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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료기관에서 평가된 치료적 혈장교환술과 관련된 부작용의
위험인자
박천강ㆍ이아진ㆍ문선호ㆍ김상경ㆍ전창호ㆍ서헌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Risk Factors for Adverse Events of Therapeutic Plasma Exchange
Assessed in a Single Center Study
Cheon-Gang Park, A-Jin Lee, Seon-Ho Mun, Sang-Gyung Kim, Chang-Ho Jeon, Hun Suk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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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apeutic plasma exchange (TPE) is used to remove pathologic substances involved in various
disease etiologies. The use of TPE is increasing steadily in a variety of disease. This study analyzed the incidence,
type and severity of adverse events (AE) according to the initial TPE of each patient in a single center. The risk
factors for AE of TPE were also elucidated.
Methods: The medical and laboratory records of patients, who received TPE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8,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signs or symptoms during and after TPE were analyzed.
Results: TPE sessions were performed on 95 patients. The mean age was 53.3 years and men comprised 63.2%.
The most common indication for TPE was desensitization for ABO-incompatible liver transplantation (ABO-i LT)
(N=56, 58.9%). A total of 27 patients (28.4%) experienced AE during the initial TPE. The types of AE were
allergic reactions (N=14, 14.7%), anaphylactic reaction (N=3, 11.1%), hypotension (N=5, 5.3%), hypocalcemic
reaction (N=4, 4.2%), and febrile nonhemolytic reaction (N=1, 1.1%). The severities of AE were evaluated as
mild in eight procedures (8.4 %), moderate in seventeen (17.9 %), and severe in two (2.1 %).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desensitization for ABO-i LT (odds ratio (OR), 2.08; 95% CI, 1.03∼4.22)
and the amount of FFP (OR, 1.07; 95% CI, 1.01∼1.09)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incidence of AE.
Conclusion: TPE can be performed under careful patient monitoring to provide prompt intervention, particularly
in patients with desensitization of ABO-i LT using FFP. (Korean J Blood Transfus 2019;30: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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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료적 혈장교환술(therapeutic plasma exchange,
TPE)은 1975년도에 Goodpasture’s 증후군을 앓는
환자에서 항체 제거를 위해 도입이 되어 효과를
보았고, 그 후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자동화 혈
액성분채집기가 개발,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질
환에 적용되었다[1].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함으
로써 여러가지 병적 단백물질, 항체를 제거할 수
있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 및 보조적 선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2]. 미국 혈액성분치료학회(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ASFA)에서는 다양한 질
환, 상태에 대한 혈액성분치료의 효과가 보고되
는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 왔다[2,3]. 국내에서는 1999년도에 대한혈액
성분치료학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온
라인상에 국내 병원에서 시행하는 혈액성분치료
시술 종류, 횟수, 적응증, 치환액, 합병증 등을 등
록함에 따라 국내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4]. 최근에는 ABO 부적합 장기이식 전 이식거부
반응 예방을 위해 항체를 제거함으로써, 탈감작
목적으로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필수로 시행하고
있다[5].
시술 과정과 연관된 치환용액, 항응고제, 환자
의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부작용(adverse events, AE)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적 혈장
교환술 중 발생한 합병증의 빈도는 5∼25.6%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6-8], 부작용의 종류에
는 카테터 관련 문제, 감염, 알레르기반응, 항응
고제와 관련한 이상 반응 등이 있다[6]. 시술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임상의의 입장에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간과
할 수 없다.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적응증에 따라
여러 번 시행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최초 시행 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좀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부작용과 연관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환자 당 최초로 시행한 치료
적 혈장교환술에서 발생한 부작용, 종류, 중증도
를 조사하였고 부작용 발생과 연관된 위험인자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5명의 환자
에게 총 502건의 치료적 혈장교환술이 시행되었
다. 한 사람당 시행된 건수는 평균 3회(1∼29)로
총 시행된 횟수는 502회였다. 치료적 혈장교환술
시행시 제일 처음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다음에
시행 시 좀더 주의 깊게 생체활력징후, 환자 증상
및 징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시행된
치료적 혈장교환술 중 최초의 시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각 환자 당 최초로
시행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의 의무기록, 치
료적 혈장교환술 기록지를 후향적으로 리뷰하였
다. 나이, 성별, 체중, 혈장교환술의 적응증, 치료
적 혈장교환술 시행 전의 백혈구, 혈색소, 헤마토
크릿, 혈소판, 혈액응고검사, 혈청 알부민, 혈청
크리아티닌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방법
1) 치료적 혈장교환술 과정
혈장교환술은 Amicus separator (Fenwal, Lake
Zurich, IL, USA)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치료적
혈장교환술시 사용하는 치환 용액, 횟수, 간격 등
은 2016년 ASFA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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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단하게 기술하면, 치환용액으로는 환자가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는 신선동결혈장 단독 혹
은 신선동결혈장, 5% 알부민 병합으로 사용하였
고, 그렇지 않은 경우 5% 알부민을 단독으로 사
용하였다. 신선동결혈장, 5% 알부민 병합 시에는
일대일 비율 혹은 신선동결혈장 1 단위를 병합하
여 사용하였다. 속도는 50∼100 mL/min 정도로
진행하였고, 시술 목적, 환자 상황에 따라 총 혈
액량의 1∼2 용량의 혈장량을 교환하였다. 혈장
교환술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혈장교환량, 대체
용액량, 항응고제량 등을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
행의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하였다.

2) 부작용
치료적 혈장교환술 도중 발생하는 증상, 부작
용은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의 전자의무기록
지 중 치료적 성분채집술 서식지에 유,무를 표시
하여 추적하도록 하였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유, 부작용 처리사항에 대해 기록하였다. 시술
도중 15분마다 환자의 생체징후를 측정하여 전자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시술 후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추적하여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유
무를 추적하였다. 부작용의 중등도는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심한(severe) 반응, 치명적인(fatal)
반응으로 나누었다. 경한 반응은 일시적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
우, 중등도 반응은 항히스타민제 주입, 생리식염
수 주입 등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였지만 생명
엔 지장이 없고 시술을 끝까지 행한 경우, 심한
반응은 생리식염수 주입, 항히스타민제/스테로이
드 등의 약제 주입 등의 처치를 했음에도 활력 징
후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증상을 계
속 호소하여 시술이 중단된 경우, 치명적인 반응
은 시술 도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9].

3) 통계학적 분석
자료는 평균값과 표준편차 또는 백분율로 표
시하였다. 각 환자당 최초로 시행한 혈장교환술
시 위험인자를 예측하기 위하여 단변량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질환군 자체의 차이에 따라 검사
결과가 차이가 나므로 단순회귀분석시 바이어스
로 작용할 수 있어 통계분석 시 예측위험인자에
서 검사결과는 제외한 후에 분석하였다. P값이
0.2 이상인 변수는 단계별 후향적 제거방법을 통
해 제거되었고 남은 변수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R 통계 프로그램(http://
www.web-r.org)을 사용하였다. P값이 0.05 이하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자 특성
연구기간 동안 95명의 환자에게 치료적 혈장
교환술이 시행되었다. 연령은 평균값은 53.3세(49∼
58세)였고, 남성이 60명으로 63.2%를 차지하였
다. 적응증은 ABO 부적합 간이식이 56명(58.9%)
으로 가장 많았고, 고빌리루빈혈증이 26명(27.4%)
이었다. 그 외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13명
(13.7%)이었다. 그 외 적응증에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증근무력증, 항체에 의한 신장
이식 거부반응, Guillain-Barre 증후군, 중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이 속하였다. 보충액 유형으로는
FFP단독 투여가 22.1%, 알부민 단독 투여가 4.2%,
FFP와 알부민 병합 투여가 73.7%로 대부분에서
FFP와 알부민이 병용 투여되었다. 그 외 검사 결
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부작용 유형, 발생빈도 및 중증도
95명 중 27명(28.4%)이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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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Table 2. Incidence, and type of adverse events to the

Patients
undergone TPE P value
(N=95)
Age (years)
Sex, male
Body weight (kg)
Prophylactic use of pheniramine
Indication for TPE
Desensitization, ABO-i LT
Hyperbilirubinemia
Others
Type of replacement fluid
FFP only
Albumin only
FFP and Albumin
Amount of FFP (mL/kg)
Amount of albumin (mL/kg)
White blood cell count (×109/L)
Hemoglobin (g/dL)
Hematocrit (%)
Platelet count (×10 9/L)
Prothrombin time (sec)
INR
Serum albumin (g/dL)
Serum creatinine (mg/dL)

53.3±8.9
60 (63.2%)
62.0±11.0
82 (86.3%)

0.099
0.980
0.931
0.647

56 (58.9%)
26 (27.4%)
13 (13.7%)

0.089
0.214
Reference
0.691

21 (22.1%)
4 (4.2%)
70 (73.7%)
34.2±16.4
24.1±17.1
7.1±5.9
11.1±2.5
32.9±7.5
94.7±59.7
17.5±4.3
1.6±1.3
3.3±0.6
1.2±1.0

initial therapeutic plasma exchange
% of patients % of total
Number with adverse
patients
events (N=27)
(N=95)

Type
Allergic reaction
Anaphylactic reaction
Hypotension
Hypocalcemic symptom
FNHR

14
3
5
4
1

51.9
11.1
18.5
14.8
3.7

14.7
3.2
5.3
4.2
1.1

Abbreviation: FNHR, febrile non-hemolytic reaction.

Table 3. Severity of adverse events to the initial therapeutic plasma exchange
0.085
0.077

Severity
Mild
Moderate
Severe
Fatal

Number
8
17
2
0

% of patients
with adverse
events (N=27)
29.6
63.0
7.4
0.0

% of total
patients
(N=95)
8.4
17.9
2.1
0.0

사망한 예는 없었다(Table 3). 적응증별로 살펴보
면 ABO 부적합 간이식 환자 20명(35.7%), 고빌리
루빈혈증 환자 4명(15.4%)에서 부작용이 관찰되
었다(Table 4).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r N (%). P values
were estimated by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with P＜0.2 were adapted to multivariate analysis.
Abbreviations: TPE, therapeutic plasma exchange; ABO-i
LT, ABO-incompatible liver transplantation; FFP, fresh
frozen plasma.

3. 부작용 예측인자

알레르기 반응이 14명(14.7%)으로 가장 흔하였
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3명(3.2%), 저혈압이 5
명(5.3%), 저칼슘증상 4명(4.2%), 발열비용혈반응
이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중증도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중등도 반응이 17명(17.9%),
경한 반응이 8명(8.4%)이었고 심한 반응도 2명
(2.1%)으로 관찰되었다. 치료적 혈장교환술 도중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2인 인자
는 연령, 적응증, 체중당 신선동결혈장의 양, 체
중당 알부민의 양이었다(Table 1). 다변량 회귀분
석 결과 ABO 부적합 간이식을 위한 탈감작이 적
응증인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체중당 신선동결혈장 대체용액의 양이 많을수록,
체중당 알부민의 양이 적을수록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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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adverse events grouped by the

Table 5. Results of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indication for therapeutic plasma exchange

Desensitization,
ABO-i LT (N=56)
Hyperbilirubinemia
(N=26)
Others (N=13)

analysis for adverse events to the initial TPE

Patients with
adverse events

Patients without
adverse events

20 (35.7%)

36 (64.3%)

4 (15.4%)

22 (84.6%)

3 (23.1%)

10 (76.9%)

Abbreviation: ABO-i LT, ABO-incompatible liver transplantation.

Odds ratio
Indication for TPE
Desensitization,
2.08
ABO-i LT
Hyperbilirubinemia
0.51
Others
Reference
Amount of FFP (mL/kg) 1.07
Amount of albumin (mL/kg) 0.95

95% CI

P value

1.03∼4.22

0.042

0.21∼1.24

0.138

1.01∼1.09
0.91∼0.99

0.028
0.015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ABO-i LT, ABOincompatible liver transplantation; FFP, fresh frozen plasma.

고 찰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체내에 병적인 물질이나
항체 등을 제거하고 대체용액을 주입하는 시술로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간 및 신장질환 및 ABO
부적합 장기이식 전, 후 등의 다양한 질환, 상태
에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장비의 기능이 향상되어 심각한 부작용의 빈도는
줄어들었으나[10,11], 부작용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료적 혈
장 교환술을 시행한 95명 중 28.4%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보고된 3∼13.5%보다 다
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행한
모든 치료적 혈장 교환술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환자에서 시행한 최초의 치료적 혈장교환술에
서 보고된 부작용에 국한하여 분석하여 단순 비
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6,11,12]. 2009년 독
일의 Bramlage 등[6]은 113명의 환자에서 시행한
883회의 혈장교환술 중 25.6%에서 부작용이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불충분한 혈류유
입, 관 압력 증가로 인한 알람 등과 같은 기술적
인 요인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에
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요인을 제외하고 빈도를

계산해보면 13.5%의 빈도로 볼 수 있다. 2019년
미국의 Kundrapu 등[11]은 일개의 3차 의료기관
에서 10년동안 시행한 3,478회의 혈장교환술 중
290건(8.5%)의 부작용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2011년에 단일기관에서 581명의 환
자에서 시행한 3,962건의 혈장교환술 중 8.8%의
빈도로 부작용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8]. 대부
분의 연구에서 환자에서 시행한 모든 혈장교환술
을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환
자의 초기 혈장교환술만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도에 Hisamichi 등[13]도 초기 혈장교환술
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반응에 국한한 빈도를 보
고하였는데 28%로 이번 연구와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초기 혈장교환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 시술 시행 도중 부작용을 예측하고, 실
제로 나타난다면 다음 번 시행시 좀더 주의깊게
환자를 관찰하고 관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14.7%로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저혈압, 카테터 감염, 구연산독성
등의 부작용이 다양한 순으로 보고되었다[4,6,8,13].
연구자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혈장교환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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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응증의 종류가 차이가 나고, 혈장교환술
시술장비, 과정 중의 제거되는 혈장량, 시술시간,
항응고제, 대체용액 종류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다. 중증도에 따라서는 중등도 반응이 17.9%를
차지하였는데, 중등도 반응의 경우 알레르기 반
응이 있어 시술 도중에 페니라민 주입, 저혈압으
로 생리식염수 주입 등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
였다. 심한 경우는 2.1%에서 나타났는데 아나필
락시스 반응으로 의료적 처치를 시행하고 활력징
후 불안정으로 시술을 끝까지 행하지 못한 경우
였다. 시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반응
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전 보고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부작용을 분석하였을 때 경미하거나 중등도
에 해당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4,6,8,11,13].
본 연구에서는 ABO 부적합 간이식시 탈감작
을 위한 목적으로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치료적 혈장교
환술을 시행하는 적응증은 기관의 환자군이 차이
가 나므로 상이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온라인에 등
록된 1,132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혈
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ABO 불일치 골수 이
식 등 혈액학적 질환이 33.2%로 가장 많이 차지
하였고, 근무력증 10.2%, 과점도증후군 9.4%, 간
부전이 8.8%를 차지하였다[4]. 2011년도에 국내
의 한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간부전 관련 고빌리
루빈혈증이 26.9%, 항-공여자항체에 의한 신장이
식 거부반응이 16.2%, 중증근무력증이 15.8%, 혈
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이 7.6%을 차지하였다
[8]. ABO 부적합 신장이식을 위한 탈감작, 항-공
여자항체에 의한 신장이식 거부반응에도 혈장교
환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4]. 이처럼 환자군에
따라 혈장교환술을 시행하는 적응증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차지한 적응증
인 ABO 부적합 간이식은 장기 기증자의 절대수
부족, ABO 부적합 간이식의 생존율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15]. ABO 부적합 간이식시 탈
감작을 목적으로 ABO 항체 역가를 줄이기 위해
혈장교환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ABO 부적합 간
이식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 응고 장애가 동반되
는 경우가 많아 대체용액으로 신선동결혈장과 알
부민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선
동결혈장에 노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부작용의 위
험도가 높게 관찰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ABO
부적합 간이식을 위한 탈감작시 대체용액으로 신
선동결혈장을 사용할 경우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
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의 86%가 간질환과
관련이 있어 환자 군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동일 환자군 내에서 비교시
검사결과에 따른 부작용 유무도 가능한 예측인자
로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다
양한 질환 및 상태에 확대되고 있는 시술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시행하는 환자
의 경우 대체용액으로 신선동결혈장의 사용, ABO
부적합 간이식 전의 탈감작을 위한 시술 시행시
부작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좀더 면밀히 환자를
감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요 약
배경: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질환에 연관된 독
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데 다양한 질환
에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개 기관에서 각 환자에서 최초로 시행한 치료적
혈장교환술과 관련한 부작용의 빈도, 유형, 중증
도를 분석하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혈장교
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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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향적으로 확인하였다. 혈장교환술 도중, 후에
나타나는 징후 및 증상을 분석하였다.
결과: 95명의 환자에서 치료적 혈장교환술이
시행되었다. 평균 나이는 53.5세였고, 남자가 63.2%
를 차지하였다. 혈장교환술의 가장 흔한 적응증
은 ABO 부적합 간이식을 위한 탈감작 (N=56,
58.9%)이었다. 총 27명(28.4%)의 환자가 초기 혈
장교환술 도중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부작용의
유형으로는 알레르기 반응(N=14, 14.7%), 아나필
락시스 반응(N=3, 3.2%), 저혈압(N=5, 5.3%), 저
칼슘 증상(N=4, 4.2%), 발열성비용혈반응(N=1,
1.1%)이었다. 부작용의 중증도는 경한 반응 8건
(8.4%), 중등도 반응 17건(17.9%), 심한 반응 2건
(2.1%)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ABO 부적합 간이식을 위한 탈감작(오즈비, 2.08;
95% 신뢰구간 1.03∼4.22), 신선동결혈장양(오즈
비, 1.07; 95% 신뢰구간 1.01∼1.09)이 부작용의
높은 빈도와 연관이 있었다.
결론: 초기에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대체용액으로 신선동결혈장의 사용,
ABO 부적합 간이식 전의 탈감작을 위한 시술 시
행시 부작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좀더 면밀히 환
자를 감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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