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of Immunohematology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1. 혈액은행 정도관리
혈액은행의 모든 검사의 분석전, 분석중, 분석후 과정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여 환자에게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






환자 확인 및 준비,
검체의 채취, 운반 및 보관
검사과정에 필요한 시약, control, standard
기기 및 장비 관리 ( 온도기록지 등 )
결과보고

1) 정도관리 ( Quality Control )
- 혈액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도관리 프로그램은 수석병리사와 담당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책임진다.
- 시약관리, 기기 및 장비 관리, control 기록, 온도 기록 등 모든 기록은
매주 수석병리사가 검토하여 서명하며
매달 담당전문의가 검토하여 서명한다.
담당자는 기준을 벗어난 결과를 관찰하는 즉시 이를 수석병리사에게
보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Q.C 장부에 기록한다.

2) 질향상 ( Quality Improvement )
- 검사의 질향상과 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인 개발과 노력을
가하며 매년 계획되는 임상병리과 전체적인 Q.I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여 그 분석결과를 매년 정리, 다음해의 Q.I 계획을 수립한다.
3) 숙련도검사 ( Proficiency Test )
- 국내정도관리와 CAP survey, 등 Proficiency testing에 적극 참여하며
그 결과는 수석병리사, 담당전문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담당병리사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록을 남긴다
(정도관리용 검체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타병원과 비교).
4) 검사지침서(Procedure Manual)
- 혈액은행에서 시행되는 모든 검사에 대하여 검사지침서를 마련하며
이는 NCCLS GP2-A3(1996) guideline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검사지침서의 내용은 매년 수석병리사와 담당전문의에 의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검체관리 ( Specimen Management )
- 혈액은행에 접수되는 검체는 검사지침서에 따라 요구되는 용기에
적절한 양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며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즉
채혈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수석병리사 또는 담당전문의에게 알려
조치를 취한다. 당일 시행되지 않은 검체는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며
검사가 끝난 검체는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확인 불명의
검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혈액은행 모든 병리사와 담당전문의에게
확인 후 시행한다.
6) 시약
-모든 시약은 환자검체에 적용하기 전 시약기능을 확인하며 제조 및 보관
의 원칙을 준수하여 유효기간 내 사용한다. 수석병리사는 시약에 대한
표기(labelling)이 잘 되었는지 철저히 관리한다.
7) Control & Standard
- 모든 검사에는 적절한 control과 standard를 사용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기준을 벗어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8) 기기 및 장비 (Instrument & Equipment)
-혈액은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기적
으로 그 기능을 검증하며 장비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고장 예방을
위해 청결상태 유지, 점검 목록 등을 마련하여 매일 이를 체크하고 기록한다.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석병리사 또는 담당전문의에게 알려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
9) 결과보고
모든 결과는 정해진 verification 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하며 결과 수정은 수석병리사와 담당전문의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며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반드시 알린다.
10) 사고나 오류 발생
혈액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나 오류는 발생 즉시 수석병리사에
게 보고하며 수석병리사는 이를 담당전문의와 상의하여 조치방법을 결정하
고 문제발생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장에게
보고한다.
11) 기록보관 Record
모든 Q.C. 기록은 2년간 보관한다.

2. Proficiency Test
혈액은행에서 시행되는 모든 proficiency test는 환자검체를 취급하는 방법과 동
일하게 시행하며 수석병리사와 담당전문의는 그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 조치하여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모든 Proficiency testing 검체에 대한 검사는 검사 결과 통보 후 그
결과지와 과정을 보관한다. 검사가 끝난 검체는 다시 검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결
과 요약지가 도착할 때까지 시약 냉장고에 보관한다.
1) 외부정도관리를 받지 않는 검사종목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검증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에 대하여 타기관과 비교하거나 이중검사법(duplicate
testing)에 의한 결과의 일치도를 분석한다.
* Isoagglutinin titer, Rh antibody titer, Secretor test, Antibody elution, DonathLandsteiner 등
2) 년 2회 (6월, 12월) 두명의 병리사가 한 환자의 같은 검체에 대하여 동시에
독립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담당전문의는 그 결과를 검토.
대상 검체는 수석병리사가 정하여 담당전문의에게 알린다.
3) 정성검사의 결과는 일치해야 하며, 반 정량 검사의 결과의 titer는 ±1 희석배수
이하여야 하며 응집 강도는 일치하여야 한다.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기록한다.
4) 불만족스런 결과를 보인 항목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 문제점 확인시 교정작
업, 예방활동에 대한 내용을 Proficiency test 결과분석지에 작성하여 담당 스태
프의 확인을 받아 외부정도관리 장부에 보관한다.

3. Critical Value 에 관한 처리 지침
혈액은행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현재 Delta & Panic Check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조치를 요하는 검사결과는
Critical Value 로 별도로 선정하여 임상에 연락하고 검사담당자는 통화한 담
당자의 이름, 날짜, 시간, 환자 번호, 이름, 결과 등을 Critical Value report(문
제발생장부)장부에 기록한다.

4. 검사오류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 보고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 오
류들은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검사 오류의 최종 책임은 혈액
은행 담당 전문의에게 있으며 적어도 매달 검사 오류의 발생을 검토, 수정,
기록해야 한다(Category I, II, III으로 분류).
1) 심각한 오류 (Category I - Serious)
검체 채취, 검사 시행, 결과 판독 및 보고 과정에서의 오류로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하거나, 잘못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혹은 검사 시행시 환자의
검체가 바뀌어 잘못된 진단을 초래한 경우로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
2) 중대한 오류 (Category II - Major)
검체가 바뀌거나, 혹은 잘못된 수혈일 경우는 보고하기 전에 발견한 경우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
3) 경미한 오류 (Category III - Minor)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무적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 환자의 검사결과에
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다.

5. 검사지침서
혈액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는 검사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며
이의 임의적인 변형 및 수정은 절대 발생하면 안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전문의의 서명하에 지침서의 내용을 교정한 후 적용한다.
1) 혈액은행에서 시행되는 모든 검사에 대하여 검사원리, 검체종류, 필요한
시약, 필요한 기구 및 장비, 검사방법, 결과 판독 및 보고방법, 참고치, 결과
해석 및 임상적 중요성, Calibration 및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검사시
유의사항,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하고 매년 개정되어야 한다.
2) 새로운 검사가 set-up되면 즉시 검사지침서를 작성하며, 담당전문의나
과장이 바뀐 경우에는 모든 검사지침서는 즉시 검토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승인 받는다.
3) 시약 kit에 들어있는 inserts를 직접 검사시 이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검사
지침서에 일부 내용으로 기술하여 사용한다. 수석병리사는 새 lot 번호의
시약 kit가 도입될 때마다 inserts에 기술된 검사방법을 체크하여 변경 유무
가 있는지 검토한다.
4) 검사지침서의 내용 중 매년 개정시기 사이에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은 수석
병리사와 담당전문의가 의논한 후 배포된 모든 검사지침서의 해당 내용 중
간에 줄을 긋고 윗쪽에 기록한 후 기록자의 서명을 남긴다.
중단된 검사의 매뉴얼은 검사시작일과 중단일을 기록하여 5년간 별도로
보관한다.

6. 시약
사용되는 모든 시약에는 내용물과 양, 농도 혹은 titer, 보관 조건, 입고일, 사용일,
보존기간 등이 레이블에 명기되어야 함.
1) 새로운 lot 의 Reagent에 대한 정도관리-기존 시약과 결과 비교
(specificity 와reactivity)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매일 행하는 시약에 대한 정도관리-Reagent & Procedure Check Sheet의
양식 에 따라 매일 매일의 정도관리를 시행한다.
3) 희귀한 시약(항혈청 등)은 적절한 음성대조와 양성대조로 시험하여 기대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 보존 기한을 넘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4) kit내에 여러 개의 시약이 포함된 경우 kit의 lot. no가 동일할 때에만 개개의
시약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5) 혈액은행 시약은 혈액제제와 함께 보관하지 않고 시약 전용 냉장고를 사용
하도록 한다.

7. 기기 및 장비
혈액은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온도계는 새로 구입한 경우 NIST-certified 온도계
를 기준으로 점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온도계는 NISTcertified 온도계를 기준으로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Daily 점검
(1) 온도관련 - 냉장고, incubator, 수욕조(water baths), Heating block,
혈소판 보존기, 냉동고
(2) 현미경, cell washer, blood mixer
(3) Balance : 무게가 동일한 혈액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4) Scale : 각 혈액 성분제제의 표준 Volume을 무게로 환산하고 그 무게와
동일한 Plastic Bag(물을 넣어서 무게를 맞춤)을 만들고 그 무게를 Scale
로 측정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2) Weekly 점검
모든 냉장고, 냉동고, 혈소판 보존기의 온도 기록지를 교체하고, 교체한 날짜
와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3) Monthly 점검
(1) 수욕조(water baths)-깨끗이 세척하고 Sterility study를 시행한다.
(2) Irradiator-오염도 및 누출여부를 점검(Survey meter, Dosimeter이용)
4) Quarterly : 3월, 6월, 9월, 12월의 하루를 정하여 시행
(1) 모든 serofuge의 타코미터, Speed 점검
(2) 타이머(serofuge 와 시계)
(3) Cell Washer - 분주되는 saline의 양과 속도 점검
(4) Sorvall refrigerated centrifuge - 속도와 온도
(5) 모든 냉장고의 경고음 점검 - Probe를 담그는 용액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지를 점검

5) Semi-Annual: 6월, 12월
(1) Centrifuge - calibration
(2) 온도계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미국표준연구소 온도계를 기준으로 온도 점검
(3) 모든 냉동고의 경고음 점검
(4) 혈소판 보존기 - 온도와 경고음 점검
(5) Balance - 표준 분동을 이용하여 점검
(6) Scale - 표준 분동을 이용하여 점검
6) 장비에 문제 발생시의 행동 지침
(1) 냉장고, 냉동고의 고장시 이를 의공기술과에 알리고 즉시 담당 스태프에
게 알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냉장고가 고장난 경우 모든 혈액을 기능이 유지되는 냉장고로 옮긴다(2~6℃).
냉동고가 고장난 경우 모든 냉동 혈액제제를 다른 기능이 유지되는 냉동고로
옮긴다. FFP와 cryoprecipitate 는 -18℃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전기 공급이
끊어져 모든 냉장고와 냉동고가 기능을 못 할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서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수칙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시간을 벌수있게 해준다. 담당 스태프와 수
석 병리사에게 알리고 상황을 설명한다. 전기 복구가 늦어져 온도가 한계 온
도에 다다르면 적절한 포장과 운송 절차를 거쳐 혈액원으로 운송하여 보관을
의뢰한다.

8. 기록 및 문서
갑자기 일어난 문제점이나 사고는 Problem Note에 기록하여 다음 근무자가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모든 병리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 시작 시 Problem Note를 읽는
다. 인수인계자는 다음 근무자와 함께 인계장부 및 Problem Note를 검토한다.
1) 자료보관 기준은 혈액은행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2)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하는 문서종류:
①혈액입고, 출고, 처방 기록 등의 혈액사용 현황(전산자료)
② 헌혈자 신상 기록카드철(항목체크 및 본인서명기록 포함)
③ 헌혈자 검사기록 (전산자료 및 수작업 기록) 및 헌혈자 대장
④ 헌혈자로 영구적으로 부적격함이 판정된 사람의 기록
(대한적십자사 전산망에 등록됨.1999년 6월 7일 혈액관리법에 준함)
⑤ 혈액반납 및 폐기요청서
⑥ 기타

9. Procedure와 검사
검사에 이용되는 모든 Typing sera의 Inserts는 혈액은행 시약 Insert 파일에 보관
하여야 하며, Procedure manual 작성시에는 가능하면 Typing Sera 제조사의 지침
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제조사의 지침과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면 반드
시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응집 강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혈구의 응집관찰 Sheet를 각 검사자의 책
상위 선반에 부착하여 검사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든 검사의 결과 판독과 기록은 Procedure Manual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
여야 하고 그 기록은 W/L에 반응을 기록 한다.
2)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calibration과 control 물질이 없는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직원의 이중검사법(duplicate testing)을 실시하고 타기관과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다.
3) 모든 Control Specimens은 환자 검체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 Rh(D)혈액형 검사에는 반드시 적절한 대조 시험이 병행되어야 하며 대조
시험 에서 음성이 아닌 경우 검사 결과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석병리사에게 알려 문제를 해결 후 결과를 보고한다.
5) 음성을 보이는 모든 항글로불린 검사에서는 반드시 감작된 적혈구를 이용하여
위음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작된 혈구는 1주일에 한번씩 제조해서 냉장보관 한다).

6) 교차 시험에 이용되는 검체는 마개가 달린 튜브에 채혈하여야 하며,
환자의 이름, 병록 번호, 채혈한 날짜, 채혈자의 이름이 명시된
레이블의 부착은 채혈 후 채혈자가 환자의 침대에서 떠나기 전에
시행한다(ABO &Rh검체와 교차시험용 검체를 이원화).
7) 수혈이 예정된 모든 환자에 대하여 항체 스크리닝 검사를 항글로불린
단계까지 시행하며,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항체 동정 검사를 실시하여
임상적으로 의의 있는 항체인 경우 반드시 해당 항원이 음성인 혈액을
불출해야 하며 교차시험에 음성이어야 한다.
8) Apheresis를 이용한 혈소판과 백혈구 제제는 혼입된 적혈구가 5mL
이상인 경우 교차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한 경우 불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초 응급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혈액 요청을 받아, 교차시험을 생리식
염수법까지 시행하고 불출하게 되거나 교차 시험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
요청 받는 즉시 검체가 혈액은행에 보내졌는지를 확인하며 당시의 상황
(요청된 시간, 불출된 시간 등)을 Problem note에 기록으로 남긴다.
10) 적합성 검사에 이용되는 검체는 채혈 후 72시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
며 72시간이 넘은 경우는 병동에 연락하여 새로운 검체를 요구한다.
11) 불출되는 모든 혈액은 환자의 ABO 혈액형과 동일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이형 출고, 신생아 교환수혈, 골수이식 후 수혈)는 반드시 담당
스태프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Problem note에 기록한다).

10. 수혈용 혈액의 출고
혈액은행 담당 직원만이 혈액과 그 제제를 불출할 수 있고 혈액 요청서에는
환자의 이름, 병록 번호, ABO/Rh, 혈액 번호, 각 항목이 적절하게 채워져 필
요한 혈액제제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해야 한다.
1) 혈액이 재불출되기 위해서는 다음 상황이 준수되어야 한다.
(1) 혈액 가온기(blood warmer)로 가온된 혈액은 재불출하지 않는다.
(2) 어떤 형태로의 혈액백 밀봉 상태에 대한 손상도 없어야 한다.
(3) 혈액의 보관 혹은 운송 중 10 ℃ 이상 혹은 1 ℃ 이하의 상태에 있지
않았어야 한다.
(4) 전혈의 경우 혈구 성분이 가라 앉아 plasma의 외양과 색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세워 놓아야 한다.
2) 혈액 폐기
① 폐기 혈액은 폐기할 혈액과 수혈혈액 폐기 요청서에 혈액번호, 혈액종류,
혈액수령부서, 최종폐기부서를 기록하고 폐기사유를 check하고 주치의
와 수간호사의 서명을 받고 혈액은행으로 가져오면 담당자는 전산에
폐기등록.
② 혈액 폐기는 폐기혈액전용 box에 넣고 적출물소각 및 멸균, 분쇄처리
대장에 수거일, 수량, 신천개발 수거자의 서명, 담당자, 수석병리사의
서명을 하고 진단검사의학과장의 서명을 받아서 file을 보관해둔다.

3) 타병원으로의 혈액 불출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담당전문
의의 승인이 필요하고 타병원에서 환자와 함께 가져온 혈액제제는 혈액
은행에서 재차 검사를 시행하거나 확실치 않은 혈액은 폐기하도록 한다.
4) 부적절한 혈액 기준
(1) 채혈시 양 과다 및 부족혈액이나, 채혈 및 운반시 파손된 혈액
(2) 고지방질 식사로 혼탁이 심한 혈액
(3) 용혈이나 변색된 혈액, 오염된 혈액
(4) 수혈 감염성 검사 결과에서 양성을 보인 혈액
(Anti-HIV, HbsAg, Anti-HCV, 매독반응 양성)
(5) 비 감염성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혈액
(간기능검사, 불규칙 항체검사, 아형)
(6) 성분제제 분리시 파손된 혈액이나 유효기간 경과된 혈액
(7) 냉동고 및 냉장고의 이상으로 보관 관리가 부적절한 혈액

11. 수혈 부작용
수혈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수혈 부작용이 의심될 때의 조치에 관한 내용
을 수혈 지침서 혹은 검사 의뢰 지침서에 삽입하여 수혈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간
호사와 의사가 항상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초 신임 수련의, 전공의와 간
호사 교육시 수혈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수혈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소견
(1) 빈맥(tachycardia) (2) 체온상승
(3) 갑작스러운 초조(agitation) (4) 순환 허탈(circulatory collapse)
(5) 혈액을 주사 받는 혈관 주위나 등(back)부위의 동통.
(6) 숨이 참(shortness of breath) (7)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2) 수혈부작용이 의심될 때의 조치
(1) 수혈을 중지하고 생리식염수로 대치하여 환자의 정맥 주입로를 확보한다.
(2) 즉시 주치의에게 알리고 혈액은행에 연락한다.
(3) 사무착오 여부를 알기 위하여 혈액백의 표지 및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점검.
(4) 환자의 혈액 검체를 채취하여 항응고제가 첨가된 검체와 응고된 검체를 혈액
은행에 보내고 수혈 부작용 검사의뢰서도 함께 보내서 부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필요한 경우 수혈되던 혈액백과 신선뇨를 혈액은행으로 보내서 각각 세균오염
여부와 혈색소뇨증 유무를 검사하도록 한다.
3) 수혈부작용 조사의뢰를 받은 혈액은행 담당 병리사는
즉시 혈액백의 표지 및 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환자의 혈액과 소변을
원심침전하여 혈장을 육안 관찰함으로써 혈색소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며
수혈부작용 조사 양식에 따라 수혈 부작용 검사를 진행한다.

부작용 발생시 재검사를 위하여 공혈자 혈액과 수혈자 검체를 적어도
일주일 이상 보관한다.
4) 수혈 부작용 조사가 의뢰되면 즉시 담당 스태프에게 이를 보고하며, 담당
스태프는 즉시 이를 점검하여 부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용혈성 수혈이나 세균 오염이 의심되면 바로 담당
주치의에게 이를 알리며 모든 검사가 마무리되면 수혈부작용 보고서를 작
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수혈 부작용이 발생되면 혈액관리법 제10조1항(1999년 6월7일)수혈부작용
에 대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관할시장에게 신고
하고 시장은 이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한다.
6) 표기오류(mislabeling), 간염, HIV 혹은 그외의 수혈에 연관된 바이러스 질환
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다음 프로토콜에 따라 조치한다
(1) 해당 혈액원에 문제가 된 사항을 통고하고, 혈액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자료
를 요청하여 이를 컴토하고 그 내용을 감염관리위원회에 알린다. 워원회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이를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혈액은행에 보관
된 환자의 정보는 감염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감염관리위원회의 책임자로부터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에서 수혈과
연관된 바이러스 질환의 발생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담당 스태프는
이를 혈액원의 담당 의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2. 혈액 사용기준
1) 전혈 - 25% 이상의 실혈- 이미 4단위 이상의 적혈구 수혈을 받은 환자의
지속적인 출혈, 신생아 교환수혈
2) 적혈구제제- Hct < 25% 또는 Hb < 8 g/dL, 20% 미만의 실혈, Hct < 40%
with respiratory distress, Hct < 30% 또는 10% 이상의 실혈이 있는 신생아
3) 백혈구제거 적혈구제제 -과거 3회 이상의 febrile non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이 있었던 환자
4) 혈소판제제 Plt < 50,000/μL or BT > 15 min에서의 출혈, 수술 또는 침습과정
- 혈소판기능이상이 있는 환자의 출혈, 수술 또는 침습과정
- Plt < 20,000/μL의 출혈 예방
- Plt < 100,000/μL에서 CNS, retina 출혈 또는 심폐회로술 후 출혈
- 대량수혈환자에서의 출혈
5) 백혈구제제 -항생제에 듣지 않는 감염질환자의 호중구 수<1,000/μL)
6) 신선동결혈장- PT >1 6sec, PTT > 55sec의 응고부전 또는 응고인자 결핍증 환자
- TTP(혈전혈소판감소자색반병) 또는 hemolytic-uremic syndrome (요독증)
- 항응고제 치료환자의 6시간내 출혈, 응급수술 또는 침습과정
7) 동결침전제제
- 혈우병 A 환자
- 섬유소원 결핍증 (< 100 mg/dL) 환자
- 응고인자 ⅩⅢ 결핍증 환자

13. 성분혈액
혈액은행에서 제조하는 모든 혈액제제의 제조, 보관에 따른 모든 사항은 혈액제제
제조 수기에 따라 시행하고 제조한 혈액제제의 레이블링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빠
짐없이 기입한다. 한편 혈액제제의 제조와 백혈구제거를 위한 필터를 시행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수기를 준수하여 무균 상태(SCD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개방계에
서 24시간을 넘겨서 혈액제제를 사용할 경우(신생아)는 반드시 SCD를 사용한다.
1) 적혈구 - 만일 무균연결 장치를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혈구를 제조하였을
때(개방계에서 제조된 경우)는 이 사항을 레이블에 표시하여 24시간 이내에 사
용하도록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소아의 F-RBC를 요청시 무균연결장
치(SCD)를 반드시 사용하고 헤마토크리트가 80%를 넘지않아야 한다.
2) 세척적혈구 - 대부분의 혈장 성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고 saline으
로 3회 이상 세척해서 혈장성분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SCD기기를
이용해서 제제를 만든다.
3) 백혈구제거 적혈구 - 적정한 백혈구제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혈구의 회수율은
85%를 넘어야 하고 목적에 따른 잔여 백혈구수는 발열성 수혈부작용의 예방은
5×108/1단위 이하, CMV 감염예방, HLA 동종 면역 예방 : 5×106/1단위 이하로
해야한다.
4) 신선동결혈장(FFP) - 신선동결혈장은 채혈 후 8시간 이내에 제조해야 하며 -18℃
이하의 온도에 보관 해야하고 해동은 30~37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혈소판 - 전혈로부터 혈소판을 제조할 때는 혈액관리법은 8시간
(AABB기준은 채혈 8시간) 이내에 하며, 자동 성분 채집기를 이용할 경우
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20~24℃ 혈소판 교반기에서
5일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채집된 혈소판의 수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채집되는
지를 점검하고, 보관중에는 pH를 측정하여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혈액 sticker에다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6)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F-PLT) - 전혈로부터 제조된 혈소판 즉 Platelet
concentrate에서 F-PLT 제조시에는 모든 제제에 포함된 백혈구수가 8.3×105
미만이어야 하며 혈소판 수는 test된 제제의 75% 이상에서 최소한 5.5×1010
이상이어야 하고 혈소판 채집술로 얻은 혈소판 (platelet apheresis platelet,
A-PLT)에서 F-PLT 제조시에는 제제에 포함된 백혈구수가 5×106 미만이어야
하며 혈소판 수는 test된 제제의 75% 이상에서 최소한 3×1011 이상이어야 한다.
7) 동결침전제제 - 사용시 37℃에서 해동시키고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즉시 사용
하지 않을시는 실온에서 보관하며 출고시 침전물이 용해되었나를 확인하고 칼슘
이 함유된 제제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14. 헌혈
공혈자 선택, 이학적 검사, 채혈을 위한 준비, 채혈, 채혈된 혈액의 처리, 공혈자 반
응의 예방과 치료 등 공혈과 연관된 모든 수기는 검사 지침서의 헌혈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헌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헌혈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헌
혈 안내서를 미리 읽게하여 헌혈에 따른 절차와 수혈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감염
성 질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공혈자에게는 헌혈 전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헌혈을 실시하며 헌혈
후 즉시 헌혈 확인서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혈액이 사용될 것인지의 여
부를 질문해야 한다. 공혈자가 자신의 혈액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혈액은 타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한
다.
공혈자에 대한 기록은 전산상의 헌혈자 등록란과 헌혈자 신상카드에 남아 영구히
보존하고 헌혈 시에 헌혈자신상카드에 대한 사항은 비밀에 부쳐서 타인에게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해준다.
1) 공혈 중 공혈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2) 모든 자가 수혈 혈액은 일반적인 공혈 혈액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며, 채혈
즉시 자가혈액 레이블(붉은색 sticker)에 모든 내용을 기입한다.
3) 지정 수혈에서 친족의 혈액의 경우는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Irradiated
sticker를 부착한다.
(지정헌혈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와의 관계를 sticker에 표기한다)

15. 헌혈자 검사
ABO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Anti-D를 이용한 Rh혈액형 검사를 실시하며 Anti-D
에 음성인 경우 약-D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1) 모든 공혈 혈액은 혈액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B형 간염 표면항원
(HBsAg)검사, C형 간염 항체(항-HCV)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항-HIV)검사, 알
라닌 트랜스 아미나제(ALT)검사, 매독반응검사(VDRL)검사, HBV,HCV NAT, HIV
NAT, HTLV를 실시한다.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BIOHAZARD”stiker를 부착한다.
2) 모든 공혈 혈액에 대한 검사 결과는 혈액은행 담당 전공의 혹은 담당 스태프가
검토하고 서명하고 헌혈혈액 sticker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S(-)로 표시하고
냉장고의 미검혈액칸에 저장하고 결과가 나와서 합격한 혈액은 S(+)로 표기해
서 혈액을 입고하고 불합격된 혈액은 폐기 BOX에 폐기처분 한다.
3) 모든 공혈자는 헌혈을 실시하기 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헌혈자의 헌혈혈액
을 헌혈경력조회서(대한적십자사 별지 제1호서식) 에 작성해서 일차적으로
유선확인하고 2차적으로 양식을 의뢰해서 회신을 받는다.(조회하여 부적격으로
나오면 헌혈을 할 수 없다.)
4) 과거에 수혈 혹은 임신의 기왕력이 있는 공혈자의 경우는 항체 스크리닝 검사
를 실시하도록 한다.
5) 부적격혈액의 폐기 및 이송
과거 현혈력이 없어서 헌혈을 시행했더라도 부적격으로 나오면 헌혈혈액을
폐기하고 부적격혈액 이송 flow에 따라 부적격혈액 양식(별지제2호서식)에 혈액
번호, 혈액제제명, 부적격사유를 적어서 box에 포장하여 밀봉하고 별지 제3호서
식에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고 총무과에서 병원장 직인을 받아서
포장한 혈액과 함께 발송한다.

16. 혈액성분채집술
성분 헌혈 공혈자는 일반 헌혈시 시행하는 모든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bag에
환자명, 등록번호, 공혈자 이름, 혈액형, 채혈일, 채혈시간, 유효기간, 검사합격
유무를 sticker에 명시한다.
1) 성분 헌혈의 경우 일반 헌혈에 따른 검사에 더하여 혈수판수,
Total Protein검사가 추가된다.(경우에 따라서는 protein EP를 실시한다)
2) 혈소판 공혈의 경우 헌혈자에게 최근 3일 이내에 감기약,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복용 유무를 확인하여 복용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3) 성분 헌혈 공혈자에게는 혈액은행 담당 의료진이 공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공혈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성분 헌혈 공혈자가 성분 채집술 중에 RBC를 회수 받지 못한 경우 혈액
은행 담당전문의의 승인이 없는 한 2개월간은 공혈할 수 없다.
5) 치료적 성분채집술의 경우에는 의뢰처 주치의가 사전에 consult sheet를
헌혈실로 보내면 헌혈실 담당 스태프 및 전공의는 시행일시 등의 제반사항
을 결정해서 회신한다. 특히 치료적 성분 채집술 시행은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하고 자리 이석 시에는 헌혈실과 연락체계를 해놓고 자리를 이석
하도록 한다.

17. 인력
당직의 는 매일 24시간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평상적인 문제 즉 적합 혈액 부
족 등은 당직 임상병리의사나 수석 병리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아무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의심스럽거나 이해 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하
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1) Rh 음성인 환자가 Rh 음성 혈액이 부족하여 Rh 양성 혈액을 수혈 받아야
할 경우는 당직 담당 스태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응급상황에서 교차시험을 거치지 않은 혈액이 불출할 때는 담당 스태프에
게 알려야 한다.
요청한 주치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 주치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다.
주치의사에게 혈액을 불출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담당전문의에게 연락한다.
3) 당직근무자가 처리 불가능한 업무가 발생하면 즉 표준 술식에 벗어난
방법 등은 반드시 비상연락(야간 혹은 공휴일)을 취하여 당직전공의와
담 당 스태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당직 전공의 는 환자 주치의와 통화를
한 후에 담당 스태프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8. 방사능 안정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치료목적)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병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원자력 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을 작성해서 위원회를
통과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규정에는 총칙, 취급기준, 방사성물질 등 안전운반, 방사선장애 및 예방조치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사선사용자의 준비서류
(1)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학력사항, 주소,
최초 입사시의 신체검사결과(CBC결과)
(2) 종사자의 개인피폭 선량 계(Film badge)착용과 개인별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별)를 보관한다.
(3) 방사선 종사자 안전관련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정기적인 검사(CBC)결과를
보관한다.
(4) 방사선노출에 관한 비품(Survey meter, Dosimeter) 이용해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비품에 대한 검증을 정기적인 교정검사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