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950-9114 • eISSN 2950-9122

https://doi.org/10.15263/jlmqa.2022.44.2.99

ORIGINAL ARTICLE

A Pilot Project for the Expansion of the Exter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in Transfusion
Medicine: Anti-D Titer Test
Yousun Chung1 , Jin Seok Kim2 , Hee-Jeong Youk2 , Sang-Hyun Hwang2 , Heung-Bum Oh2 ,
Hyungsuk Kim3 , and Dae-Hyun Ko2
1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2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3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ae-Hyun Ko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Tel +82-2-3010-4504
E-mail daehyuni1118@amc.seoul.kr
Co-Corresponding author:
Hyungsuk Kim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3500
E-mail hyungsuk_kim@snuh.org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22, 2021
Accepted: December 22,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ackground: Many test items in transfusion medicine that are still not
includ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We performed a pilot project of anti-D titer test for the expansion of
proficiency testing program in transfusion medicine.
Methods: Proficiency testing materials with low (BBS2-21-01) and high
(BBS2-21-02) anti-D titer were sent to 53 laboratories that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for the 2nd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on Transfusion Medicine in 2021. The results
were entered on the websit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http://eqas.keqas.org/).
Results: A total of 47 laboratories submitted the results. For BBS2-21-01,
the intended response of anti-D titer was 4–16 for tube technique with
antihuman globulin (AHG) and 16–64 for column agglutination technique
(CAT) with AHG. Meanwhile, for BBS2-21-02, the intended response was 8–32
for tube technique with AHG and 32–128 for CAT with AHG. The proportion
of acceptable results was 90.9%–95.5% for tube technique with AHG and
95.8%–100.0% for CAT with AHG.
Conclusions: The pilot project of anti-D titer test was successfully performed.
This project will be expanded to a biannual proficiency testing program
for anti-D antibody titer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starting in 2022.
(Lab Med Qual Assur 2022;44: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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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의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검사 종류가

서론
외부정도관리는 임상검사실의 질을 유지하고 정확한 검사결과

를 보고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

다[1]. 국내에서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임
상검사실에 대한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00종 이
상의 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11].

www.jlmqa.org

적은 편으로 외부정도관리 검사종목 확대가 더딘 편이었으나 꾸준

히 그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12]. 그 결과 2020년에
는 ABO, Rh 혈액형 검사 이외에 Lewis, Duffy, Kidd 항원에 대한

항원형 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13]. 그러나 아직도 외부정도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못한 수혈의학분야의 검사종목들이 많
이 있어 본 연구진에서는 외부정도관리 검사항목의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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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높은 농도와 낮은 농도를 나타내도록 의도하여 두 검체(BBS2-21-

지속적 활동의 결과물인 항-D 항체 역가검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관에 2021년도 10월 25일, 수혈의학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혈의학분야 외부정도관리 확대를 위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01, BBS2-21-02)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물질은 시범사업에 참여
야 2차 물질 발송 시에 같이 발송되었다(Fig. 1).

재료 및 방법

3. 결과 입력 및 판정

1. 시범사업 참여 수요조사

이지(http://eqas.keqas.org/)에 기존 기관 회원 계정을 통하여

가기관 측에서 항-D 항체 역가검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

대하여 기존 ABO 항체 역가검사와 유사하게 검사방법 및 역가를

결과 입력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조사사업 홈페

2021년 1차 수혈 특수항체검사 프로그램의 결과 입력 시에 참

는지 여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결과 입력창을 수정하여 수요조사
를 시행하였다.

접속 및 결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입력은 두 검체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며(Fig. 2), 검체별로 최대 2개의 방법까지 결과
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판정 역시 기존 ABO 항체 역가검사와 마찬가지로 반정

2. 물질 제조 및 발송

량검사의 기본 틀에 따라서 시행하였다. 즉 동일한 기준 분류 검

항-D 항체 역사검사용 정도관리물질을 추가 제작하였다. 물질

경우 최빈도 등급±1 등급까지의 범위를 의도된 응답(intended

2021년도 2회차 수혈의학분야 신빙도조사 물질 제조 시에

제조법은 기존의 외부정도관리 물질 제조와 유사하게 폐기예정
인 혈장 및 상품화된 항혈청(anti-D immunoglobulin G [IgG];

Diagast, Loos, France)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법별로 최빈도 등급(grade)±1등급 빈도의 합이 80% 이상인

response)으로 하고, 최빈도 등급±1 등급 빈도의 합이 80% 미
만인 경우 이웃한 등급의 빈도가 큰 것을 계속 합하여 빈도값이
80%가 넘을 때까지 확장하고 확장한 범위를 의도된 응답으로 판

Fig. 1. Program guide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ex
cerpt). Anti-D titer tests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transfusion me
dicine program in 2021 as a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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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같은 기준 분류 검사법을 사용하는 기관이 10개 미만일

2. 결과 판정

습니다)의 예외코드를 부여하였다.

리하였다.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항글로불린 미세원주응집법과 항

결과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immediate spin) 시험관법과

경우 code 501(해당 항목의 참가기관 수가 적어 평가를 할 수 없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결과를 Table 1 및 Table 2에 정

글로불린 시험관법을 사용하는 기관이 대다수였다. 특이한 점은

실온(room temperature incubation) 시험관법을 사용한다는

1. 시범사업 참여 수요조사

2021년도 1차 수혈의학 신빙도조사 결과 입력 시에 항-D 항체

역가검사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수혈 특수항
체검사에 참여하는 284기관 중 총 53개 기관(18.7%)에서 참여 의

사를 밝혔다. 이 53개 기관에 대하여 2021년도 2차 수혈의학 신빙

도조사 시 시범사업용 정도관리물질을 보냈을 때에 실제로 결과를
입력한 기관은 총 47기관이었다.

답변이 각각 3기관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중 5기관은 2개의 방법

으로 답변을 입력하였고 다른 방법에서는 항글로불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시험관법을 사용하는 한 기관은 한 가지 방법의 결

과만을 입력하여 실제 환자 검체에서도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장 많은 답변을 보인 항글로불린 시험관법과 항글로불린 미

세원주응집법의 결과에서만 10개 이상의 기관이 답변을 입력하

여 정답을 판정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BBS2-

Fig. 2. Korean Association of Ex
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website (http://eqas.keqas.org/)
for registering anti-D titer test
results (excerpt). The test method
and hemagglutination titer must
be submitted.
Table 1. Proficiency testing results for anti-D antibody titration (BBS2-21-01)

Technique
Tube-IS

Tube-RT

Tube-AHG

No.

Acceptable
(%)

3

NA

3

22

NA

95.5

Titer
0

1

2

4

8

16

32

64

3

0

0

0

0

0

0

0

1

0

1

0

0

1

5

0

0

CAT-AHG

24

100.0

0

0

0

Total

54

NA

4

1

3

CAT-AHG+DTT

2

NA

0

0

1

0

10

0

14

0
0

22

0

2

0

0

0

0

9

9

6

13

9

6

2

0

0

Acceptable results are indicated in bold.
Abbreviations: IS, immediate spin; NA, not applicable; RT, room temperature incubation; AHG, anti-human globulin; DTT, dithiothreitol;
CAT, column agglutin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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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ficiency testing results for anti-D antibody titration (BBS2-21-02)

Technique
Tube-IS

Tube-RT

Tube-AHG

No.

Acceptable
(%)

3

NA

3

22

NA

90.9

CAT-AHG

24

95.8

Total

54

NA

CAT-AHG+DTT

2

NA

Titer
0
1

3

0

0

0

4

1
1

0

0

0

0

1

2
0

0

0

0

0

0

4
1

0

1

0

0

2

8
0

0

4
0

0

4

16

0

0

13

32

0

0

3

64

0

0

1

128
0

0

0

0

6

14

3

13

11

15

3

0

2

0

0

256
0

0

0

1

0

1

Acceptable results are indicated in bold.
Abbreviations: IS, immediate spin; NA, not applicable; RT, room temperature incubation; AHG, anti-human globulin; DTT, dithiothreitol;
CAT, column agglutination technology.

21-01 검체에서 tube-AHG의 정답은 4–16이며 항글로불린 미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항글로불린 미세원주응집법이 항글

서는 각각의 정답범위가 8–32, 32–128로 나타나, 항글로불린 미

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항글로불린 미세원주응집법에서 검사

세원주응집법의 정답이 16–64이었고, BBS2-21-02 검체에 대해

세원주응집법의 결과 분포가 항글로불린 시험관법에 비하여 평

균적으로 2단계 정도 높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항글
로불린 미세원주응집법과 항글로불린 시험관법의 정답률은 각각
95.8%–100.0% 및 90.9%–95.5%로 확인되어 모두 90%를 상회
하였다. 그 외 방법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이 10기관 미만이어서 정
답을 판정할 수 없었다.

실 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문헌에서 알려

진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미세원주응집법의 높은 민감도 및 시험
관법의 주관적 판독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15]. 또한 특

이한 점은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결과를 보고한 기
관이 6기관이며, 그 중 한 기관에서는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
는 방법만의 결과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immunoglobulin M이 주된 성분인 항-A나 항-B 항체와는 달리,

항-D 항체는 면역반응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생성되는 비예기항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항-D 항체 역가검

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
다. 총 47개 기관에서 참여하였으며, 정답 판정이 가능한 검사법
을 사용한 경우 정답률이 모두 90%를 상회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D 항원은 면역원성이 강하여 RhD 음성인 환자가 RhD 양성 혈

액을 수혈 받을 경우 약 2/3에서 항-D 항체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

유로 RhD 검사는 ABO 혈액형 검사와 함께 수혈 전에 항상 실시
되는 필수 검사이다. Rh 면역글로불린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 빈도는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태아신생아용혈성질환의 가
장 많은 원인 항체는 항-D이다. 산모가 가지고 있는 항-D 항체의

농도를 파악하고 혈장교환술 등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항-D 항체 역가검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RhD 음성 환자가 RhD

양성 공여자로부터 골수 이식이나 고형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에
도 항-D 항체 역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14].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에서 대부분 항글로불린 시험관법

또는 항글로불린 미세원주응집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102

로불린 시험관법보다 대략 2단계 정도 높은 값을 보여주는 것으

체로 IgG 유형의 항체가 태아신생아용혈성질환과 같은 임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도관

리물질 제조 시 IgG 항체로 구성된 항혈청을 사용하였는데, 실제

로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는 검사법에 따른 기관들의 답변 중
항-D 항체를 검출하지 못한 응답결과가 BBS2-21-01 및 BBS2-

21-02 모두 66.7% (4/6)나 되어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는 방
법에서는 IgG 유형의 항-D 항체를 제대로 검출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외의 대표적인 외부정도관리 기관
인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에서 시행한 항-D

항체 외부정도관리 결과 분석 시에도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CAP에서 제시한 획

일적 절차(uniform procedure)에도 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것

으로 기술되어 있어 추후 항글로불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

하여 결과 선택지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6].

CAP에서는 항-D 항체에 대하여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할 때에

응집에 사용할 혈구를 같이 보내주고 있다. 이는 D 항원이 용량효
과(dosage effect)가 있어 어떠한 Rh 표현형의 혈구를 이용하는

Lab Med Qual Assur 2022;44: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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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항체 역가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외

[17,18].

며, 임상 검체를 이용하여 항-D 항체 역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혈

을 대상으로 항-D 역가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시범사업을 성

혈구는 제공하지 않고 혈청 검체만 보내어 실시하였다. 혈구 검체

특수 수혈항체검사 프로그램과 별도로 항-D 항체 역가검사에 대

부정도관리 검체는 환자 검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

청만을 이용하여 검사하게 되므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검사결과 분포에 이상소견을 보이
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지
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외부정도관리 결과 판정기

준에서 역가검사와 같은 반정량검사에서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수혈의학분야 임상검사실

공적으로 시행하였다. 2022년도에는 본 사업을 확장하여 기존의
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며, 회차당 검체 수도 3개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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