를 측정하고,
기증자 HLA 항원에 대한 DSA를 평가해 탈감작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추천된다[54].
최근에는 교차시험 양성 뿐 아니라, 교차시험
은 음성이지만, DSA 양성인 낮은 역가의 항체를
가지는 경우에도 ABMR의 위험도가 증가해 이식

신장의 생존율이 낮아지므로[55], 낮은 역가의
DSA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탈감작 치료를 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이식 전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56]. 이에 따라
PRA 검사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항체의 강도는 대개 PRA 단일항원 항체검사에
서 제시되는 항체의 MFI 값을 사용해 유추한다.
과거에는 이식전 탈감작 치료 목표를 DSA MFI
＜5,000 혹은 3,000 MFI로 보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FCXM 에서 양성을 보이는 DSA MFI와 유
사한 값을 치료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57]. 그러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FI 결과는 정량값이
아니며, 이식 후 거부반응이나 이식 실패를 예측
하는 MFI 값의 기준에 대해서도 보고자마다 범
위가 다양하며, 항체 측정 결과에서 전지대 반응,
IgG 항체의 종류(subclass)에 따른 항체 반응의 차
이, 다중비드 항체 반응이 실제 인체와는 다른 항
체 반응을 나타내거나, 제조사에 따라 MFI 결과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의 검사에 제한점이 있
으므로 연구마다 다른 DSA MFI 값이 치료 목표
로 제안되고 있으며, 임상정보를 고려하여 MFI
값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46,58]. 최근에는
Luminex 보체결합 단일항원 항체검사(complement binding HLA antibody test, C1q or C3d binding HLA antibody assay)로 측정한 C1q DSA가 탈
감작 치료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감소하며, IVIG
에 의한 간섭현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탈감작 효
과를 평가하는데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이식을 시
행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C1q DSA의 음성 전
환을 탈감작 치료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제시되었다[24,35,58,59].
탈감작 치료로 교차시험 음성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탈감작 치료 횟수는 AHG-CDC XM를
기준으로 1:128일때 10회, FCXM 양성, AHGCDC XM 음성인 경우는 2회 정도의 PP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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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공적으로 탈감작을 시행한 프로토콜이 제
시된 바 있다[27]. 그러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HLA
항체는 대부분이 IgG 항체로 혈관외에 존재하는
항체와 생성되는 정도에 따라 항체 제거율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차시험 결과나 DSA
역가에 따라 PP 시행 횟수를 특정짓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또한 class I과 class II 항체가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체의 제거율 역시 다를 수 있는
데, HLA 항체의 종류나 항체의 강도 및 이전 이
식력과 같은 임상정보를 종합하여 DSA 제거율을
예측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제안되기도 하
였다[16]. 그러나, 이는 특정 탈감작 프로토콜에
대한 항체 제거율을 예측하는 공식이며, 이식 후
투여하는 다양한 면역억제 치료나 능동적 하향조
절(active down regulation) 현상, 이식 직후 일어나
는 허혈-재관류(ischemic reperfusion)와 염증반응
(inflammation)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항원 발
현(antigenic expression)의 증가 등 면역학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체
제거율과 이식 후 예후를 예측하는 데 이러한 공
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60].

7. 기타 장기이식에서 탈감작 치료
심장이식에서도 이식 전후 HLA 항체는 거부
반응을 유발하여 이식장기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이식 전 양성 교차시험 결과는 이식의
금기가 되며, 이식 후에도 일정간격으로 DSA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61-63]. 그러
나, 심장이식은 뇌사 장기이식으로만 가능하며,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을 때 응급으로 수술을 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심장이식에서는 적합한 공
여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공여자가 선정되지 않아 DSA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PRA가 높다면 미리 탈감작을 시행하고
자 하는 시도가 있다[64,65]. 심장이식에서 이식

후 C1q DSA가 음전된 경우 ABMR을 나타내지
않은 보고에 근거해, C1q DSA가 음전되는 것을
탈감작 치료의 목표로 삼기도 한다[66,67].
폐이식에서도 이식 후 새롭게 생성된 DSA는
ABMR을 유발할 수 있고, 기관지폐쇄 증후군(bronchiolitis obliterans syndrome)을 증가시켜, 수혜자
의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식 전후 HLA 항체를 측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68,69]. 그러나 폐이식에서 탈감작 치료의 임상
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어 적극
적인 탈감작 치료가 추천되지는 못하고 있다[70].
간이식에서는 재생력이 뛰어나고 대식세포
(macrophage)가 풍부한 간의 특성때문에 다른 장
기에 비해 DSA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실제 예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71]. 그러나, 이식 후 새롭게 생성된 DSA는 거부
반응이나 생존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72],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식 후 생성된 DSA를 제거하기 위한 탈감작 치
료에 대한 임상적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된 바 있다[73].

결 론
탈감작 치료를 통해 고감작된 환자에서도 HLA
불일치 신장이식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생존
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비용과 과면역억제로 인한 감염의 증
가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고, HLA 항체의 특성
상 탈감작 치료에 따른 항체의 생성 및 제거의 변
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탈감작 치료 효과의 예측과 평가는 환자에 따라
임상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더불어 심장이식에서도 탈감작 치료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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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간이식과 폐
이식에서 탈감작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말기 환자의 치료로 이식이 추천되는 경우, 이
식 대기자 수에 비해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 현
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신장, 간 등의 이식은 뇌
사 기증자 보다 생존 기증자의 장기 이식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생존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이식
에서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나 HLA 불일치 이
식이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현재 탈감작 치료로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시행하는 비율이 생존 장
기이식의 20∼25% 정도에 달하며, 혈액은행은
혈장교환술의 시행으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
다. 고감작된 환자에서 이식을 시도하는 HLA 불
일치 이식의 탈감작 치료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
에 비해 항체의 제거가 쉽지 않고, 감작을 예방하
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치료 목표를 설정하거나 치료 결과를 예
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
법으로 탈감작 치료가 시도되고, 다양한 치료 목
표가 제시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HLA 불일치
장기이식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탈감작 치료 방법
을 신장이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항체 제거를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탈감작 방법의 예후에 대
해 문헌을 토대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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