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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 표현형의 환자에서 항-E와 항-E/-c 항체 생성 특이성의 차이
안규대ㆍ김경희ㆍ임현호ㆍ정인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in the Formation of Anti-E and Anti-E/-c in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Gyu-Dae An, Kyeong-Hee Kim, Hyeon-Ho Lim, In-Hwa Jeong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Background: Anti-E or paired anti-E/-c antibodies can develop in patients with the Rh CDe phenotyp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ransfusion in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according to formation of anti-E or
anti-E/-c antibodies.
Methods: Retrospective reviews were carried out on the results of antibody identification tests performed in 2014.
The Rh phenotype and antibody specificity were investigated. The transfusion and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were examined.
Results: In total, 76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review. Of these 76 patients, 38 (50.0%) were of the CDe
phenotype. Anti-E antibodies were the most frequent (60.5%), followed by anti-E/-c antibodies (23.7%). The total
transfusion units and platelet transfusion uni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anti-E/-c antibodies
(P=0.028 and P=0.01,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categorized diseases was similar in the patients with the
anti-E and anti-E/-c antibodies. A frequency of transfusion episodes greater than or equal to four was higher in
patients with hepatobiliary diseases (85.7%).
Conclusion: In CDe phenotype patients, platelet transfu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nti-E/-c positive group
than the anti-E positive group, indicating that platelets play a role in red blood cell alloimmunization. Because
E is the most immunogenic antigen in Korea,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disease group, in which patients with
CDe phenotype require a transfusion of E and c-negative blood.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2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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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인의 적혈구 항원에 노출될 경우 동종면역

이 유도되어 동종항체가 생기고, 이는 이후 수혈
에서 치명적인 용혈성 수혈반응을 야기할 수 있
다 [1,2].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ABO/RhD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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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형 검사뿐만 아니라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및
동정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혈액을 수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정되는 비예기항체 중 Rh 계열 항
원에 대한 항체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3,4]. RhD 양성 한국인 중 CDe 표현형은 39.4%
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수혈에 의해서 항-E 항체
혹은 항-E＋c 항체를 생성할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예기항체 양성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여 59.0%를 차지한다는 보
고가 있다[5].
항-E 또는 항-c 항체가 동정된 53명의 환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항-E 단독 56.6%, 항-c 단독
11.3%, 항-E와 항-c 모두 가진 경우가 32.1%를 차
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6]. 공여자와 환자의 적
혈구 항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항원의
면역원성에 대해 조사한 네덜란드의 대규모 코호
a
트 연구에서 C, c, E, K, Jk 항원이 모든 동종면역
의 7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2단위의 항원
불일치 적혈구를 수혈 받은 경우 K 항원은 2.3%,
w
E 항원은 1.5%, C 항원은 1.2%의 동종면역발생
위험도를 가지며 이들이 가장 강력한 면역원성
항원이라고 하였다[7]. 한국인 적혈구 항원의 빈
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K 항원 음성 빈도는 100%
로 한국인내에서는 수혈에 의한 K 항원 동종면
역의 위험은 희박하다[8]. 따라서 국내에서는 E
항원이 가장 동종면역 위험도가 높은 적혈구 항
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예기항체
동정검사가 의뢰되었던 E 항원이 음성인 CDe 표
현형을 가진 환자군에서 항-E 항체 혹은 항-E/-c
복합항체의 빈도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동종항체 발생 전에 수혈된 혈액량 및 질병명을
조사하여 CDe 표현형 환자의 동종면역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아대학교병원 혈
액은행으로 비예기항체 선별검사에서 양성 결과
를 보여 동정검사가 의뢰된 총 95검체, 76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Rh 표현형 검사 결과를 조사하였
다. CDe 표현형을 보인 38명을 대상으로 비예기
항체 선별 검사 및 동정검사의 결과를 조사하였
다.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질병명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질병을 악성종양, 간담도계
질환, 혈액질환, 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총 수혈량은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어 본 의료기간에서 시행된 최초
수혈일로부터 동종항체가 검출되기 직전까지 이
루어진 농축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의 양
으로 정의하였다. 내원 시부터 비예기항체 선별
검사 양성 이었던 6명은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이 중 3명은 항-E 항체 양성이었다. 혈액제
제는 320 mL과 400 mL 동일하게 1단위로 계산하
였고, 성분채집혈소판 1단위는 6단위의 농축혈소
판으로 간주하였다. 수혈 에피소드(episode)는 동
일 날짜에 수혈된 여러 가지 혈액제제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간주하고 수혈이 실시된 총 에피소드
를 조사하였다. 본 의료기관에서의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최초 실시일, 비예기항체 선별검사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일자를 조사하였고 이
를 최초 동종항체 검출일자로 하였다. 또한 최초
수혈일 날짜와 최초 동종항체 검출일자를 조사하
여 수혈 실시 후 동종항체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구하였다.

2. Rh 표현형 검사
Rh 표현형 검사는 RhD＋ phenotype ID-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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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d GmBH, Switzerland)을 사용하였으며, 검
사법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랐다.

3.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및 동정검사

Table 1. Frequency of identified alloantibodies in 38

항체선별검사는 LISS/Coombs card (DiaMed
GmBH, Switzerland)와 ID-DiaCell I＋II (DiaMed
GmBH, Switzerland)를 이용하였고, 동정검사를
위해서 LISS/Coombs card와 효소법을 추가하여
NaCl/Enzyme card를 사용하였고 동정혈구로는
ID-Dia Panel 1-11 (DiaMed, GmBH,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을 따랐다.

patients with CDe phenotype
Specificity of alloantibody
Anti-E/-c
Anti-E/-c and anti-Lea
Anti-E
Anti-E and anti-M
Anti-Fyb
Anti-Jka
Anti-Lea
Panagglutination
Unidentified

N (%)
8
1
22
1
1
1
1
1
2

(21.1)
(2.6)
(57.9)
(2.6)
(2.6)
(2.6)
(2.6)
(2.6)
(5.3)

4. 통계
CDe 표형형을 보인 환자에서 항-E 양성군과

항-E/-c 양성군의 수혈, 질병군, 수혈 에피소드의
빈도 차이는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였으며, 수
혈량의 차이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Medcalc 프로그램 (MedCalc Software

Table 2. Characteristics in 32 patients with CDe phenotype showing anti-E and anti-E/-c

No history of transfusion
Transfusion (unit)
Total
RBC
FFP
Platelet*
Frequency of platelet transfusion (N)
PC
PC＋AP
Transfusion episodes† (N)
First antibody detection period after first transfusion (days)
“enzyme phase” only detected anti-E
“enzyme phase” only detected anti-c

Anti-E/-c (N=9)

Anti-E (N=23)

P value

0

3 (13.0%)

0.64

45
8
0
18

(6∼155)
(0∼65)
(0∼110)
(0∼88)

13
4
0
0

(66.7%)
(11.1%)
(1∼39)
(33∼3280)
0
5 (55.6%)

6
1
3
430
1

6
1
7
514

(0∼126)
(0∼104)
(0∼13)
(0∼120)

0.028
0.26
0.94
0.01

(26.1%)
(4.3%)
(0∼52)
(19∼3512)
(4.3%)
NA

0.035
0.105
0.98

Median (range), N (%).
*The amount of apheresis platelets were calculated by converting to 6 units of platelet concentrate. One patient of each
group received 8 units of apheresis platelets;†The transfusion episode considers several blood products transfused on the
same day as 1 episode.
Abbreviations: RBC, red blood cell; FFP, fresh frozen plasma; PC, platelet concentrate; AP, apheresis plat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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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12.6.1, Ostend, Belgium)으로 하였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
주하였다.

결 과
1. CDe 표현형 환자에서 비예기항체 특이
성 분포
CDe 표현형을 보인 38명의 동종항체 양성 환
자들 중 22명(57.9%)는 항-E 양성군이었고 1명이
추가적으로 항-M을 가지고 있었다. 항-E/-c 항체
는 8명(21.1%)이 양성이었고 1명이 추가적으로
항-Lea를 가지고 있었다. 3명(7.8%)은 항-E와 항-c

이외의 동종항체 특이성을 보였으며, 총 32명
(84.2%)이 항-E 혹은 항-E/-c 항체 특이성을 보였
다(Table 1).
항-E 양성인 경우 효소처리 적혈구에만 반응하
는 경우는 1예(1/23, 4.3%)가 있었으며, 항-E/-c항
체인 경우 항-E 항체는 모두 LISS/Coombs, 효소
처리 적혈구에 모두 응집을 보였으나 항-c 항체
는 5예(5/9, 55.6%)에서 효소처리 적혈구에만 응

집을 보였다(Table 2).

2. 항-E 양성군 및 항-E/-c 양성군 특성
항-E 혹은 항-E/-c 항체 특이성을 보인 32명
CDe 표현형 환자를 각각 동종항체 별로 구분하
여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항-E 양성군 중
3명은 본 의료기관의 수혈력이 없었으며 내원시
부터 비예기항체 양성이었다. 항-E/-c 양성군은
모두 수혈력이 있었다. 총 수혈량 및 혈소판 수혈
량이 항-E/-c 양성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Fig 1).
혈소판 수혈의 빈도도 항-E/-c 양성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P=0.035). 항-E/-c 양성군에서 수혈에
피소드가 더 많았고, 수혈 실시 후 동종항체 발생
일까지의 기간도 더 길었지만 모두 통계적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

3. 항-E 양성군 및 항-E/-c 양성군 사이의
질병군 상관성
항-E 혹은 항-E/-c 항체 특이성을 보인 32명
CDe 표현형 환자를 질환군별로 나누었을 때 악
성종양 12명(37.5%), 간담도계질환 7명(21.9%),
혈액질환 5명(15.6%)의 순이었고 질환군별 통계

Fig. 1. Distribution of total transfusion (A) (P=0.028) and platelet transfusion (B) (P=0.01) units according
to anti-E and anti-E/-c in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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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질환별로 총
수혈량은 신장질환이 가장 많았고, 악성 종양이
가장 적었다(Table 4). 수혈에피소드가 4회 이상
인 환자들의 비율을 각 질환군 별로 조사하였을
때 간담도계 질환군이 85.7%로 가장 높았지만 유
의한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5).

내 비예기항체 양성군에서 가장 흔한 Rh 표현형
이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E 항원과 c 항원에 대해
서 동종항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Table 5. Frequency of patients with transfusion episodes
≥4 according to categorized disease in 32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showing
anti-E and anti-E/-c

고 찰
본 연구는 CDe 표현형을 보인 38명의 동종항
체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항체 특이성과 항-E
양성군과 항-E/-c 항체 양성군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한 것이다. CDe 표현형은 RhD 양성 한국인
에서 38.0% [9]에서 39.4% [10]를 차지하지만 비
예기항체 양성군에서는 59.0%를 차지하여[5] 국

Disease category

N (%)

Malignant (N=12)
Hepatobiliary (N=7)
Hematologic (N=5)
Cerebrovascular (N=2)
Renal (N=2)
Others (N=4)

6
7
2
1
1
0

(50.0)
(85.7)
(40.0)
(50.0)
(50.0)

Chi-squared for trend (P=0.08).

Table 3. Categorized diseases in 32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showing anti-E and anti-E/-c
Disease category
Malignant
Hepatobiliary
Hematologic
Cerebrovascular
Renal
Others

Anti-E/-c (N=9)
3
2
2
1
1
0

Anti-E (N=23)

(33.3)
(22.2)
(22.2)
(11.1)
(11.1)

9
5
3
1
1
4

Total

(39.1)
(21.7)
(13.0)
(4.3)
(4.3)
(17.4)

12
7
5
2
2
4

(37.5)
(21.9)
(15.6)
(6.2)
(6.2)
(12.5)

P=0.712 by Chi-squared.

Table 4. Transfusion according to categorized disease in 32 patients with the CDe phenotype showing anti-E and anti-E/-c
Disease category
Malignant (N=12)
Hepatobiliary (N=7)
Hematologic (N=5)
Cerebrovascular (N=2)
Renal (N=2)
Others (N=4)
P value

Total
9
61
34
9.5
79.5
10

(0∼126)
(1∼138)
(0∼118)
(6∼13)
(4∼155)
(0∼16)
0.38

RBC
5
5
6
4.5
34.5
4.5

(0∼21)
(0∼73)
(0∼104)
(3∼6)
(4∼65)
(0∼10)
0.91

Data are reported as media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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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
0 (0∼8)
10 (0∼110)
0
5 (0∼10)
18 (0∼36)
0.5 (0∼6)
0.14

PLT (unit)
0 (0∼120)
18 (0∼56)
0 (0∼88)
0
24 (0∼48)
0 (0∼10)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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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 표현형 환자의 84.2%에서 항-E 항체 특이성
을 보였다. 단지 7.8%에서 Rh 계열 이외의 동종항
체 특이성을 보였다. 이는 E 항원이 K 항원 다음
으로 면역원성이 강한 적혈구 항원이라는 네덜란
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7]. 국내에서
504명의 비예기항체 양성군을 대상으로 한 후향
적 연구에서 E 항원 음성 환자군에서 항-E 항체
생성은 C 항원 음성 환자군에서 항-C 항체 생성
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5].
본 연구에서 항-E 항체를 가진 환자 중에서 약
28%는 항-c 항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
군 이었는데, 이들 군은 혈소판 수혈량 및 수혈빈
도가 의미 있게 높았고, 그 결과로 총 수혈량 또
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53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ABO-RhD 적합 적혈구 수혈과 c,
a
a
C, E, K, Fy , Jk , S 항원 추가 적합적혈구 수혈의
무작위 비교시험에서 적합항원 확대(Extended
matching)가 64%의 동종면역을 감소시킬 수 있었
지만, 혈소판 수혈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11]. 2007
년에서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프랑스 혈액감시
체계에서 혈소판 수혈 후에 48명의 적혈구 동종
면역이 보고되었고, 이는 혈소판 수혈 후 1.3%에
서 적혈구 동종면역이 발생한 것이었다. Rh 계열
이 가장 흔하였는데 항-E가 20례로 41.7%를 차지
하였다고 한다[12]. 이는 혈소판에 들어 있는 소
량의 적혈구라도 적혈구 항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원성에 따라서 동종항체 발생을 야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적혈구뿐만 아니
라 적혈구 유래 극미립자 (microparticle)도 항체
형성에 자극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연
구도 있다[13]. 혈소판 수혈 후 적혈구 동종면역
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혈소판제제의 종류, 농축
혈소판에 잔류하는 적혈구의 양, 그리고 환자의
면역학적 상태 등이 있다. 혈소판 수혈에 의해서

도 추가면역(booster effect)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소판 수혈시도 Rh 혈액형과 Kell 혈액형을 맞
추어서 가임기 여성이나 혈색소병 환자에게 시행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14].
일반적으로 효소처리 적혈구에만 반응하는 항
체들은 용혈성수혈반응을 드물게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5]. 하지만 효소처리 적혈구를
이용한 항체동정검사는 Rh 계열 항체의 검출을
더욱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정을 가능
하게 한다[16]. 민감한 항체 검출법을 추가하는
것은 반복적인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조
기에 동종면역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 전향적인 연구에서 Papain과 polybrene 검사법
양성, 간접항글로불린 검사법 음성인 동종항체의
86.4%가 추후에 간접항글로불린법 양성으로 전
환되었다[17]. 본 연구에서 항-E 1례와 항-c 5례는
효소처리 적혈구 검사법에서만 반응하는 동종항
체였다. 이 항체들은 Rh 계열로 임상적으로 용혈
성수혈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항-c의
추가적인 발생은 총 수혈량의 의미 있는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효소처리 적혈구를 이용한 항
체동정검사가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적혈구 동종면역은 지중해빈혈이나 겸상적혈
구병과 같이 수혈이 치료에 필수적인 질환에서
잘 알려진 합병증이다[18]. 최근 메타분석에서 혈
색소 질환 환자들에게 동종면역의 위험을 감소시
키기 위해 동종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도 포함
하여 ABO D CcEe K 적합적혈구를 수혈하도록
권고하였다[19]. 수혈에 따른 동종면역의 발생 위
험도는 질환별로 차이가 나고, 림프계 질환보다
골수계 질환에서 동종면역의 위험도가 높고, 염
증성 질환에서도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0].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매우 빈번하게
적혈구 동종면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21,22] 영국혈액학회의 골수이형성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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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기적인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혈구 항원검사의 확대 (Extended
red cell phenotyping)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3]. 본
연구에서 동종면역이 발생한 CDe 표현형 환자들
을 질환군별로 분류하였을 때 통계적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악성종양, 혈액질환군의
빈도가 상위를 차지하였고, 수혈에피소드가 가장
많았던 간담도계 질환군도 높은 빈도를 보여, 국
내에서도 주기적인 수혈이 예상되는 질환군을 대
상으로 적혈구 항원검사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동종면역이 발생한 CDe 표현형
환자의 84.2%에서 항-E 항체 특이성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항-c 항체를 가진 환자들은 총 수혈
량과 혈소판 수혈량이 의미 있게 증가되어 있어,
적혈구 동종면역 발생에 혈소판의 수혈이 관여됨
을 알 수 있었다. E 항원 면역원성이 높기 때문에
CDe 표현형 환자들에게 E 항원과 c 항원 음성 혈
액의 수혈이 요구되는 질환군을 향 후 정의할 필
요가 있다.

요 약
배경: CDe 표현형 환자에서 수혈에 의해 항-E
또는 항-E/-c 항체가 생길 수 있다. CDe 표현형
환자에서 항-E 또는 항-E/-c 항체의 생성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에 실시된 비예기항체 동정 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Rh 표현형과 항
체 특이성을 조사하였고, CDe 표현형 환자의 수
혈 및 의무 기록을 조사 하였다.
결과: 총 76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76명의 환
자 중 38명(50.0%)이 CDe 표현형이었다. 항-E 항
체 양성군은 23명(60.5%)이었고, 항-E/-c 양성군
은 9명(23.7%) 이었다. 총 수혈 단위와 혈소판 수

혈 단위는 항-E/-c 항체 양성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028, P=0.01). 분류된 질병군의 분포는
항-E 및 항-E/-c 항체 양성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수혈의 빈도가 4회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간담
도계 질환 환자군에서 85.7%로 가장 높았다.
결론: CDe 표현형 환자에서 항-E 양성군보다
항-E/-c 양성군에서 혈소판 수혈이 의미 있게 높
아 적혈구 동종면역에 혈소판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에서 E 항원 면역원성이 가
장 높기 때문에 CDe 표현형 환자들에게 E 항원
과 c 항원 음성 혈액의 수혈이 요구되는 질환군
을 향 후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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