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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s the need for expansion of the external quality assessment
(EQA) scheme for transfusion medicine in Korea has increased, we performed
a pilot project of extended antigen typing for Lewis, Duffy, and Kidd antigens.
Methods: We sent EQA materials to participant laboratories for Lewis, Duffy,
and Kidd antigen typing in October 2020. Participants were asked to enter
the agglutination titers, methodologies, and results of Lewis, Duffy, and Kidd
antigen typing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website.
Results: For Lewis antigen typing, the intended result was Le(a–b–); 20
participants (95.2%) responded as Le(a–b–), and only one (4.8%) responded
as Le(a–b+). For the Duffy antigen typing test, the intended result was
Fy(a+b–), and all 20 participants (100%) responded as Fy(a+b–). For the Kidd
antigen typing test, the intended result was Jk(a+b+), and all 22 participants
(100%) responded as Jk(a+b+).
Conclusions: As the pilot project was successfully executed, extended
antigen typing for Lewis, Duffy, and Kidd antigens has been includ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on transfusion
medicine since 2021.
(Lab Med Qual Assur 2021;43:87-93)
Key Words External quality assessment, Transfusion medicin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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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프로그램에서 10가지 검사항목에 대해 신빙도조사를 수행하

리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이전에 70여 개에 불과하던 신

typing, Rh CcEe antigen test, weak D test, (3) 수혈항체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2016년부터 차세대 정도관

빙도조사 항목을 300종 이상으로 확장하여 국내의 외부정도관리
를 주도하고 있다[1-10].

그러나 수혈의학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검사종목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4개의 수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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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 일반수혈검사: ABO typing, RhD typing, blood

crossmatching, (2) 수혈항원검사, 특수: ABO subgroup

사, 일반: direct antiglobulin test,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4) 수혈항체검사, 특수: ABO antibody titration,

unexpected antibody identification. 본 연구진에서는 2019년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국내 수혈의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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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도조사사업의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다[11]. 이

공받은 폐기예정인 혈액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1], 수혈의학

가검사, 용출검사 등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확대의 임상적 요구가

형은 anti-Fya (DIAGAST, Loos, France), anti-Fyb (DIAGAST),

에 따라 ABO, Rh 이외의 항원에 대한 항원형 검사, 항-Rh 항체역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혈의학분야 외부정도관리 확대의 첫 단

계로 Lewis, Duffy, Kidd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원형 검사 시범사

업을 실시하여 운영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분야 2차 물질 발송 시에 같이 발송되었다. 해당 물질의 각 항원
anti-Lea (DIAGAST), anti-Leb (DIAGAST), anti-Jka (DIAGAST),
anti-Jkb (DIAGAST) 시약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이를 의도된 정답
(intended response)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입력 및 판정

세 가지 항원형에 대한 결과 입력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재료 및 방법

신빙도조사사업 홈페이지(http://eqas.keqas.org/)에 기존 기관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결과 입

1. 시범사업 참여 수요 조사

세 항원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

여 2020년 1차 수혈의학분야 정도관리 결과 입력 시에 Lewis,
Duffy, Kidd 항원형 검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를 입력할
수 있도록 결과 입력창을 수정하였다.

력은 각 항원별로 응집강도 및 검사법, 최종 판정을 입력할 수 있
도록 하였다(Fig. 2).

결과 판정은 기존의 RhCcEe 항원과 동일한 원칙으로, 의도된

정답(intended response)과 동일한 결과를 입력한 기관이 80%

이상일 경우 해당 기관은 적합(acceptable)한 것으로 판정하였
다. 혈구 응집강도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반정량검사 판

2. 물질 제조 및 발송

2020년도 10월에 시행되는 수혈의학분야 2차 신빙도조사를

위한 물질 제조 시에 기존의 Rh CcEe 항원형 검사용 물질(BGS-

20-05)을 공용으로 하여 Lewis, Duffy, Kidd 항원검사를 실시
하도록 안내하였다(Fig. 1). 해당 물질은 공급혈액원으로부터 제

정기준에 의거하여 최빈값±한 단계 빈도의 합이 80% 이상인 범

위를 의도된 정답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판정하였고, 이것이 80%
미만인 경우 이웃한 등급의 빈도가 큰 것을 계속 합하여 빈도의 합

이 80% 넘으면 확장한 범위를 의도된 정답으로 선정하였다. 같은

기준 분류검사법을 사용하는 기관이 10개 미만일 경우 code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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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gram guide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
sessment Service (excerpt). Lewis,
Duffy, and Kidd antigen typing tests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trans
fusion medicine program in 2020 as
a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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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ge on the Korean Asso
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
ment Service website (http://eqas.
keqas.org/) for results of extended
antigen typing (excerpt). It was
required to enter the agglutination
titers, the methodologies, and the
final results of Lewis, Duffy and
Kidd antigen typing tests.

(해당 항목의 참가기관 수가 적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의 예외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만, 본 회차에서는 시범사업임을 고려하
여 내부적으로 정답 판정은 평가하였으나 기관별 결과보고서에는
code 507(시범항목으로 평가에서 제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Table 1. Results of Lewis antigen typing (n=21)

Methods
Tube

Item

Le(a)

결과

-

1+
2+
3+

1. 시범사업 참여 수요 조사

Le(b)

2020년도 1차 수혈의학 결과 입력 시에 시범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Lewis, Duffy, Kidd 항원형 검사에 대하여 각각 32,

2020년도 2차 수혈의학 신빙도조사에서 Lewis, Duffy, Kidd

항원검사는 각각 21, 22, 2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항원형 검사를

위한 신빙도조사 물질의 Lewis 항원형은 Le(a–b–)인 혈구로, 정

Conclusion
CAT

Le(a)

기관 중 한 기관(5.6%, 1/18)에서 1+의 결과를 입력하였다. 이에

Le(b)

3개 기관의 경우 참가기관 수가 적어 code 501에 해당되나, 모든
기관에서 Le(a), Le(b) 항원에 대해 음성 결과를 보고하였다.

Duffy 항원의 경우, 참여한 22개 기관 중 한 기관에서는 Fy(a)

Le(a–b–)

Le(a–b+)
-

1+

4+
-

1+
2+

따라 최종 판정에서는 Le(a–b+)를 입력한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acceptable 판정을 받았다(Table 1). 원주응집법을 사용한

4+

3+

항원검사법은 원주응집법 또는 시험관법을 각각 3기관, 18기관에
성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Le(b) 항원에서는 시험관법을 사용하는

1+

2+

답률은 95.2% (20/21)였다. 참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Lewis

서 사용하고 있었다. Le(a) 항원에 대해서는 참여기관 모두에서 음

-

3+

항원 모두에 대해 참여의사를 밝혔다.

2. 결과 판정

4+

2+

32, 33기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중 28개의 기관이 세 가지

www.jlmqa.org

Result

3+
Conclusion

4+

Le(a–b–)

No. (%)

Grade/
remark

18 (100.0) Acceptable
0
0
0
0

17 (94.4)
1 (5.6)
0

Acceptable

Unacceptable

0
0

17 (94.4)
1 (5.6)

Acceptable

Unacceptable

3 (100.0) Code 501
0
0
0
0

3 (100.0) Code 501
0
0
0
0

3 (100.0) Acceptable

Abbreviation: CAT, column agglutin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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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Duffy antigen typing (n=20)

Methods
Tube

Item

Fy(a)

Result
-

1+
2+
3+

Fy(b)

4+

CAT

Fy(a)

Acceptable

2 (13.3)

Acceptable

9 (60.0)

2+

0

1+

4+

0

0

15 (100.0)

1+

0

-

0

2+

2 (40.0)

4+

0

-

1+
3+
4+

Fy(a+b–)

Methods
Tube

Item

Jk(a)

Result

No. (%)

Grade/
remark

1+

5 (29.4)

Acceptable

3+

4 (23.5)

Acceptable

-

2+

Acceptable
Acceptable

4+

Jk(b)

-

3 (60.0)
5 (100.0)
0

Acceptable

CAT

Conclusion
Jk(a)

Abbreviation: CAT, column agglutination test.

3+

3 (17.6)

Acceptable

2+
3+
4+
-

1+
2+

Conclusion

8 (47.1)

4 (23.5)

0

-

Jk(b)

Acceptable

Acceptable

1+

Code 501

Acceptable

0

17 (100.0)

0
5 (100.0)

0

Jk(a+b+)

0
0

8 (47.1)

2 (11.8)

4+

Code 501

Code 501

0

1+

2+

0

Fy(a+b–)

2+

Conclusion

0

Grade/
remark

4 (26.7)

15 (100.0)

3+
Fy(b)

0

-

3+
Conclusion

No. (%)

Table 3. Results of Kidd antigen typing (n=22)

0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0
0

5 (100.0)
0

Code 501

0
0

3+

3 (60.0)

Code 501

Jk(a+b+)

5 (100.0)

Acceptable

4+

2 (40.0)

Abbreviation: CAT, column agglutination test.

Code 501

항원 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Fy(b) 항원 결과를 음성, 최종 판정을

석에 포함된 22개 기관의 정답률은 100% (22/22)였다. 검사법은

과만 입력하고 Fy(a) 항원 및 최종 판정 결과를 입력하지 않아 분

한 응집강도는 1+ (5기관), 2+ (8기관), 3+ (4기관), 4+ (5기관)이

Fy(a–b–) 결과를 입력하였고, 다른 한 기관에서는 Fy(b) 항원 결

석에서 제외하였다. 의도된 정답은 Fy(a+b–)로, 분석에 포함된 20
개 기관의 정답률은 100% (20/20)였다. Duffy 항원형 검사에서

는 원주응집법을 5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15기관은 시험관법
을 사용하고 있었다. Fy(a) 항원에 대한 응집강도는 2+ (6기관),
3+ (12기관), 4+ (2기관)으로 응답하였고, Fy(b) 항원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결과를 입력하였다. 시험관법 결과를 입력한 15개 기관
의 경우 혈구 응집강도에서 모두 acceptable 판정에 해당되었다
(Table 2).

원주응집법이 5기관, 시험관법이 17기관이었다. Jk(a) 항원에 대

었으며, Jk(b) 항원에 대해서는 1+ (2기관), 2+ (8기관), 3+ (6기
관), 4+ (6기관)으로 Duffy 항원에 비해서는 응집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시험관법 결과를 입력한 17개 기관 모두 acceptable
판정에 해당되었다(Table 3).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된

Kidd 항원의 경우, 참여한 23개 기관 중 한 기관에서 Jk(a) 항

Lewis, Duffy, Kidd 항원형 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시범사업

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의도된 정답은 Jk(a+b+)였고, 분

95.2%, 100.0%, 100.0%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근거

원 결과만 입력하고 그 외 Jk(b) 항원 및 최종 판정을 입력하지 않

90

결과를 기술하였다. Lewis, Duffy, Kidd에 대한 정답률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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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후 정식사업으로 진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는 Fy(a–b–) 표현형이 말라리아 감염으로부터 저항성을 보이기

서는 주요 혈액형 항원의 면역원성과 임상적 의의를 고려하여 비

99% 이상 Fy(a)는 양성이며 약 80%에서 Fy(b)는 음성이다[19].

었다.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예기항체 검사 시 다음 항원에 대한 항체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D, C, E, c, e, M, N, S, s, P1, Le(a), Le(b), K,
k, Fy(a), Fy(b), Jk(a), Jk(b) [12]. 이 중 K와 k항원의 경우 한국
인의 인종적 특성상 대다수가 K항원 음성, k항원 양성이기 때문에

anti-K가 생성되거나 K항원 양성 혈액이 수혈될 가능성이 매우 낮

때문에 생기는 진화적 선택으로 이해하고 있다[18]. 한국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도 환자들의 인종 구성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Fy(a–b–) 표현형을 가진 환자를 접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

다. 따라서 Duffy 표현형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Kidd 항원은 18번 염색체에 위치한 SLC14A1 유전자에 의하

아 K항원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번 시범

여 표현형이 결정되며, 한국인에서의 빈도는 Jk(a–b–)는 드물며,

탕으로 임상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Le(a), Le(b), Fy(a), Fy(b),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19]. Kidd 항원에 대한 항체도 용혈수혈반

사업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비예기항체 빈도 및 전문가 자문을 바
Jk(a), Jk(b)를 우선 선정해 평가하였고[13], 향후 K항원을 제외
한 다른 혈액형 항원검사 항목도 추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적혈구 항원검사는 환자에게 비예기항체가 동정되어 해당
항원 음성 혈액제제를 찾아야 할 때 필요한데, 큰 의료기관이 아니

면 시약을 유효기간 내에 충분히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항원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검사실이 많지 않다. 그동안 이 검사항목에

대해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검사실 입장에서는
소수의 검사실 간 비교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대응하였으나, 향후
정식사업으로 확대 및 지속되면 국내 수혈의학분야의 외부정도관

Jk(a+b+), Jk(a+b–), Jk(a–b+)가 각각 50.8%, 20.9%, 28.3%

응과 태아신생아용혈성 질환 모두를 일으킬 수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항체이다. 앞에서 언급한 Duffy 항원과 함께 Kidd 항원은

겸상적혈구질환이나 지중해빈혈처럼 만성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서 미리 항원 맞춤형 수혈을 권장하는 혈액형이다

[20]. 이러한 혈색소 이상질환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거의
발견된 적이 없으나, 향후 인종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에서
도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임상검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1].

현재 ABO, RhD 항원 이외에 혈액형 항원에 대해서는 Rh CcEe

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원에 대해서만 신빙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항원들에 대해

여 표현형이 결정되며, 적혈구에서 바로 발현되지 않고 혈장으로

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고, 실제 결과 보고를 할 때

Lewis 항원은 19번 염색체에 있는 FUT2 , FUT3 유전자에 의하

부터 흡착하는 항원이라는 특징이 있다[14]. Lewis 혈액형군의 두
항원인 Le(a) 및 Le(b)에 대한 항체는 국내 한 기관의 발표자료에
서는 각각 7.8%, 1.8%로 전체 빈도 순에서 3위, 8위를 차지할 정

도로 자주 발견되며, 항 -Le(a) 항체보다 자주 발견되는 항체는 Rh
혈액형군의 항원에 대한 항체 외에 없었다[13]. Lewis 혈액형 항

원에 대한 항체는 일반적으로는 임상적 의의가 낮아 설령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해당 항원 음성 혈액제제 대신 항글
로불린 단계 교차시험에서 적합한 혈액을 주어도 충분하다는 의견
도 있으나[15],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용혈수혈반응과 태아신생아

서는 혈구 응집강도와 최종 판정 데이터를 받으나, 혈구 응집강

에도 응집강도는 검사실 내부에서만 보존하고 양성/음성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집강도에 대해서는 education 항목으
로 운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외 신빙도조사 기관인 미국병리

협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에서도 혈구 응집강도
에 대해서는 판정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Lewis, Duffy, Kidd 항원형 검사에서도 이와 마찬

가지로 최종 결과만 판정대상으로 삼고, 혈구 응집강도에 대해서는
education 항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사

용혈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6,17]. 따라서 임상

업에 더하여 Lewis, Kidd, Duffy의 세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원형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해당 검사는 정식사업으로 실시하

검사실에서 정확한 Lewis 항원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Duffy 항원에 대한 항체는 용혈수혈반응과 태아신생아용혈성

질환 모두를 일으킬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항체이다. 항원형
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위치한 ACKR1 로 125번 염

기가 구아닌인지 아데노신인지에 따라 Fy(a) 항원과 Fy(b) 항원
의 표현형이 결정된다. 그리고 Duffy 표현형은 인종에 따라 그 빈
도 차이가 있어, 특히 흑인에서 Fy(a–b–) 표현형이 높아 60% 이

검사에 대한 신빙도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참여기
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에는 정식 신빙도조
사사업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진에서는 신빙도조사 검사항

목 확대의 일환으로 2021년도에는 항-D 항체역가검사에 대한 시
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혈액형 항원검사항목도 추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을 차지하나 다른 인종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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