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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e evaluated the effect of four blood storage conditions
(refrigeration, fixation [with the Cyto-Chex and TransFix tubes], and
physiologic stabilization using Ficoll polymer PM70) for 72 hours in flow
cytometric analysis of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Methods: Peripheral whole blood (WB) was collected in Cyto-Chex tubes
(Streck, USA), TransFix tubes (Cytomark, UK) and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tubes (Becton Dickinson, USA) from 20 patients with a PNH clone
(≥1.0%) and 15 controls. PM70 (10%; GE Healthcare, USA)-EDTA WB was
prepared. Samples were stored at room temperature (RT) or 4°C for 72 hours.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within 4 hours and 72 hours.
Results: The percentage of PNH clones was stable in stored WB at RT without
systemic error, except for those stored in EDTA WB. A substantial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fresh WB and stored WB.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CD235a in red blood cells (RBCs) and CD15 in neutrophils
decreased in stored WB, while CD59, CD24, and fluorescent aerolysin of the
PNH clon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percentage of CD15 (+)
neutrophils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fresh WB and stored WB. However,
the viability of granulocytes was more than 90% in the refrigerated EDTA WB.
Conclusions: Stable measurement of PNH clones in RBCs and neutrophils is
possible in refrigerated the EDTA WB for up to 72 hours. In the case of storage
at RT, physiological stabilization using 10% PM70 can be an alternative
method for WB fixation.
(Lab Med Qual Assur 2021;43:143-151)
Key Words Paroxysmal hemoglobinuria, Flow cytometry, Stabilization,
Fluorescence
[1]. 유세포 분석 검사는 혈액 검체를 이용하여 적혈구 및 백혈구

서론
발작성야간혈색뇨증(paraoxysmal nocturnal hemo

globinuria, PNH)은 phosphatidylinositol glycan class A

(PIGA )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드문 혈액질환으로 적혈구의

CD59 및 백혈구의 fluorescein-labeled proaerolysin (FLAER)
발현을 측정하는 유세포 분석법이 PNH를 진단하는 표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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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발현되는 보체활성 억제 단백을 분석하므로 채혈 후 혈
구세포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시간 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정확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분석 허용시간에 대한 International

Clinical Cytometry Society (ICCS)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적혈
구 분석은 검체를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최대 7일까지 성공
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백혈구는 적혈구에 비해 체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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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취약하므로 백혈구 분석은 48시간 이내 수행하도록 제시한

하는 배지는 조혈모세포가 배지에서 서로 뭉치지 않고 분리되도록

임상검사실에서 PNH 진단을 위한 유세포 분석 검사는 일반적으

다당류 Ficoll을 이용한 연구에서 Ficoll 중합체는 실온에서 72시

다[2]. 검체 보관기간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대부분의 국내

로 당일에 시행되며, 당일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ICCS 가이드라인

을 근거하여 냉장보관 조건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되도록
허용한다.

PNH 진단을 위한 유세포 분석 검사가 48시간까지 검사 시행의

연장이 허용되지만, 금요일이나 연휴 전일 오후에 늦게 검사실로

한다[8]. 또한 중성 전하와 고도의 친수성으로 생체적으로 적합한
간 동안 혈액세포를 안정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별
도의 특수 채혈관에 비해 Ficoll 중합체는 필요한 경우 채혈된 검

체에 추가적으로 가하게 되므로 임상검사실에서 필요에 따라 적용
하는 것이 용이하며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임상검사실의 실정을 고려하여 PNH 환

접수되는 검체의 경우 접수일에 검사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유세포

자군 및 비환자군에서 별도의 채혈관에 채혈하는 방법과 Ficoll 중

사를 자체 수행하지 않고 외부기관으로 의뢰하는 임상검사실은 검

하는 방법이 시간 경과에 따라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

분석 검사는 48시간 경과 후 시행되게 된다. 특히 유세포 분석 검

체 수송과정을 고려하면 냉장보관 및 48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자체 수행 검사실보다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세포 분석 검사실은 일반적으로 단수의 장비를 운용하며,

임상검사실 내 운용 경험을 가진 검사자의 수가 적어 장비나 인력
운용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하는 것이 어려워 48시간 규정
을 초과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준인 냉장, 48시간 검사 가능 조건을 극복하

는 방안이 필요하나 현재 시간 및 온도에 따른 PNH 세포의 안정

합체를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전혈에 첨가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세포 분석법에서 분석의 안정성을 72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첨가제로써 Ficoll 중합체의 적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검체 준비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PNH 유세포 분석 검사가 의뢰되고

성에 관한 연구는 적으며, 한 국내 연구는 검체를 냉장보관하면 호

적혈구 혹은 호중구에서 1% 이상의 의미 있는 PNH 클론을 가지

고 보고하였으나 분석 검체의 수가 적었다[3].

클론을 가지지 않는 비환자군 15명(52.7±19.0세, 남:녀=7:8)에

중구 분석 시 PNH 클론의 크기가 72시간까지 안정되게 측정된다
유세포 분석이 지연되고 실온에서 검체가 운송되는 경우 유핵

세포의 세포표지자를 안정화시키고 세포 변성을 막는 최적의 방법
은 TransFix나 Cyto-Chex 등의 상품화된 채혈관을 사용하는 것

이며, 이러한 채혈관은 보고에 의하면 실온에서 72시간까지 백혈
구 세포의 세포표지자 발현과 세포 구분이 안정되게 유지되었으며

는 환자군 20명(50.9±19.1세, 남:녀=10:10)과 의미 있는 PNH
서 EDTA 채혈관(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

Cyto-Chex 채혈관(Streck, La Vista, NE, USA), TransFix 채혈
관(Cytomark, Buckingham, UK)에 각각 3 mL, 5 mL, 3 mL의
전혈을 채혈하였다.

EDTA 전혈에 첨가제로 사용할 Ficoll 중합체 용액의 제조하기

림프구 수는 7일까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4,5]. 그러나 별도의

위해 우선 phenol red를 포함하지 않는 RPMI 1640 Medium

상승을 초래한다. 또한 특수한 채혈관의 사용은 검체 채취과정에

10 mM로 HEPES (Thermo Fisher Scientific)를 가한 후 여과

특수 채혈관은 임상검사실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의
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유세포 분석에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최근 TransFix나 Cyto-Chex 등의 세포 안정화 시약 외에 혈액

의 보관 중 발생하는 세포의 물리학적인 변화를 억제하여 세포의
체외 생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는 세포의 활성

화가 혈소판의 응집 및 백혈구의 변성을 초래한다는 것에 기초한

(Thermo Fisher Scientific, Carlsbad, CA, USA)에 최종 농도
를 거쳐 무균액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무균액에 Ficoll PM70 (GE
Healthcare, Chicago, IL, USA)을 녹여 20% Ficoll PM70 stock

solution을 제조하였다. EDTA 전혈과 20% Ficoll PM70 stock
solution을 1:1의 비율로 섞고 10–15분간 충분히 혼합하여 10%
Ficoll PM70을 포함하는 EDTA 전혈 검체를 준비하였다[6].

이전 보고에서 상품화된 채혈관은 실온 조건에서 안정성이 평

것으로 질량이 작은 중합체(polymer)를 첨가하여 혈구세포의 유

가되었으므로[4,5], 준비된 3종의 검체(10% PM70 전혈, Cyto-

침강(sedimentation)을 억제하고 세포 생존도를 향상시키는 것

전혈 검체는 2개로 분주하여 각각 실온과 냉장 온도에서 72시간

동학적 특성(rheological property)을 조정함으로써 혈구세포의
이다[6,7].

실제로 조혈모세포의 세포 군집 형성(colony formation) 연구

Chex 전혈, TransFix 전혈)는 실온, 72시간 보관 조건에, EDTA
보관 조건에 두고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합체인 메틸셀룰로오스를 바탕으로
144

Lab Med Qual Assur 2021;43:143-151

www.jlmqa.org

Sewon Yoon et al Blood Storage in Flow Cytometric Analysis
●

2. 적혈구 및 호중구의 PNH 유세포 분석

7-aminoactinomycin D (7-AAD)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를 측

대해 채혈 후 4시간 이내에 시행되었다[9]. 또한 채혈 후 72시간이

20 μL를 넣고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적

통상적인 PNH 유세포 분석 검사는 채취된 EDTA 전혈 검체에

경과된 시점에 4종의 검체(EDTA 전혈, 10% PM70 전혈, CytoChex 전혈, TransFix 전혈)를 대상으로 PNH 유세포 분석 검사를
시행하였다.

적혈구에서 CD59의 발현을 검사하기 위해 우선 10 μL의 전혈

을 990 μL의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와 혼합하여 희

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분석을 위해 전혈 100 μL에 7-AAD 시약
혈구 용혈을 시행하고 1차례 세척 후 1시간 이내에 분석하였다.
호중구는 과립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SSC와
CD45 분획으로 과립구 구역을 구분하고 과립구 중 7-AAD 발현이
낮은 과립구의 분율을 호중구의 생존율로 규정하였다.

석하였다. 희석된 전혈 100 μL를 검사용 튜브에 분주하고 5 μL

4. 통계 분석

Fullerton, CA, USA) 및 3 μL CD59-phycoerythrin (PE) 항체

Mariakerke, Belgium)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는 중앙값(범

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00 μL PBS를 가하고 5분간 1,500 g에서

은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D235a-fluorescein isothiocyanate 항체(Beckman Coulter,

(Thermo Fisher Scientific)를 넣은 후 혼합하였다. 실온 암소에
원심하여 세포를 세척하였으며 세척과정은 2차례 시행하였다.

세척된 원침액에 1 mL PBS를 가하고 light scatter (forward

통계 분석은 MedCalc ver. 19.6 (MedCalc Software,

위)으로 나타내었다. 비교 검체 간 PNH 클론 백분율의 상관성

Bland-Altman plot으로 평균 차이 및 95% 일치한계를 구하였
다. 연속변수의 비교는 t -test 및 Wilcoxon test를 이용하였으며,

scatter 및 side scatter [SSC])와 CD235a 발현을 이용하여 적혈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CD235a 양성 적혈구 중 PNH 클론(type II

결과

구를 gating하였다. 최소 500,000개의 적혈구에서 CD59의 발현
또는 type III PNH 적혈구의 합)의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호중구에서 FLAER의 발현을 검사하기 위해 100 μL의 전혈에

5 μL Alexa 488 labeled FLAER (Cedarlane, Burlington, ON,

1 검체의 PNH 클론

당일 분석 EDTA 전혈 검체를 기준으로 환자군에서 GPI

Canada), 10 μL CD15-PE-Cyanine 5 (PC5) 항체(Beckman

(glycosylphosphatidylinositol)-anchored protein의 발현이

CD45-PE-Cyanine 7 (PC7) 항체(Beckman Coulter)를 가

(0.09%–99.46%), 호중구에서 89.70% (0.14%–99.71%)였다.

Coulter), 10 μL CD24-PE 항체(Beckman Coulter), 10 μL

하고 20분간 실온 암소에서 반응시켰다. 이후 TQ Prep 장비

(Beckman Coulter)를 이용하여 적혈구 용혈을 시행하였다. 적
혈구 용혈 후 1 mL의 PBS를 가한 백혈구 부유액에서 SSC, CD45

및 CD15 발현을 이용하여 CD15 양성 호중구를 gating하였다. 최

소 50,000개의 CD15 양성 호중구에서 CD24 및 FLAER의 발현
정도를 분석하여 PNH 클론의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매 검사 시
음성 대조로 정상인의 검체를 함께 검사하였다.

감소된 비정상 PNH 클론의 중앙값(범위)은 적혈구에서 56.05%

환자군 중 14명은 적혈구 및 호중구 모두에서 1% 이상의 PNH 클
론을 가졌으나, 6명은 적혈구 혹은 호중구(2명은 적혈구, 4명은 호

중구) 중 하나에서만 1% 이상의 PNH 클론이 검출되었다. 비환자
군에서 PNH 클론의 중앙값(범위)은 적혈구에서 0.00% (0.00%–

0.70%), 호중구에서 0.05% (0.03%–0.32%)로, 비환자군 중 3명

(20.0%)만이 0.1% 이상의 측정값을 보였으며 대부분은 0.1% 미
만이었다.

3. 채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표지자의 형광 강도 및 호중구의
세포 생존율

2. 당일 분석 EDTA 전혈 검체와 72시간 보관 전혈 검체 간
PNH 클론의 백분율 비교

광 강도가 72시간 동안 실온 및 냉장 조건의 검체에서 변화하는

혈구 및 호중구의 PNH 클론 백분율은 Table 1과 같다. 환자군에

fluorescence intensity (MFI)를 측정하였다. 분석된 적혈구의 표

체를 제외하고 모든 보관 검체에서 상승되는 경향성을, 호중구의

적혈구 및 호중구에서 PNH 유세포 분석에 사용된 표지자의 형

지 비교하기 위해 적혈구 및 호중구에서 사용된 표지자의 mean

지자는 CD235a이며 호중의 표지자는 CD15였다. 또한 적혈구의
PNH 클론에서 CD59, 호중구의 PNH 클론에서 CD24, FLAER의
MFI를 측정하였다.

실온 및 냉장보관한 4종의 검체에 대해 72시간 경과 시점에

www.jlmqa.org

환자군 및 비환자군의 72시간 동안 보관된 전혈 검체에서 적

서 적혈구의 PNH 클론 백분율 중앙값은 실온보관 EDTA 전혈 검
PNH 클론 백분율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실온보관된 EDTA 전혈 검체의 적혈구
및 호중구 중 PNH 클론 백분율 중앙값은 당일 분석결과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P <0.001). 비환자군에서 PNH 클론의 백분율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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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0.03–0.32)

0.00 (0.00–0.70)

89.70 (0.14–99.71)

56.05 (0.09–99.46)

Fresh EDTA WB

0.249

0.05 (0.03–0.42)

0.151

0.00 (0.00–0.80)

0.079

88.68 (0.14–98.44)

0.067

57.08 (0.07–99.33)

EDTA WB (4℃, 72 hr)

0.022

0.04 (0.00–0.25)

0.078

0.00 (0.00–0.65)

<0.001

86.25 (0.10–95.11)

<0.001

53.18 (0.07–90.38)

EDTA WB (RT, 72 hr)

0.117

0.05 (0.03–0.46)

0.194

0.00 (0.00–0.79)

0.108

88.55 (0.15–99.54)

0.062

56.52 (0.08–99.29)

10% PM70 WB
(RT, 72 hr)

0.330

0.06 (0.00–0.40)

0.151

0.00 (0.00–0.77)

0.058

88.37 (0.18–99.17)

0.135

58.28 (0.08–99.38)

Cyto-chex WB
(RT, 72 hr)

0.131

0.07 (0.03–0.49)

0.151

0.00 (0.00–0.81)

0.062

88.84 (0.19–97.44)

0.940

56.94 (0.07–99.39)

TransFix WB
(RT, 7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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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0.9890 to 1.0503)

0.1845 (–1.3940 to 1.7631)

0.0829 (–1.4049 to 1.5706)

0.2292 (–0.8072 to 1.2655)

0.4698 (–1.1729 to 2.1125)

0.3895 (–1.1812 to 1.9601)

Intercept (95% CI)

RBCs

0.9971

0.9973

0.9986

0.9977

0.9982

r

0.9814 (0.9566 to 1.0061)

0.9818 (0.9574 to 1.0062)

0.9930 (0.9853 to 1.0007)

0.9517 (0.9375 to 0.9658)

0.9745 (0.9548 to 0.9941)

Slope (95% CI)

0.2315 (–1.6263 to 2.0894)

0.0939 (–1.7385 to 1.9262)

–0.1603 (–0.7408 to 0.4202)

–0.0185 (–1.0794 to 1.0423)

–0.0104 (–1.4852 to 1.4644)

Intercept (95% CI)

Neutrophils

0.9987

0.9984

0.9995

0.9996

0.9992

r

Abbreviations: 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RBCs, red blood cells;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WB, whole blood; CI, confidence interval; RT, room
temperature.

1.0235 (0.9946 to 1.0524)

TransFix WB (RT, 72 hr)

Cyto-chex WB (RT, 72 hr)

1.018 (0.9981 to 1.0384)

0.9399 (0.9079 to 0.9718)

1.0253 (0.9947 to 1.0558)

Slope (95% CI)

10% PM70 WB (RT, 72 hr)

EDTA WB (RT, 72 hr)

EDTA WB (4℃, 72 hr)

Fresh EDTA WB vs.

Table 2. Correlation of PNH clones (%) between unstored whole blood specimen and stored (4℃) whole blood specimens in the patient group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 (range %).
Abbreviations: 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RBCs, red blood cells;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WB, whole blood; RT, room temperature; WBCs, white
blood cells.

P -value

Neutrophils

P -value

RBCs

Controls (N=15)

P -value

WBCs

P -value

RBCs

Patients (N=20)

Variable

Table 1. PNH clones (%) of RBCs and neutrophils of the patients and controls at 5 different storag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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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H) Comparison of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clone (%) in red blood cells (RBCs) and granulocytes between
fresh specimen and 4℃/room temperature (RT) stored specimens. Abbreviations: WB, whole blood;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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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검체에서 1% 미만으로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온보관 Cyto-Chex 검체 –0.9 (–4.8 to 3.0), 실온보관 TransFix

PNH 클론 백분율의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 적혈구 및 호중구 모

적 차이는 없었다.

환자군에서 당일 분석 EDTA 전혈 검체와 각 보관 전혈 검체 간

두에서 상관계수는 0.99 이상(P <0.001)으로 우수한 상관성을 보

검체 –0.6 (–4.3 to 3.1)으로 음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계통
당일 분석 검체에 대한 각 보관 검체별 호중구 PNH 클론 백분

였다(Table 2).

율의 평균 차이(95% 일치한계)는 냉장보관 EDTA 검체 0.9 (–2.6

분율의 평균 차이(95% 일치한계)는 냉장보관 EDTA 검체 –0.8

Cyto-Chex 검체 0.6 (–3.4 to 4.7), 실온보관 TransFix 검체 0.5

당일 분석 검체에 대한 각 보관 검체별 적혈구 PNH 클론 백

(–4.1 to 2.5), 실온보관 10% PM70 검체 –0.8 (–3.7 to 2.2), 실

A

110

to 4.3), 실온보관 10% PM70 검체 0.7 (–1.9 to 3.4), 실온보관

(–3.1 to 4.1)로 양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계통적 차이는

B

CD235a

100

180

C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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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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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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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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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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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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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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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0.0
a

b

c

Fig. 2. (A–E) Comparison of mean fluorescence intensity (MFI) of cell surface markers (CD235a, CD15, CD59, CD24, and FLAER) among
fresh (a) and 4℃/room temperature (RT) stored whole blood (WB) specimens (b: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WB in 4℃; c:
EDTA WB in RT; d: 10% PM70 WB in RT; e: Cyto-Chex WB in RT; f: TransFix WB in RT). In a box-and-whisker plot, the central box represents
the values from the lower to upper quartile (25 to 75 percentile). The middle line represents the median. A line extends from the
minimum to the maximu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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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적혈구 및 호중구에서 PNH 클론 백분율의 최대 차이는

5. CD15 양성 호중구의 분율

간에서 10% 이내였다(Fig. 1).

14.8%이었다. 72시간 보관 시점의 냉장보관 EDTA 전혈 검체에

3. 환자군의 적혈구에서 PNH 클론의 CD59 발현 강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72시간 보관 시점의

1%–20% 이하 백분율 구간에서 ±2 이내, 20% 초과 백분율 구

당일 분석 검체에서 적혈구에 발현되는 CD235a의 MFI는 64.6

(47.9–96.3)이었으나, 실온보관 EDTA 검체의 MFI는 56.1 (39.5–
85.3)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 <0.001). 냉장보관 EDTA 검체

및 실온보관 10% PM70 검체의 MFI도 각각 60.35 (39.0–93.3),

당일 검체에서 유핵세포 중 CD15 양성 호중구의 분율은 38.6%±

서 CD15 양성 호중구의 분율은 39.3%±14.9%로 당일 검체와
실온보관 10% PM70 전혈, Cyto-Chex 전혈, TransFix 전혈 검체

에서 CD15 양성 호중구의 분율도 각각 38.6%±14.8%, 39.4%±
14.6%, 39.0%±14.6%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0.95 (45.5–92.3)로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또한 실온보

6. 호중구의 세포 생존도

85.3), 57.2 (36.7–83.5)로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P <0.001).

gating으로 구분된 호중구 세포의 생존율은 95.8% (92.0%–

의 MFI는 당일 분석 검체에서 1.70 (1.13–5.08)이었으며, 실온 및

중구 세포의 생존도는 10% PM70 전혈 15.7% (9.8%–21.7%),

관 Cyto-Chex 검체 및 TransFix 검체의 MFI도 각각 56.1 (39.0–
적혈구 중 PNH 클론에 속하는 세포에서 발현되는 CD59 형광

냉장보관 EDTA 검체, 실온보관 10% PM70 검체의 MFI는 각각
1.68 (1.00–4.69), 1.69 (1.09–4.91), 1.71 (1.01–4.95)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실온보관 Cyto-Chex 검체 및 TransFix 검체

의 MFI도 각각 1.63 (1.02–4.95), 1.76 (0.94–5.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2).

4. 환자군의 호중구에서 PNH 클론의 CD24 및 FLAER
발현 강도

당일 분석 검체에서 호중구에 발현되는 CD15의 MFI는 109.5

(75.2–147.0)였으나 실온보관 EDTA 검체의 MFI는 93.0 (79.2–

125.1)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또한 냉장보관 EDTA 검

체, 실온보관 10% PM70 검체, 실온보관 Cyto-Chex 검체, 실
온보관 TransFix 검체의 MFI도 각각 94.5 (82.4–133.1), 97.7

(79.0–155.1), 97.9 (76.5–126.1), 94.5 (72.2–169.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04, P =0.012, P =0.001, P =0.001).

호중구 중 PNH 클론에 속하는 세포에서 발현되는 CD24 및

72시간 보관 시점의 냉장보관 EDTA 전혈 검체에서 SSC/CD45

98.3%)로 양호한 생존율을 유지하였으나, 실온보관 검체에서 호
Cyto-Chex 전혈 8.1% (4.4%–9.3%), TransFix 전혈 8.3%

(5.2%–10.2%)로 냉장보관 EDTA 전혈 검체와 비교하여 유의하
게 낮았다(P <0.001).

고찰
PNH의 진단 및 추적관찰 시 검사법으로 시행되는 유세포 분석

법과 관련된 주요 한계점은 검체의 보관 및 운반과정이 지연될 경
우 유발될 수 있는 세포표지자의 불안정성이다. 림프구 아형 분석
의 경우 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는 EDTA 및 헤파린 전혈 검체에 대
한 검사를 72시간 내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10].

그러나 백혈구는 시간이 경과하면 scatter와 항원 표현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채취 후 48시간 이상 경과된 검체가 유세포 분석 검
사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 채혈관을 이용한 전혈 고정법이 소개되었다.

상품화된 특수 채혈관은 Cyto-Chex 및 TransFix 채혈관이

FLAER의 MFI는 당일 분석 검체에서 각각 2.80 (1.26–4.04), 0.57

가장 대표적이며 특수 채혈관의 전혈 검체는 림프구의 scatter

(1.23–3.72), 0.5 (0.3–2.6)로 중앙값은 낮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하였다[5,11]. 반면, 과립구는 림프구와 달리 시간 경과에 따라

(0.34–2.76)이었다. 실온보관 EDTA 검체는 CD24의 MFI가 2.68

었으며(P =0.07), FLAER의 MFI는 0.56 (0.33–3.63)으로 차이가
없었다. 냉장보관 EDTA 검체, 실온보관 10% PM70 검체, 실온보

관 Cyto-Chex 검체, 실온보관 TransFix 검체에서 CD24의 MFI

는 각각 2.89 (1.18–4.11), 2.88 (1.33–4.68), 2.76 (1.33–3.82),
2.71 (1.43–3.86)로 당일 검체와 보관 검체 간에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또한 FLAER의 MFI도 각각 0.58 (0.30–2.63), 0.66

(0.34–2.62), 0.52 (0.33–3.63), 0.56 (0.41–2.70)으로 당일 검체
와 보관 검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2).

www.jlmqa.org

signal 및 세포표지자의 발현 정도를 7–10일까지 안정되게 유지
SSC 값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세포막의 투과도 증가로 형태학

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TransFix 전혈 검체에서 CD45 발현

을 이용하면 과립구의 적절한 검출은 가능하였고, 이는 과립구 세
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세포표지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반영하였다[11]. 또한 Cyto-Chex 전혈 검체도 세포표지자
의 발현이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됨이 보고되었다[12].

이와 같이 세포를 고정하는 상품화된 특수 채혈관은 세포표지

자를 분석하는 유세포 분석에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유세포 분석
법을 수행하는 국내의 많은 임상검사실의 경우 검사 건수 및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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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특수 채혈관 도입은 용이하지 않다.

에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관련 표지자의 발현이 감

은 Ficoll 중합체 PM70을 첨가하여 세포를 고정하는 방법이 세포

않는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MFI로 발현되는 표

본 연구에서는 TransFix나 Cyto-Chex 등의 물질 대신 질량이 작

의 구분 및 표지자 발현의 유지에 적합한지 평가하였으며, 10%
PM70 중합체를 이용한 방법이 특수 채혈관과 유사한 세포 고정
효과를 나타냄을 입증하였다.

소된 PNH 클론에서는 MFI 감소의 영향이 결과에 크게 반영되지

지자의 경우 특수 채혈관을 사용하더라도 MFI의 감소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보관 검체에서 호중구의 CD15 발현 강도가 유의한 감소

본 연구에서는 낮은 PNH 클론 백분율(0.1%–1.0%)을 나타낸

를 보였으나 발현의 감소가 림프구나 단구와 중첩되는 수준은 아

을 대상으로 보관조건별 PNH 클론 백분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충분한 세포를 획득하여 호중구의 PNH 클론을 분석할 수 있었다.

검체의 수가 매우 적어 1.0% 이상의 PNH 클론을 나타낸 검체만
전혈 검체의 PNH 클론 백분율은 실온보관 EDTA 전혈 검체 외의

다른 보관 검체에서 당일 검체에 비해 중앙값이 적혈구 수에서는
증가하고 호중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으며 검체별 차이가 절대값 기준으로 2 미만이거나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실온보관한 EDTA 전혈 검체의 경우 백

분율이 적혈구 및 호중구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가 유의
하였다. 실온보관된 EDTA 전혈 검체는 PNH 클론 분석에서 부적

합하였으나, 냉장보관할 경우 EDTA 전혈 검체는 72시간 내에서
PNH 클론의 안정적 분석이 적혈구뿐만 아니라 호중구에서도 가

능하였다. 이전의 한 국내 연구는 적혈구는 실온보관해도 7일까

지 분석이 안정하다고 보고하였으나[3], 본 연구에서는 실온보관
은 호중구뿐 아니라 적혈구에서도 PNH 클론의 백분율을 낮추어

PNH 클론 분석 시 EDTA 전혈 검체는 냉장보관하는 것이 추천되

니었고 백혈구 중 호중구의 분율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이는 보관 검체에서 특정 세포군의 분율이나 세포 수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11,12]. 호중
구 세포의 생존율은 10% PM70 전혈 검체가 특수 채혈관 전혈 검
체에 비해 높았지만, 세포고정법을 적용한 검체 모두가 냉장보관
EDTA 전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불량한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세포고정법을 적용한 검체는 실온보관하더라도 세포 분획과 표지
자의 발현 유지를 통해 유세포 분석은 가능하지만 세포의 막 투과

성 증가와 변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비록 10% PM70 전혈
검체가 호중구의 세포막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6],
본 연구에서는 저분자량 Ficoll 중합체 PM70을 이용한 세포 생존

율의 개선효과가 냉장보관에 비해 불량하여 냉장보관 조건이 호중
구의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는 데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PNH 유세포 분석이 지연되는 경우 전혈 검체

었다.

를 냉장보관하면 72시간까지 PNH 클론의 안정적인 정량분석

로 적었지만 냉장보관하면 72시간까지 안정되게 측정된다고 보고

TransFix나 Cyto-Chex 채혈관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 PNH 클론

이전 연구에서 호중구의 PNH 클론의 크기는 대상 검체가 2개

하였는데[3], 20명의 환자 검체를 평가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를 얻어 PNH 분석 가능 조건은 냉장보관, 72시간까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온보관 조건에서는 10% PM70 중합체
및 특수 채혈관을 이용한 세포고정법을 적용한 검체가 PNH 분석

에 적절하였으며 10% PM70 중합체 이용이 특수 채혈관의 대안
이 될 수 있었다.

세포고정법은 유세포 분석에서 임상 검체를 안정화하는 방법

이 가능하였다. 실온보관 조건에서 10% PM70를 포함한 검체는
에서 감소되는 세포표지자의 형광 발현의 강도와 호중구의 분율은
모든 보관 조건에서 유지되었다. 호중구의 세포 생존도는 냉장보
관 조건에서만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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