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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Report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에 대한 일시적 전혈헌혈 허용에 따른
말라리아 핵산증폭검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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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10 cases of transfusion-transmitted P. vivax malaria from 1990 to 2021.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designated the areas showing a high frequency of malaria as a malaria-endemic
area and has restricted whole blood donation from these areas. While the number of malaria infections has declined
in recent years, the blood inventory has declined sharp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mporarily approved the donation of whole blood from malaria-endemic areas to secure
the supply of blood products. In the present study, an anti-malaria screening and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T) was performed on samples collected from the malaria-endemic areas from May 20 to June 30, 2020. A
total of 14,741 samples were collected and tested. NAT was performed for 1096 runs to test all the collected
samples. The 117 (0.79%) samples showed initial reactive results due to the contamination of abnormal PCR results.
Negative results were obtained for the samples showing initial reactive results using a duplicated re-test. From
the NAT tests, no sample showed a true positive result. The results of the malaria antibody screening test were
reactive in 10 out of the 14,741 samples. The malaria antibody screening needs to be reviewed through further
study because of its insufficien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ccording to this study, excluding the 10 reactive malaria
antibodies, additional blood components could be secured from 14,731 blood donors for a stable blood supply.
(Korean J Blood Transfus 2021;32: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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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는 제 3급 법정감염병으로, 얼룩날개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
에 의해 감염되는 열병이다. 인체 감염되는 원충
은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 P. vivax), 사일
열원충(P. malariae), 열대열원충(P. falciparum),
난형열원충(P. ovale), 원숭이열 원충(P. knowlesi)
등이 있으며[1], WHO 추정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
계 3.5억∼5억명이 감염되어 그 중 약 10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3]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감염자 발생은
주로 5월에서 10월사이에 집중되며, 특히 7∼8월
에 발생빈도가 높다. 국내 수혈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은 1997년 3건, 1998년 4건, 2000년 3건으로
총 10건이 보고되었으며, 모두 P. vivax 감염에 의
한 것이었다[4,5]. 국내 수혈 감염 말라리아 발생
사례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관련 채혈제
한지역을 설정하여 해당지역에서의 전혈 및 혈소
판성분헌혈을 제한하고 있다.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채혈금
지대상자로 지정하여 말라리아 병력자는 치료종
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헌혈을 할수 없으
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병력자를 헌혈유보군으
로 등록하여 말라리아 감염자의 헌혈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성분채혈혈장을
제외한 헌혈혈액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항체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말라리아 수혈감염을 예방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2001년 이후 수혈매개
말라리아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간 말라
리아 감염자 발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3].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
지역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환자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으로,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이 제한되지만[6], 보건복지부

에서는 동절기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9년 제4차 혈액관리위원회(2019. 10. 31.)
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에서 일시
적 전혈 채혈을 승인하였다. 이후 COVID-19 대유
행으로 수혈용 혈액 확보가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일시적 채혈을 4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하였고,
2020년 제3차 혈액관리위원회(2020. 5. 18.)에서는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말라리아 헌
혈제한지역에서의 채혈을 재연장하고, 해당기간
채혈된 혈액에 대해 말라리아 실시간 핵산증폭검
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말라리
아 헌혈제한지역을 관할하는 대한적십자사 6개
혈액원(강원, 경기,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중앙,
인천)에서 채혈된 전혈혈액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실시간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였다. 핵산추출은
silicon dioxide가 코팅된 마그네틱 비드가 음전하
를 띄는 핵산과 결합하는 원리를 이용했으며, 300 µL
전혈로부터 TAN Bead Nucleic Acid Extraction Kit
(Taiwan Advanced Nanotech, Taoyuan, Taiwan)와
TAN Bead Nucleic Acid Extractor (Taiwan Advanced
Nanotech, Taoyuan, Taiwan)를 사용해서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핵산은 P.
falciparum과 P. vivax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Malaria Mutiplex Pan/Pf/Pv detection kit (Micobiomed,
Seongnam, Korea)와 Veri-Q316 system (Micobiomed,
Seongnam, Korea)를 사용하여 말라리아 열원충
핵산에 대한 실시간 핵산증폭 검사를 실시하였
다. 각 검사마다 사용되는 음성 및 양성컨트롤이
있으며, 모든 검체에 internal control을 첨가하여
P. falciparum과 P. vivax 음성이면서, internal control 이 증폭되지 않으면 해당 검체의 핵산증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초회 검사에
서 말라리아 양성인 경우 2회 재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재검 결과 1회 이상 양성인 경우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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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내 토착형 말라리아 삼일열(P. vivax)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원리를 이용했으며, 제조사 사
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본
키트의 민감도는 94.0% (282/300), 특이도는 98.4%
(717/729)인 것으로 나타났다[7]. 말라리아 실시간
핵산증폭검사 및 항체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만 혈액을 출고하였다. 2020년 5월 20일부
터 6월 30일까지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을 관할
하는 대한적십자사 6개 혈액원(강원, 경기, 서울
동부, 서울남부, 서울중앙, 인천)의 헌혈건수는 총

양성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제시된 P. falciparum의 민감도는 5.89 genomic
equivalent/μL, P. vivax는 3.41 genomic equivalent/µL
이었다. 말라리아 항체검사는 제네디아 삼일열
말라리아 항체 엘리자 2.0 (GC MS, Yongin-si,
Korea)와 Quadriga BeFree System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를 사용하여 P. vivax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였다. 본 시약은 유전자 재조
합 MSP (merozoite surface protein) 단편항원과
CSP (circumsprozoite protein) 포함 항원을 사용하

Table 1. Number of blood donations in the six blood centers managing blood collection, including malaria-endemic areas
(2020. 5. 20.∼6. 30.)
Blood Center
Seoul Jungang
Seoul Nambu
Seoul Dongbu
Gyeonggi
Incheon
Gangwon
Total

Number of donations
Total

Malaria-endemic areas

28,821
23,943
29,917
27,754
19,767
17,479
147,681

4,180
2,009
6,180
461
1,225
686
14,741

Malaria-nonendemic areas

(14.50%)
(8.39%)
(20.66%)
(1.66%)
(6.20%)
(3.92%)
(9.98%)

24,641
21,934
23,737
27,293
18,542
16,793
132,940

(85.50%)
(91.61%)
(79.34%)
(98.34%)
(93.80%)
(96.08%)
(90.02%)

Table 2. Ct value distribution of the initial reactive results of the samples that showed reactive results in the initial test
but were nonreactive in the duplicated re-tests
Number of samples showing initial reactive results
Ct value

＜15.0
≥15.0,
≥20.0,
≥25.0,
≥30.0,
≥35.0
Total

＜20.0
＜25.0
＜30.0
＜35.0

P. falciparum reactive

P. vivax reactive

24
13
42
8
3
8
98

2
2

Cut off Ct value for P.falciparum and P. viva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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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P.falciparum and P.vivax reactive
P. falciparum

P. vivax

6
2
5
3
1
-

5
2
4
4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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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81건으로 이중 14,741건(9.98%)은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에서, 132,940건(90.02%)는 헌혈제
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채혈된 건수이다(Table 1).
14,741건(9.98%)의 검체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서 실시간 핵산증폭검사를 실
시하였고, 양성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검사 1회
에 14개 검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총 1,096회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성 및 양성컨트롤 부적격
으로 18회(1.64%)의 재검을 실시하였으며, 52개
(0.35%)의 검체는 internal control 부적격으로 재
검을 실시하여, 유효한 결과를 확인했다. 검체
14,741건 중 117건(0.79%)은 초회 양성(P. falciparum 양성, 98건; P. vivax 양성, 2건; P. falciparum
및 P. vivax 양성, 17건)이었지만, 재검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Table 2). 초회 검사에서 P. falciparum
양성결과를 나타낸 115건의 Ct 값을 분석한 결과,
30건(26.09%)은 15.0 이하, 12건(10.43%)은 30.0
이상이었으며 P. vivax 양성결과를 나타낸 2건의
Ct값은 모두 35이상이었다. 14,741건 중 10건(0.07%)
은 말라리아 항체검사결과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S/CO 값을 분석한 결과, 4건(40.00%)은 3.0
미만, 5건(50.00%)은 9.0 이상이었다(Table 3).
2020년 COVID-19 대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헌혈참여가 급감하였고[8], 국내 혈액재고 또한
Table 3. S/CO ratio of the anti-malaria reactive results
(2020. 5. 20.∼6. 30.)
S/CO
<1.5
≥1.5, <3.0
≥3.0, <6.0
≥6.0, <9.0
≥9.0, <12.0
≥12.0, <15.0
Total

Number of
anti-malaria reactive
2
2
1
0
3
2
10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해 해당기간동안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
에서 한시적으로 전혈헌혈이 허용되었다. 해당기
간동안 일상검사로 시행되는 항체선별검사와 함
께 실시간핵산증폭검사가 시행되었다. 말라리아
검사법은 신속진단검사법, 혈액도말 후 현미경
관찰법, 말라리아 항체 및 항원검사, 핵산증폭검
사 기반 검사법 등이 있다[9]. 혈액사업에서는 비
교적 검사 정확도가 뛰어나고, 대량의 검체를 신
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항체검사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0]. 그러나 항체검사법은
열원충 P. vivax에 대한 검사 민감도가 만족스럽
지 못하고, 초기 감염에서 항체 미검출 사례, 과거
감염 시 양성결과로 판정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말라리아 항체선별검사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으며[11], 따라서 추후
항체선별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WHO에서는 epidemiological
research 와 sub-microscopic infection mapping 조사
를 위해 핵산증폭검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
며[12], 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항체선별검사와
더불어 말라리아 실시간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
였다. 핵산증폭검사는 고가의 분석장비가 필요하
고 숙련된 검사자와 고가의 검사비용, 항체검사
와 비교하여 느린 검사속도 등의 단점이 있지만,
검사민감도가 1∼5 parasites/µL 로 뛰어나며, 낮
은 viremia 상태의 감염자를 비교적 잘 검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13-17] 해당기간동안 일상
검사인 항체선별검사와 함께 실시간핵산증폭검
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해당기간은 말라리아
유병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혈액관리
위원회에서는 말라리아 항체검사와 핵산증폭검
사를 같이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일상
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말라리아 유증상자는 헌
혈자 문진을 통해 헌혈이 대부분 배제되므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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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검사결과 양성이 반드시 말라리아 감염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없지만,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위
해 핵산증폭검사 및 항체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만 수혈용 혈액을 출고하였다. 따라서 말
라리아 항체선별검사 양성인 10건을 제외한 14,731
건의 혈액제제를 수혈용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
었으며, 이는 해당기간 동안 공급한 총 147,681건
중 9.97%를 차지하여,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에서 WHO의
권고에 따라 핵산증폭검사를 도입할 경우 본 연
구결과와 함께 말라리아 항체검사의 유용성과 관
련된 후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핵산증폭검사 결
과를 중점으로한 혈액폐기 기준 변경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4,741건 중 10건이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라리아 항체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소 불충
분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말
라리아 항체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말라리아 항체 양성인 10건을 제외
한 14,731명의 헌혈자로부터 혈액제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요 약
1990년 말부터 2021년까지 국내 수혈매개 말라
리아 감염사례는 10건으로 P.vivax에 의한 감염이
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발생빈도가 높
은 지역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혈
제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말라리아 감염
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COVID-19 대유행으
로 인해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보건
복지부에서는 수혈용 혈액제제의 공급확보를 위
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전혈헌혈을 일시적
으로 승인하였다. 그에 따라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말라리아 채혈제한지역에서 채혈된
전혈에 대해서 말라리아 항체검사 및 핵산증폭검
사를 실시하였다. 총 14,741건의 검체에 대해 1,096회
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핵산증폭검사 초회검사에
서 양성대조물질 오염 또는 PCR 반응이상에 따
른 초회양성은 117건(0.79%)이었고, 2회 재검을
통해 음성결과를 확인하였다. 핵산증폭검사 실제
양성은 없었다. 말라리아 항체 검사 결과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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