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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summarizes a survey conducted to improve and
expand the external quality assessment (EQA) scheme for transfusion in
Korea.
Methods: The EQA items provided by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National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and German program were explored. A commercially
operated EQA program was also included in the survey.
Results: Items not included in the Korean EQA programs included extended
antigen typing, electronic cross-matching, eluate survey, and fetal red cell
detection. Granulocyte- and platelet-related testing was also not covered by
the Korean program. There were issues regarding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acceptable ranges and manufacturing of EQA materials.
Conclusions: We successfully conducted a survey for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EQA for transfusion medicine. A pilot project for extended
antigen typing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2021, and ongoing
expansion will continue in the following years.
(Lab Med Qual Assur 2021;43:19-24)
Key Words Transfusion medicine, Proficiency testing, External quality
assessment

서론

도 존재한다.

리 프로그램을 개발, 대상항목을 300여 종 이상으로 대폭 확장하

시행하였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2016년부터 차세대 정도관

였다. 그러나 수혈의학 검사분야에서는 현재 일반수혈검사, 수혈

항원검사(특수), 수혈항체검사(일반), 수혈항체검사(특수) 총 4가
지 분야에서 10종의 항목에 대해서만 신빙도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Table 1). 이는 수혈의학분야의 검사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외국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부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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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국내 수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재료 및 방법

1. 국외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 조사

국외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 조사를 위하여 미국(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호주(Th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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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test items for proficiency testing in Korea

Major category
Transfusion medicine

Minor category
General transfusion testing

Blood crossmatching

2

RhD typing

2

ABO subtyping

2

Rh CcEe antigen test

Transfusion antibody testing, general
Transfusion antibody testing, special
Other genetic testing

2

ABO typing

Transfusion antigen testing, special

Molecular genetics

No. of
trials
per year

Test name

2

Weak D test

2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2

Direct anti-human globulin test

2

Unexpected antibody, identification

2

ABO antibody titration

2

ABO genotyping

2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RCPA), 독일(INSTAND

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항목

Service, UK NEQAS) 프로그램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각 나라별

matching, eluate survey, fetal red cell detection 등이 있음

e.V.) 및 영국(UK National External Quality Assessment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 중 수혈의학분야 관련 검사항목에 대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인 Bio-Rad사(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에서 시행하는 신빙도조사사
업(Bio-Rad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Bio-Rad

Laboratories) 프로그램에 포함된 수혈의학 관련 검사항목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국내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과

으로 Kell 등의 extended antigen typing, electronic cross
을 확인하였다. 그 외 특수검사로 granulocyte/platelet 관련 검
사들(granulocyte genotyping, granulocyte immunology,
platelet genotyping, platelet crossmatching 등)이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임상검사실에서는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거
나 보험급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었다.

또한 CAP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Educational

비교하여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1].

Challenge는 각종 임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2. 국내 신빙도조사물질 개선점 모색

하는 내용으로 수혈부작용, 면역혈액학적 기본지식 등 수혈의학의

201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차세대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

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빙도조사물질에 대하여 물질 제조방법 및

해석 및 대처방안을 묻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다양한 분야가 다뤄지고 있었다.

독일의 INSTAND e.V.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는 과립구 유전형 검사 및 항체검사, 그리고 다양한 적혈구 항원에

3. 전문가 의견 수렴

KEL [K/k, Kp, Js], FY, JK, DI, YT, DO, CO, LW, KN, VEL)에 대

대한수혈학회 산하 면역혈액학위원회 운영위원(10명)에게 국

내외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 항목을 안내하고 국내 신빙도조사

사업 프로그램에 추가를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
해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판정기준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은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역

가검사에서 국내 신빙도조사사업에서는 반정량검사 판정기준인

최빈값±1 역가 이내를 acceptable로 판정하지만, CAP의 동일한
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 가능한 CAP의 판정기준과 비

국외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서 수혈의학 관련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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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였다.

검사 판정기준은 최빈값±2 역가 이내를 acceptable로 판정한다

결과

1. 국외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

대한 유전형 검사(ABO, MNS, RHD, RHD-deletion, RHCE, LU,

교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국내 신빙도조사사업의 경우 대원칙

에 의거하여 intended response를 기준으로 하되, 참여기관의

Lab Med Qual Assur 2021;4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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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QAS

CAP

ABO subgroup typing

Educational challenge

RCPA

Feto-maternal
hemorrhage
estimation

Anti-D titer

Elution study

Direct antiglobulin test

Crossmatch/
compatibility testing

Antibody screen and
identification

Rh/K phenotyping

Blood grouping

Granulocyte immunology

Granulocyte genotyping

Platelet genotyping

Platelet immunology

Red cell genotyping

Direct antiglobulin test

Antibody identification

Antibody screening

A–subtyping

Kell antigen

Rh(D) factor

INSTAND e.V.

ABO typing

Fetomaternal
hemorrhage screening/
quantification

Direct antiglobulin test

Crossmatch

Antibody identification

Antibody screening

Rh–subtyping

Red cell phenotyping

UK NEQAS

ABO & RhD grouping

Direct antiglobulin
test

Compatibility

Antibody
identification

Antibody screening

Antigen typing

RhD typing

Bio-Rad

ABO group

Abbreviations: KEQAS,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RCPA,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INSTAND e.V,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Qualitätssicherung in medizinischen Laboratorien e.V.; UK NEQAS, United Kingdom National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Dry challenge

Granulocyte
testing

Platelet antibody/
crossmatch

Platelet
testing

Red blood cell
genotyping with
predictive phenotype

Anti-blood group titer
(ABO, RhD)

Eluate survey

Direct antiglobulin test

Electronic crossmatch

Compatibility testing

Antibody identification

Antibody detection

Fetal red cell detection

ABO genotyping

ABO Ab titration

Direct antiglobulin
test

Blood
crossmatching

Unexpected
antibody,
identification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Weak D test

Red blood cell antigen
typing, C, E, c, and e

ABO subtyping

Rh CcEe

Rh typing

ABO grouping

RhD typing

ABO typing

Fetal red cell
tests

Genotyping

Others

Cross
matching

Unexpected
antibody
testing

Blood group
phenotype

Category

Table 2. Comparison of proficiency testing items among various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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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acceptable criteria between KEQAS and CAP

ABO typing

Variable

KEQAS

RhD typing

RhCcEe typing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Unexpected antibody identification
Crossmatch

Direct antiglobulin test
ABO antibody titration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95% participant or 100% referee consensus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No consensus criteria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ABO subgroup typing

CAP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Intended response (80% consensus)
Mode±1 titers

95% participant or 100% referee consensus
No consensus criteria

95% participant or 95% referee consensus
95% participant or 95% referee consensus

95% participant or 100% referee consensus
90% participant consensus
Mode±2 titers

Abbreviations: KEQAS,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Table 4. Candidate items for expansion of proficiency testing in transfusion medicine

Major category

Transfusion medicine

Molecular genetics

Minor category

Transfusion antigen testing, special

Transfusion antibody testing, special
Other genetic testing

Test name

Special antigen test (Kidd, Duffy, Lewis, etc.)
Rh antibody titration

Dithiothreitol treatment for eliminating drug interferences
RhD genotyping

80% 이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판정을 내리나 CAP의 경우 검

threitol)/Rh genotyping은 국외 신빙도조사사업에서도 시행하

아형, Rh CcEe typing 등에 대해서는 참여기관들의 분포만 제시

니지만 비예기항체 선별검사에서 Diego 항체를 포함하는 검체를 사

사항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또 CAP에서는 응집강도나 ABO
하고 판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국내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었다.

2. 국내 신빙도조사물질의 제조현황 및 문제점

국내의 수혈의학분야에서는 신빙도조사물질을 거의 전적으로

자가제조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왔다. 혈액형 검사물질은 공급

고 있지 않은 항목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추가적인 검사항목은 아
용한 신빙도조사물질을 제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빙도조사사업 확장을 위하여 국내외 수

혈액원에서 폐기 예정인 농축적혈구 제제와 신선동결혈장을 혼합,

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의

다. 비예기항체 선별 및 동정검사용 검체는 폐기 예정인 신선동결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적정량의 보존제를 첨가 후 혼합하여 분주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
혈장에 상용화된 항혈청을 첨가하여 혼합 후 분주하는 방식으로

견을 수렴하였다. 국내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제로 쓰이는 Daratumumab (Darzalex;

제조하였다. 그리고 ABO 아형 및 RhD 변이형 검체의 경우에는 폐

Johnson & Johnson, New Brunswick, NJ, USA)은 항-CD38

다. 이러한 물질 제조방식의 경우, 특히 혈액형 아형 및 RhD 음성

며 현재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2]. 그러나 CD38은 림프구 이

기 예정인 농축적혈구 제제에 신선동결혈장을 혼합하여 제조하였
검체가 신빙도조사물질 제조기간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혈액형을 가진 정도관리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3. 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를 원하는 검사항목을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대개 국외
신빙도조사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이었고, DTT (dithio
22

항체로, 형질세포의 표면에 발현하는 CD38을 표적으로 하는 약이

외에 적혈구 표면에서도 발현하여 Daratumumab이 적혈구 관련
수혈 전 검사에 간섭을 일으킴이 잘 알려져 있다[3]. 이러한 약물
간섭은 DTT로 처리한 적혈구를 사용하면 제거되어, 현재 국내에

서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4,5]. 하지

만 이에 대한 정도관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새로운 신빙
도조사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약물간섭 처리를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항-CD38 항체 이외에도 CD47 표적치료제 등의 경우에도

Lab Med Qual Assur 2021;4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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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고[6], 향후 유사한 약물제

적되었다. 현재 국내 신빙도조사사업의 반정량검사의 평가기준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체역가검사도 같은 판정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혈액형 항원

제들이 계속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준비도 필

독일 프로그램에서 특이한 점은 ABO, Rh 뿐만 아니라 10여 개

가 넘는 혈액형 군에 대한 유전형 검사에 대한 신빙도조사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몇 가지 상품화된 유전형 검

사키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7,8]. 일반적으로는 ABO/
RhD 이외의 혈액형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만성적
으로 적혈구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들에 대해 여러 혈액형 군의 혈

액형을 미리 확인하여 이에 맞춘 적혈구 수혈을 시행함으로써 감
작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9,10]. 대표적
으로 이에 해당되는 질환은 지중해빈혈이나 겸상적혈구 빈혈같은
헤모글로빈병증이며, 해당 질환들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extended antigen matched transfusion을 권장하고 있다[11].
국내에서는 이러한 질환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extended

은 최빈값±1 grade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혈액형항원 항
항체는 CAP에서 최빈값±2 titer를 acceptable로 판정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역가검사가 표

준화가 되지 않고 검사실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된 판정기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4]. 역가검사의

특성을 감안해 geometric mean (GM)±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을 사용한 simulation study 결과에 따르면
CAP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빈값±2 titer 기준은 GM±2GSD와

유사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15]. 국내 신빙도조사사업 정량평가
의 기준이 평균±3SD임을 감안할 때에 현행 anti-A/B titer검사의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좁은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국내 신빙도조사
사업 결과에 대해 GM을 활용한 방법과 같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수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사업 확대를 위

antigen matched transfusion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향후

한 기초자료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외의 신빙도조사사업에서 시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 또한 CD38, CD47 등을 목표로 하는

가 적었고, 국내 검사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

국내에서도 인종의 다양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당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 사용의 경우에도 미리 extended antigen typing을 이용

한 수혈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13].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러
한 extended antigen typing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빙도조사사업으로 과립구 유

전형 및 항체검사가 있었다. 과립구 항체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

(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및 신생아동종면역호
중구감소증(neonatal alloimmune neutropenia)의 주요 원인

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검사로서 사용되고 있지

중인 항목들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의 수

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수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사

업에 추가할 항목 중 antigen typing에 대한 시범사업이 우선적
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해당 수혈의학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시범사업은 2020년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학
술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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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수혈부작용 원인조사를 위하여 환자가 아닌 공여자 혈액에
용역사업으로 과립구 항체검사가 막 시작되었다. 향후 과립구 유

전형 검사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항목들이 국내 신빙도

조사사업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수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물질은 전적으로 자가제조물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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