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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혈액원 수혈전파성감염 선별을 위한 진단면역학적 검사의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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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ssurance of Diagnostic Immunologic Tests for Screening of
Transfusion-Transmissible Infections at Korean Blood Centers
Yoo Na Chung, Seung Gyu Yun, Jung Suk Kwag, Yunjung Cho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Korea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The Korean government previously established a national blood policy and national blood system based on basic
and essential legislation. This achievement was the result of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he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 and/or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To ensure a safe and effective transfusion, a comprehensive quality assurance (QA) system to assess every
process from donor selection to transfusion is mandatory. From a blood safety perspective, selection of appropriate
donor blood screening tests for transfusion-transmissible infections (TTI) and the QA program is of great importance.
In this article, we review legislation regarding the national blood policy and national blood system as well as
the selection logic regarding diagnostic immunologic tests for TTI and quality assurance efforts for TTI of each
blood center. (Korean J Blood Transfus 2017;28: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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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헌혈자 선정부터 수혈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질관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수혈자
및 헌혈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되고 운용되고 있
느냐의 관점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우
리나라에서는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
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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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
가를 얻어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국내에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
십자사혈액원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혈액원
중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 세 곳
이 공급혈액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현재 63개 의료기관혈액원은 기관 자체적인 혈액
수급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혈액원에서는 헌혈혈액을 대상으로 각종 감염
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헌혈로 인해 전
파될 수 있는 감염원을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채
혈 후 혈액을 의료기관으로 출고하기 이전까지
혈액 제제를 보관하는 동안에 발견할 수 있는 이
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진 및 기본적인 혈액
학적 선별검사로 일차적으로 헌혈부적격자를 배
제한 이후에 얻어진 헌혈혈액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위해 몇 가지 수혈전파성감염(Transfusion
transmissible infection, TTI)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
행하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2].
혈액원에서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질관리원칙은
일반적인 검사실 검사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나
헌혈혈액을 타인에게 공급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
다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일반 검사실과 차별화되는 점은 없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국내
헌혈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혈전파성감염
에 대한 검사 중 진단면역학적 검사의 종류, 그에
대한 질관리원칙과 지침 및 그 한계점 등에 대하
여 살펴보고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
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혈액관리 관련법규 및 소관부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는 안전한 혈액제제 공급 및 유용한 사용을
위한 국가보건정책과 보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각 나라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3]. 우리나
라에서는 혈액관리법(법률 제14322호, 2016.12.2),
혈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9호,
2017.3.27)을 통하여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
다[1,2]. 실질적으로 혈액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
은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할 때 적정한
혈액관리 및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혈액의 안전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업무 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혈액관리업무 표준
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2012.11.2)
으로 정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장에
서 혈액원 담당자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를 발간하여 현
재 제2차 개정판(2014년 12월)에 이르고 있다[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
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71호, 2014.
2.12.)을 정하여 혈액제제의 성질,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혈
액원을 심사평가하여 혈액제제의 안전성 보장과
효과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업무 심사평
가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6호, 2016.12.15)
을 제정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모든 혈액관리업무를 정기적으로 심
사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법률은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누
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렇듯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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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헌혈혈액의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
공급 및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혈액관리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
전감시과에서는 헌혈혈액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립, 혈액원 심사평가, 혈액매개
감염병 관리, 수혈자 역추적조사 등 혈액안전 및
감시에 관련된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5].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안전한 혈액제제의 공
급 및 유용한 혈액제제 사용에 대한 법률체계 및
행정조직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체
계 및 조직은 혈액사업의 질관리 측면에서 보았
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
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2. 수혈전파성병원체의 선정 및 분류
2011년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는
감염성병원체의 수혈감염위험도를 분류하여 책
자로 발행하였다. 수혈감염가능성, 생물학적 위

험도, 대중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
국 혈액은행협회에서 지정한 수혈전파성병원체
와 국내법정감염병병원체 중 총 89종의 병원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해당 병원체를 I군∼IV군까지
4등급으로 구분하고 이 중 I군∼III군 병원체 60종
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특성, 수혈감염 가능성,
국내 수혈감염 사례, 헌혈자 배제 등에 대해 기술
하여 혈액관리업무 실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
다. 우리나라에서 수혈감염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수혈감염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는 병원체로 수혈감염가능성과
위중도가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수혈감염위험I군)에 말라리라원충 속(Plasmodium
species), 바베스열원충 속(Babesia Species),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가
분류되어 있다. 인체티(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Human T-Lymphotropic Virus, HTLV)는 수혈감
염 발생빈도는 낮고 수혈감염 가능성 또는 위중
도는 높지 않으나 대중의 우려 등 사회혼란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중등도의 관리가 필요한 병
원체(수혈감염위험II군)로 분류하고 있다. 매독은
국내에서 수혈감염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혈감염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병원체로 사회적 혼란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수혈감염위험III
군)로 분류되고 있다. 상기 병원체 선별검사 양성
인 경우는 모두 혈액폐기 및 수혈자조사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역추적조사는 HIV, HCV, HBV
(필요시)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있다[6].
대한적십자사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에서는 상
기 수혈감염위험I군 중 바베스열원충 속을 제외
한 모든 병원체, II군 중 HTLV, III군 중 매독에
대한 선별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다. 다만, 말라
라아 선별검사는 특정지역에서 헌혈된 혈액에 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따르면 매독검사결
과를 제외한 다른 선별검사 양성으로 판정된 경
우를 일시헌혈유보군으로 분류하고 HIV, HTLV,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이 세 가지 질환을 영구헌혈
유보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2에는 ‘치료 종류 후 1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매독병력자’를 채혈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이 두 가지 문구를 종합하면 매독검사 양성
인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일시헌혈유보군과 동일
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와는 다르게 WHO에서는 과거 및 현재 매
독진단을 받은 사람을 영구헌혈유보군으로 정하
고 있다[7]. 국내 2015년부터 2017년 인구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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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매독(1기, 2기 및 선천성 합계) 발생률은 1.95∼
3.66명으로 그 빈도가 낮지 않다[8]. 헌혈자 문진
내용 중 성병 관련 항목에는 응답자의 약 25%만
이 솔직하게 답변한다는 연구도 있고, HIV와 매
독이 비슷한 성적 행동특성(unprotected sex)을 보
이며 신규 매독감염자의 18∼20%에서 HIV항체
양성이었고, HIV감염된 남성의 34.7%에서 한 번
이상의 매독에 감염되었던 경험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매독감염자도 HIV감염자처럼 영구헌혈
유보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혈액의 안전성 확보차
원에서 판단하였을 때 보다 더 합리적이다[8-12].

3. 수혈전파성감염에 대한 진단면역학적 선
별검사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느 감염
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둘째, 결정된
대상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지자를 무엇으
로 할 것인가를 정하며 셋째, 결정된 표지자의 선
별검사의 헌혈혈액 적합성 기준으로 어떤 지표
및 지표값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중
요하다. 따라서, 일반 검사실의 질관리가 검사 자
체의 정밀도와 정확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헌혈혈액 선별검사 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바로 검사기기 및 시약선정에 있다고 하겠다.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 부적
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 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
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HBsAg검사, anti-HCV검사, anti-HIV검사, anti-HTLV-I/II검사가
각각 비형간염검사, 씨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
핍증검사 및 인체티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의
면역학적 선별검사에 해당한다. 이렇듯 감염표지
자(target)가 명확하게 제시된 상기 네 종류 수혈
전파성감염 선별검사와는 달리 매독검사는 표지
자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2]. WHO의 헌혈

자선별 지침서 및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지침
에 의하면 매독검사는 트레포네마 매독검사로 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
다는 비트레포네마 매독검사의 특성과 한 번 감
염되면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양성으로 나타
나는 트레포테마 매독검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
로 판단된다[7,13-15]. 매독환자 진료시 치료효과
판정목적으로는 치료에 따라 음전되는 비트레포
네마 매독검사가 유용한 점이 있으나 헌혈혈액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별검사로서는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트레포네마 매독검사를 시행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대한적십자사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에서는 트
레포네마 매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의료
기관혈액원에서 매독 선별검사를 어떤 표지자에
대한 검사법으로 시행하는 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대한적십자사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에서는 대
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말라리아관련 헌혈
제한지역 채혈 및 공급관리지침’에 따라 2001년
부터 말라리아감염증에 대한 선별검사로 말라리
아 항체검사를 서울, 경기, 강원, 인천에서 채혈된
혈액에 한하여 직접 시행하고 있다. 기타 의료기관
혈액원에서 헌혈혈액 선별검사로 어떤 말라리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
었다. WHO의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지침에서
도 말라리아원충 검출용 후층도말(thick blood
smear)나 말라리아항원검출용 효소면역측정법
(Enzyme immunoassay, EIA) 검사법을 말라리아유
행지역에 권고하고 있고, 비유행성지역에서는 말
라리아항체검사를 추천하고 있다[15].
3년간 말라리아 연간발생율은 10만명당 1.01∼
1.36로 낮아졌다[8]. 말라리아가 다시 호발하기
전까지는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중단하자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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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다는 점, 항체
검사 양성인 250,143단위 중에서 진성 말라리아로
판정된 예가 한 예도 없었다는 점, 비용효과 측면
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 일부 지역 헌혈혈액만
대상으로 시행되며 문진으로 이미 상당수가 헌혈
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질병관리본
부로부터 말라리아 진단자의 정보를 공유 받아 3년
동안 헌혈을 받을 수 없는 체계가 구축되어 효과
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16].

4. 헌혈혈액 선별검사용 진단면역학적 시약
선정기준
국내 5종류의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의 헌
혈혈액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선정하
고 얼마의 지표값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
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었고 다만, 혈액관리법시
행규칙 제2조 관련된 별표1에 ‘부적격혈액의 범
위 및 혈액, 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하단

에 별 표시로 ‘HBsAg, anti-HCV, anti-HIV, anti-HTLV-I/II 검사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EIA)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의
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EIA라는
검사방법이 일정한 민감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모
든 시약은 제조회사별, 만들어진 lot별로 민감도
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성을 판단
하는 지표로 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WHO에서는 선별검사별로 적합성 판단지표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HBsAg in vitro diagnostics (IVDs) 검사의 경우 EIA 방법에는 민감도,
특이도,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를, 신속
검사법(rapid diagnostic test, RDT)에는 이 판단지
표에 판독자별 변이도, 판정불가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두 검사법 모두 LoD는 0.13 IU/mL
이하, 특이도는 98% 이상, 민감도는 100%를 요구
하고 있다. Anti-HIV검사와 anti-HCV 검사에도
각각 적합성 판단지표 및 지표값을 권고하고 있

Table 1. Summary of WHO performance acceptance criteria of HIV, anti-HCV, and HBsAg in vitro diagnostic Tests
Analyte

Enzyme immunoassays

Anti-HIV-1/2 and/or HIV-1 p24 Ag

Sensitivity 100%
Specificity ≥98%

Anti-HCV

Sensitivity 100%
Specificity ≥98%

HBsAg

Sensitivity 100%
Specificity ≥98%
LoD ≤0.13 IU/mL

Modified from references [17] and [18].
Abbreviation: LoD, limit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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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apid assays
Sensitivity ≥99%
Specificity ≥98%
Inter-reader variability ≤5%
Invalid rate ≤5%
Sensitivity ≥98%
Specificity ≥97%
Inter-reader variability ≤5%
Invalid rate ≤5%
Sensitivity ≥100%
Specificity ≥98%
LoD ≤0.13 IU/mL
Inter-reader variability ≤5%
Invalid ra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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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17,18]. 또한, 작은 검사실이나 외진
곳에 위치한 검사실 및 응급상황에서는 헌혈혈액
선별검사 판정기준을 통과한 RDT사용을 권고하
고 있다[15]. 그러나, 국내에서는 4등급판정을 받
은 HIV, HBV, HCV, HTLV 검출 RDT시약이 없으
므로 현실적으로 논외의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호,
2017.1.24)을 정하고 있는데 HBV, HCV, HIV, HTLV
검사시약은 4등급으로, 말라리아와 매독 검사시
약은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의료기기법시행
규칙이나 고시에는 구체적인 품목과 등급지정을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등급을 분류하
는 원칙(rule or rationale)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
만, Lim 등[19]의 연구에 4등급으로 분류하는 원
칙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 ABO,
Rh(D) 혈액형 판정용 시약 둘째, 치명적인 위험
이나 감염능이 높은 HIV, HBV, HCV, HTLV에 대
한 헌혈, 장기 공여자 및 환자의 선별, 진단 및 확
인용 검사 셋째, 고위험병원체 법정감염병 진단
용 검사이다. 이는 4등급제를 택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및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GHTF)의 4등급 지정 원칙과 거의 비슷하
다. 네 개의 지침에서 4등급 지정을 위한 원칙으
로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혈이나 이식
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가’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blood derivatives), 조직이나 장기에 TTI의 존재
여부 또는 노출여부를 검출하는 시약을 4등급으
로 정하고 있다. 즉, 4등급 선정의 제 1원칙은 ‘이
식이나 수혈을 위하여 공여자를 선별하는 검사’
로 정하고 있고 그 검사가 선별검사, 확인검사,
보조검사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4등급으로 정하
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매독과 말라리아 검사를
진단목적이 아닌 헌혈혈액 선별검사 목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등급시약으로 분류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20-23]. 이러한 국제적인 기
준과 임 등의 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검사시약의 목적에 따라 말라리아나 매독검
사 시약은 진단이나 치료 추적조사등의 목적이면
3등급으로, 헌혈혈액 선별검사 목적이라면 4등급
으로 수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고시 내용에 등급
을 정하는 원칙을 명확히 기술하여 현장의 혼돈
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WHO에서 여러 기기 및 시약업체로부터 시약
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그 성능을 분석하여 연속
적으로 발간하는데 anti-HIV와 HBsAg시약별 임
상적 민감도 및 특이도, 음전검체에 대한 민감도,
검사자간 변이 등 검사 특성에 대한 성능평가자
료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선별검사시약을 선정
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24-26].
시약별 등급은 구분하였으나 3등급과 4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국내에서
는 국내외 개별연구자들의 시약 간 비교평가자료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27-29].

5. 혈액원 혈액공급현황 및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 질관리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급된 혈액제제의
연평균 총수는 대한적십자사혈액원 4,063,308개,
한마음혈액원 343,169개로 전자가 약 92.2%를 차
지하고 있다[30]. 이렇듯 국내 헌혈혈액의 대부분
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혈액원에서는 혈액관리
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2012.11.2.) 제18조1에 정한대로 혈액검사에 사용
되는 시약 및 장비 선정을 위한 절차와 평가기준
을 갖추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의 심

의를 거쳐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장비를 선
정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과정에 철저한 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품 및 시약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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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anti-HTLV 선별검사 양성혈액에 대한 확인검
사로 웨스턴블롯(WB)만 시행할 것을 제안하거
나, BIMS 자료 중 anti-HCV 및 anti-HIV선별검사
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헌혈이 일시유보된 혈액
을 대상으로 한 NAT, RIBA, WB 결과를 분석하
여 헌혈보류 해제검사로서의 면역블롯검사의 타
당성을 검토하여 헌혈보류 해제검사에서 면역블
롯검사를 생략하어야 함을 보고 하는 등 기존의
체계보다 진일보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혈액사업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인 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31,32].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
시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월 현재 의료기관혈
액원 62기관 중 헌혈증을 교부한 혈액원 수가

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을 확
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
리본부에서 제정한 ‘혈액원 및 혈액검사센터 기
준업무서’ 및 검사실신임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점검표를 참고하여 표준업무절차서를 구축하여
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어서 수혈전파성감염 선별
검사를 위한 표지자의 선택 등의 혈액관리업무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혈액원에서는 지속적인 연
구활동을 통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키고
최대한 효율적인 혈액사용을 위한 비용효과분석
도 시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시
스템(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MS)
에 저장된 HTLV 선별 및 확인검사결과를 분석하

Table 2. Changes in number of hospital-blood centers according to blood-donation-certificate-issued donations/year during
the period of 2009 to 2016*
Number of Donations/year
≤120
121∼685
＞1,000
Subtotal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2
12
2
46

32
10
1
43

33
8
1
42

27
7
1
35

20
5
1
26

19
5
1
25

18
5
1
24

16
8
1
25

*Modified from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ivision of human blood safety surveillance, center for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able 3. Statistical parameters of blood-donation-certificate-issued donations at hospital-blood centers during the period
of 2009 to 2016*
Paramete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ode
Median†
Maximum‡

5
29
648

6
33
567

1
24
543

1
26
632

3
25
685

12
49
550

5
43
428

37
37
534

*Modified from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ivision of human blood safety surveillance, center for Korean network
†
‡
for organ sharing,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dian number of donations; Maximum number
of donations excluding more than 1,000 donations in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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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6개 기관에서 2013년부터 26개 기관으로
급격히 줄어 2016년에는 2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월 30회 이하의 헌혈을 받고 있고
월 10회 이하의 헌혈을 받고 있는 기관이 8년 평
균 74%에 달한다(Tables 2, 3). 이러한 혈액원에서
헌혈혈액에서 TTI를 선별하기위한 목적의 검사
와 일반 검사실에서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나 종류를 별도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한적십자사혈액원은 대량 헌혈 및 공급을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이므로 평소에 완벽한 질관
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 자체가 갖는 민감도와
특이도 및 각 질환의 유병율에 의한 위음성 및 위
양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혈액관리
업무 표준업무규정 제 18조 1의 규제를 받지 않
는 의료기관혈액원의 경우는 헌혈혈액 선별검사
를 위한 별도의 검사 시스템을 갖출 정도의 많은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검사
실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그대로 헌혈혈액 선별검
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혈액원에서
도 TTI 선별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보다 더 적절
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국가차원에서 헌혈혈
액 TTI선별검사용 검사시약 등급에 대해 보다 명
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각 선별검사에 적합한 표
지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구
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

1) 헌혈혈액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의 외부
정도관리
헌혈혈액 검사의 외부정도관리는 ‘질병관리본
부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
록된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
램에 참여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혈
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헌혈
혈액 선별검사항목은 내부정도관리 및 연 1회 이
상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항목은 검사실간 비교
등을 통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혈혈액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의 외부정
도관리는 2016년까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정
도관리분과(이하 분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
회(이하 협회),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사업단 등
여러 기관에서 일부 중복되어 시행하여 왔다. 2017
년부터는 분과에서 시행해오던 외부정도관리사
업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 조사사업으로 통
폐합되었다. 이는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정한 외부정도관리기관 선정기준에도 합당하며
의료기관혈액원 입장에서도 중복이 없어짐으로
해서 편리한 점이 있다. 특히, 최근 개선된 협회
신빙도조사사업 전산시스템2.0에는 각 기기 및
시약별 외부정도관리결과를 볼 수 있어서 ‘시판
후 임상시험’에 준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기기
및 시약 선정에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2017년 현재 협회에서는 HBsAg, anti-HCV,
anti-HIV 및 anti-HTLV-I/II, 트레포네마 매독검사
의 숙련도 평가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33]. 그러
나, 협회에서는 말라리아항체검사 신빙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검사기관과 별도의
개별적 비교방식으로 정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혈액안전사업단을 통하여
HBsAg, anti-HCV 및 HCV Reversed Immunoblot
Assay (RIBA)를 대상으로 헌혈혈액 선별검사 외
부숙련도 시험평가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그
러나, HCV RIBA 검사는 헌혈혈액 선별검사에
해당되지 않고 헌혈유보 해제검사의 한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로서 2017년 현재 그 필요성
이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다른 두 가지 검사도
현재 협회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목이어서
‘여러 개 저농도 정도관리물질로 외부숙련도 평
가를 시행하는 혈액안전사업단의 장점’을 협회
신빙도조사사업에 적용하여 통합한다면 외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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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리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혈액원 입장에서
는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외부
정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겠다.

2) 헌혈혈액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의 내부
정도관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서 정한 심사평가
표 및 진단검사의학재단(http://lmf.or.kr/)에서 제
공하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를 참조
하여 내부정도관리 문서와 표준업무지침서를 체
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쉽게 주요 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는 모두 정성검사이
다. 따라서, 정량검사에서처럼 정도관리물질의
측정값이 시일이 흐름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
는 등의 변화하는 양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양성, 음성 혹은 반응, 비반응으로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검사자의 입장에서 정성검
사 내부정도관리는 정량검사의 정도관리만큼 수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정도관리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검
사수행업무 자체를 위한 표준업무절차를 정한 문
서를 구비하고 인력, 공간, 각종 장비 및 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시약의 보관, 라벨 및 유효
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한다. 임상의
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수치의 증감’이 아
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존재 유무를 제공
하는 것이므로 임상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하다[34].
매 검사 시마다 음성, 양성 및 약양성(세 종류
로 결과를 판독하는 경우) 정도관리검체를 각각
한 개 이상씩 사용하여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정도관리검체 결과
가 예상값과 다르게 나온다면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기기 유지관리, 시약관리, 검사자 관리 등
모든 과정상의 에러 요인을 찾아야 하고 해당 검

사는 모두 재검을 해야한다. 시약에서 제공하는
정도관리검체를 사용하거나 일정기간 검사실에
서 잔여검체로 모아 놓은 혼주혈청 또는 혈장
(pooled serum or plasma, PS)을 정도관리검체로
사용할 수 도 있는데 이때는 일정량씩 분주하여
냉동보관하고 반드시 제조일과 예상폐기일을 기
록해야 한다[35].
Bio-Rad사에서 판매되는 QCAS HIV/Hepatitis
program 및 QCAS Syphilis program의 PS 정도관
리검체는 검사하고자 하는 검체기질과 물리적 화
학적으로 동일하도록 제조하기 때문에 기질효과
(matrix effect)로 인한 간섭요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36].
음성 및 양성 정도관리검체는 매일 검사를 수
행하는 기관에서는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씩 검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cut-off (C/O)값이
나 optical density (OD)를 검사 시마다 기록하여
각 검사 키트 제조사에서 제시한 범주 안에 포함
되는 지를 확인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는
상기한 내용을 모두 점검해야한다. 검사실에 따
라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도관리물질 결과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자체허용범위를 설정하
고 정량검사의 정도관리에 준하여 Levey-Jennings
Control Chart와 Westgard multi-rule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는 시일의 흐름에 따른 기기 및 시약의
변동여부를 검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검
사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참고문헌에 근거한 방법은 아니다.

6. 대한적십자사혈액원의 협조
의료기관혈액원에서 헌혈된 혈액의 NAT검사
및 anti-HTLV-I/II 검사를 의료기관혈액원의 의뢰
를 받아 대한적십자사혈액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검사실에서 헌혈과 무관하게 HBsAg, anti-HCV,
anti-HIV, 트레포네마 매독검사, 말라리아항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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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평소 정도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량의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면서
월 10건 이하의 헌혈을 받는 의료기관혈액원의
경우는 상기 선별검사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NAT검사와 anti-HTLV-I/II검사처럼 대한적십자
사혈액원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이 헌혈혈액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
겠다.

7.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의 한계
대한적십자사 2016년도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
르면 전체 헌혈지원 3,120,983건 중 2.7%인 84,445
건이 헌혈경력 및 검사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
고 HBV확인검사에서 142건이 양성으로 판정되
어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30]. 이렇게 부적
격 혈액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수혈전파성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Kwon 등[37]의 연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혈자에 의해 제
기된 수혈이상반응 199예 중 193예가 수혈전파성
감염 관련으로 보고되었고, 그 중 C형간염이 가
장 흔하여 135예(67.8%), 그 다음으로 B형간염 27
예(13.6%), 후천성면역결핍증 13예(6.5%), 매독 9
예(4.5%), 말라리아 4예(2.0%), 기타 세균성 감염
3예(1.5%), 인체티림프영양성바이러스 감염 1예
(0.5%), 쯔쯔가무시병 1예(0.5%)의 순이었다. 질
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의 수혈자 역추적조
사 결과, 비록 61예(30.7%)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
했으나, 총 9예(4.5%)의 수혈전파성감염을 확진
할 수 있었고 이 중 C형간염 3예, 말라리아 감염
3예, B형간염 1예,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2예였다.
4예의 간염 모두 윈도우 시기에 해당하는 헌혈자
였고 말라리아 감염 3예는 비유행지역에서 헌혈
된 혈액으로 말라리아항체검사가 시행되지 않았
던 헌혈혈액에 의한 감염이었다[37].
이렇듯 국가적인 법과 규정, 지침 등으로 전체

적인 헌혈혈액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외부
정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염원
이 인체에 침입한 연후에 각종 검사방법으로도
감염원이나 그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지 못하는
윈도우 시기가 존재하고 선별검사 자체가 가지는
민감도의 문제 및 말라리아항체검사의 경우 선택
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수혈전파성감
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수혈
은 항상 수혈전파성감염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8. 정책적 제안
질병관리본부에서 WHO처럼 헌혈혈액 선별검
사별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및 지표값을 설정
하고 각 시약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간한다면 국내 혈액원 정도관리 향상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개별 의료기관혈
액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의 종목, 각 검사 표지자의 종류, 사용시
약의 등급 및 종류(EIA 혹은 RDT)과 대한적십자
사혈액원에 의뢰하는 검사항목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하여 TTI 선별검사 선정과 관련하여 더 개
선할 여지가 있는 지 평가가 필요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분류 고시에 각 ‘등급 분류의 원
칙’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분류된 각 등급을 실질
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어 각 검사
시약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표, 예를 들어 최소한의 민감도, 특이도 및
LoD 수치 등에 대한 보완작업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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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건강향상을 위하여 안전
한 혈액공급과 유용한 혈액제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법, 규정, 지침 등을 구축하고 혈
액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혈액원을 개설하도록 제
반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는 동 사
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 산출,
평가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민간기
관에서는 혈액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적합성 유지
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질관리(quality assurance)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는 우수검사실 인
증심사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신
빙도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수혈
학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매년 개최하는 대한
수혈학회ㆍ질병관리본부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지속적인 수혈의학 연구를 통한 헌혈혈액의 안전
성과 품질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왔고 혈액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왔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실제 혈액
사업이 수행되는 공급혈액원이나 의료기관혈액
원의 질관리노력에 의해 결실이 맺어지게 되므로
각 혈액원에서는 질관리를 위한 체계, 즉, 표준업
무지침서 작성 및 문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정도
관리 유지와 더불어 외부 정도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서의 소
임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우리나라 정부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혈액관
련 입법과 더불어 국가적인 혈액정책 및 혈액체

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잘 유지ㆍ관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취는 대한수혈학회, 대한진단검
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및 대한임상검사정
도관리협회와 질병관리본부간의 공조가 있었기
에 가능하였다. 안전하고 유용한 수혈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헌혈자선정부터 수혈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질관리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수
적이다. 특히,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
혈전파성감염을 선별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의
선정 및 그 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종설을 통
하여 혈액관련 법제도 및 혈액체계를 돌아보고 수
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법의 선정논리, 각 혈액원
에서의 수혈전파성감염 선별검사용 진단면역학적
검사의 정도관리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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