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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Plasma Exchange in Patients with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A Single Institution Experience
Eun-Hyung Yoo, M.D., A-Jin Lee, M.D., Sang-Gyung Kim, M.D., Chang-Ho Jeon, M.D.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is a novel infection caused by the tick-borne
SFTS virus. More than 200 patients are reported every year in Korea, but there is no established treatment. In
patients with SFTS, therapeutic plasma exchange (TPE) can be applied.
Methods: Clinical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diagnosed with SFTS who underwent TPE were
analyzed. The factors that can differentiate the prognosis between the patients who recovered after TPE and those
who died were analyzed.
Results: Ten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SFTS and treated with TPE. The mean age was 70.8 (49–85) years,
with three men and seven females. The laboratory findings showed a decrease in white blood cell (WBC) count,
platelet count, and serum albumin and an increase in AST, ALT, LDH, and CK levels. Patients performed an
average of three (2∼4) TPE procedures at intervals of 1∼2 days, three of whom died. Compared to the results
at admission, the WBC counts increased after TPE, and the platelet counts remained unchanged. The AST, LDH,
and CK levels decreased by 2∼6 fold in the recovered patients and increased in those who died. Among them,
the change in LD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P=0.0227).
Conclusion: TPE has been used as an adjuvant treatment in SFTS patients who do not have a definitive treatment
to date. Additional studies, including small-scale studies such as this study, will be needed to establish the timing,
interval, and predictive factors of the effect of TPE. (Korean J Blood Transfus 2021;32: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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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제3급 법정
감염병에 속하며, SFTS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
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SFTS 바이러스는 작은
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에 의해
주로 매개되며[1], 중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가 주
요 유행 지역이다. 임상 증상은 발열, 근육통, 구
역,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호흡곤란, 위장관 출
혈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 질환의 검사실
적 소견으로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가 대표
적이며, 저알부민혈증, 간효소의 상승, lactate dehydrogenase (LDH) 상승, creatinine kinase (CK) 상
승, 저나트륨혈증 등이 동반된다[2]. 2009년 중국
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2011
년 RNA 바이러스인 Phlebovirus를 SFTS 바이러
스로 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첫 환자
가 보고된 이래, 2020년까지 1,332명의 환자가 발
생하였고, 매해 사망률은 17.7∼47.2%였다[3].
아직까지 SFTS에 대해 확립된 치료 방법이나
예방을 위한 백신은 없으며, 대증 치료와 함께 항
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혈장교환
술 및 이들의 병합요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시도
되었고,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6].
9
Oh 등[4]은 혈소판 수가 50×10 /L 이하이거나, 혈
압이 저하되거나 의식 저하가 발생하는 등의 중
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 증상 발생 7일 이내에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시행하면 사망률을 의미 있
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치료 방법이 없는 SFTS 환자에서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효과적인 치료 수단으로 조기에 적
용해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일개 대학병원에서 SFTS로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시행한 치료적 혈장교환술 경험에 대
해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구가톨릭
대학병원에서 SFTS로 진단받은 총 15명의 환자
중 치료적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시행한 SFTS 바이러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
소연쇄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SFTS로
진단받았다. SFTS 질환의 악화, 임상경과가 급속
히 진행되는 경우 임상의의 판단하에 치료적 혈
장교환술을 시행하였고, 혈소판 수치 증가, LDH
감소 등 검사 결과, 임상경과가 호전을 보이거나
완료 결정 전 사망하는 경우 혈장교환술을 완료
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검사실적 소견과
혈장교환술 관련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Amicus separator (Fenwal,
Lake Zurich, IL, USA)를 사용하여 시행하였고, 항
응고제는 acid citrate dextrose (ACD)를, 치환 용액
으로는 신선동결혈장을 사용하였다. 시술 시 교
환 혈장 용량은 시술 당일 측정한 환자의 키, 몸
무게 및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의
총혈장량을 계산하여 1배의 혈장량을 적용하였고,
시술 시행 중 inlet 속도는 환자에 따라 50∼100 mL/분
으로 하였다. 혈장교환술 동안 환자에게 주입된
용액의 총량(input voume)에는 치환 용액, ACD 항
응고제, 시술 시작 전후로 환자 체내에 들어간 생
리식염수 등이 포함되었다. 각 검사 항목별로 내
원 당시, 각 혈장교환술 시행 시, 최종 시행 1일
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검사 항목별 연속
적 결과 중 입원 시 측정한 결과값과 혈장교환술
완료 1일 후에 측정한 결과값의 비(ratio)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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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비교하였다.
자료는 평균값과 표준편차 또는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와 사망 환자 그룹
간 비교에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Mann Whitney
U test를,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R 통계 프로그램
(http://www.web-r.org)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이하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였다.

결 과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10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
은 70.8 (49∼85)세였고, 남자 3명과 여자 7명이었
다. 환자들의 임상적 및 혈장교환술 시행 전 검사
한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들은
5월에서 11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내원 당시 발열
(N=8)과 전신 무력감(N=4), 오심, 구토, 설사와 같
은 소화기계 증상(N=5)을 보였다. 처음 증상이 나
타난 후 내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4.8±2.1일(2∼9
일), 증상 발생 후 혈장교환술 시행까지 시간은

Table 1. Clinical and initial laboratory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before therapeutic plasma exchange
Characteristics
Age, years
Male:female
Laboratory findings
Hb, g/dL
Hct, %
WBC count, ×10 9/L
ANC, ×10 9/L
Platelet count, ×10 9/L
PT INR
Albumin, g/dL
eGFR, mL/min
AST, IU/L
ALT, IU/L
LDH, IU/L
CK, IU/L
Na, mEq/L
K, mEq/L
Cl, mEq/L
Ca, mg/dL

Patients

P value

Total (N=10)

Discharged (N=7)

Deceased (N=3)

70.8±10.1
3:7

68.9±11.5
2:5

75.3±3.8
1:2

0.3605
0.1833

12.3±1.9
37.1±6.2
3.5±3.6
1.32±0.85
55.7±16.5
1.0±0.1
2.9±0.6
86.4±25.0
448.3±290.4
168.1±135.2
1044±418.8
986.2±877.8
139.1±5.2
3.8±0.5
105.2±4.5
7.6±0.4

12.8±1.6
39.1±5.3
4.0±4.3
1.2±1.0
55.4±20.0
1.0±0.1
3.0±0.5
91.7±23.8
505.3±332.7
195.9±151.9
1058.7±459.6
928.6±921.0
139.0±5.7
3.6±0.5
104.6±5.2
7.5±0.5

11.0±2.2
32.2±6.1
2.5±1.2
1.5±0.7
56.3±4.2
1.1±0.1
2.9±0.9
74.0±27.9
315.3±97.0
103.3±63.4
1009.7±391.6
1120.7±940.3
139.3±5.1
4.2±0.2
106.7±2.3
7.7±0.3

0.3036
0.1715
0.8197
0.3619
0.9090
0.1556
0.7285
0.2086
0.3619
0.2545
1.0000
0.4941
0.9087
0.1095
0.6434
0.6434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r N.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0.05 using Mann-Whitney U test or Fisher’s exact
test.
Abbreviations: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WBC, white blood cell;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PT, prothromb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CK, Creatine kinase; Na, sodium; K, potassium; Cl, Chloride; Ca, 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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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4±2.2일(5∼11일)이 소요되었다. 재원 기
간은 16.3±16.3일(3∼61일)이었다. 환자에 따라
혈장교환술 외에도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지
속적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체외막산소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등의 치료를 받았다.
혈장교환술 시행 당시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
9
9
감소(＜3.5×10 /L, N=7), 호중구 감소(＜1.5×10 /L,
9
N=7), 혈소판감소증(＜100×10 /L, N=10) 및 알부
민 감소(＜3.5 g/dL, N=9),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DH 및
CK의 증가를 보였다. 저나트륨혈증(＜130 mEq/L)
과 저칼륨혈증(＜3.5 mEq/L)은 각각 1명과 3명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환자 중 7명은 회복 후 퇴
원하였고, 3명은 사망하였다. 생존하여 퇴원한 환
자와 사망한 환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 성
비 및 검사실 검사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은 없었다(Table 1).
혈장교환술과 관련된 자료는 Table 2와 같다.
증상이 시작되고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기까지 평
균 7.4일(5∼11일), 입원 후 혈장교환술을 시행하
기까지 평균 2.6일(1∼6일)이 소요되었다. 총 10명
의 환자에서 총 31회, 환자 당 평균 3회(2∼4회)
의 시술이 1∼2일 간격으로 시행되었다. 1회 시
술 시 사용된 신선동결혈장의 양은 평균 14단위,
2448±381.4 mL였다. 혈장교환술 시행 후 1명의 환
자에서 피부발진과 가려움증의 부작용이 관찰되
어 항히스타민제 투여 후 회복되었다.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항목별로 입
원 당시 결과와 시술 완료 후 결과값의 비를 구하
여 비교하였다(Table 3). 초기 결과와 혈장교환술
시행 후의 결과의 변화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백
혈구 수와 호중구 수는 두 군 모두 증가하였고,

Table 2. Record of therapeutic plasma exchange
Symptom Admission
Mean
onset to
to
No. of ACD-A
apheresis apheresis TPE volume
(days)
(days)
(mL)

Mean input
volume (mL)

Mean
removed
plasma
volume (mL)

Case

Age

Sex

Blood
type

1
2
3

49
69
85

F
F
F

AB＋
A＋
A＋

8
5
8

4
3
3

3
3
3

262.7
290
219.3

2,270
2,346
1,983

2,187
2,122
1,932

4
5
6
7
8
9
10

66
71
80
67
77
78
66

M
M
F
F
F
M
F

A＋
O＋
B＋
A＋
A＋
AB＋
A−

6
5
7
7
6
11
11

4
2
6
7
5
5
9

3
3
3
4
2
4
3

289
284
166
231.5
281.5
236.3
174.5

2,638
3,155
1,822
2,212
2,391
2,346
2,0251,940

2,568
3,090
1,770
2,147
2,359
2,328
1,984

Adverse
reactions

No
No
Skin rash,
urticaria
No
No
No
No
No
No
No

Outcome

Recovered
Recovered
Recovered
Recovered
Deceased
Recovered
Recovered
Deceased
Deceased
Recovered

Abbreviations: TPE, therapeutic plasma exchange; ACD-A, acid citrate dextrose-A; FFP, fresh frozen plasma;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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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ios of laboratory test results at admission to results obtained after finishing the last session of therapeutic
plasma exchange
Ratios

Laboratory
parameters
WBC
ANC
Platelet
AST
ALT
LDH
CK

Recovered (N=7)

Deceased (N=3)

0.54±0.39
0.72±0.66
1.02±0.65
2.95±2.07
2.74±2.09
2.08±0.89
6.00±10.38

0.65±0.80
0.66±0.74
0.96±0.68
0.77±0.95
1.20±1.19
0.66±0.11
0.57±0.48

P value
0.6485
0.4941
1.0000
0.1106
0.1715
0.0227
0.2545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r N.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0.05 using Mann Whitney U test. Abbreviations:
WBC, white blood cell;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CK, Creatine kinase.

혈소판 수는 변동이 크게 없었다. 반면, AST,
LDH, CK의 경우 퇴원 환자 그룹에서는 평균 3∼
6배 감소하였으나 사망 환자 그룹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소견이었고, LDH ratio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27).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SFTS로 진단받고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임상적, 검사실적 소견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15명
의 환자가 SFTS로 진단받았으며, 이 중 10명의
환자에서 임상 경과가 급속히 진행하여 악화되어
임상의의 판단 하에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검사실 소견상 백혈구수, 혈소판수, 혈청
알부민의 감소와 AST, ALT, LDH, CK의 증가를
보였다. 환자들은 평균 3회의 혈장교환술을 시행
하였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들은
내원 당시에 비해 혈장교환술 완료 후의 LDH가

증가하였다.
혈장교환술은 체내에 병적인 물질이나 항체 등
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고,
패혈증, 신종 플루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심각한 감염 질환에서도 혈장교환술을 시행
하여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7-10]. SFTS는 인터루
킨-1β (IL-1β), 인터루킨-8 (IL-8), 인터루킨-6 (IL-6),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 1β, IFN-γ과 같은
사이토카인(cytokine)들이 매개하는 염증 반응이
질병의 진행과 중증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1].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제거를 위해 2013년
부터 SFTS 치료에 혈장교환술을 시행해 오고 있
다[6,12,13]. 국내에서는 Yoo 등[5]이 SFTS 환자에
서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여 임상적인 증상과 백혈
구 수, 혈소판 수, 혈청 크레아티닌 등의 혈액학적
검사 소견의 호전 및 혈중 바이러스 양도 감소하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Oh 등[4]은 53명의 SFTS
환자 중에서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24명의 환자와
시행하지 않은 29명의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두
그룹 간의 병원 내 사망률은 다르지 않으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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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7일 이내로 조기에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그
룹은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30일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본
원에서는 SFTS 환자 중 임상경과가 급속히 진행
하는 경우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10명의 환자
는 증상 발생 후 혈장교환술까지 5∼11일, 입원
후 혈장교환술까지 1∼6일이 걸렸다. 6명은 증상
발생 기준 7일 이내 조기에 혈장교환술을 시행하
였으나, 이 중 2명이 사망하였다. 전체 환자의 사
망률은 30%로, 우리나라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SFTS 환자의 사망률 18.7% 보다 높았고, 2013년
에서 2015년 사이 국내에서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사망률 29.2%과는 비슷하였다[4].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수가 적고 고령의 중증 환자
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혈장교환술 가이드라인은 혈장교환술 횟수, 간
격, 대체용액, 모니터링 지표 등을 제시하여 시술
시행시 참조할 수 있다[14]. 하지만, SFTS 환자에
서 혈장교환술을 시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환자에서 혈장교환술을 언제 시작하고, 언
제까지 시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혈장
교환술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지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임상적 소견이나 검사실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와 사망한 환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찾고자 하였다. 초
기 입원 시 임상적 특징이나 검사실 검사 결과에
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
다. 사망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eGFR, AST, ALT는 낮고, CK는 높아 보이지만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입원 시와 혈장교환술 완
료 후 검사 항목의 변화 비율을 분석하였을 때,
백혈구 수는 증가하였고 혈소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AST, LDH, CK는 퇴원 환자에서는 평균
2∼6배 감소하였고, 사망 환자에서는 오히려 증
가한 경향을 보였다. 이 중 LDH ratio가 두 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 보
고되었던 사망과 연관된 위험인자는 고령, 중추
신경계 이상, 출혈 소견, 파종혈관내응고, 다장기
부전의 임상소견이 동반된 경우, 높은 혈중 바이
러스 농도, AST, LDH, CK, CK-MB, aPTT 등이
있다[15].
LDH는 비특이적 염증성 바이오마커로 악성종
양, 백혈병, 신질환, 간질환, 감염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상승할 수 있다. 증가된 LDH는 조직 손
상의 지표이므로 여러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혈전성혈소판감소성
자반증-용혈성요독증후군에서 치료 전후의 LDH
ratio로 재발을 예측하는데 사용하거나, 마이코플
라즈마 폐렴 및 각종 암의 예후 인자로도 보고되
었다[16-20]. 본 연구에서도 SFTS 환자들은 초기
에 높은 LDH 수치를 보였고, 혈장교환술 시행 후
에도 LDH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사망과 관련
이 있었다. 따라서, LDH 수치의 변화를 혈장교환
술 시행 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보조적인 지
표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SFTS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 치료와
백신이 없다. 혈장교환술이 SFTS 환자에서 효과
가 있는 치료법인지, 어떤 기준이나 방법으로 시
행하는 것이 좋을지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와 같은 소규모 데이터의 축적과 많은 수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배경: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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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개되는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
이다. 국내에서도 매년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립된 치료 방법이 없다.
SFTS 환자에서 치료적 혈장교환술은 치료 수단
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방법: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SFTS 환자의 임상
적, 검사실적 특징과 혈장교환술 관련 기록을 분
석하였다. 또한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후 완치된
환자와 사망한 환자 그룹 사이에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총 10명의 환자가 SFTS로 진단받고 혈장
교환술을 시행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연령은 75 (50∼87)세였고, 남자 3명과 여자 7명
이었다. 검사실 소견상 백혈구수, 혈소판수, 혈청
알부민의 감소와 AST, ALT, LDH, CK의 증가를
보였다. 환자들은 평균 3회(2∼4회)의 혈장교환술
을 1∼2일 간격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하였다. 입원 시에 비해 혈장교환술 완료 후
백혈구 수는 증가하였고 혈소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AST, LDH, CK는 완치된 환자에서는 평
균 2∼6배 감소하였고, 사망 환자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이 중 LDH의 변화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SFTS 환자
에서 혈장교환술은 보조적인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다. 혈장교환술의 시행 시기, 간격, 효과의 예
측인자 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소
규모 연구를 비롯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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