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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RhD 음성 산모에서의 항-G 항체 동정: 국내 첫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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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Anti-G in Pregnant Women with RhD Negative Blood:
The First C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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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 positivity can be misinterpreted as the presence of anti-D or -C antigen in an antibody identification test,
as this antibody is known to show agglutination to D or C antigen-positive red cells. Correct identification of
anti-G is important in pregnant women, as prenatal care or the need for RhIG administration can vary between
anti-D and -C versus anti-G cases. We recently encountered a D-negative case with suspected anti-D and -C, which
was ruled out by adsorption and elution tests, and ultimately confirmed the presence of anti-G. The pregnant woman
was a 33-year-old patient with cde Rh phenotype with a previous history of spontaneous abortion,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RhIG. The spouse’s Rh phenotype was CDe. Initial antibody identification test showed 2＋
positivity to C (homozygotes and heterozygotes) and trace to 1＋ positivity to D. Upon additional adsorption and
elution with R0r (cDe/cde) and r’r (Cde/ cde) red cells, we identified the antibody present in the patient’s serum
as anti-G. The patient is currently under close follow-up monitoring for anti-G titer using antibody titer testing
with both CDe and CcDEe red cells. Periodic fetal cerebral Doppler examination is being carried out without
evidence of fetal distress. (Korean J Blood Transfus 2017;28:3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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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h혈액형 군에 속하는 G 항원은 1958년 Allen과
Tippett [1]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G 항원은 RHD

나 RHCE유전자 엑손 2에 의해 발현되므로 D 또
는 C 항원 양성 적혈구에서 표현되고, D와 C 항
원이 모두 음성인 적혈구(예, ce)에는 표현되지
않는다[2]. G 항원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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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를 동정할 때 항-G 단독항체, 항-D와 -C 복합
항체, 그리고 항-G, -D와 -C 복합항체의 감별이
어렵다. 해당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게 수혈이 필
요한 경우에는, 모두 ce 표현형의 D 음성인 혈액
을 수혈하면 안전하므로 항-D와 항-C 복합항체
또는 항-G 항체인지의 감별은 필수적이지는 않
다[3]. 하지만 임산부의 혈액에서 확인되었을 경
우에는, D 항원 반응성이 항-G 항체에 인한 것인
지 감별하는 것이 Rh Immune Globulin (RhIG) 투
여 적응증을 구분하고 산전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4]. 해외에서는 항-G에 관한 수혈
부작용[5]과 태아신생아용혈성질환[3,4]에 관한
보고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보고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비예기항체 동정검사 상,
처음에는 항-D와 -C 복합항체가 의심되었으나
이중흡착 및 해리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항-G 항체를 동정하였기에, 본 증례를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비예기항체 선별검사에서는 선별혈구 I (CDe/
CDe)에서 3＋, 선별혈구 II (cDE/cDE)에서 2＋로
양성소견을 보였다. 비예기항체 동정검사는 LISS/
Coombs card와 함께 동정혈구로 ID-DiaPanel 1-11
(DiaMed, Cressier-sur-Morat, Switzerland)를 이용
하여 항-C와 항-D 특이성을 갖는 항체가 확인되
었다(Table 1). 비예기항체 동정검사 상, C 항원
일배체와 이배체 모두에 2＋, D 항원에 trace에서
1＋의 응집반응을 보였다. 항-G 항체를 동정하기
위한 이중흡착 및 해리법은 R0r (cDe/cde, D＋G＋
C–)과 r’r (Cde/cde, C＋D–G＋) 표현형의 혈구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Fig. 1, Table 2).
첫째, 항-G 항체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았다. 환자의 혈청을 R0r (cDe/cde) 혈구를
이용하여 흡착시킨 뒤 iMR ELU-KIT (미르싸이
텍, 서울, 한국)를 이용하여 해리함으로써, 환자
혈청에 존재할 수 있는 항-C 항체가 제거된 일차
용출액을 얻었다. 일차 용출액과 r’r (Cde/cde) 혈
구를 이용하여 흡착 및 해리하여 항-D 항체가 제

증 례
33세의 임신 12주의 여성이 산전관리를 위해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3년 전 유산을 한 과거
력이 있었으며, 당시 RhIG를 투여 받은 것 외에
는 특이병력 및 수혈력은 없었다. ABO, D 혈액형
검사에서는 O, D 음성이었으며 Rh 표현형은 ce
임을 미세원주응집법으로 확인하였다. Seo 등[6]
이 보고한 방법으로 실시한 RHD 유전자 검사에
서 프로모터, 인트론 4, 엑손 7 그리고 엑손 10에
대한 RHD 특이 유전산물을 관찰할 수 없어 RHD
유전자의 전체 결손에 의한 RhD 음성으로 확인
되었다. 함께 내원한 남편은 O, D 양성이었으며
Rh 표현형은 CDe이었다. 간접항글로불린 검사에
서 4＋로 양성 소견을 보였다. ID-Diacell I, II
(DiaMed, Cressier-sur-Morat , Switzerland)를 이용한

Table 1. Antibody identification results of the patient’s
serum
Panel cell
1
2
3
4
5
6
7
8
9
10
11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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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hr
D

C

E

c

e

＋
＋
＋
0
0
0
0
＋
0
0
0

＋
＋
0
＋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
＋
＋
＋
＋
＋
＋
＋
＋

＋
＋
0
＋
＋
＋
＋
＋
＋
＋
＋

LISS/
coombs
2＋
2＋
＋
2＋
＋/–
-

Korean J Blood Transfus Vol. 28, No. 3, 304-310, Dec. 2017

Fig. 1. Anti-G antibody identification process.

거된 이차 용출액을 얻었다. 2차 용출액과 r’r
(Cde/cde) 혈구가 3＋의 항원-항체 반응을 보여
항-G 항체를 동정하였다. 둘째, 항-D 항체의 동시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차 용출액과 r’r
(Cde/cde) 혈구를 이용한 흡착을 시행한 후, 흡착
후 남은 일차 용출액과 R0r (cDe/cde) 혈구를 반응
시켰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음성반응을 나타내
었기에 항-D 항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셋째, 항-C 항체의 동시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R0r (cDe/cde) 혈구를 이용한 흡착
후 환자의 혈청을 R0r (cDe/cde) 혈구와 반응시켰

다. 이 과정에서 반응이 있다면 환자 혈청 내 과량
의 항-G 항체가 존재하여 흡착을 위해 첨가한 R0r
(cDe/cde) 혈구와 반응을 하지 못한 잉여의 항-G
항체가 남아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3＋의 반응을 나타내었기에 추가로 R0r
(cDe/cde) 혈구를 이용하여 2회의 흡착을 더 시행
하였다. R0r (cDe/cde) 혈구와 반응성이 음전된 것
을 확인하고 난 후, 해당 혈청과 r’r (Cde/cde) 혈구
를 반응시켰고 음성반응을 나타내어 항-C 항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항글로불린법을 이용한 항-G 항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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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pretation of results and suggested treatment to prevent D alloimmunization according to the serum treatment
process
RBC antigen
Serum treatment process
Results

D＋C-G＋

D＋C-G＋

D-C＋G＋

I

II

III

Posi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Nega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Nega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Interpretation

Prophylactic RhIG

Anti-G, -D, -C
Anti-G, -D
Anti-G (in this case)
Anti-G, -C
Anti-D, -C

Not needed
Not needed
Needed
Needed
Not needed

Serum treatment process I, 1) D＋C-G＋ absorption 2) Elution 3) D-C＋G＋ absorption 4) Elution; Serum treatment process
II, 1) D＋C-G＋ absorption 2) Elution 3) D-C＋G＋ absorption 4) Remnant serum; Serum treatment process III, 1) D＋C-G＋
absorption 2) Remnant serum.
Abbreviation: RhIG, Rh Immune Globulin.

가는 환자가 임신 12주에 처음 내원하여 시행하
였을 때는 1:8로 측정되었으나, 임신 18주에는
1:32로 측정되었다. 2주 뒤에 항-G 항체 제거를
위한 혈장교환술의 시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시 항체 역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8로 측정되
었다. 일관되지 못한 항체 역가의 원인을 파악하
였더니 기존에 본원에서 시행하는 Rh 항체 역가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용 혈구는 RhCE를 고려하
지 않고 D 항원 양성 혈구 중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CDe 혈구로 다시 검사했더니 항체 역
가가 1:32로 측정되었다. 이에 임신 22주부터는
CDe 혈구와 CcDEe 혈구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
법으로 함께 보고하였고, 각각 1:32과 1:8로 사용
하는 혈구에 따라 항체 역가가 4배까지 상이하게
측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과적 추적 관찰로는 임신 18주부터 2∼3주
간격으로 태아 중간대뇌동맥 도플러 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임신 28주에 시행한 중간대뇌동맥의 최
대수축속도(peak systolic velocity)는 34.4 cm/sec로
정상 범위였고,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수종(fetal
hydrops)가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그간 보고된 61개의 Rh 항원들 중 D 항원이 가
장 임상적으로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C, c, E,
e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여러 항원 중 G 항원은
국제수혈학회(ISBT) 명명법에 의하여 RH12다[7].
G 항원은 RHG라고 특별히 명명된 유전자의 산
물이 아니고, RHD 혹은 RHCE*Ce 엑손 2의 산물
이다[2]. G 항원은 C 또는 D 항원이 양성인 적혈
구에는 모두 존재하므로, 백인의 85%, 아프리카
인의 92%에서 발현된다고 보고되었다[7].
D 음성자의 비예기항체 동정검사에서 항-D와
항-C의 복합항체가 의심되는 경우 항-G 항체를
감별해야 하는데, 한국인에서는 그간 보고되지 않
았다. 이는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해 D 음성자의
비율이 극히 낮고[8], 수혈 시에는 항-D 및 항-C
복합항체와 항-G 항체의 감별이 필수적이지 않
으며[3], 정확한 항-G 항체의 동정을 위해서는 이
중흡착 및 해리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3,4,9]. 본 증례는 D 양성 태아가 수태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 D 음성 산모의 혈청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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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예기항체였기 때문에, 향후 수혈뿐만 아
니라 신생아태아용혈성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정
확한 항체의 동정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
기 때문에 Fig. 1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중 흡착
및 해리법을 시행하여 항-G 항체를 동정하였다.
저자들은 모든 D 또는 C 항원 양성 혈구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D 항원보다 C 항원 양성 혈구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항-G 항체의 반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3,10].
항-G는 항-D와 항-C 복합항체보다 신생아태아
용혈성빈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고, 발생시에도
일부 보고를 제외하고는[9,11] 출생 후 광선치료
를 요하는 정도의 경한 증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4]. 따라서, 본 증례는 항-G 항체의
역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혈장교환술 같은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 CDe 및 CcDEe 표현형의
혈구를 이용하여 항체 역가를 2주 간격으로 모니
터링하고,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
중간대뇌동맥 도플러 검사로 태아의 빈혈을 예측
하고, 태아수종 등의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 한편, 임신 후기와 분만직후에는 추가로 항-D
항체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RhIG 투약을 계
획하고 있다.
태아가 태아신생아용혈성질환에 이환될 위험
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 경우, 주기적으로 태아의
중간대뇌동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확인하고 산
모의 혈중 항체의 역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항체 역가에 대한 치명적인 역치는
8∼32정도로 알려져 있다[12]. 하지만 Jernman 등[9]
은 심각한 태아신생아용혈성질환을 일으킨 항-C와
항-G 복합항체의 역가가 1:8이었으며, 항-G 항체
역가는 1에 불과하였던 것을 근거로 항-G 항체의
역가는 다른 항체들에 비해 태아신생아용혈성질
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항-G 항체 역가의 역

치를 설정하고 이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항-G 항체의 역가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D
와 C 항원의 양의 차이에 따라 역가가 변할 수
있어 동일한 RhCE 표현형의 적혈구를 사용해야
만 일관된 역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여러 동정용 혈구를 이용
하여 항-G 항체의 역가를 측정해 보았는데, CDe
의 경우에는 1:32, CcDEe의 경우에는 1:8로 상당
히 다르게 측정되었다. 환자와 남편의 혈액형으
로 추론되는 태아의 Rh subgroup은 CcDe로, 개별
증례마다 가장 합당한 RhCE 표현형의 혈구를 사
용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
사실 운영의 측면에서 모든 증례에 이를 적용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Rh 표현형인 CDe와 CcDEe 표
현형의 혈구[8]를 이용하는 방안을 차선의 방법
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일관된 모니터링을 위해
두 종류의 적혈구를 사용하여 얻은 항-G 항체의
역가를 함께 보고하고 있다.
항-D와 항-C의 복합항체가 의심되는 D 음성
산모를 대상으로 흡착 및 해리법을 시행한 후향
적 연구들에 따르면, 항-D 항체 없이 항-G 항체가
존재하여 RhIG의 예방적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21.9% (16/73)∼28% (2/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14].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산모에서 항-D
와 항-C 항체의 특이성을 동시에 갖는 항체가 동
정되었을 때 항-G 항체를 감별한 문헌보고는 없
었다. D와 C 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흡
착 및 해리법을 이용한 비예기항체 동정검사에서
항-D 항체가 없이 항-G 항체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D 항원에 대한 감작을 방
지하기 위한 예방적 RhIG 투여가 필요하다. 본
증례는 항-G 항체만이 단독으로 생성되었고, 남
편이 CDe임을 고려하여 예방적 RhIG 투여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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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D 음성자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항-G 항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 서구에 비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항-G 항체가 동정된 경우 항-D와 항-C
의 복합항체인 경우와 달리 태아신생아용혈성질
환의 빈도 및 중증도가 낮고, RhIG 투여가 필요
하다는 점이 다르다[3,4]. 따라서, 본 증례에서와
같이 D 음성 산모가 항-D와 항-C의 복합항체가
의심될 경우에는 이중 흡착 및 해리법을 시행하
여 항-G 항체를 감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 약
항-G 항체는 D 또는 C 항원 양성 적혈구와 응
집반응을 보여, 비예기항체 동정검사 시 항-D와
-C 복합항체 등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산모가
항-G 항체를 갖는 경우, 항-D와 -C 복합항체를 가
진 산모와 다른 수준의 산전관리 및 RhIG 투여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감별이 필수적이다. 저자들은
D 음성 산모에서 항-D와 항-C 복합항체가 먼저
의심되었지만 이중 흡착 및 해리시험으로 항-G
항체를 동정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33세 D 음성
산모는 ce표현형인데, 내원 3년 전에 유산 후
RhIG를 투여하였고, 남편의 표현형은 CDe였다.
비예기항체 동정검사 상, C 항원 일배체와 이배
체 모두에 2＋, D 항원에 trace에서 1＋의 응집반
응을 보였고, R0r (cDe/cde)과 r’r (Cde/cde) 표현형
의 혈구를 이용한 이중흡착 및 해리법으로 항-G
를 동정하였다. 현재 환자는 CDe 혈구와 CcDEe
혈구를 활용한 항-G 항체의 역가 측정 및 태아
중간대뇌동맥 도플러 검사를 통하여 산전모니터
링 중이고, 태아에게 특이소견 없이 정상임신을
유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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