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of Immunohe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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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 아형 검사 ( ABO subtyping )
ABO 불일치 해결 방법 중 약한 A나 B항원의 아형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Am, Ax, Ael, Bm, Bx, Bel 등)
ABO 불일치 현상 중 혈구측 원인에 의한 문제를 두고 시행하는 확인 검사이다.
1) 검사 원리 (Principle)
항-A나 항-B를 흡착(adsortion)시킨 후 다시 용출(elution)함으로써 약한 항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2) 임상적 중요성 (Clinical Significance)
A나 B항원이 약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A나 항-B 시약과의 반응에서 응집을
일으키지 않아 ABO 혈액형의 오류 및 수혈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3) 검체 (Specimen)
EDTA tube에 혈액 2mL을 채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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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방법 (Procedure)
(1) 적혈구 1mL를 생리식염수로 3회 이상을 세척하고 최종의 세척 상층액을 완
전히 제거한다.
(2) anti-A나 anti-B 시약을 1mL 가하고 잘 혼합한다(의심되는 약한 변이형
(variant)에 대해서 실시하면 된다.
• 예를 들면 A항원의 존재가 의심되면 세척적혈구 1mL + Anti-A시약 1mL를
혼합하면 된다.
(3) 잘 혼합한 후 4℃에서 1시간 항온 한다. (가끔 혼합해 주면서 항온 한다).
(4) 원심침전 후 상층액을 버린다.
(5) 적혈구를 15ml tube에 옮긴 후 4℃ cold saline으로(large volumes 10ml
이상) 최소한 8회 세척한다.
• 최종 상층액의 보관이유 : 유리항체(free antibody) 검사를 하기 위함이다.
(6) 세척된 농축 적혈구에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가한다.
(7) 56℃ water bath에 10분간 방치하여 자주 흔들어 항체가 용출되도록 한다.
(원심분리 할 시험관도 56℃에서 가온 시켜 두도록 한다)
(8) 2,500rpm에서 2~3분간 원심침전 시킨 후 상층의 용출액을 깨끗한 시험관에
옮긴다.
(9) 세 개의 시험관을 준비하여 각 시험관에 A, B, O라 표기하고 용출액을 2방울
씩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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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시험관에는 2~5% A1혈구, B 시험관에는 2～5% B 혈구, O라고 표기한
시험관에는 2~5% O형 적혈구 부유액을 1방울씩 가한다.
(11) 3,400rpm에서 15초 간 원심 후 응집유무를 관찰한다.
5) 과정에서 보관해 놓은 상층액도 동일한 혈구와 반응시켜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다.
(12) 만약 두 test 모두 음성이면 실온에서 15∼30분 반응시키고 두 test중 하나
가 음성이면 37℃ 15분간 항온 후, 항글로불린단계를 실시한다.
5) 검사 결과의 판독 (Interpretation) (표 8-3)
해석 1 : anti-A 항체 흡착, 용출 검사에서 A 시험관에서 응집반응을 보이고 B
와 O 시험관에 응집이 없으면 anti-A가 흡착 용출된 것으로 이것은
혈구에 A 항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B 항원의 증명도 동일하다).
해석 2 : 만약에 용출액이 O 혈구와도 반응하면 이것은 A나 B 항원에 대한
반응이 아님을 의미한다(재검 요함).
해석 3 : 용출액이 A 혈구나 B 혈구 모두 반응하지 않으면 용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다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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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액 검사 Saliva Test
1) 검사의 원리와 임상적 중요성 타액내에 H 항원을 분비하며 혈액형에 따라
A 항원 또는 B 항원을 분비하는데 이를 분비유전자(secretor gene, Se)라고한다.
O형 분비자(secretor)는 타액내에 H 항원만을 분비하며
A형 분비자는 H와 A 항원을 동시에 분비한다.
또한 B형 분비자는 H와 B 항원을 동시에 분비한다.
반면에 ABH 항원을 분비하지 않는 사람을 비분비자(non-secretor)라고 한다.
정상인의 약 70~80%는 타액 내에 ABH 항원을 분비한다. 타액 중에 혈액형 물
질이 있는 분비자라면 항혈청과 반응하여 항체가 중화되며 해당적혈구와 반응
을 시켜도 응집이 억제된다.
• 타액내의 ABH 항원 분비자 Am, Bm 등과 같은 ABO 변이형의 확인을 위한
검사로 이용된다.
분비형 또는 비분비형이 있으므로 미리 Lewis식 혈액형 검사를 하여 분비형일
경우 타액검사를 시행한다.
Le( a+)인 사람은 se이며 ABH 물질을 분비하지 않는 비분비형( non-secre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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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랭 자가 흡착항체 검사
Adsorption of Cold-Reactive Autoantibodies
직접·간접 항글로불린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며 또한 한랭반응성 자가항체를
가진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종항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시행된다. 보통 DAT 검사반응이 IAT보다 강하고 임상적으로 면역성 용혈성
빈혈 환자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에서 볼 수 있다.
(1) 검사 원리
한랭 자가항체(cold reactive autoantibodies)와 동종항체(alloantibodies)가 함께
존재할 경우 이미 결합된 자가항체를 DTT(dithiothreitol)과 단백분해효소(papain
또는 ficin)가 함유되어 있는 ZZAP 처리한 혈구로 혈청중의 자가항체를 흡착한다.
(2) 임상적 중요성
한랭 자가항체와 공존하는 동종항체의 확인
(3) 검체
EDTA Tube에 4mL와 plain tube에 7mL를 채혈하도록 한다.
(환자의 농축적혈구 2mL과 혈청 2mL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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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난 자가 항체흡착 검사 : ZZAP 법
Adsorption of Warm-Reactive Autoantibodies
병원에서 수혈을 위한 헌혈자 혈구와 환자의 혈청과의 교차적합성 검사시 거의
모든 혈액과의 반응이 모든 단계 즉, 실온식염수법, 37℃ 알부민법, 항글로불린법
등 모든 검사단계에서 부적합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autocontrol, 직접항글로불린검사(DAT), 간접항글로불린검사(IAT)를 시행하여 반
응 유무를 관찰하도록 한다. autocontrol 반응도 강하고, DAT의 검사반응이 IAT
검사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날 경우는 자가항체를 의심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수혈
한 이력이 있다면 동종항체도 공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교차시험 시 항글로불
린법에서 특히 강하게 응집반응을 일으킨다.
(1) 검사 원리 (그림 8-44)
혈청속에 warm-reactive 자가항체(autoantibody)에 의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종항체(alloantibody)의 존재가 가려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혈청속의 자가항체를 autologous red cell(자신의 RBC)를 이용해 흡착 제거
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동종항체를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몸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autologous red cell은 이미 자가항체에 덮혀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red
cell을 이용하여 autoantibody를 흡착제거 하기 위해서는 red cell membrane에
서 이미 흡착되어져 있는 autoantibody를 해리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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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antibody가 떨어져 나간 autologous red cell은 autoantibody에 대한 antigen
site가 노출됨으로써 혈청속에 autoantibody를 흡착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게 된다.
또한 항원, 항체반응을 방해하는 세포막을 구조를 효소처리를 통해서 제거하게 되
면 cell의 흡착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Red cell에서 autoantibody를 떼어내고 흡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proteolytic enzyme과 sulfhydryl reagent로 구성된 ZZAP
reagent를 사용하는 것이다.
IgG를 sulfhydryl 용액으로 처리하면 protease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어 용해를
쉽게 해준다. IgG로 코팅되어있는 RBC를 ZZAP reagent로 처리하게 되면 IgG는 녹
아 떨어져 나가게 되고 proteolytic enzyme에 의해서 cell의 흡착능력이 향상되게
된다.
Auto adsorption을 하기 위해 최근에 수혈 받은 환자의 Red cell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수혈 받은 RBC가 혈액에 섞여 있어서 검출하고자 하는 alloantibody
를 흡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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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체용출 검사 Antibody Elution Test : Heat 법
직접 항글로불린 검사(DAT)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1) 검사 원리 - 열을 가하면 적혈구에 부착되어 있는 IgM 항체들이 용출된다.
(2) 임상적 중요성 - ABO 부적합 신생아용혈성 질환의 조사 및 IgM 항체의 증명을 위함이다.
(3) 검체 - EDTA tube에 2mL을 채혈한다.
(4) 기구 및 시약
① 12×75mm, 13×100mm test tube
② 37℃, 56℃ water bath
③ 6% bovine albumin (22% bovine albumin 3mL + 생리식염수 8mL 혼합)
④ 생리식염수
(5) 검사 방법
① 13×100mm test tube에 환자 혈구 2mL를 넣고 6회 이상 세척한다.
(마지막 상층 세척액은 다른 시험관에 옮겨 놓는다.)
② 세척된 농축적혈구에 동량의 6% bovine albumin을 가한다.
③ 56℃에서 10분 간 방치하며 가끔 흔들어 준다.
④ 즉시 3,000rpm에서 2분 간 원심 후 상층액을 깨끗한 시험관에 옮긴다.
⑤ 용출액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56℃에서 용출 후 용출된 항체는 불안정하므로(온도가 떨어지면 용출된 항체가
다시 적혈구에 부착될 수 있다) 즉시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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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체용출 검사 Antibody Elution Test : Ether법
온난성 자가항체(IgG) 및 동종항체로 인한 DAT 검사 양성 IAT 검사 양성인
경우 시행한다.
(1) 검사 원리
세척적혈구에 Ether를 가하면 적혈구에 결합되어 있는 항체가 해리된다.
(2) 임상적 중요성
신생아용혈성 질환, 자가면역성 용혈성 질환, 수혈 부작용 조사 및 항체 특이
성 확인에 이용된다.
(3) 검체
EDTA tube에 4mL를 채혈한다.
(4) 기구 및 시약
① diethyl ether
② cork 마개 또는 단단한 뚜껑
③ 56℃ water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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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체용출 검사 Antibody Elution Test : Ether법
(5) 검사 방법
① 13×100mm test tube에 농축적혈구 2mL를 생리식염수로 6회 이상 세척한
다(마지막 세척 후 상층액으로 간접항글로불린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양성이면 세척을 반복하도록 한다).
② 세척된 적혈구에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넣는다. 동량의 diethyl ether를 넣고
잘 혼합한다.
( 농축적혈구 : 1, 생리식염수 ; 1, diethyl ether : 2 비율)
③ 시험관을 cork 마게로 단단히 막고 1~2분 간 강하게 진탕한다.
④ 마개를 제거한 후 2,500rpm에서 5분 간 원심 침전 후 상층의 ether층을 제거한다.
⑤ 56℃ 수조에서 10분 간 계속 흔들어 주며 ether 성분을 증발시킨다.
⑥ 2,500rpm에서 5분 간 원심분리한다.
⑦ 용출액을 깨끗한 시험관에 옮긴다.
⑧ 37℃에 water bath에 두고 Pasteur pipette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공기방울
을 넣어 ether 성분을 완전히 증발시키도록 한다.
⑨ 용출액으로 항체동정을 실시한다.
용출액에 ether가 남아 있으면 적혈구가 용혈되므로 ether를 완전히 증발시키도록 하고
한편 ether는 유해물질이므로 취급 시 주의하도록 하며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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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해리 검사 Antibody Dissociation Test : Chloroquine 법
직접 항글로불린 검사(DAT)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면 혈액형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DAT 양성인 환자 적혈구에서 항체를 해리시키면
혈액형 판독에 유용하다.
(1) 검사 원리
세척적혈구에 chloroquine용액을 가하면 적혈구에 결합한 IgG 항체를 제거
할 수 있다.
(2) 임상적 중요성)
IgG 항체가 결합한 적혈구는 항글로불린 시험을 이용한 혈액형 판정 시 어려
움을 주기때문에 chloroquine 등을 이용하여 적혈구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항체를 해리한 후 혈액형검사를 시행한다.
•ABO, Rh, MNSs, P, Lewis, Kell, Duffy, Kidd 등은 항원성의 손상이 없다.
(3) 검체
EDTA tube에 2mL를 채혈한다.
(4) 시약)
① chloroquine용액
20g의 chloroquine diphosphate를 100mL 생리식염수에 녹인 후 1N NaOH
로 pH가 5.1이 되도록 조정하고 보관은 2~6℃ 냉장보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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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h 항체역가 검사 Rh Antibody Titer Test
Rh(D) 음성인 임산부가 간접 항글로불린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Rh(D) 항체 역가 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산모가 anti-D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생아 용혈성 질환(HDN)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Rh(D) 음성 산모가 Rh(D) 양성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 분만 후 72시간 이내에
Rh 면역글로불린(RhoGAM)을 투여하는데 투여 후 6개월 후에 anti-D 존재 및
anti-D 역가 검사를 시행한다.
(1) 검사 원리
환자혈청을 생리식염수로 배수 희석하여 O형 Rh(D) 양성 적혈구로 감작시킨
후 항글로불린법을 이용하여 응집이 일어나는 최고 희석배수를 Rh 항체 역가로
정한다.
(2) 임상적 중요성
anti-D에 의한 신생아용혈성 질환의 예방 및 경과 판독에 중요하다.
(3) 검체
plain tube에 혈액 5mL을 취한 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사용한다.
(4) 시약
① 항체선별용 혈구 또는 2~5% O형 Rh(D) 양성 적혈구
② 항글로불린 혈청(anti-IgG+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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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h 항체역가 검사 Rh Antibody Titer Test
(5) 검사 방법
① 12×75mm test tube 10개를 준비하고 1~10까지 번호를 기입한다.)
② 모든 시험관에 생리식염수 0.1mL씩 넣는다.
③ 1번 시험관에 환자혈청 0.1mL를 넣는다. 잘 혼합 후 0.1mL를 2번 시험관에
옮기는 방식으로 배수 희석한다.
(시험관을 옮길 때마다 새 pipette tip을 사용한다.)
④ 모든 시험관에 O형 Rh(D) 양성 혈구 2~5% 부유액을 0.1mL씩 가하고 잘
혼합한다(항체선별용 혈구를 사용 시 Rh(D)양성 적혈구를 사용한다.
⑤ 모든 시험관을 37℃ 수조에 30분 간 항온한다.
⑥ 생리식염수로 3회 세척 후 마지막 식염수 세척액은 완전히 제거한다.
⑦ 항글로불린 혈청 2방울씩 가하고 잘 혼합한다.
⑧ 3,400rpm에서 15초 간 원심침전 후 응집유무를 관찰한다.
(6) 검사 결과의 해석
1+ 양성 반응을 보이는 시험관을 최고 희석배수 즉 Rh(D)항체 역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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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종응집소 역가 검사 Isoagglutinin Titer Test
골수이식 및 장기이식 전후에 anti-A나 anti-B항체의 동종응집소 역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며 ABO 혈액형이 A형, B형, O형인 경우 시행
하고 ABO 아형 검사로 이용되기도 한다.
(1) 검사원리
환자혈청을 생리식염수로 배수 희석하여 A혈구나 B혈구와 반응시켜 1+ 응집
이 일어나는 최고희석배수를 동종응집소 역가로 한다.
(2) 검체 - plain tube에 5mL을 채혈하여 원심분리 후 혈청을 사용한다.
(3) 시약 ① A형 2~5% 혈구 부유액 ② B형 2~5% 혈구 부유액
(4) 검사 방법 환자의 ABO 혈액형에 따라 시험관을 준비한다.
A형 또는 B형인 경우 시험관을 10개씩 준비한다.
O형인 경우 시험관을 20개 준비한다. 환자의 혈액형이 A형이라면(anti-B 존재)
1) 12×75mm 시험관 10개를 준비한다.(1~10번 기록)
2) 모든 시험관에 생리식염수를 0.2mL씩 넣는다.
3) 1번 시험관에 환자혈청 0.2mL을 넣는다.
4) 잘 혼합 후 2번 시험관에 0.2mL을 옮기는 식으로 연속 배수희석한다.
5) 모든 시험관에 2~5% B형 혈구 부유액을 0.2mL씩 넣는다. ☞ 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면 2~5% A형 혈구부유액을 넣는다. ☞ 환자의 혈액형이 O형이라면
시험관을 10개씩 2조로 세운 후 혈청을 연속 배수희석하고 2~5% A형 혈구
부유액을 1조 10개 시험관에 넣고 B형 혈구 부유액을 2조 10개 시험관에 넣는다.
6) 잘 혼합 후 3,400rpm에서 15초 간 원심 침전 후 응집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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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종응집소 역가 검사 Isoagglutinin Titer Test 해석
강도를 나타내 는 최고 희석배수를 동종응집소 역가로 한다.
골수이식예정인 환자인 경우 환자 및 골수 공여자 모두에 대하여 동종 응집소
역가 검사를 행한다.

10. Donath-Landsteiner Test
면역성 용혈성 빈혈(immune hemolytic anemia)과 발작성 한랭혈색소뇨증
(paroxysmal cold hemoglobinuria : PCH)의 진단에 이용되고 적혈구에 보체(C3)성
분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된다.
(1) 검사 원리
강한 용혈소인 Donath-Landsteiner 항체는 P 항원과 4℃ 이하에서 결합하고
37℃에서 보체의 활성화로 용혈을 일으킨다.
(2) 임상적 중요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의 일종인 발작 한랭 혈색소뇨증((paroxysmal cold
hemoglobinuria : PCH)의 진단을 위함이다.
(3) 검체
한랭자가항체 역가 검사와 동일함(단 검체 채취 시 10mL 주사기로 채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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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생아 용혈성 질환 검사 Work up for HDN
임상에서 교환수혈(exchange transfusion)을 요하는 경우에 신생아 용혈성 질환
(HDN)관련 검사를 시행한다. 신생아 용혈성 질환(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 HDN)은 태아의 적혈구 항원에 대한 모체의 IgG 항체에 의해 동종
면역을 일으켜 신생아 혈구를 파괴시키는 질환이다.
1) 발생기전
(1) anti-D에 의한 신생아 용혈성 질환 : Rh(D)음성인 산모가 Rh(D) 양성인 아이
를 분만하게 되면 D 항원 음성인 산모는 D 항원 양성인 아이에 대한 항체
anti-D를 생성하게 된다. 만약에 anti-D를 가지고 있는 산모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IgG 계열인 anti-D가 태반을 통과해 용혈성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태아적아구증(erythroblastosis fetalis)이라고도 한다.
(2) anti-c, anti-E와 같은 Rh계나 anti-K 등에 의해서도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3) ABO 부적합에 의한 신생아 용혈성 질환
산모의 혈액형이 “O”형인 경우 anti-A나 anti-B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 산모가 “O”형이고 아이가 A형이나 B형일 때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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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주요증상
(1) Total bilirubin(총빌리루빈)수치가 20mg/dL 이상 올라가는 과빌리루빈혈증
(hyperbilirubinemia)유발(태아의 간기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적혈구의
파괴로 생성되는 과도한 양의 빌리루빈에 기인함)
(2) 저산소증(hypoxia)
(3) 심부전(heart failure)
(4) 중추신경계 손상(central nervous system(CNS) damage)
3)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원인 및 교환수혈을 위한 준비사항
(1) 검체준비
신생아용혈성 질환으로 인해 교환수혈을 하는 경우는 산모의 혈액과 신생아의
혈액 모두 필요하다.
산모 : plain tube 5mL
아기 : microplain tube : 2mL, EDTA tube : 2mL
(2) 검사
• 산모혈액 검사 : ABO & Rh(D) 혈액형 검사 Rh(D) 음성처럼 보일 경우
weak D 검사 포함 간접항글로불린(IAT), IAT양성인 경우, 항체동정 검사
• 아이혈액 검사 : ABO & Rh(D) 혈액형 검사 Rh(D) 음성처럼 보일 경우 weak D
검사 포함 직접항글로불린(DAT), DAT양성인 경우 적혈구로부터 용출(elution)
검사 용출액으로 항체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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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수혈의 목적
환자의 적혈구와 혈장을 적합한 적혈구및 혈장으로 교환시켜 비복합빌
리루빈( conjugated bilirubin)을 낮추고 비결합항체의 농도를 낮추어 빌
리루빈 혈증( perbilirubinemia)을 예방하기 위함 .
※ 교환수혈 대상 : 빌리루빈(Total)이 20mg/dl이상
5) 교환수혈의 적응증
(1) 신생아용혈성 질환(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① Rh 용혈성 질환
② ABO 용혈성 질환
③ 기타 항체에 의한 용혈성 질환
(2) 과빌리루빈혈증(hyperbilirubinemia)
(3)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ease syndrome)
(4) 신생아패혈증(neonatal sepsis)
(5) 파종성혈관내응고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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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환수혈 방법
신생아의 혈액량이 2배 정도를 교환수혈한다.(double-volume exchange)
신생아의 순환 혈액량은 85mL/kg이다.
※ 신생아의 몸무게가 3 kg이라면 ?
85mL×3 = 250mL
즉, 250mL의 두배인 500mL 혈액으로 교환수혈을 한다.
교환수혈은 일정량의 혈액을 신생아로부터 제거하고
제거한 양만큼 보충해주는 식으로 실시한다.
※ 혈액은 합성혈액(O형의 적혈구와 AB형의 혈장)을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