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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Fya 항체를 가진 환자에게 정주면역글로불린 및
스테로이드 투여와 함께 최소부적합 혈액 수혈
Transfusion of the Least-incompatible Blood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and
Steroid to a Patient with Anti-F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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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to high-incidence antigens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in transfusion medicine. Transfusion of the least-incompatible red blood
cell (RBC) unit is standard practice, which may sometimes result in unfavorable outcomes. In this case, we attempted to transfuse the least-incompatible blood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and steroid to a patient with anti-Fya. A 39-year-old female patient with liver cirrhosis
was admitted for nausea and vomiting. Her hemoglobin level was 5.5 g/dL. Antibody identification tests showed anti-E, c, Jkb, and Fya alloantibodies. As Fya is a high-incidence antigen in Korea, she was transfused with 8 least-incompatible RBC units containing the Fya antigen in conjunction
with IVIG and methylprednisolone. Although evidence of mild hemolysis was found in laboratory tests, there were no significant side effect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a transfusion strategy for a patient with anti-Fya.
Key Words: Duffy blood group system, Intravenous immunoglobulins, Red blood cell transfusion,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

서 론

면 일반적으로는 1) 국내외 rare donor registry를 활용하거나, 2)
가족 중 동일한 항원 음성인 사람으로부터 헌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는 환자의 수혈은 수혈 의학에서

확인하게 된다[1, 2].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특정 항원 음성인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고빈도항원 음성인 혈액을 구하려

혈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다. 본 증례에서는 고빈도
항원인 Fya에 대한 항체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항원 음성인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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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물 처치를 동반하여 수혈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IRB 승인번호: 2022-0108).

증 례
39세 여자 환자가 7일 전부터 시작된 오심, 구토 및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전신홍반루푸스, 그레이브스병, 터너
증후군,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장질환 및 자가면역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의 과거력이 있었고, 식도정맥류 파열, 간성뇌증, 복수 등의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오심, 구
토 증상 악화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복부 팽창과 함께 미만
성 복부 압통이 관찰되었다. 내원 시 환자 활력징후상 혈압 90/62
mmHg, 심박수 12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6˚C였다. 환
자는 입원 후 시행한 복수천자에서 유핵세포가 1,273/μL, 호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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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4%로 다형핵호중구는 815/mm3로 나타나, 자발성세균성복막

공급한 4단위의 적합 적혈구제제를 8일동안 수혈했음에도 불구하

염(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를

고 HD 29일에 Hb 수치는 5.4 g/dL이었다. 더 이상 적합 가능한 적

받았다.

혈구제제가 없었으므로 HD 29일에 환자에게 1단위의 부적합 혈

환자는 3번의 임신을 한 기왕력이 있으며, 간경화 합병증인 식도
정맥류와 유문부 정맥류로 인해 여러 차례 수혈을 받았다. 입원일

Table 1. History of RBC unit transfusion

(Hospital day, HD) 1일에 환자의 혈색소(Hb) 수치는 8.1 g/dL이었

Number of
Fya
Hospital
RBC units antigen
day
transfused status

으며 HD 2에 Hb 수치가 5.8 g/dL로 감소했다. 수혈을 위해 시행한
혈액형검사 결과는 A, RhD+이었으며, 항체 선별/동정 검사에서
항-E, 항-c, 항-Jkb 및 항-Fya의 다중 동종항체가 검출되었다. 한국
인에서 비예기항체의 빈도는 일반적으로 0.46–1.5% 정도로 보고되
어 있으며, Rh항체, Kidd 항체, Duffy 항체 등이 지연성용혈수혈반
응을 초래하는 비예기항체로 알려져 있다[3-7]. 한국인에서 E 항원
과 c 항원이 동시에 양성인 적혈구 빈도는 약 48.3%이며, Jkb가 양
성인 적혈구 빈도는 약 67%이다. Fya 항원은 한국인에서는 99% 이
상 양성인 고빈도의 항원이기 때문에[8-11] E, e, Jkb 항원만 음성이
며 Fya 양성인 혈액제제 중 최소부적합 농축적혈구(pRBC) 1단위
를 수혈하였다. Hb 수치는 수혈 다음 날 HD 3일에 7.8 g/dL로 증가
하였고, 수혈 일주일 후인 HD 9일엔 Hb 수치는 7.2 g/dL이었다. 그
러나 Hb 수치는 HD 21일째 5.5 g/dL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Fya 음
성 혈액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워 대한적십자
사에 Fya 음성 혈액 공급을 요청하였다. 환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HD2
HD21
HD26
HD28
HD29
HD56
HD57
HD60
HD64
HD65
HD66
HD67
HD68

1
2
1
1
1

Positive*
Negative †
Negative
Negative
Positive

2

Positive

2
2
2

Positive
Positive
Positive

Prophylaxis
None
None
None
None
None
IVIG (6.7 g), methylprednisolone (125 mg); 4 days
IVIG (5 g), methylprednisolone (125 mg); 6 days

IVIG (5 g), methylprednisolone (62.5mg)
IVIG (5 g), methylprednisolone (31.25mg)

*Positive Fya antigen status indicates the transfusion of least-incompatible RBC
units with the Fya antigen.
†
Negative Fya antigen status indicates the transfusion of compatible RBC units without the Fya antigen.
Abbreviations: HD, hospital day; 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Fig. 1. Laboratory data during the patient’s admission period. Dashed and solid arrows indicate the day when transfusion of incompatible and compatible blood was performed, respectively.
*This arrow indicates 3 episodes of transfusion of compatible blood.
Abbreviations: HD, hospital day; LD, lactate dehydrogenase; Hb, hem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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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수혈하였다. 환자의 수혈력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다음날

라서 본 증례에서는 Fya에 대하여 부적합 수혈을 실시하기로 결정

HD 30일에 Hb 수치가 6.7 g/dL로 증가했으며, 젖산탈수소효소(LD)

하였다.

수치는 207 IU/L, 총빌리루빈/직접빌리루빈 수치는 5.6/3.7 mg/dL,

부득이하게 부적합 혈액을 수혈할 경우, NHSBT 가이드라인에

합토글로빈 수치는 1.0 mg/dL 미만, 혈장 헤모글로빈 수치는 16.1

서 스테로이드제제와 IVIG를 병용 투여하여 용혈수혈반응의 가

mg/dL이었고 직접항글로불린검사 결과 양성(2+, IgG type)이었다.

능성을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용량/용법은 IVIG 1–2 g/kg을

7일 후, HD 36일에 헤모글로빈 수치는 7.1 g/dL, LD 수치는 256 IU/

2–5일에 걸쳐서 부적합 수혈을 하기 직전 혹은 수혈 후 24시간 이

L, 총빌리루빈/직접빌리루빈 수치는 4.8/3.7 mg/dL였다(Fig. 1).

내 IV steroid (500–1,000 mg)와 함께 정맥으로 정주하면 된다[13].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은 점차 호전되었으나 만성신장질환이 악

Win 등의 보고에서 이러한 처치의 유용성을 보고한바 있다[13,

화되고 폐렴의 징후를 의심하는 원인 불명의 발열이 발생하였다.

14]. 기존의 보고들은 항-U 항체와 항-Jra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

혈액투석 중 빈맥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HD

에서 IVIG와 스테로이드 제제의 병용 투여로 수혈을 수행한 증례

57일에서 5.2 g/dL까지 감소하여 최소부적합 농축적혈구 2단위 수

들을 보고하였다. 본 증례는 이와 달리 항-Fya 항체에 대하여 동일

혈 후 투석을 시행하였다. 최소부적합 수혈 후 수혈이상반응을 예

한 처치를 시행하여 보았다. Fya 항원은 음성인 사람이 백인이나

방하기 위해서, 전일 HD 56일부터 6,700 mg의 정주면역글로불린

흑인에서는 적지 않은 빈도로 존재하지만, 아시아인에서는 1% 미

(IVIG) 및 125 mg의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을 4

만으로 존재하는 고빈도항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 동안 매일 정맥주사를 정주했다. HD 60일부터는 6일간 5,000

에서 부적합 수혈을 실시할 경우 이와 같은 처치를 이용하여 용혈

mg의 IVIG와 125 mg의 methylprednisolone을 매일 투여하였다.

수혈반응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수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최소부적합 농축적혈구 2단위 수혈 후 다음날 HD 58일 헤모글로

게 본 증례의 의의가 되겠다. 또한 한국에서도 인종적 다양성이 증

빈 수치는 7.0 g/dL로 증가했고 총 빌리루빈/직접 빌리루빈은 9.4/

가하면서 향후 의료기관에서 Fya 음성인 환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

6.4 mg/dL로 증가했으며, 수혈 2일 후 HD 68일엔 헤모글로빈 수치

아질 것이나 수혈용 혈액에서 Fya 음성인 혈액을 찾기는 쉽지 않을

는 6.8 g/dL로 유지되었으며 LD 및 총 빌리루빈/직접빌리루빈 수

것으로 생각된다[15]. 저자들의 기관에서도 겸상적혈구빈혈을 진

치는 약간 증가했다. 환자의 증상은 수혈로 호전되었지만, 악화된

단받아 확대 항원 일치 수혈(extended antigen matched transfu-

폐렴으로 인해 HD 74일에 사망했다.

sion)이 요청되었으나 환자의 혈액형이 Fya 음성이어서 적합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국내 수혈의학 검사실에

고 찰

서도 이와 같이 그동안 자주 접하지 못하였던 혈액형에 대하여 인
지도를 높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비예기항체가 동정된 환자에게 적혈구 수혈이 필요할 경우, 해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항-Fya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Fya

당 항원 음성인 혈액제제를 찾아서 수혈하여야 하나, 고빈도항원

양성 혈액을 수혈하면서 IVIG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병용 투여하

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 음성 혈액을 찾기 어렵다. 더

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여 보았다. 본 증례는 향후 다양한 고빈도

구나 본 증례에서처럼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에 더하여 다른 항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부적합 수혈을 시행하

원에 대한 비예기항체까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적합혈액을

여야만 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부적합 혈액을 수혈하여야 하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요 약

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Blood and Transplant (NH-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는 수혈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SBT)에서 적합 혈액을 구할 수 없어 부적합 수혈을 수혈을 시행하

하나이다. 연구자들은 정주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

여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12]. 이 가

globulin, IVIG), 스테로이드, 혈장 교환 등의 사용과 같은 용혈수

이드라인에서는 비예기항체 때문에 적합 혈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

혈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최소부적합 적혈구의

우 피해야할 항원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D > c >

수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법이며,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

C > E > e > K(k) > Jka/b > Fya/b > S/s(U) > M > N > HFA (high frequency

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증례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수혈의

antigen). 본 증례에서는 항-E, 항-c, 항-Jk , 그리고 항-Fy 항체가

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항체인 항-Fya 항체를 가진 환자에

검출되었다. 이 중 Fya의 경우 서구권에서는 음성인 사람의 비율이

게 IVIG 및 스테로이드 투여와 함께 최소부적합 혈액 수혈을 시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 한국인에서는 고빈도항원으로 분류된다. 따

하였다. 자가면역간염, 전신홍반루푸스, 혈액투석 시 만성신장질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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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간경변증을 주소로 내원한 39세 여자 환자가 오심, 구토,

fus 1998;9:191-200.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5.5 g/dL

6. Moore SB, Taswell HF, Pineda AA, Sonnenberg CL. Delayed hemo-

였다. 항체동정검사에서는 항E, c, Jk , Fy 동종항체를 보였다. Fy

lytic transfusion reactions. Evidence of the need for an improved pre-

는 동아시아에서 발생률이 높은 항원이므로 환자는 IVIG 및 하이

transfusion compatibility test. Am J Clin Pathol 1980;74:94-7.

b

a

a

드로코르티손과 함께 Fy 항원을 포함하는 최소부적합 적혈구
a

1단위를 수혈받았다. 다음 날 검사에서 경미한 용혈의 증거 즉, 총
빌리루빈 및 혈장 헤모글로빈 증가, 합토글로빈 감소, 직접항글로
불린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발견되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7.3 g/

7. Han KS, Oh WI, Park MH, Kim EJ, Kim SI. Irregular blood group antibodies in Korean. Korean J Hematol 1989;24:145-53.
8. Han KS, Park KU, Song EY. Transfusion medicine. 4th ed. Seoul: Korea Medical Book Publishing Company, 2014:210-23.

dL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마지막 수혈 1주 후와 2주 후에 각각 6.7

9. Kim S, Hur M, Lee KM, Chun W. A case of delayed hemolytic transfu-

g/dL 및 7.1 g/dL로 유지되었다. 우리는 IVIG 및 스테로이드와 함께

sion reaction in a patient with anti-c, anti-E, and anti-Jkb. Korean J Blood

최소부적합 혈액을 성공적으로 투여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Transfus 2009;20:144-50.

국내에서 항-Fy 항체가 있는 환자에 대한 수혈 시 전략을 보고한
a

첫 번째 사례이다.

10. Lim CS, Kim YK, Lee KN. The Duffy blood group genotypes in Asian
populations. Korean J Blood Transfus 2007;18:145-51.
11. Oh DJ, Kim MJ, Seo DH, Song EY, Han KS, Kim HO. The frequ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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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pected antibodies in blood donors and transfusion candid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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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

12. Win 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urgent red cell transfusion
and situations when serological compatibility cannot be assured. INF437/4.

REFERENCES

https://nhsbtdbe.blob.core.windows.net/umbraco-assets-corp/17059/
inf4374-guidelines-for-the-management-of-urgent-red-cell-transfusion-

1. Choi SJ, Chung YN, Cho D, Kim S. Alloantibodies to high-incidence
antigen: review of cases and transfusion experiences in Korea. Korean
J Blood Transfus 2019;30:101-12.
2. Choi SJ, Nah H, Kim Y, Kim S, Kim HO. Case of acute hemolytic transa

fusion reaction due to anti-Fy alloantibody in a patient with autoimmune hemolytic anemia.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320-7.

and-situations-when-serological-compatibility-cannot-be-assured.pdf
(Updated on Oct 2019).
13. Win N, Almusawy M, Fitzgerald L, Hannah G, Bullock T. Prevention of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s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prophylaxis in U– patients with anti‐U. Transfusion 2019;59:1916-20.
14. Win N, Needs M, Thornton N, Webster R, Chang C. Transfusions of

3. Park TS, Chang CL, Chung JS, Cho H, Lee EY, Son HC, et al. The fre-

least‐incompatible blood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plus ste-

quency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delayed serological transfusion re-

roids cover in two patients with rare antibody. Transfusion 2018;58:

actions in Korean population. Korean J Blood Transfus 2005;16:20-31.

1626-30.

4. Lee WH, Kim SY, Kim HO. The incidence of unexpected antibodies in
transfusion candidates. Korean J Blood Transfus 2000;11:99-103.
5. Song DH, Moon IS, Hong SJ, Park JH, Kim JG, Jeon DS. Frequency and

15. Lee HJ, Shin KH, Kim H, Jeong S, Kong SG, Kim HH. A case of sickle
cell anemia with a lack of high frequency red blood cell antigen.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188-93.

distribution of unexpected antibodies of Koreans. Korean J Blood Trans-

208 www.labmedonline.org

https://doi.org/10.47429/lmo.2022.12.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