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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to the Editor

디에고와 밀텐버그 항원이 포함된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시약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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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The Di and Mi antigens have been detected in Koreans with a frequency of 6.4∼14.5% and 0.9%, respectively.
a
a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creening cells using the cells with Di and Mi antigens for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An unexpected antibody-screening test was performed separately using different
a
a
screening cells, including the Di antigen (Panel D) and Mi antigen (Panel M). A total of 2,077 specimens from
1,847 patients were collected, among which 49 (2.32%) and 43 (2.08%) were positive using Panel D and Panel
M, respectively. Twenty-seven patients were positive with both panels, 2012 were negative with both panels, and
a
a
thirty-eight patients showed a discordant result. The suspected anti-Di and anti-Mi were detected in 4 (0.19%)
a
a
and 5 (0.24%) patients, respectively. Therefore, the frequency of anti-Di and anti-Mi antibodies in this study
may be helpful for selecting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reagents. (Korean J Blood Transfus 2022;3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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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 Dia, Mia 항체는 태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과
급성 및 지연성 수혈 반응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
져 있다. 국내에서도 항 Dia, Mia 항체에 의한 태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 보고되어 있다[1-3]. Mia 항
원은 MNS 혈액형군에 속하며, 이는 GYPA와 GYPB

유전자가 융합유전자(hybrid gene)가 되면서 MNS
glycophorin 항원의 변화를 일으켜 표현형을 발현
시킨다[4]. Mia 항원은 저빈도 항원이지만, 동남아
시아 국가에 흔하다고 밝혀져 있다[4]. Dia 항원은
Diego 혈액형 시스템을 구성하는 22개의 항원 중
하나이다[4].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Dia와
Mia 항원은 각각 한국인에서는 6.4∼14.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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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빈도를 보였다[5]. 하지만, 국내에서 Di 와 Mi 항
체의 빈도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한국
인을 대상으로 비예기항체 선별검사에 사용되는
a
a
시약(각각 Di 와 Mi 항원을 포함)을 비교하였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부산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비예기항체 선별검사가
의뢰된 검체를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a
Di 포함 패널(Panel D, Surgiscreen Lot Code D,
Ortho-Clinical Diagnostics, Raritan, NJ, USA)과
a
Mi 포함 패널(Panel M, Surgiscreen Lot Code M,
Ortho-Clinical Diagnostics Raritan, NJ, USA)을 평
가하였다. 각 패널은 3명의 기증자의 세포로 구성
a
a
되어 있다. 비예기항체 동정검사에는 Di 와 Mi 가
포함되지 않은 패널(ID-DiaPanel Cell, ID-DiaPanel-P
Cell [DiaMed GmbH, Cressier, Switzerland])을 사
용하였다. 검사방법은 제조회사에 지침을 따랐다.
a
a
비예기항체 선별검사에서 Di 양성 혹은 Mi 양성
세포에만 반응이 있고, 나머지 두 세포 및 다른
패널 세포들에 반응이 없고, 동정검사에서 모든
a
a
세포에 반응이 없는 경우 각각 Di 와 Mi 의심항
체로 추정하였다.
3개월간 진단검사의학과에 비예기항체 선별검
사를 위해 의뢰된 총 1,847명 환자에서 2,077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두 시약간 검사 결과를 분석하
였다. 모집된 환자의 나이는 중간값 57.3세(범위
0∼97세) 였으며, 남자 960명(52.0%)과 여자 887명

(48.0%)이 포함되었으며, 특정진료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환자를 포함시켰다. Panel D에서는 49
개의 검체(2.32% ), Panel M 에서는 43개의 검체
(2.08%)에서 양성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두 시약간 일치도는 98.1%였으며, 38명의 환자에
서 두 군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Panel D 혹은
Panel M, 또는 두 시약 모두에서 양성을 보인 검
체는 총 65건이였으며,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양
성 검체들의 비예기항체 동정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검출빈도가 가장 높은 항체는 항 E 항
a
체(혹은 항 E와 항 c 복합항체)였다. 항 Di 와 항
a
Mi 의심항체는 각각 4개의 검체(0.19%), 5개의
a
검체(0.24%)가 확인되었다. 항 Di 의심항체는 한
명의 두 검체가 포함되어 총 3명의 환자(남자 1,
여자 2, 나이 40∼61세)에게 확인되었고, 모두 한
a
국인이었다. Mi 의심항체는 총 5명의 환자(남자
2, 여자 3, 나이 28∼72세)에서 확인되었으며 1명

Table 2. Result of antibody identification in unexpected

Table 1. Result of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using
cells with Dia (Panel D) and Mia (Panel M)
antigens for 2077 tests from 1847 patients

Panel M (＋) Panel M (–)
Panel D (＋)
Panel D (–)

27
16

Antibody identification
Panel D (＋)
Panel M (＋)
(n=27)

Panel D (＋)
Panel M (–)
(n=22)
Panel D (–)
Panel M (＋)
(n=16)

Panel M

Panel D

antibody screening-positive patients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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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 and/or
Anti-C and/or
Anti-M
Anti-Fy b
Anti-Lea
Anti-P1
UnID
a
Anti-Di
Anti-E and/or
Anti-Lea
UnID
Anti-E and/or
Anti-C
Anti-Jk a
Anti-Mia
UnID

c
e

c

c

N
10
3
3
2
1
1
7
4
4
1
13
3
1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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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얀마 출생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4명은 한
국인이었다.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양성율은 두 패널에서
2.32%, 2.08%였다.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1.23%
[6], 4.2∼4.6% [7], 2.36% [8], 0.65∼1.16% [9] 등
다양하였다. 양성율은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군의
특성과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시행 정책, 판독 절
차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제조회사의 시약 임에도
불구하고, Panel D와 Panel M의 구성 세포는 동일
시기에 제조되더라도 각각 다른 기증자에서 얻어
지기 때문에 시약 간 불일치가 1.9% 발견되었다.
이중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항 E & c 항체, 항
C 항체도 포함되었다. 적혈구 세포 조성 특징으
a
로 인해 Panel M에서만 동정된 항 Jk 항체도 있
었다. 하지만, 시약간 불일치 검체의 50%는 항체
특성을 동정할 수 없는 항체였다.
a
a
본 연구에서 항 Di 와 Mi 의심항체는 각각 0.24%,
a
0.19% 확인되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항 Di 의심
a
항체는 0.06∼0.42%, 항 Mi 의심항체는 0.05% 빈
a
a
도를 보였다[6-7,10]. 본 연구에서 항 Di 와 Mi 의
심항체 빈도만큼 기존 시약에서 검출하지 못한
항체를 추가적으로 검출하여 해당 항원이 없는
혈액제제를 수혈함으로써 원치 않는 수혈반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성 및 지연성 수혈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적
절한 적혈구 세포 조성을 가진 시약을 사용하여
비예기항체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혈자 및 수혈을 받는 환자들의
적혈구 항원 및 항체의 빈도를 정확히 인지하여
야 한다. 이를 통해 수혈반응의 발생빈도의 예측
a
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항 Di (0.19%)와 항
a
Mi 의심항체(0.24%)를 포함한 1.9%의 시약 간 불
a
a
일치가 확인 되었다. 항 Di 와 Mi 항체 빈도의 차
이가 없어 국내의 더욱 적합한 시약을 확인할 수

는 없었으나, 각 검사실의 위치, 특성에 따른 비예
기항체 선별검사 시약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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