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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to the Editor

국내 심장 및 폐이식에서의 수혈 및 혈장교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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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 appropriate transfusion and desensitization treatment
should be performed. In each hospital, transfusion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atient and hospital
situation and monitored to ensure that an appropriate amount of transfusion is achieved is necessary. If HLA
desensitization treatment is performed using plasmapheresis and immunosuppressants, the incidence of rejection
and complications after transplantation can be reduced. For desensitization treatment that considers individual patient
characteristics, close cooperation between clinical medical staff, blood bank personnel, and medical staff will be
required. (Korean J Blood Transfus 2021;32: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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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내 심장이식은 2015년 145례에
서 2019년 194례로 증가하였고, 폐이식은 2015년
64례에서 2019년 157례로 증가하였다[1]. 이에 따
라 심장 및 폐이식 수술에 관련된 의료기관 혈액
은행의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
심장 및 폐이식 수혜자는 많은 혈액제제를 수
혈 받는 경우가 많다. 국내 단일기관에서 시행한
심장과 폐 이식 수혜자의 수술 전부터 퇴원시까

지 수혈량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식 수
술 중 평균 수혈량은 적혈구제제 7.83 단위, 신선
동결혈장 2.67 단위, 농축혈소판 13.13 단위였다.
폐이식 수혜자 평균 수혈량은 수술 중 평균 적혈
구제제 14.84 단위, 신선동결혈장 12.2 9단위, 농
축혈소판 23.63 단위였다[2]. 이식 전 수혈한 폐이
식 수혜자는 수혈하지 않은 수혜자보다 사망률이
높고, 4단위 이상 적혈구제제를 수혈 받으면 일차
이식불능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환자의 최종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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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가용성 수용체(solubl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농도가 증가한다[2]. 또한
심장이식에서도 수혜자가 제한적 수혈 전략(Hb
7.5 g/dL 이하시 적혈구제제 수혈)을 시행한 경우
보다 자율적 수혈 전략(Hb 9.5g/dL 이하 시 적혈
구제제 수혈)을 시행한 경우에서 사망률이 높았
다[3].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적혈구제제를 6단위
이상 수혈한 심장이식 수혜자군에서 수혈하지 않
은 수혜자군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4].
폐이식 수술시 수혈을 많이 받는 요인 중 수술측
위험인자는 양쪽폐이식, 재수술, 기계환기를 받는
경우가 있고, 환자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빈혈, 혈
액응고장애, 광범위한 흉막 협착이 있거나 혈관
병변이 있는 경우이다[5]. 국내 연구에서도 폐이
식 수혜자에서 적혈구제제구, 신선동결혈장 그리
고 생리식염수 혹은 농축혈소판을 섞어 분량 최
고 750 mL까지 주입하는 급속혈액가온주입기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재수술 혹은 양측 폐이식이 시
행된 경우 수혈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2].
각 병원에서는 환자와 병원 실정에 맞게 수혈을
시행하되, 적정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혈액제제 공급 외에 심장과 폐이식 환자의
HLA 탈감작치료를 위한 혈장교환술 시행도 혈액
은행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심장 및 폐이식 대기
자의 40%가 HLA 항원에 감작되어 있고[6], 공여
자 특이 HLA 항체(Donor specific HLA antibody,
DSA)가 존재할 경우 이식 거부반응 위험이 높다.
DSA가 확인된 심장이식 수혜자의 경우 DSA가
확인되지 않은 수혜자에 비해 이식편 생착률이
낮고 심장 동종이식편 혈관병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7]. 때문에 고강도의 DSA가 존
재할 경우에는 탈감작 치료를 통해 항체를 경감
시키는 것이 권장된다[8]. 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장 이식의 경

우 DSA 탈감작치료는 II 1C이며, 폐이식의 경우
III 2C로 권장하였으나 세부적인 탈감작 치료 프
로토콜은 정립되지 않았다[9]. 탈감작치료에는 혈
장교환술을 시행하여 물리적으로 항체를 제거하
는 방법과, rituximab을 주입하여 B세포를 억제하
여 항체생성을 억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10]. 국내에서 4개의 DSA가 확인된 심
장이식 수혜자가 이식 수술을 시행한 후 혈장교
환술 12회 및, rituximab, steroid, bortezomib, ATG,
IVIG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집중적인 탈감작 치
료를 시행하여 심장이식을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
었다[11]. 심장과 폐이식은 뇌사자 이식만 가능하
기 때문에 공여자가 확정된 이후 DSA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탈감작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
박하다. 국외에서는 심장이식에서, cPRA가 50%
이상일 경우 혈장교환술, IVIG, rituximab, bortezomib을 환자에 맞게 복합하여 치료한 후 탈감작
치료 1∼2주 후에 패널반응항체 검사(panel reactive antibody, PRA)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탈감작 치료를 추가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2,13]. 국내에서, 이식 준비하는 동안 DSA로 확
인될 가능성이 높은 항-HLA 항체가 46개 확인되
어 탈감작 치료를 먼저 시행 후, 폐이식을 시행하
여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 보고된 바 있다[11]. 심
장이식 전 탈감각 치료시 PRA 50% 이상인 경우
혈장교환술 5회까지, 폐이식의 경우 PRA 50%에
서 혈장교환술 6회까지 급여 인정이 된다[14]. 그
러나 DSA 강도가 높은 경우 10회 이상 혈장교환
술을 시행해야한다[11]. 뇌사자 이식은 DSA가 이
식 직전에 정해지므로, 심장 및 폐이식 대기자의
항 HLA 항체가 형광강도(median/mean fluorescence
intensity, MFI)가 높을 경우, DSA 항체 역가(MFI
1000이상)에 대한 혈장교환술을 12회 시행 가능
한 신장이식에 준해 혈장교환술을 시행할 수 있
다면, 심장 및 폐이식 성적이 향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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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과 폐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
절한 수혈과 탈감작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
혜자 특성, 병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혈을 위
한 모니터링과 탈감작 치료를 위해 혈액은행 담
당자 및 의료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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