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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련 성 폐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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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RALI) is a significant cause of iatrogenic injuries in patients. It is also the 

major cause of transfusion-associated fatalities. Pathophysiologic mechanism is an implicated donor of HLA. Neutro-

phil antibodies and biologic response modifiers are accumulated in the stored blood products. Pulmonary endothelial 

activation of the host may be the response from these mediators. Treatment is supportive and will be subjected to 

other forms of ALL/ARDS. Diverting donors at high risk for alloimmunization may decrease the incidence of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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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00년  동종수 이 시작된 후 주요 액형간의 부 합

성(major blood group incompatibility), 장 의 박테리아 오

염, HIV와 C형 간염바이러스 염 문제는 향상된 질 리

와 검사 방법으로 호 되고 있다.[1] 따라서 최근 수  련 

성 폐손상(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RALI)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떠오르며 수 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식 인 기술은 25년 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2] 동종수 로 인한 성 폐손상은 수  기부터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1] 명칭은 1951년 체액과다로 인한 것

인 아닌  수  후 발생한 폐부종을 과민성반응으로 기

술하 으며[3] 이후 TRALI로 의심되는 병명은 여러 이름으

로 발표되다 1983년에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2] 

 는 구 성분 수  후 발생한 심장외 인 폐부종 

다섯 증례를 TRALI로 명명한 후 여러 증례와 평론, 실험논

문이 물 쏟아지듯 발표되고 있다.

정의, 빈도, 증상

  TRALI은 수  후 여섯 시간 이내 발생한 성 폐손상을 

말한다. 임상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캐나다합의회의(Cana-

dian consensus conference)[4]와 미국심장폐 액연구소(Natio-

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5]가 합의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여섯 시간이란 임의로 정한 것만은 아니다. 임

상문헌을 고찰하면 부분의 환자들은 수  시작 후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거의 언제나 6시

간 이내에 발생했다. 성 폐손상이란 좌심실부 과 체액 

과다증이 없는 상태에서 흉부 사진 상 성으로 양측성 폐

침윤이 나타나고 산소분압과 흡입산소분획의 비(Pao2/Fio2)가 

300 mmHg보다 작은 성 산소증을 의미한다.[6] 두 단체

는 각각 성 폐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패 증, 폐렴, 흡입, 

다량의 수  등이 동시에 있으면 TRALI를 진단할 수 있으

나 담당 임상의사가 신 히 단하도록 요구한다. 임상에서 

즉시 용할 수 있도록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징이

다.

  TRALI에 동반된 성 증상은 비 특이 이다. 성 호흡

곤란, 천명음, 기침, 빈맥, 열 등이며[7] 피부의 발진이나 두

드러기는 수  받은 액에 한 알 르기 반응을 의미한

다. 고 압이나 압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반응은 곧

잘 압을 동반한다. 호흡곤란은 경미한 증상부터 폐부종

이 심하여 거품 가래를 동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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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빈도도 연구 집단에 따라 다양하지만 체 으로 

수 된 액제제 오백개 당 한건, 수  받은 사람 육백명당 

한명 꼴로 발생한다.[5] 사망률은 5%에 달하며[8] 수  련 

사망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9]

임상 연구를 통한 원인  고찰

  오래 부터 량 수 은 성 폐손상 더 나아가 성호

흡부 증후군의 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5] 증환자가 가

지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폐부종을 일으켰는지 단순히 수

 자체가 원인 인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애매하다. 하지

만 많은 환자에서 수 과 폐손상 간의 시간  련성을 볼 

수 있다.[10]

  찰자 연구인 메이요 클리닉의 연구를 보면[11] 수 을 

한 원인보다는 수  자체가 성 폐손상과 련이 있었다. 

구 수 보다는 장이 풍부한 액제제인 신선동결

장과 소  수 에서 TRALI과 양 인 상 계를 보여 주

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향 수를 이용하여 혼란 변수를 

최소화 했지만 수  시기나 연구 집단의 차이로 원인  분

석에 제한 이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에 보고한 두 개의 무작  임상 시험은 수 과 성 

폐손상 간 원인  설명을 제공한다. 캐나다 환자 네트워

크가 시행한 다기 연구에서 수 을 많이 받은 군이 게 

받은 군에 비해 수  련 폐손상과 성호흡부 증후군을 

일으킬 오즈비가 1.56으로 높게 나타났다.[12] 환자 입실

후 만 하루가 지난 838명을 무작 로 나 어 수 이 필요

한 헤모 로빈 수치를 7.0 g/dl인 군과 10.0 g/dl인 군으로 

나 어 수 을 하 으며 평균 구 성분 수 을 자는 

5.6단 를 후자는 2.6단 를 수 했고 수  련 폐손상과 

성호흡부  발생은 11.4%, 7.7%로 차이를 보 다.  다

른 무작  임상 연구인 둔기외상 환자를 상으로 한 factor 

VIIa 수 에 한 논문에서는 factor VIIa을 수  받은 군이 

장액의 수 이 상 으로 었으며 한 성호흡곤란

증후군 발생도 었다.[13]

  공 자의 특성 한 TRALI를 일으키는 인자로 생각되는

데 한 연구에서[14] 동종간 면역을 획득한 공 자 액을 

수  받은 36건  13건에서 수  련 폐손상이 의심되었

다.

병태생리

  역학연구로 두 개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다발손상가

설(multiple hit hypothesis)[15]과 공 자의 장에 있는 동종 

간 항체와 액 보  시 생기는 생물학  반응 조  물질

(biologic response modifiers)로 인한 것이 그것이다. 다발손

상가설이란 TRALI를 일으키는 수 자의 특징인 병의 증

도, 액암, 심근병증, 패 증, 알콜 남용, 수술 후 상태 등

이 화효과(priming effect)로 작용하여 폐  내피세포 활

성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소 제제와 신선동결 장액은 상 으

로 장을 많이 포함하여 공 자의 동종간 항체가 많이 포

함되고 실온 보  시 생물학  반응 조 물질 한 축척되

기 쉬워 수 자의 폐  내피세포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

다는 것이다.[9] 동종 간 항체가 있는 공 자, 특히 여러 번 

임신을 반복한 여성 공 자의 장 수  시 TRALI 발생률

이 높다.[8,9] 임신  산모는 동종항원에 한 항체를 형성

한다. 동종면역은 임신 횟수에 비례한다. 1회 임신에서 9%, 

2회 임신에서 18%, 3회 임신에서 23%를 보 다.[16,17] 한 

논문에서는 TRALI에 련된 공 자 85%는 액 내 항 림

구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2] 최근 경산부 공 자가 

TRALI를 일으키는지 보기 한 무작  교차 연구에서[18] 

어도 두 단  이상의 신선동결 장액을 수  받은 환자 

100명  공 자가 경산부인 경우는 Pao2/Fio2비가 히 

낮고  TNF-α도 높게 측정되었다. 국에서 시행한 복

부 동맥류 열 수술 후 남자 공 자 액을 수  받은 

군은 TRALI의 발생 건수가 히 낮음을 보여 다.[19] 반

면 동종면역을 획득한 공 자의 장액의 수  뿐 아니라 

액제제 보   생기는 IL-6, IL-8, TNF-α, lysophosphati-

dylcholines 등 생물학  조  물질 한 TRALI 발생에 역

할을 담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20,21]

  실험실 모델 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토끼 폐 출 체외실험을 통해 사람의 호 구(NHA-3a＋)와 

호 구에 한 항체(NHA-3a), 토끼 장을 투여 시 폐

의 과투과와 무게 증가가 있었으며[22] 호 구의 활성에 

HLA-II 항체가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23] 한 

lysophosphatidylcholine을 쥐의 출된 폐에 투여 시 같은 반

응을 보여 호 구의 활성에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보인

다.[21] 체내 실험으로는 MHC I (Major histocomptability 

complex class I)에 한 단클론 항체를 쥐에게 주입 후[24] 

2시간 내 폐 의 과투과성과 폐부종을 일으켰으며  

호 구 감소와 폐 미세순환에 호 구 침윤이 찰되었고 

호 구 제거 시 TRALI 방에 도움이 되었다. TRALI로 사

망한 환자의 폐 미세순환에서도 호 구의 침윤을 보고하

다.[25]

진      단

  TRALI의 임상  진단은 쉽지 않다. 수  이외 환자의 기

존 질환과 증도 한 성폐손상/ 성호흡부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양측  폐침윤과 300 mmHg 이하의 액 

내 산소분압과 흡입산소압 비율의 변화도 다른 원인의 

성 폐손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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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화된 정의에[26]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편리

하다. TRALI는 수  6시간 이내 증상과 성폐손상에 합당

한 생리  변화가 나타나고 흔히 동반되는 정수압 폐부종

과 감별을 요한다. 정수압 폐부종과 TRALI이 동시에 폐부

종의 원인인 경우는 25%에 이르기 때문이다.[9] 비침습 인 

심 음 와 B-type natriuretic peptide가 감별질환에 도움을 

 수 있으며 침습  검사로는 우심도자술에 의한 폐동맥

압 측정이 도움이 되며 기  내 삽 이 된 환자는 삽  1

시간 내 폐부종액과 장 간의 단백질비가 감별진단에 도

움이 된다. 

치료와 방

  증도에 따라 단순히 농도 산소흡입에서 고농도 산소, 

양압 환기,[8] 체외막형 산소섭취가 필요하다.[27] 기계환기

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성폐손상/ 성호흡부 에 

용되는 환기(6 ml/kg)와 고평부압이 30 cmH2O를 넘지 않

도록 한다.[28] 이뇨제 투여는 조심스럽게 시행한다. 종종 

체액 과다성 폐부종과 감별을 해 이뇨제를 시도하고 이

로 인해 탈수 상태가 이미 와 있는 경우가 많고 증의 

TRALI는 증상 시 에 폐 의 과투과성으로 압이 동

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뇨제 투여는 쇼크 상태를 해결한 후 

12시간이 지나 심정맥압에 근거하여 투여한다.[29] 기 

성폐손상/ 성호흡곤란증후군에 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될

지 않을 수 있으며[30] TRALI는 다른 원인의 성폐손상/

성호홉곤란증후군과 달리 사망률이 낮고 부분의 환자가 

인공환기 이틀만에 이탈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8]

  수 을 결정할 때는 신 을 기해서 불필요한 수 을 

이는 것이 TRALI 방의 첫 번째 걸음이다. 국에서는 

2003년부터 여자 공 자의 액으로 소  농축액과 신선

동결 장액은 피하고 있다. 미국 액원도[31] 같은 방침을 

추천하고 있다. 실 으로는 여성 공 자 액을 모두 피

하거나 여자 공 자  임신력과 수 력을 바탕으로 차별하

여 반 한다. 이런 정책이 TRALI 빈도를 낮출 것으로 기

하며 국의 수 서비스는 액제재 공 장애 없이 TRALI

의 빈도가 고 있다고 보고했다.[32]

결      론

  TRALI는 병원 내 수  부작용  가장 심각한 형태로 공

자의 HLA와 호 구 항체, 장 의 지방 활성물질이 수

자의 폐 미세순환에서 호 구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신선동결 장과 소 제제의 선별 정책, 용매-

세제-처리 신선동결 장(solvent-detergent-treated FFP), 세척 

구와 소 , 소  첨가제 솔루션 등이 TRALI 발생

빈도를 낮추는지 연구해 볼 만하다. 치료는 보존 인 지지

요법으로 다른 원인의 성폐손상/ 성호흡부 증후군 치료

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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