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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기항체 선별 및 동정검사는 치명적인 용혈수혈반응을 예방

관이 있는 경우가 5검체(Table 1), 반대로 의도된 정답은 복합 항

전 검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며 국내에서는 대

2). 의도된 정답이 단일 항체였을 경우 정답률은 87.9%–97.5%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혈 전 검사이다. 외부정도관리는 수혈

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외부정도관리를 시행
하고 있다. 비예기항체 선별 및 동정검사에 대해서는 1년에 2차례
특정 항체 특이성을 가진 검체를 제조하여 외부정도관리 참가기관
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합 항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검체들에 대하여 오답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1], 저자들은 국내 임상검사실의 외부정도관
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 항체 동정 및 감별능력 현황에 대하여 파
악해보고자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수혈의학

분야 신빙도조사 결과 중 수혈 특수항체검사–비예기항체 동정검

사에 참가한 기관들의 보고된 답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

다. 연구 포함기준은 의도된 정답이 복합 항체인 경우 또는 복합

체였으나 단일 항체로 답한 기관이 있는 경우가 2검체였다(Table

수준이었다. 오답의 유형은 항체의 특이성을 다른 항원에 대한 항
체로 잘못 동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추가 항체를 보고한 경우,

비예기항체의 존재 자체를 검출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
났다. 2017년 2차와 2019년 2차 모두 항-C 항체가 의도된 정답이

었는데 항-E 항체를 같이 보고한 기관이 각각 11기관, 14기관으로

적지 않았다. 두 번의 복합 항체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를 살펴보
면, 2018년 2차에서 항-C 항체와 항-D 항체를 모두 검출하여야 하
는데, 항-D 항체만 검출하거나 비예기항체를 검출하지 못한 기관

이 일부 있었다. 특히 2020년 1회차 BBS20-01 검체는 의도된 정

답이 항-C 항체와 항-e 항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항-e 항
체만 단독으로 보고한 기관이 39기관(28.9%)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Rh 계열 항체에서 단일 또는 복합 항체의 구분을 어

항체를 정답으로 보고한 경우이며, 각 경우에 대해 정답률, 오답

려워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h CcEe의 항원형

분석결과를 Table 1 및 Table 2에 제시했다. 5년 동안 시행된

성인 혈구는 C 항원도 양성인 경우가 많아 항체 동정을 위한 상용

률, 및 오답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10차례의 신빙도조사에서 총 20검체에 대한 비예기항체 동정검
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포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모두 7검체
였다. 이 중 의도된 정답은 단일 항체였는데, 복합 항체로 답한 기

분포상 대개 c 항원 양성인 혈구는 E 항원도 양성이며 e 항원 양
화된 혈구 패널에서 대개 이 두 항원형을 분리하여 패널을 구성하

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혈구 응집의 유무
만 감안하여 비예기항체 동정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항-c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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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 of participants and unacceptable responses in domestic external quality assessment for whom the intended
responses were a single antibody (2016 to 2020)

Year

Trial

Specimen

2016

1st

BBS-16-01

2017

1st

BBS-17-01

2017

2nd

2019
2020

Intended
response

Anti-Fy(a)

No. of
Acceptable (%) Unacceptable (%)
participants
118

115 (97.5)

3 (2.5)

Anti-C

122

119 (97.5)

3 (2.5)

BBS-17-04

Anti-c

123

109 (88.7)

14 (11.3)

2nd

BBS-19-05

Anti-c

132

116 (87.9)

16 (12.1)

2nd

BBS-20-04

Anti-E

135

133 (98.5)

2 (1.5)

Unacceptable
responses (N)

Anti-Fy(a)+anti-N (2)
Anti-E (1)
Anti-C+anti-S (2)
Anti-E (1)

Anti-c+anti-E (11)
Anti-c+anti-Jk(b) (1)
Not detected (2)
Anti-c+anti-E (14)
Anti-E (1)
Anti-K (1)
Anti-c+anti-E (2)

Table 2. Number (%) of participants and unacceptable responses in domestic external quality assessment for whom the intended
responses were combined antibodies (2016 to 2020)

Intended
response

Year

Trial

Specimen

2018

2nd

BBS-18-04

Anti-C+anti-D

2020

1st

BBS-20-01

Anti-C+anti-e

No. of
Acceptable (%) Unacceptable (%)
participants
126

123 (97.6)

3 (2.4)

135

93 (68.9)

42 (31.1)

Unacceptable
responses (N)

Anti-D (2)
Not detected (1)

Anti-C (2)
Anti-e (39)
Anti-C+others (1)

만 존재하는 경우와 항-c 및 항-E 항체가 공존하는 경우,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다. 원하는 표현형의 혈구를 찾기 위해서는 검사실

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두 항체의 공존 여부를 배제

거나, 수혈용 적혈구의 교차시험용 관분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항-e 항체만 존재하는 경우와 항-e 및 항-C 항체가 공존하는 경우
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항체를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

다. 대표적인 수혈의학 관련 기관인 미국혈액은행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에서도 항체의 특이성이 동정된 후

에 단일 항체로 의심되더라도 특정 혈구(selected red cells)와 반
응을 시켜 그 특이성을 확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복합 항

에서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잔여 검체에 항원형 검사를 실시하여 찾

한국인에서 Rh CcEe 항원형의 분포상 C 항원 양성/e 항원 음성
은 0.5%, C 항원 음성/e 항원 양성은 5.2%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 각 검사실에서 기관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이다
[3].

복합 항체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은 수혈 전 검사뿐 아니라 산

체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2]. 복합 항체를 의심

전 검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혈 전 검사로서 항체동정검사를

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2) 반응성이 혈구에 따라 또는 검사

능한 항원들을 모두 피해서 수혈용 혈액제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상황들로는 (1) 항체동정검사 결과를 단일 항체의 반응
반응상(phase)에 따라 다른 경우, (3) 단일 항체의 특이성을 확정
하기 위한 검사에서 예기치 않은 반응성을 나타내는 경우, (4) 항

체 동정용 혈구 패널 전체에 반응을 보이는데 환자와 표현형이 유
사한 혈구와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2]. 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항-C와 항-e가 공존하는지 또
는 항-e만 존재하는지 감별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검체와 C+e- 표
현형 혈구를 반응시켜 응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방법

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C-e+ 혈구로 검체를 흡착하면 항-e
항체는 제거되어 남은 검체로 비예기항체 동정검사를 다시 시행
218

진행할 경우, 복합 항체 여부가 정확하게 판별이 되지 않더라도 가
산전 검사에서 동정되는 항체들은 각 항체별로 태아신생아용혈질

환(hemolytic disease of the fetus and newborn)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 항체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산모
에게 제대로 된 처치를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자
주 동정되는 비예기항체 빈도 중 복합 항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이러한 점은 더욱 중요하다[4]. 따라서 국내 검사기관들

에서 항체동정검사를 시행하면서 복합 항체 여부를 배제하기 어려
울 때에는 반드시 그 특이성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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