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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헌혈자에서의 -D-/-D- 표현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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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Phenotype Frequency among Korean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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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d Cross Central Blood Laboratory Center , Seoul, Korean Red Cross Blood Services , Wonju, Korea

Background: To improve Rh-related antigen negative blood supply effectively, the Korean Red Cross (KRC) blood
centers have performed Rh phenotype screening tests of C, c, E and e antigens for all donors since April, 2013.
Especially for rare ‘-D-/-D-’ blood supply and donor recruitment, we have implemented Rh phenotype confirmation
test for all C, c, E and e antigen negative donors. In this study, we report the test results of 7 donors with ‘-D-/-D-’
phenotype.
Methods: All three KRC Blood Laboratory Centers performed Rh phenotype screening tests using the automatic
machine, PK7300 (Beckman Coulter, Japan), for all 876,920 donors from January 1, 2018 to April 30, 2018. We
then performed the Rh phenotype confirmation test using the tube method manually, at room temperature, 37℃
and antihuman globulin phase.
Results: Among 876,920 donors, 14 were Rh antigen C, c, E, e negative as results of Rh phenotype screening
test. The results of Rh phenotype confirmation test of these 14 donors showed that 7 donors were Rh antigen
C, c, E, e negative. The ratio of -D-/-D- phenotype for all donors was 0.000798%.
Conclusion: Our data suggests that -D-/-D- phenotype is one of the rare blood groups among Koreans. Although
‘-D-/-D-’ phenotype was confirmed by serologic tests,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it by molecular genetic
techniques.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182-187)
Key words: -D-/-D-, Rh phenotype, rare blood

서 론
Rh 혈액형군은 사람 적혈구의 가장 복잡한 항
원군으로서, D, C, c, E, e 항원을 포함하여 현재까

지 약 50여종의 항원과 변이형이 알려져 있다[1].
이 중 가장 면역원성이 강하고 임상적으로 중요
한 것은 D 항원으로 RhD 검사는 중요한 수혈전
검사의 필수항목이다. 그 외 항원은 환자가 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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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해당항원에 대한 항체(예, 항–E＋c)가 발생
할 경우 해당 항원이 없는 혈액을 선택하여 수혈
해야한다. 그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에 의뢰된 특정항원음성혈액 요청건
수를 살펴보면 약 46.6%가 Rh항원(C, c, E, e) 음
성혈액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2]. Rh항원(C, c, E,
e) 음성혈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모든 헌혈자에 대하여 2013년 4월
부터 Rh 표현형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그런데, RhD 항원 이외의 Rh항원(C, c, E, e)이 모
두 존재하지 않은 혈액형이 매우 드물지만 존재
하는데, 이는 -D-/-D-형이다[3,4]. 이들 혈액형을
가진 환자는 D 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기
관에서는 환자가 Rh항원(C, c, E, e)에 대한 항체
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반 수혈전 검사에서는
검출할 수 없다. 이 혈액형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해당 항체가 발생하면 동일한 -D-/-D-형
만 수혈할 수 있고, 그 외 혈액은 수혈시 대부분
심각한 용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희귀혈액형등록사업
을 실시하여 -D-/-D-형과 같이 희귀한 혈액형을
미리 검출하여 헌혈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 -D-/-D-형은 산발적인 증례 보고[5-7]만
존재하고, 전체 인구에서 그 빈도는 보고되지 않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h 표현형 선별검사결과

Table 1. History of Rh phenotype screening test in
Korean Red Cross Blood Laboratory Centers
Test start date
2013.04.19.
2014.06.17.
2015.08.03.
2016.06.07.

Rh antigens
C,
C,
C,
C,

e
E, e
c, e
c, E, e

C, c, E, e 항원이 모두 음성인 헌혈자를 대상으
로 Rh 표현형 확인검사를 수기법으로 실시하여
그 빈도를 구하여 국내 최초로 이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중앙, 중부
및 남부혈액검사센터에서 검사한 모든 헌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Rh 표현형 선별검사는 총
876,920명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Rh 표현형 선별검사 결과 C(-), c(-), E(-), e(-)
인 헌혈자에 대하여 Rh 표현형 확인검사를 실시
하여 위음성 결과를 배제하였다.

2. 검사방법
Rh 표현형 선별검사는 자동화 마이크로플레이
트 시스템인 PK7300 (Beckman Coulter, Shizuoka-ken,
Japan)을 이용하였다. 검사시약은 Anti-C (DIAGAST,
Avenue Eugene Anivee, France), Anti-c (DIAGAST),
Anti-E (DIAGAST), Anti-e (DIAGAST)를 사용하
였으며 적정 희석배수를 적용하였다.
Rh 표현형 확인검사는 Rh 표현형 선별검사에
서 C(-), c(-), E(-), e(-) 인 헌혈자에 대하여 Rh 표
현형 선별검사시와 동일한 시약을 원액으로 사용
하여 수기법인 tube법으로 실시하였다. 대조용
tube에 22% bovine albumin과 검체(2∼5% 혈구부
유액)을 각각 1 drop씩 넣고, 검사용 tube에는 각
각 Rh 항원별 항혈청과 검체(2∼5% 혈구부유액)
을 각각 1 drop씩 넣었다. 혈청원심분리기를 사용
하여 1,000 g에서 15초간 원심한 후 응집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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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이 때 대조용 tube가 음성이고 검사용
tube에서 하나라도 1＋이상 응집을 보이면 양성
으로 판정하고 검사를 종료하였다. 모든 tube가
음성일 경우 tube내의 검체와 시약을 잘 혼합한
o
후 37 C 항온수조에서 30분간 항온하였으며, 원
침한 후 응집 유무를 확인하였다. 0.9% saline으로
3회 세척한 후 대조용 및 검사용 tube에 항인글로
불린 시약을 2 drop씩 넣고 잘 혼합하였다. 원심
후 응집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육안판정이 어려
울 경우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검사결과 대조용
과 검사용 tube가 모두 음성인 경우 IgG 감작적혈
구를 1 drop씩 넣고 잘 혼합한 후 원심 후 응집유
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이 때 응집을 보이면
최종 음성으로 판정하고 검사를 종료하였으며,
응집이 없으면 재검사를 수행하였다(Table 2).

어
4).
은
로

그 빈도가 0.000798%임이 확인되었다(Table
선별검사와 확인검사결과가 불일치했던 7명
해당 항원이 확인검사 실온단계에서 2＋이하
약하게 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 찰
-D-/-D- 표현형은 RHCE 유전자의 결핍으로 인
해 C, c, E, e 항원이 없이 D 항원만을 강하게 발

Table 3. Result of Rh phenotype screening test

결 과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에서는 헌혈자
876,920명을 대상으로 Rh 표현형 선별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14명이 C(-), c(-), E(-), e(-) 였
다(Table 3). 이 14명에 대하여 Rh 표현형 확인검
사를 실시한 결과 CDe 가 5명, cDe 가 2명, C(-),
c(-), E(-), e(-)인 -D-/-D- 표현형은 7명으로 확인되

performed by PK7300
Rh phenotype
CDe
CcDEe
cDE
CcDe
cDEe
CDEe
CcDE
cDe
CDE
-D-/-DRh(-)
Total donor no.

No. donors

%

364,759
330,807
78,701
64,497
29,392
2,616
640
1,751
44
14
3,631
876,920

41.6
37.7
9.0
7.4
3.4
0.3
0.07
0.2
0.005
0.0016
0.4
100

Table 2. Results of Rh phenotype confirmation test
Control tube result
±∼4＋

Testing tube result
Room temperature phase

AHG phase

Coombs-control IgG phase

±∼4＋
±∼4＋

±∼4＋
Not tested
Not tested

＋
Not tested
Not tested
Not tested

*retest; †perform direct antiglobulin test.
Abbreviation: AHG, antihuman 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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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Not determined*
Negative
Positive
Positive
Not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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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Rh phenotype confirmation test for
14 donors performed by standard tube tests
Rh phenotype

No.
donors

CDe
cDe
-D-/-D-

5
2
7

% of total
donors (876,920)
0.0006
0.0002
0.000798

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혈액형이며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아프리카 등 다양한
인종에서 보고되고 있다[3,4,8]. 그러나 국내에서
는 1998년 이후 3건의 사례[5-7] 외에는 -D-/-D표현형 빈도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었다. 국내
-D-/-D- 표현형 빈도에 대한 보고로서는 대한적
십자사 혈액원의 헌혈자 총 876,920명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가 최초이며 4개월간의 비교적 짧
은 연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kubo 등[9]이
일본 헌혈자 692,000명 중 7명의 –D-/-D- 표현형
발견 사례를 보고한 일본인 헌혈자에서의 -D-/-D표현형 빈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연성용혈성수혈반응을 초래하는 항체로 Rh
항체 및 Kidd, Duffy, Kell 항체 등이 알려져 있으
며 이로 인해 수혈을 받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보
고가 있었다. 그래서 만성적 수혈이 예상되는 환
자에게 ABO, RhD 이외의 혈액형 항원 음성 혈액
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10,11]. 특히 -D-/-D- 표현형을 가진 사람은 임신
이나 수혈에 의해 감작될 경우, CcEe 항원복합체
에 대하여 반응하는 항체인 항–Hro(Rh17)이 종종
형성되며, 산모의 혈청에 존재하는 항–Hro는 다
양한 임상상의 신생아용혈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
다[12-14]. 이처럼 -D-/-D- 표현형을 가진 수혈자
는 결핍된 유전자에 대한 면역항체가 생길 수 있
기 때문에 -D-/-D- 표현형 혈액을 수혈 받아야 하
므로 -D-/-D- 표현형을 가진 헌혈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D-/-D- 표현형을
가진 환자에 대한 수혈 사례는 두 차례로서 2004
년과 2017년에 지면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 두
사례 모두 일본 적십자사에 보관된 냉동 적혈구
를 공급받아 수혈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희귀
혈액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2].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현재 rare blood donor registry program을 통해 다양한 희귀혈액형
헌혈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15] 본 연
구결과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혈
청학적 검사법으로만 진행되어 적혈구에 적은 양
의 항원만 발현하는 경우는 검출하기 어려운 한
계를 가지고 있다[16].
Rh 항원의 경우 이미 그 다양성으로 인해 표현
형(phenotype)과 유전자형(genotype)의 불일치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17-19]
특정항원음성혈액검사의 경우에도 최근 외국에
서는 많은 수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검
사할 수 있는 유전형검사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20,21]. 본 연구에서도 선별검사와 확인검사결과
가 불일치했던 7명(CDe 5명, cDe 2명)은 해당 항
원이 확인검사 실온단계에서 2＋이하로 약하게
발현하는 양상을 보여 항원성이 약할 경우에는
선별검사에서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국내 헌혈자에 있어서 -D-/-D- 표현형
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와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유전학적 검사를 포함한 추가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 약
배경: Rh 항원(C, c, E, e)음성혈액의 원활한 공
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2013년 4
월부터 모든 헌혈자에 대하여 Rh 표현형 선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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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하여왔고 희귀혈액형(-D-/-D-) 공급 및
헌혈자 확보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는 Rh 표
현형 선별검사결과 C, c, E, e 항원이 모두 음성인
헌혈자를 대상으로 Rh 표현형 확인검사를 수기
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h 표현형
확인검사 결과 -D-/-D- 표현형 7명이 발견되어 이
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헌혈일 기
준)까지 대한적십자사 3개 혈액검사센터에서 검
사한 모든 헌혈자 876,920명을 대상으로 자동화
장비 ‘PK7300’을 사용하여 Rh 표현형 선별검사
를 시행하였고 선별검사결과 C(-), c(-), E(-), e(-)
인 헌혈자를 대상으로 tube법을 이용하여 수기로
Rh 표현형 확인검사를 하였다.
결과: Rh 표현형 선별검사에서 876,920명 중
14명이 C(-), c(-), E(-), e(-)의 결과를 보였다. 이
14명에 대하여 Rh 표현형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
과 7명이 C(-), c(-), E(-), e(-) 인 -D-/-D- 표현형으
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헌혈자 대비 -D-/-D- 표현
형의 비율은 0.000798%였다.
결론: -D-/-D- 표현형은 한국인의 매우 그 빈도
가 낮은 희귀혈액형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비
록 혈청학적 방법에 의해 -D-/-D- 표현형이 확인
되었지만 향후 유전학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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