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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흔히 검증(validation)과 검정을 혼동하기 쉬운데, 

검증은 특정 요구사항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확인으로 주로 시

험 개발자가 수행하는데 반해 검정은 특정 항목이 특정 요구사항

을 충족한다는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검사실의 검사자

가 시행하게 된다[2]. 

저자들은 병원체 검출을 위한 다중 정성적 실시간효소연쇄반응

법의 검정 권고안을 제공하고자 국내의 인증 및 심의 관련 문헌과 

국외의 지침서를 선택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재단법인 진단검

사의학재단에서 개발한 분자진단검사 분야의 우수검사실 신임인

증 심사점검표[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

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4],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에서 제공하는 ‘Molecular Diagnostic Assay Validation’ [5] 

및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에서 개발한 

MM17 ‘Validation and veri�cation of multiplex nucleic acid assays’ 

2판[6]이 포함된다. 

진단검사의학재단 검사실 신임평가

국내에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제공

하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를 통하여 체외진단검사의 신뢰도

를 확보하고 표준화하고 있다. 분자진단검사 분야의 인증에서는 

외부정도관리, 내부정도관리, 검사수행전후 평가, 기구 및 장비, 인

력, 시설 및 환경, 안전에 대한 지침이 있다[3]. 인증 요건은 진단의

학 검사의 질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확히 일치

서 론

분자유전검사는 검사의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초기에는 단일 목표를 확인하거나 양을 측정하는 검사가 

널리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중분석이 보편화되었다. 다중분석

은 검체 준비, 신호의 증폭, 검출 및 해석의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

의 표적을 동시에 검출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체의 순도, 검체 투입, 시약 및 플랫폼을 좀 더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1]. 다중분석에서는 흔히 다수의 정도관리 물질, 

더 복잡한 성능 평가 및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및 더 복잡한 결과 

보고 등이 필요하다[1]. 

검사실에서 새로운 다중 분자유전검사법을 도입할 때에는 환자

에게 사용하기 적절한 검사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정(ve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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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지만, 검사실에서 새로운 다중 분자유전검사법을 도입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규 장비 도입시 DNA 적절성 평가(항

목 90.404.820과 90.404.830), 자동 피펫 시스템의 carry over 평가

(항목 90.502.060), thermocycler 각 well의 온도 점검(항목 90.601.902), 

기기의 background level 확인(항목 90.604.902) 및 적절한 온도 범

위 유지 점검(항목 90.608.902)을 검정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

다. 또한 시약의 lot 관리(항목 90.303.441), calibrator lot 관리(항목 

90.401.140), 및 내부대조(항목 90.404.860) 등은 통상적인 정도관

리에 참고할 수 있겠다. 시약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시

약의 lot 번호가 변경될 때 환자결과를 비교 평가(항목 90.303.441)를 

따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새로운 시약을 사용하기 전에 적

절한 수의 환자 검체를 사용해 기존 검사 또는 비교 검사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서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질병

의 진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분석적 성능, 임상적 성능, 품질

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물질 및 검체 보관 등을 포함하고 있

다[4]. 

성능에 관한 자료는 크게 분석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 자

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적 성능시험에는 분석적민감도(판정

기준치, 측정범위, 검출한계(lower limit of detection), 공란한계, 최

소정량한계 등), 분석적특이도(교차반응, 간섭 등), 정밀도(preci-

sion, 반복성, 재현성 등) 및 정확도(accuracy, 회수율 등)가 있다. 

분석적 성능시험에 사용한 표준물질이 판매하는 상용제품이나 

국제표준품인 경우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내부표준물질은 그 

출처와 결과치를 설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는 임상적 성능시험 예수 결정의 통계적 

타당성 등 임상적 성능시험 방법,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 등 임상적 

성능시험 결과, 의학적 원리에 기준하여 임상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임상적 성능 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4].

상관성은 기존의 허가인증 받은 제품과의 비교시험성적서로 확

인할 수 있는데, 기존에 허가된 방법 혹은 검증된 참고방법(refer-

ence method)을 이용하여 증명된 검체 또는 국제표준물질 등을 

사용하여 평가한다[2]. 검사실에서는 검정 평가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지침

AMP에서는 ‘Molecular Diagnostic Assay Validation’이란 제목

으로 분자유전검사의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체 검출을 위한 다중 분자유전검사의 검정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승인한 검

사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정확도, 정밀도, 보고범위, 참고범위 및 

선형범위(linear range)로 제안하고 있다[5]. 만일 FDA 승인된 검사

를 변형하거나 FDA 비승인 검사의 경우 위의 평가 외에도 분석 민

감도(analytical sensitivity)와 분석 특이도(analytical speci�city)를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체의 안정성과 잔효(carry over)의 

평가도 추천된다[5]. 

Table 1.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 분자진단검사(2020년)[3]

항목 내용 배점

90.303.441 시약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시약의 lot 번호가 변경될 때 환자결과를 비교 평가하는가? 8

90.401.140 Calibrator의 lot가 변경되는 경우 환자결과를 비교 평가하는가? 4

90.404.820 다량의 DNA가 필요한 경우, 핵산의 양이 측정되는가? 4

90.404.830 필요한 경우, 젤 전기영동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량 DNA의 질(완전성)을 확인하는가? 4

90.404.840 필요한 경우, RNA의 질(완전성)이 평가되는가? 4

90.404.850 필요한 경우, 제한효소 처리과정의 질(완전성)이 확인되는가? 2

90.404.860 모든 핵산증폭반응에서 추출 실패나 저해물질에 의한 위음성 반응을 검출하기 위해 내부대조도 함께 반응시키는가? 4

90.405.320 분자진단검사의 최종 결과가 다른 검사결과 또는 임상양상과 다른 경우, 비교 분석되고 필요하다면 수정조치를 취하는가? 2

90.502.060 검사장비에 부속된 자동 피펫 system의 carryover를 평가하는가? 4

90.504.100 일반장비 및 검사장비의 온도점검이 매일 또는 검사시행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1

90.601.902 Thermocycler 각 well의 온도가 장비도입 시에 점검되고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점검되는가? 8

90.604.902 매일 또는 사용일마다 기기의 background level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가? 2

90.604.903 Background level의 허용범위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1

90.608.902 증폭산물의 융해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증폭산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범위가 설정되고 유지되는가? 4

90.608.904 Threshold cycle (Ct값)을 이용하여 target을 정량하는 경우, calibration과 QC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있고, 지침대로 질관리를 수행하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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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침

CLSI의 MM17 ‘Validation and veri�cation of multiplex nucleic 

acid assays’ 2판에서는 다중 분자유전검사의 검증 및 검정을 다루

고 있다[6]. 여기서는 병원체 검출을 위한 다중 분자유전검사의 검

정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본다.

1. 병원체 검출을 위한 검체

미생물 감염은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 진균 및 기생충에 의하

며,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혈, 혈장, 혈청, 객담, 비인두 세척액, 

비인두 면봉 검체, 비강흡인, 기관지폐포 세척, 기관 내 흡인, 자궁 

경부 면봉 검체, 요도 면봉 검체, 뇌척수액, 배양 세포, 소변, 대변, 

및 미생물 분리주 등의 다양한 검체를 이용하게 된다. 효과적인 감

염진단을 위하여서는 감염위치, 병원체의 병원성 및 병원체 농도

에 따라 적절한 검체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DNA와 RNA 

바이러스의 중복감염과 집락화된 상재균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정을 위한 검체는 일반적으로 환자 검사 목적과 동일한 검체

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분석에 적합한 핵산을 추출할 수 있도

록 검체수송 도구 내 항응고제, 안정제, 검체 보관 및 검체 배송 조

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검체는 

항상 표준지침을 지켜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핵산의 추출

핵산은 다양한 검체 유형(예: 혈청, 비인두 면봉 검체) 또는 생명

체(예: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세균)에 따라 추출되는 정도

가 다르므로 각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병원체 검출을 위한 다

중 분자유전검사에서 핵산이 중요한 이유는 증폭 산물의 길이와 

구아닌-시토신 함량이 증폭 조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염기서열 특이 프라이머와 탐색자의 상호작용은 부합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핵산을 추출할 경우 잠재적 잔효와 오

염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잔효는 환자시료 분석과정에서 고농

도 분석 측정값의 시료가 다음에 측정되는 저농도 분석 값에 영향

을 주는 것이다. 에어로졸 장벽이 있는 일회용 팁, 일회용 플레이트 

및 밀봉된 시약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핵산 추출용 시약을 사용하

면 잔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하기 전 추출 키트에 다중 핵산 

검사에 포함된 표적 핵산이 존재하는지 시험할 필요가 있다.

추출에서 얻은 핵산의 양과 순도는 다중분석에서 매우 중요하

므로 A260/A280 비율로 순도를 측정하고 형광 시약을 사용하여 

정량화한다. A260/A280 비율은 파장 260 nm에서 핵산 용액의 흡

광도를 같은 용액의 280 nm에서의 흡광도로 나눈 값으로 분광법

을 이용해 핵산 순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1.8 이상의 비율이면, 

DNA 용액 내의 오염을 무시할 수 있고, 2.0 이상의 비율이면 RNA 

용액 내의 오염을 무시할 수 있다. 

핵산은 추출 과정과 보관 중에 분해되기 쉽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결 해동을 피한다. 장기간 보관 후에는 사용하기 전에 겔전기영

동 등으로 핵산의 무결성(integrity)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도관리(Quality control)

검사 성능을 추적할 때는 적절한 정도관리를 포함해야 하며, 이

때에는 내부 정도관리와 외부 정도관리를 서로 보완하여 사용한

다. 내부 정도관리에 실패하는 원인으로는 장비 오작동, 최적화되

지 않은 시약, 반응 웰에 존재하는 중합효소 활성도 및 검체 매트

릭스 내 억제 물질 등이 있다.

4. 분석적 성능평가(Analytical performance)

분석적 성능평가에는 정확도, 재현성, 검출한계, 간섭효과(inter-

ference), 분석 민감도 및 분석 특이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검정의 예로 MM17 지침에 실려있는 정성적 다중 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으로 in�uenza virus A, in�uenza virus B,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adenovirus, human metapneumovirus (hMPV), 

parain�uenza viruses 1형에서 4형(PIV-1 to PIV-4) 및 rhinovirus의 

총 10 종류의 바이러스를 정성적으로 검출하는 다중 호흡기 바이

러스 패널의 검정을 소개한다. 

1) 분석 민감도

분석 민감도는 대상 측정량을 검출하는 시험의 능력으로, 흔히 

분석 물질의 최소량인 검출한계의 설정을 포함한다. 검출한계는 

통계적으로 배경 또는 음성 검체와 구별할 수 있는 분석물의 측정

량이 가장 낮은 검체를 이용하여 95%의 양성을 보이는 농도이다. 

본 예에서는 Table 2와 같이 음성 환자 검체에 표적을 희석한 것을 

첨가한 스파이크 검체(spiking sample)를 만들어 표적의 검출한계

를 확인하며, 두 개 이상의 분석 물질을 첨가한 검체 모음을 사용

하였다. 평가를 위해서 Table 3에서와 같이 각 모음의 10배 연속 희

Table 2. The examples of spiked sample pools [6]

Pool Target

1 Influenza virus A, PIV-2, rhinovirus

2 Influenza virus B, PIV-4, RSV

3 hMPV, PIV-1

4 Adenovirus, PIV-3

Abbreviations: hMPV, human metapneumovirus; PIV-1, parainfluenza virus type 1; 
PIV-2, parainfluenza virus type 2; PIV-3, parainfluenza virus type 3; PIV-4, parain-
fluenza virus type 4;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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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stimation of positive percentage and detection limit for 
each pool [6]

Target
1:1  

dilution
1:10  

dilution
1:100  

dilution
1:1,000  
dilution

Pool

Influenza virus A 100 100* 67 0 Pool 1

PIV-2 100 100* 0 0 Pool 1

Rhinovirus 100 100 100* 33 Pool 1

Influenza virus B 100 100 100* 33 Pool 2

PIV-4 100* 33 33 0 Pool 2

RSV 100 100* 33 33 Pool 2

hMPV 100* 67 0 0 Pool 3

PIV-1 100 100 100* 67 Pool 3

Adenovirus 100 100 100 100* Pool 4

PIV-3 100 100 100* 33 Pool 4

Bold*: Estimated detection limit.
Abbreviations: hMPV, human metapneumovirus; PIV-1, parainfluenza virus type 1; 
PIV-2, parainfluenza virus type 2; PIV-3, parainfluenza virus type 3; PIV-4, parain-
fluenza virus type 4;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Table 4. Examples of calculation of the reference cycle value and precision for each pool [6] 

Test day
Pool 1 Pool 2 Pool 3 Pool 4

Influenza virus A PIV-2 Rhinovirus Influenza virus B PIV-4 RSV hMPV PIV-1 Adenovirus PIV-3

  1 25.5* 31.2 28.2 31.2 31.2 28.2 25.5 31.2 28.2 25.5

  2 26.1 31.5 28.5 31.5 31.5 28.5 26.1 31.5 28.5 26.1

  3 26.3 30.9 29.0 31.3 31.0 28.1 25.8 30.9 28.5 25.5

  4 26.2 31.0 28.1 31.2 31.3 28.2 26.0 31.5 28.2 25.7

  5 25.8 31.3 28.1 30.9 30.9 28.5 26.1 30.9 28.5 25.8

  6 25.8 30.9 28.5 31.5 31.3 28.3 25.5 31.3 28.1 25.5

  7 26.0 31.1 28.2 30.9 31.2 28.2 25.5 31.0 28.2 26.0

  8 26.1 31.3 28.5 31.1 31.2 28.5 25.7 31.3 28.2 26.1

  9 26.0 31.3 28.1 30.9 30.9 28.1 25.8 30.9 28.5 26.0

10 25.8 31.2 28.2 31.0 31.5 28.1 25.5 31.3 28.3 26.1

11 25.5 30.9 28.5 31.3 30.9 28.5 25.5 31.3 28.2 25.7

12 25.5 31.5 28.3 31.2 31.3 28.5 26.2 31.2 28.5 25.8

13 25.7 31.2 28.5 31.2 31.2 28.3 25.8 31.0 28.5 25.5

14 25.3 30.9 29.1 30.9 30.9 29.1 25.3 30.9 29.1 25.3

15 25.2 31.1 28.5 31.1 31.1 28.5 25.2 31.1 28.5 25.2

16 25.8 30.9 28.1 31.0 31.2 28.2 25.5 31.2 28.2 25.5

17 25.5 31.3 28.2 31.3 31.5 28.5 26.1 31.5 28.5 26.1

18 25.5 31.3 28.5 30.9 30.9 28.5 25.5 30.9 29.0 25.8

19 26.2 31.2 28.3 31.3 31.5 28.2 25.7 31.0 28.1 26.0

20 25.8 31.0 28.2 31.2 30.9 28.5 25.8 31.3 28.1 26.1

Mean 25.8 31.2 28.4 31.1 31.2 28.4 25.7 31.2 28.4 25.8

SD 0.3 0.2 0.3 0.2 0.2 0.2 0.3 0.2 0.3 0.3

% CV 1.2 0.6 1.0 0.6 0.7 0.8 1.1 0.7 1.0 1.1

*The mean of calculated reference cycle.
Abbreviations: hMPV, human metapneumovirus; PIV-1, parainfluenza virus type 1; PIV-2, parainfluenza virus type 2; PIV-3, parainfluenza virus type 3; PIV-4, parainfluenza 
virus type 4;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SD, standard deviation; % CV, percent coefficient of variation.

석으로 시험하고, 각 희석에서 3회 반복한다. 표준편차가 일반적인 

검사실 조건들에서 검사 성능을 반영하도록 여러 날 동안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밀도

정밀도는 특정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의 반복 측

정값의 일치도를 말한다. 정밀도는 표준편차, 분산 또는 변이계수 

등과 같은 비정밀도(imprecision)로 표시되며, 표준편차가 크면 정

밀도가 낮다. PCR에서는 기준 주기(cycle threshold)를 구할 수 있

는데 이는 증폭산물이 검출되기 위해 필요한 주기 수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이 값이 낮을수록 최초 주형에 대한 복제수(copy num-

ber)가 가장 많다. 정성적 시험이라도 기준 주기 같은 정량적인 결

과가 숨어 있는 경우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이계수를 측정해야 한

다. Table 4에서는 반복성 및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상 실험

실 운영 조건에서 2회 반복 측정하여 20일간 시험하여 변동성을 

관찰한 것을 정리하였다. 정성적 검사의 경우 최소검출농도 부근

의 농도, 중간 농도, 고농도를 사용하여 매일 각 표적에 대한 반복 

검사의 평균을 구한다.

3) 분석 특이도

분석 특이도는 목표 측정 물질의 양만 측정하는 능력으로, 병원

체 검출을 위한 다중 분자유전검사에서는 각 검체에서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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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상 세균총 혹은 병원체로 제한한다. 특이도는 진음성/(진

음성 + 위양성)×100으로 계산한다.

4) 간섭

간섭 물질은 시험 시스템에서 환자 검체의 내인성(예: 혈액 성분, 

산성 다당류) 혹은 외인성(예: 탈크, 항응고제)으로 유래하는 물질

로 위양성 또는 위음성의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간섭의 

평가는 잠재적 간섭 물질이 증폭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잠재적

으로 반응하는 물질을 스파이크한 정도관리 물질 등으로 검사한

다. 관심 있는 측정치 농도는 감염성 질환 분자유전 분석에서 보고 

가능한 범위 중 가장 낮은 농도로 하고, 간섭 물질은 실제 검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최고 농도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5)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된 값과 측정량의 참값 간의 일치도를 말한다. 정

확도의 평가는 최소 20개 이상의 양성 및 10개 이상의 음성 검체

를 포함한 총 30개의 검체를 검사하고, 양성과 음성은 참고방법으

로 결정한다[4]. 잘 확립된 참고방법이 없는 경우, 음성 검체에 참고

물질을 첨가한 스파이크 검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정성적 분석의 경

우 민감도는 진양성/(진양성 + 위음성)×100으로 계산하고, 특이

도는 진음성/(진음성 + 위양성)×100으로 계산한다. 

5. 참고치

일반적으로 병원체는 정상 모집단에서 검출되지 않으므로 참고

치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검출 없음’으로 

한다.

6. 임상적 성능평가(Clinical performance)

임상적 타당성 및 효용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적 성능평가

를 수행한다. 임상적 성능평가에는 진단적 민감도(diagnostic sen-

sitivity), 진단적 특이도(diagnostic speci�city),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가 있다. 

진단적 민감도는 질병을 가진 피험자에서 시험을 하여 결과가 

양성인 확률 혹은 질병이 의심되는 피험자에게 양성 결과를 내는 

검사 능력으로 임상적 진양성을 임상적 진양성과 위음성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구한다. 진단적 특이도는 질환이 없는 피험자에서 시

험에서 결과가 음성일 확률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피험자에게 

음성 결과를 내는 능력으로 임상적 진음성을 임상적 진음성 및 임

상적 위양성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양성예측도는 참고표준에 의

해 결정되는 양성 결과를 가지는 관심질환을 가진 환자 비율로 

100×진양성/(진양성 + 위양성)으로 계산한다. 음성예측도는 참고

표준에 의해 결정되는 음성 결과를 가지는 관심 질환이 없는 환자 

비율로 100×진음성/(진음성 + 위음성)이다. 

임상적 검정은 검사실 책임자의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양

성과 음성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임상적 검정에 

중요한 변수로는 표적의 지역 유병률, 숙주 요인 및 감염성 질환의 

집단발병 등이 있다. 임상적 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동료

간 심사를 거친 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다.

7. 검정 자료의 판정

검정 평가의 요약에는 분석의 설계, 수행된 연구 및 관련된 결과

를 간략하게 제시해야 한다. 검정 계획서를 작성할 때 검정의 허용 

기준을 미리 검사실에서 정립한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검정 중

인 시험과 기준 시험 사이의 일치도를 각 표적과 모든 표적에 대해 

90%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량에 대한 허용 가능한 

성능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 측정량의 성능이 

불량한 경우 환자군에서 임상적 유의성과 기대 효과 내에서 성능 

평가를 해석해야 한다.

결 론

저자들은 기존의 문헌을 검토 후 병원체 검출을 위해 새로운 다

중 분자유전검사의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검정의 권고안

을 제안한다. 

1.  검사법 확인을 위해 사용 목적, 표적, 검사원리, 예상 검사 성

능 등을 검토한다.

2.  임상적 유용성은 문헌 검토로 유병률, 진단 민감도 및 진단 특

이도 등을 확인한다.

3.  성능평가 검정을 위해 정확도, 정밀도, 참고치, 분석 민감도, 

분석 특이도 및 핵산 추출 절차를 평가한다. 각 항목의 구체적

인 방법은 CLSI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4.  마지막으로 검사지침, 보고형식, 검체 및 정도관리에 관한 문

서를 작성한다. 

요 약

새로운 분자진단 검사를 도입할 때에는 검정을 통해 검사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다중 핵산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동시에 검출하므로 더 

복잡한 검정 과정이 요구된다. 저자들은 병원체 검출을 위한 다중 

핵산 분석을 검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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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기영동(electrophoresis)은 전기장 내에서 하전된(charged) 단

백 입자의 전하와 질량에 따라 각 단백 분획(fraction)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특히 혈청단백 전기영동(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SPEP)은 다발성골수종(multiple myeloma), 의미불명 단클론감마

글로불린병증(monoclonal gammopathy of undetermined signi�-

cance), 발덴스트롬 거대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

ulinemia),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 림프증식성 질환, 신부전, 

만성 간질환, 일부 암종 등의 진단 및 치료 경과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다[1-6]. 면역고정 전기영동(immuno�xation electrophoresis, 

국내 29개 병원의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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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SPEP) and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 in Korea.
Methods: Two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using the Naver online platform and provided to clinical pathologists in charge of clini-
cal chemistry. The first questionnaire consisted of 21 questions regarding the methods of testing, quantitation, and interpretation reports. A sec-
on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on the name of the instrument and quality control.
Results: A total of 29 hospital clinical laboratories responded to our first survey, and among them, 15 hospitals participated in the second survey. 
Twenty-six (89.7%) laboratories reported both quantitative values and interpretation reports, and 24 (82.8%) laboratories presented the ratio of 
each globulin fraction along with the quantitative values. However, the reporting unit and decimal place, fractionation of each globulin, commenta-
tion, terminology, and quantitation method for a monoclonal protein varied among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Seventeen (58.6%) laboratories 
performed the inter-laboratory proficiency test,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internal and external quality control among the labo-
ratories.
Conclusions: Variations in SPEP and IFE tests, including quantitation, interpretation reports, and quality control according to the laboratories, 
were observed. Although this study included a limited number of hospitals, it is the first to report the current status of SPEP and IFE in Korea. Har-
monization of methods for reporting results and interpretation reports is needed to reduce the potential inconsistencies i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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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은 혈청단백 전기영동에서 관찰되는 피크(peak)의 단클론성 단

백(monoclonal protein) 여부 확인 및 면역표현형 확인에 사용되

며[3, 7-9], 특히 소량의 단클론성 단백이 존재할 경우 혈청단백 전

기영동보다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9, 10].

그러나 이들 검사 모두 전기영동 자체는 기기가 수행하지만 이

후의 해석 작업은 검사자가 수동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구

획 및 보고 방식, 정량(quantitation)값 및 표기 단위, 판독 보고서

에서의 문구 및 용어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검사실 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판독 

및 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12].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단백영동 검사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추

후 판독 및 보고 방법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웹베이스 형태

로 설문지를 진단검사의학과 임상화학분과 관련 전문의에게 발송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설문 회신을 받았다. 총 49기관에 발송하였

고, 이 중 29기관이 회신하여 1차 설문조사의 회신율은 59.2%였다

(Table 1).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

를 2020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15개 기관이 

회신하여 51.7%의 회신율을 보였다.

설문 문항은 1차는 22개였으며, 이 중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

고정 전기영동 공통 문항이 10개, 혈청단백 전기영동 관련이 10개, 

면역고정 전기영동 관련이 1개였다(Table 2). 2차 설문은 기기명 및 

내 · 외부 정도관리와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결 과

1. 설문참여 병원 현황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29개 병원을 병상 수별로 살펴보면, 500

병상 이하가 1기관(3.4%), 500-1,000병상이 15기관(51.7%), 1,000-

2,000병상이 10기관(34.5%), 2,000병상 이상이 3기관(10.3%)이었

다. 참여 기관의 월간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검사 건수는 Fig. 1A, 검사 방식은 Fig. 1B와 같다.

2. 기관별 보고 방식

설문조사 참여 기관 중 26기관(89.7%)에서 판독 보고서를 각 글

로불린(globulin)별 정량 값과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3기관(10.3%)

에서는 판독 보고서(interpretation report)만 제공한다고 답하였

다. 13기관(44.8%)에서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 

결과를 그림 혹은 그래프의 형태로 검사정보시스템(laboratory in-

formation system, LIS)을 통해 임상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든 기

관이 판독자의 성명을 판독 보고서에 제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단

클론성 단백을 추적관찰하는 환자의 경우 12기관(41.4%)에서 판

독 보고서에 이전 결과를 현재 결과와 병기하고, 9기관(31.0%)에

서는 판독 보고서에는 병기하지 않지만 검사정보시스템상 검사 결

과창에는 보고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기관(10.3%)에서 면역글

로불린(immunoglobulin) G/A/M 이나 유리형 경쇄(free light chain) 

검사 결과를 판독 보고서에도 병기한다고 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적인 검사(면역글로불린, 유리형 경쇄, 골

수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 판독 보고서상에서 권장사항(recom-

mendation)으로서 제시한다고 답변하였다. 이클론성(biclonal) 단

백의 경우에는 20기관(69.0%)에서 각각의 피크의 위치, 개별형(iso-

type), 정량 값을 분리하여 제공하고, 8기관(27.6%)에서 각 피크의 

Table 1. List of participating hospitals

Name of the hospital

Asan Medical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ong-A University Hospita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ospital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angbuk Samsung Hospital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St. Mary’s Hospital

Severance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s hospital

Ulsan University Hospital

Veterans Health Service Medical Center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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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rst survey questions and response frequencies 

Questions Answer, N (%)

Questions 1 through 10 of the survey are applicable to both SPEP and IFE.

  1. How many SPEP/IFE tests are performed per month in your laboratory?
      See Fig. 1(A).
  2. Which method does your laboratory use for SPEP/IFE tests?
      See Fig. 1(B).
  3. Does your laboratory report only quantitative values, interpretation reports, or both?

      Quantitative values 0 (0.0)

      Interpretation reports 3 (10.3)

      Both 26 (89.7)

  4. Does your laboratory display SPEP/IFE patterns as pictures or graphs?

      Yes 13 (44.8)

      No 16 (55.2)

  5. Do you present the name of an interpreter on your interpretation report?

      Yes 29 (100)

      No 0 (0.0)

  6. Do you report previous results in patients who follow up on a monoclonal protein?

      Report the previous results also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12 (41.4)

      Report the previous results in the LIS, but not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9 (31.0)

      Note these, but not report them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8 (27.6)

  7. If the patient has the results of serum IgG/A/M and free light chain tests, do you present these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Report them also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3 (10.3)

      Note these, but not report them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26 (89.7)

  8. If additional tests are required on the patient, do you suggest these?

      Yes 28 (96.6)

      No 1 (3.4)

  9. How do you report a bi-clonal paraprotein: report as a combined result of the two parts, or separate results on each?

      Report the location, isotype, and quantity of each monoclonal protein 20 (69.0)

      Report the location and isotype of each monoclonal protein, but report the quantity as a combination of the two 8 (27.6)

      Report only that there are two monoclonal proteins 1 (3.4)

10. How does your laboratory manage the external quality control (proficiency test) of the SPEP/IFE test?

      Inter-laboratory proficiency test 17 (58.6)

      CAP survey 4 (13.8)

      Both 5 (17.2)

      No external quality control or no response 3 (10.3)

Questions 11 through 20 are applicable to the survey on SPEP.

11. How do you compartmentalize each globulin fraction shown on the SPEP tests?

      Albumin, alpha-1, alpha-2, beta, and gamma 6 (20.7)

      Albumin, alpha, beta-1, beta-2, and gamma 1 (3.4)

      Albumin, alpha-1, alpha-2, beta-1, beta-2, and gamma 22 (75.9)

12. What are the reporting units (g/dL of g/L) and decimal places (1st or 2nd) of the quantitative values in your laboratory?

      g/dL, 1st decimal place 14 (48.3)

      g/dL, 2nd decimal place 14 (48.3)

      g/L, 1st decimal place 1 (3.4)

      g/L, 2nd decimal place 0 (0.0)

13. Do you present the ratio (%) of each globulin fraction to the total protein along with the quantitative value (g/dL or g/L)?

      Yes 24 (82.8)

      No 5 (17.2)

14. Do you present the reference intervals for each globulin fraction in the interpretation report? If so,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present, the ratio or the quantity?

      Present them as the ratio (%) 8 (27.6)

      Present them as quantity (g/dL or g/L) 2 (6.9)

      Present them as both the ratio and the quantity 16 (55.2)

      Do not present them 3 (10.3)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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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Fig. 1. Number of tests per month by participating laboratories (A) and the number of laboratories stratified according to the test method (SPEP/
IFE) (B). 
Abbreviations: SPEP,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IFE,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CZE,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 AGE, agarose gel elec-
tropho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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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o you report comment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or suspected diseases)/patterns?

      See Fig. 2.
16. Which of the following methods do you use to quantify a monoclonal protein?

      Standard perpendicular drop method 13 (44.8)

      Corrected perpendicular drop method 9 (31.0)

      Tangent skimming method 6 (20.7)

      Apply different methods depending on the pattern 1 (3.4)

17. When a monoclonal protein is detected, how do you indicate the corresponding region?

      Report the region subdivided into beta-1, beta-2, etc. 14 (48.3)

      Report the region as beta or gamma 13 (44.8)

      Not report the particular region 2 (6.9)

18. When a monoclonal protein is detected, which of the following terms do you use for reporting?

      See Fig. 3(A).
19. What is the limit of quantitation of a monoclonal protein in your laboratory?

      See Fig. 3(B).
20. How do you report a monoclonal protein below the limit of quantitation in your laboratory?

      Trace 1 (3.4)

      Monoclonal protein is detected, but at less than the limit of quantitation. 5 (17.2)

      Monoclonal gammopathy is suspected. 12 (41.4)

      Report all, even when in a small amount 3 (10.3)

      Not report 8 (27.6)

Question 21 is applicable to the survey on IFE.

21. If the monoclonal protein amount is less than the limit of quantitation but you can distinguish the isotype on the IFE pattern, how would you report it?

      Report the region and isotype, but mention the amount as below the limit of quantitation or only visible by IFE 25 (86.2)

      Mention that monoclonal gammopathy is suspected 4 (13.8)

Abbreviations: SPEP,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IFE,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Ig, immunoglobulin;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위치와 개별형을 제공하나 정량 값의 경우에는 둘을 분리하지 않

고 합친 값을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외부정도관리 혹은 숙련도 

조사의 경우, 검사실 간 숙련도 평가 17기관(58.6%),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숙련도평가 4기관(13.8%), 둘 다 시행 

5기관(17.2%), 시행하지 않거나 무응답 3기관(10.3%)으로 나타났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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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cond survey questions and response frequencies 

Questions Answer, N (%)

1. What is the name of the instrument your laboratory uses for the SPEP/IFE tests?

Sebia, N=12 (80.0)

Capillarys 2 Flex Piercing 6 (40.0)

Capillarys 2 2 (13.3)

Capillarys 3 2 (13.3)

Hydrasis scan 2 1 (6.7)

MINICAP 1 (6.7)

Helena laboratory, N=3 (20.0)

Epalyzer 2 2 (13.3)

Spife 3000 1 (6.7)

2. How often does your laboratory perform the SPEP/IFE test and IQC?

Every day 4 (26.7)

Once a week 1 (6.7)

Twice a week 10 (66.7)

3. Which of the followings does your laboratory use for IQC? 

QC materials of the manufacturer 13 (86.7)

Pooled serum 1 (6.7)

Bio-rad QC materials 1 (6.7)

4. How does your laboratory set the targe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C materials?

Target values set by the manufacturer 2 (13.3)

Cumulative values in your laboratory 13 (86.7)

5. How many levels of QC materials does your laboratory use for the IQC?

One level 10 (66.7)

Two levels 5 (33.3)

6. What is the acceptance criterion of the EQC in your laboratory?

Bias within 10% 6 (40.0)

Bias within 20% 2 (13.3)

Bias within 10% for the high level and 20% for the low level 2 (13.3)

Criteria by the CAP survey 3 (20.0)

No external quality control or no response 2 (13.3)

Abbreviations: SPEP,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IFE,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QC, internal quality control; QC, quality control; EQC, external quality control,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Fig. 2. Number of laboratories reporting comment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or suspected diseases) (A) and pattern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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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phase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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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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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2.8)

12 (41.4)

3 (10.3)

Polyclonal gammopathy

Hypogammaglobulinemia

Oligoclonal pattern

Hemolysis

Bisalbuminemia

Prealbumin

Contrast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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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report routi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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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9 (100)

23 (79.3)

17 (58.6)

12 (41.4)

11 (37.9)

10 (34.5)

10 (34.5)

9 (31.0)

1 (3.0)

3. 기관별 정량 및 서술 방식

각 글로불린별 구획 방식은 알부민(albumin), alpha-1, alpha-2, 

beta-1, beta-2, gamma의 경우가 22기관(75.9%)으로 가장 많았고, 

정량 단위는 대부분의 경우 g/dL이었으나, 소수점 아래 표기의 경

우 1자리와 2자리까지 표기한 기관의 수가 각 14기관으로 동일하

였다. 24기관(82.8%)에서 각 구획의 정량 값(g/dL 또는 g/L)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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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총 단백(total protein)에 대한 비율(ratio, %)을 함께 제시하고, 

참고구간(reference interval)의 경우 16기관(55.2%)에서 정량 값과 

비율에 대한 참고구간을 모두 제시하고, 8기관(27.6%)에서는 비율

에 대해서만 제시한다고 답변하였다. 각 병적 상황이나 의심 질환, 

전기영동 패턴(pattern)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commentation)에 

대한 응답은 Fig. 2와 같다. 단클론성 단백의 정량방법은 해당 영역 

전체를 정량하는 방법(standard perpendicular drop method, 표

준수직작도법) 13기관(44.8%), 해당 영역을 정량하되 아래쪽의 기

저 다클론성 영역(baseline polyclonal region) 너비를 고려하여 약

간 좁게 정량하는 방법(corrected perpendicular drop method, 교

정수직작도법) 9기관(31.0%), 해당 영역에서 기저 영역을 제외하고 

위 부분만 정량하는 방법(tangent skimming method, 접선절삭법) 

6기관(20.7%)로 기관마다 상이하였다. 단클론성 단백의 영역은 14

기관(48.3%)이 beta-1, beta-2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고하고, 13기관

(44.8%)이 beta나 gamma 등으로 단순화하여 보고한다고 응답하

였다. 단클론성 단백을 지칭하는 용어는 Fig. 3A와 같이 기관별로 

다양하였고,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또한 Fig. 3B와 같이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량한계 미만이지만 소량의 단클론성 

단백이 의심되는 경우 12기관(41.4%)에서 “단클론성 단백이 의심

됩니다”, 5기관(17.2%)에서 “단클론성 단백이 검출되었으나, 검출

한계 미만입니다.” 등으로 답변하였으나, 이를 특별히 보고하지 않

는 경우도 8기관(27.6%)로 나타났다. 정량한계 미만이지만 개별형

을 면역고정 전기영동 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24기관

(86.2%)에서 이의 위치와 개별형을 보고하고 “면역고정 전기영동

에서만 소량 관찰됩니다”라고 보고한다고 하였다(Table 2).

4. 기기명 및 내·외부 정도관리

2차 설문조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15개 기관 중에서, 12기관

(80.0%)이 Sebia (Lisses, France) 사의 기기를, 3기관(20.0%)이 Hel-

ena (Beaumont, TX, USA) 사의 기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내부정도관리는 모든 기관이 검사 시행일마다 진행하였는데, 주 2

회 검사의 내부정도관리 및 검사하는 경우가 10기관(66.7%)로 가

장 많았고, 제조사 전용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13기관(86.7%)로 

Fig. 3. Distribution of reporting terms for a monoclonal protein (A) and the limit of quantitations (B) according to the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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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내부정도관리의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의 목표 값의 경우 기관별 누적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

는 경우가 13기관(86.7%)로 가장 많았고, 시행 농도별 정도관리물

질 수는 1개 농도 사용 10기관(66.7%), 2개 물질 사용 5기관(33.3%)

이었다. 외부정도관리 혹은 숙련도 평가의 적합성(acceptance) 기

준은 차이(bias)가 10% 이내, 20% 이내, 농도 별 차등 적용, CAP 숙

련도 평가 기준 차용 등으로 다양하였다(Table 3).

고 찰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은 형질세포질환(plasma 

cell dyscrasia)은 물론 많은 단백 관련 질환 및 이외 전신질환을 감

별하는 데에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자동화 분석기기를 이용하는 

다른 일반화학 종목들과는 달리 판독자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기관 간, 검사자 간 차이 가능성이 존재한다[5, 11, 13]. 또한 

단클론성 단백 정량의 경우에는 검출되는 영역에서 아래쪽의 기

저 다클론성 영역을 얼마만큼 배제하여 정량 영역을 잡을지에 따

라서 차이가 발생하며, 면역글로불린 중쇄와 경쇄의 결합에 따라 

정량 영역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도 한다[9, 

12]. 물론 검사법의 발전에 따라 전기영동법의 해상도가 향상되어 

단클론성 단백 검출의 민감도가 향상되고 간섭현상도 많이 개선

되었지만[9], 검사 판독에 있어서는 아직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

역고정 단백영동 검사의 판독 및 보고 방법의 일치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임상검사실을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참가기관의 월간 검사 시행 건수 및 검사 방식은 Fig. 1

과 같이 기관별로 다양하였다. 모세관 전기영동법(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과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법(agarose gel electro-

phoresis) 모두 단클론성 단백에 대한 민감도가 90% 이상이나 특

이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일

반적인 혈청단백 전기영동의 경우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한 모세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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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법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여 많은 검사실에서 사용 중이고[6, 

8],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경우 혈청단백 전기영동에 비해 소량의 

단클론성 단백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검사 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1, 14].

판독 보고서의 전반적 형태의 경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

기영동 패턴에 대해 그래프나 그림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13기관

(44.8%)이었고, 단클론성 단백에 대한 보고는 물론이고 Fig. 2와 같

이 그 이외의 여러가지 의심질환이나 패턴에 대해서도 판독 보고

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전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고를 하

되 보고 여부나 방식에 있어서는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대부

분의 경우 추가 혹은 추적 검사에 대한 권고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모든 기관이 판독 보고서에 판독자 성명을 명시하였다. 전기영동 

검사에 대한 개괄적 보고 방식(synoptic reporting) 문헌에 의하면

[11], 판독 보고서에는 이상소견을 보이는 밴드(band) 유무, 밴드의 

수와 위치에 대한 세부 서술(가능한 경우), 이전 검사 결과, 판독 

서술문, 추가 혹은 추적 검사에 대한 권고(필요한 경우), 판독자 성

명 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글로불린 영역별 구획 및 정량 값 보고의 경우, 많은 기관들(22

기관, 75.9%)이 구획에 있어서 beta 영역도 세분화하여 보고하고, 

권고안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총 단백에 대한 각 구획의 비

율(%)도 다수의(24기관, 82.8%) 경우 보고하고 있었다. 보고단위는 

대부분 g/dL이었으며, 소수점 아래 표기 자리 수는 1자리 또는 2자

리로 기관별로 상이하였다. Canadi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s 

Monoclonal Gammopathy Working Group에서 제시하는 권고안

에 따르면[8, 15], 각 글로불린을 albumin, alpha-1, alpha-2, beta (이

상적으로는 beta-1과 2로 세분화하는 것을 권장), gamma로 구획하

고 각 구획의 정량 값 및 참고구간을 제시하며, 보고단위로는 g/L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의 권고안에서는 g/L 

단위를 사용하고, 가장 근접한 정수로 반올림하여 보고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6, 7]. 양측의 권고안에서는 구획별 비율(%)에 대한 언

급은 없었다. 국내의 경우 총 단백 및 알부민 정량 값을 g/dL으로 

표기하기에 각 글로불린 구획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

었다.

단클론성 단백 보고의 경우, 모든 기관이 정량 보고를 하되 세

부 보고방식에는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단클론성 단백의 위

치 보고에 있어서도 각 구획별로 세분화하여 보고하는지 여부가 

달랐고, 단클론성 단백을 표현하는 용어 또한 Fig. 3A와 같이 기관

별로 상이하였다. 물론 아직까지는 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은 

없다. 이클론성 단백의 보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각 

피크의 개별형과 위치를 보고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각 

피크의 정량값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각각의 피크 정량을 합쳐 보

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통일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권고안에 따르면 단클론성 단백이 존재할 경우 

이의 정량값 및 개별형을 보고하고, 이전 결과와 비교하여 의미 있

는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클론성 혹은 

여러 개의 단클론성 단백이 존재할 경우에는 추적관찰을 위해 각

각의 피크를 명확히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 15].

단클론성 단백의 정량한계에 대해서는 Fig.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관별로 그 기준이 다양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1 g/L (=0.1 

g/dL)를 제시하고[8, 14, 16], 그 이하의 경우에는 기저 다클론성 영

역 때문에 정량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trace 혹은 “<1 g/L 

(0.1 g/dL)”로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0.1 g/L (0.01 g/dL)라고 대답한 기관이 가장 많았고(11기관, 37.9%), 

1 g/L 미만의 값(0.1, 0.2, 0.5 g/L)을 정량한계로 설정한 기관이 20

기관(69.0%)이었다. 이는 Sebia사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수점 둘

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전기영동의 경우 

정량한계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기관별로 임상

과에서의 요구, 혹은 기기나 시약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검사실의 상황에 맞는 정량 한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일관

적인 보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클론성 단백의 정량방법 또한 기관별로 상이하였는데, 기저 

다클론성 영역까지 같이 정량될 수 있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표준수직작도법 51%, 교정수직작도법 

7%, 접선절삭법 17%라는 결과를 보여[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

내의 경우와는 양상이 약간 다르지만 표준수직작도법을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뉴질랜드의 권고안 또한 이

를 지지하고 있다[7]. 다만, 경우에 따라 정량법에 따른 값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수 있고[9], 단클론성 단백이 저농도로 존재할 경

우 정량법 간 값의 차이가 최대 58%까지 난다는 보고도 있어[18], 

동일 기관 내에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단클론성 단백을 정량

하고 기관 내 검사자 간 일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 검사실의 내 · 외부 정도관리 현황 또한 기관별로 다양하였다. 

내부정도관리의 주기는 다양하였으나 이는 많은 검사실에서 전기

영동 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행일마다 정도관리를 

하기 때문이었으며, 내부정도관리 목표는 대부분 검사실 누적치

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정도관리의 경우 많은 경우 검사실 간 

숙련도 평가 혹은 CAP survey를 통해 시행 중이었으나, 일부의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비록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겠

으나 국내에서도 전기영동 검사에 대한 신빙도조사 혹은 외부정

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임상검사실에서의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

고정 전기영동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연구이다. 다만, 기

관 자체적으로 전기영동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부 전문 수탁검

사기관으로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 재단 내에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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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원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한 기관으로 검사를 보내는 경우도 

많아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다소 낮았다. 또한 전문 수탁검사기관

에도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응답한 기관이 없어서 본 연구에 포

함되지 못한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설문조사에 종합병원 및 대학

병원만 포함된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문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판

독을 하는지(예: 임상병리사, 전공의, 전문의), 판독자가 얼마만에 

바뀌는지(예: 수 개월, 수 년, 담당자 1명이 계속 판독) 등 판독자에 

대한 조사를 다루지 못하였다[19]. 둘째, 단클론성 단백의 정량 값

을 판독 보고서 이외에도 검사정보 시스템상에도 따로 보고하는

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고 셋째, 내부정도관리의 허용 기준에 대

해서도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 상

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첫 연구로서 앞으로의 국내의 전기영동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연구로 그 의의

가 있다. 향후 더 많은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혈

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 영역에서의 표준화 혹은 일

치화 방안을 마련하여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배경: 본 연구는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국내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방법: 임상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국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들

을 대상으로 네이버 웹 기반의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검사방법, 정량법, 판독 보고서와 

관련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어서 기기명 및 내 · 외부 정

도관리에 대한 두 번째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결과: 총 29개 병원이 1차 설문조사에, 그리고 그 중 15개 병원이 2

차 설문조사까지 응답하였다. 26개(89.7%) 기관이 정량 값과 판독 

보고서 모두를 보고하였고, 24개(82.8%) 기관이 각 글로불린 분획

별 정량 값과 비율 모두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보고 단위 및 소수

점 표기 단위, 각 글로불린 분획 방식, 추가적인 서술, 단클론성 단

백에 대한 용어 및 정량법 등은 기관마다 상이하였다. 17개(58.6) 

기관이 검사실 간 신빙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내 · 외부 정도관

리 방식은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 각 기관마다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정

량법, 판독 보고서, 정도관리 등의 방식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

는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국내 현황을 반영

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결과 보고 및 해석 보고서 방식의 일치화

를 통해 검사 결과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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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the incidence of new HIV infections [1]. However, the 

dramatic rise in the use of antiretroviral therapy (ART) will likely 

increase the prevalence of acquired drug resistance (ADR) among 

treated HIV-infected individuals and transmitted drug resistance 

(TDR) in newly infected patients [2]. HIV drug resistance is a com-

mon cause of treatment failure in HIV-infected patients. AIDS Info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retroviral Agents in HIV-1–infected 

Adults and Adolescents suggest that therapy for a treatment-naïve 

patient generally comprises two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NRTIs) in combination with a third active drug from 

one of three drug classes, namely, an integrase strand transfer in-

hibitor (INSTI), a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NRTI), or a protease inhibitor (PI) with a pharmacokinetic en-

hancer [3]. The guidelines recommend initial antiretroviral regi-

mens for most people with HIV as 1 INSTI plus 2 NRTIs or plus 1 

INTRODUCTION

The worldwide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hu-

man immunode�ciency virus (HIV) infection have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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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hile the incidence of new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s has decreased, the dramatic rise in antiretroviral ther-
apy (ART) use will likely increase the prevalence of drug resistance mutations (DRM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profile 
of HIV-1 DRMs in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patients in South Korea and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DRM and the clini-
cal response.
Methods: Thirty-six ART-naïve and 8 ART-experienced HIV-1–infected Korean patients referred for standard genotypic resistance testing (SGRT) 
between 2018 and 2019 were enrolled. Their SGRT results, viral loads, and CD4+ T cell counts were analyzed.
Results: Protease inhibitor (PI)-related DRMs were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mutations in ART-naïve (52.8%) and ART-experienced (50.0%) 
groups, followed by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NRTI)-related and integrase inhibitor (INSTI)-related DRMs. Major DRMs 
were observed only as NNRTI-related DRMs. The prevalence of transmitted drug resistance (TDR) was 55.6%, which was markedly higher than 
that previously reported. The changes in viral loads and CD4 counts in ART-naïve patients showed no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DRM (major, 
minor, and none). All ART-naïve patients were treated with INSTI-based regimens, and most showed very good responses.
Conclusions: The distribution of HIV-1 DRMs in Korean patients was biased toward PI-related and minor DRMs, and DRM severity was not as-
sociated with the clinical response.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recent DRM profile among Korean HIV-1 patients and empha-
sizes the importance of drug resistance geno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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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TI, and additionally mention HIV drug resistance testing be-

fore the inception of treatment to guide the selection of the initial 

ART regimen. HIV drug resistance testing is also performed to as-

sist the selection of active drugs while changing ART regimens, 

especially in patients with virologic failure and HIV RNA levels 

>1,000 copies/mL.

Data on DRM have been internationally published. Hattori et 

al. performed a drug resistance test on 3,904 HIV-1–infected cases 

in Japan and found the overall prevalence of TDR to be 9.1%, which 

was not signi�cantly different between recent and long-term sero-

converters [4]. Eleven of 127 drug-naïve and 13 of 117 �rst-line drug-

treated HIV-1–infected individuals in Suzhou, China, had trans-

mitted and acquired resistance mutations, respectively. Six TDR 

mutations (DRMs), including one major mutation, were found in 

the protease and reverse transcriptase regions [5]. In particular, 

INSTIs are the most recently introduced drug type and have been 

clinically used since 2007 [6]. Several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uncovering INSTI resistance mutations [7-9].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Agency, the prevalence of HIV in South Korea is very low, 

at less than 0.1%. The major subtype of HIV-1 is subtype B and 

the incidence of TDR ranges from 1.9% to 8.5% in South Korea [10-

14]. Many HIV-1 DRMs have been reported in South Korea.

Clinical responses according to DRMs were analyzed in previ-

ous studies. Chin et al. calculated the sum of the average resistance 

mutation scores (SARMS) obtained from the Stanford HIV Drug 

Resistance Database (HIVDB) in each primary HIV-1–infected pa-

tient and found that the SARMS of patients with viral loads exceed-

ing 100,000 copies/mL were signi�cantly lower than those of pa-

tients with viral loads <100,000 copies/mL, suggesting that the 

resistant strains had decreased viral �tness [13].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pro�le of HIV-1 DRMs in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patients in South Korea. The secondary purpose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drug resistance and the clin-

ical response.

MATERIALS AND METHODS

1. Study design and patient population

We retrospectively enrolled HIV-1–infected patients who un-

derwent standard genotypic resistance testing (SGRT) between 

April 2018 and April 2019 at Boramae Medical Center in Seoul, 

South Korea. There are 15,000 HIV-infected individuals in South 

Korea, and approximately 340 patients have regular follow-up vis-

its at the hospital, accounting for 2.3% of all HIV-infected people. 

Individual patient data were extracted from electronic hospital re-

cord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10-2019-

36)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tenets of the Declara-

tion of Helsinki. All standard genotypic resistance tests were per-

formed with written informed consent.

We calculated the required sample size us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actical manual for the determination of sample 

sizes in health studies [15]. The required sample sizes of ART-na-

ïve and ART-experienced groups were 29–120 and 385, respec-

tively. A total of 61 HIV-1–infected patients were screened. We ex-

cluded 18 HIV-1–infected patients whose history of treatment was 

unknown or whose SGRT results were “not assessed” due to low 

viral loads. We enrolled 43 patients, including 36 ART-naïve and 7 

ART-experienced patients, who were initially tested with SGRT. 

One patient (patient #23) underwent SGRT before and after ART 

and was included in both the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groups in the overall analysis. Most patients were male (95.3% 

and 87.5% in the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group, respec-

tively), and homosexual men accounted for 74.3% and 37.5% indi-

viduals, respectively (Table 1). The median ages were 29 and 34 

years in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group, respectively.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RT-naïve  
(N=36)

ART-experienced 
(N=8)

Sex

Male 35 (97.2) 7 (87.5)

   MSM 26 (74.3) 3 (37.5)

Female 1 (2.8) 1 (12.5)

Patients who died 2 (5.6) 0

Age 29 (26–33) 34 (28–53)

CD4 counts at enrollment (cells/µL)

<200 12 (33.3) 3 (37.5)

200–349 14 (38.9) 3 (37.5)

350–499 4 (11.1) 0

≥500 6 (16.7) 2 (25.0)

HIV RNA at enrollment (copies/mL) 35,272  
(12,530–185,900)

32,168  
(12,511–107,303)

Data are presented as the no. (%)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Abbreviations: ART, antiretroviral therapy;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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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tocol of genotypic drug resistance testing

Viral RNA was extracted from the plasma of patients with a 

TANBead OptiPure Nucleic Acid Auto Tube/Plate kit and TAN-

Bead instrument (Taiwan Advanced Nanotech Inc., Taoyuan, Tai-

wan)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guidelines. Reverse-tran-

scription PCR was carried out, the integrase gene (IN) was sub-

jected to laboratory-developed tests, and the reverse transcriptase 

gene (RT) and protease gene (PR) were analyzed with an Abbott 

ViroSeq kit (Abbott Laboratories, Chicago, IL, USA). Samples were 

sequenced using an ABI 3500xl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

tems, Waltham, MA, USA). Finally, genotypic drug resistance test-

ing elucidated the NRTI-, NNRTI-, PI-, or INSTI-related DRMs.

3. Interpretation of DRMs

The translated amino acid sequences were compared with the 

amino acid sequences of known DRMs. Variants in the RT and PR 

genes were compared with the 2019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Antiviral Society–USA (IAS–USA) DRM list [16], and those in the 

IN gene were compared with the HIVDB [17]. We de�ned a vari-

ant as a major drug resistance-related mutation for a speci�c class 

when it is considered a major drug mutation for at least one drug 

in a class of antiretroviral drugs according to the databases.

4. Clinical responses

For the analysis of clinical responses, CD4 counts, plasma HIV 

viral loads (Abbott RealTime HIV-1, Abbott Laboratories), and data 

on treatment history and mortality were collected. The follow-up 

viral loads and CD4 counts could not be obtained for four of 36 

ART-naïve patients due to death or follow-up loss. The median 

(interquartile range) follow-up periods of viral loads and CD4 counts 

among 32 ART-naïve patients were both 8 (6-11) months. As ART 

started 2 weeks after the measurement of initial CD4 counts and 

viral loads, the time periods between the start of ART and the �-

nal follow-ups of CD4 counts and viral loads in the ART-naïve 

group were 7 months and 2 weeks (median value), respectively. 

Among the eight ART-experienced patients, one had no follow-

up CD4 counts. The median (interquartile range) follow-up peri-

ods of viral loads in the eight ART-experienced patients and CD4 

counts in the seven ART-experienced patients were both 8 (3-11) 

months.

5.  Patient subgroup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DRM

We classi�ed the patients according to DRM subtypes. When 

the HIV strain harbored at least one major mutation, the patient 

was assigned to the major DRM subgroup. On the other hand, the 

patient was assigned to the minor DRM subgroup if his/her HIV 

strain had only minor mutations. Individuals with an HIV strain 

without any DRM were classi�ed into the non-DRM subgroup.

6. Statistical analysis

The chi-squared test or Fisher’s exact test was used to compare 

categorical variables, and the Kruskal–Wallis test with Dunn’s mul-

tiple comparison test was used to compare continuous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GraphPad Prism 7 (Graph-

Pad Software, San Diego, CA, USA). P<0.05 was considered sta-

tistically signi�cant.

Fig. 1. Landscape of DRM in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patients in South Korea. 
*represents major DRMs, and the absence of *represents minor DRMs.
Abbreviations: ART, antiretroviral therapy; DRM, drug resistance mutation; PI, protease inhibitor; NNRTI,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
tor; INSTI, integrase strand transfer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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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rug resistance mutation test results in 36 ART-naïve patients and their subsequent ART

Patient No. Drug resistance mutation
Following ART regimen

NRTI NNRTI PI INSTI

  1 None 3TC, ABC (-) (-) DTG

  3 None FTC, TAF (-) (-) EVG/c

  5 NNRTI(E138G)*, PI(A71T) 3TC, ABC (-) (-) DTG

  8 NNRTI(E138G)*, PI(A71T) FTC, TAF (-) (-) EVG/c

10 None FTC, TAF (-) (-) EVG/c

11 None 3TC, ABC (-) (-) DTG

12 None FTC, TAF (-) (-) DTG

15 PI(L10I) 3TC, ABC (-) (-) DTG

17 None FTC, TAF (-) (-) DTG

18 PI(L10I) 3TC, ABC (-) (-) DTG

19 None FTC, TAF (-) (-) DTG

21 PI(L10I) FTC, TAF (-) (-) EVG/c

22 None 3TC, ABC (-) (-) DTG

23 PI(L10I, A71V) 3TC, ABC (-) (-) DTG

24 PI(L10V, A71V) 3TC, ABC (-) (-) DTG

25 PI(L10I) 3TC, ABC (-) (-) DTG

26 None 3TC, ABC (-) (-) DTG

27 None FTC, TAF (-) (-) EVG/c

30 PI(A71V) FTC, TAF (-) (-) EVG/c

32 NNRTI(Y181C)* 3TC, ABC (-) (-) DTG

33 NNRTI(E138G)*, PI(A71T) 3TC, ABC (-) (-) DTG

34 PI(L10I, A71T) 3TC, ABC (-) (-) DTG

37 PI(A71T) 3TC, ABC (-) (-) DTG

39 PI(L10V) FTC, TAF (-) (-) DTG

43 PI(L10I), INI(E157Q) 3TC, ABC (-) (-) DTG

44 None 3TC, ABC, FTC, TAF (-) (-) DTG, EVG/c

46 None 3TC, ABC (-) (-) DTG

47 PI(A71V) 3TC, ABC (-) (-) DTG

48 PI(M46L, A71T) 3TC, ABC (-) (-) DTG

49 None 3TC, ABC (-) (-) DTG

50 PI(L33F) 3TC, ABC (-) (-) DTG

53 None 3TC, ABC (-) (-) DTG

55 PI(A71V) FTC, TAF (-) (-) EVG/c

56 None 3TC, ABC (-) (-) DTG

57 None 3TC, ABC (-) (-) DTG

61 PI(L10I) 3TC, ABC (-) (-) DTG

*represents major DRMs, and the absence of *represents minor DRMs.
Abbreviations: ART, antiretroviral therapy; DRM, drug resistance mutation; NRTI,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NRTI,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
tor; PI, protease inhibitor; INSTI, integrase strand transfer inhibitor; 3TC, lamivudine; ABC, abacavir; FTC, emtricitabine; TAF, tenofovir alafenamide; DTG, dolutegravir; EVG/c, 
elvitegravir/cobicistat. 

RESULTS

1. The landscape of DRMs

Twenty of 36 ART-naïve patients had DRMs for any one class of 

antiretroviral drugs, representing a TDR prevalence of 55.6%. Among 

ART-naïve patients, PI-related mutations were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DRMs (19/36, 52.8%), followed by NNRTI-related (4/36, 

11.1%) and INSTI-related (1/36, 2.8%) mutations (Fig. 1). NRTI-re-

lated mutations were not noted.

Among the eight ART-experienced patients, only one patient 

(patient #23) had SGRT results before ART. Both the pre- and post-

ART DRM of the patient were PI-related minor mutations as fol-

lows: L10I and A71V in pre-ART and L10V and A71V in post-ART. 

As patient #23 did not take PI, the DRM change was not in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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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g initial viral load per months required to reach virologic sup-
pression according to DRM subtypes in 28 ART-naïve patients. Viro-
logic suppression means the achievement of a viral load of less than 
the limit of detection (40 copies/mL). Horizontal lines and vertical lines 
indicate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respectively.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three subgroups (P=0.3429) or between 
any two groups.
Abbreviations: DRM, drug resistance mutation; VL, vir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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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rug resistance mutation testing results of 8 ART-experienced patients and their antiretroviral regimens before and after SGRT

Patient number
ART regimen before SGRT ART regimen after SGRT

Drug resistance mutation
NRTI NNRTI PI INSTI NRTI NNRTI PI INSTI

4 ZDV, 3TC (-) LRV/r (-) FTC, TAF (-) DRV/c DTG None

 7 3TC, ABC (-) (-) RAL (-) (-) DRV/c DTG None

 9 3TC, ABC (-) ATV/c (-) 3TC, ABC (-) ATV/c (-) None

 23 3TC, ABC (-) (-) DTG 3TC, ABC (-) (-) DTG PI(L10V, A71V)

 36 3TC, ABC, FTC, 
TAF

(-) DRV/c DTG 3TC, ABC (-) (-) DTG NNRTI(V179D), PI(L10I), 
INSTI(E157Q)

 38 FTC, TAF (-) (-) RAL FTC, TAF (-) (-) RAL None

 40 FTC, TAF, TDF EFV (-) EVG/c FTC, TAF (-) (-) EVG/c PI(L10I)

 54 3TC, ZDV EFV (-) (-) 3TC, ABC (-) (-) DTG PI(L10I)

All DRMs are minor DRMs.
(-) means none.
Abbreviations: ART, antiretroviral therapy; SGRT, standard genotypic resistance testing; NRTI,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NRTI, nonnucleoside reverse tran-
scriptase inhibitor; PI, protease inhibitor; INSTI, integrase strand transfer inhibitor; ZDV, zidovudine; 3TC, lamivudine; ABC, abacavir; FTC, emtricitabine; TAF, tenofovir alafen-
amide; TDF,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EFV, efavirenz; LRV/r, lersivirine/ritonavir; ATV/c, atazanavir/cobicistat; DRV/c, darunavir/cobicistat; RAL, raltegravir; DTG, dolutegra-
vir; EVG/c, elvitegravir/cobicistat. 

to be ADR. Therefore, the prevalence of ADR in this study could 

not be evaluated. In the ART-experienced subgroup, the most 

common class was PI (4/8, 50.0%), followed by NNRTI and INSTI 

(both 1/8, 12.5%). NRTI-related mutations were absent.

Major DRMs were observed in only the NNRTI class and only 

the ART-naïve group (4/36, 11.1%). The total DRM count in the co-

hort was 32, including four major DRMs (12.5%) and 28 minor DRMs 

(87.5%). The median mutation count per patient was 1 and ranged 

from 0 to 3. The L10I variant was the most frequent mutation in 

both the ART-naïve subgroup (8/36, 22.2%) and the ART-experi-

enced group (3/8, 37.5%).

2. DRMs and ART regimens

All ART-naïve patients were initially treated with INSTI-based 

regimens (Table 2). Only one ART-naïve patient (patient #43) har-

bored a minor INSTI-related drug mutation, E157Q. None of the 

other patients harbored NRTI- or INSTI-related DRMs. The previ-

ous ART regimens in ART-experienced patients were variable and 

included NNRTI-based, PI-based, and INSTI-based regimens (Ta-

ble 3). Four of 8 (50.0%) patients were estimated to not have de-

veloped ADR because they did not harbor any DRMs. Three pa-

tients (patients #23, 40, and 54) showed PI-related DRMs but had 

not previously received PIs, and their ART regimens after SGRT 

were all INSTI-based regimens. Patient #36 previously took PI-

(darunavir) and INSTI-based regimens and subsequently harbored 

minor PI- and INSTI-related mutations. However, the PI-related 

DRM (L10I) was a minor DRM for atazanavir and lopinavir but not 

darunavir. The INSTI-related DRM that the patient harbored was 

E157Q, which is a common polymorphic accessory DRM and has 

a minimal impact on integrase strand transfer activity and viral in-

fectivity [17, 18].

3.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drug resistance 

and the clinical response

Four of 32 ART-naïve and 4 of 8 ART-experienced patients with 

follow-up viral load data and CD4 counts did not achieve viral loads 

of less than 40 copies/mL (limit of detection, LoD). HIV RNA lev-

els below the lower LoD indicate virologic suppression [3].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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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achieved vi-

rologic suppression among DRM subtypes in either the ART-naïve 

or ART-experienced group (P=0.7214 and P>0.9999, respectively). 

We compared the decreased viral load rate after ART in ART-na-

ïve patients who achieved virologic suppression among the DRM 

subtypes and found no difference (P =0.3429, Fig. 2).

We analyzed the initial CD4 counts before ART and the �nal 

CD4 counts after ART in these 32 ART-naïve patients according to 

DRM subtypes (Table 4). The distribution of initial CD4 counts ac-

cording to DRM subtypes was not different among the subtypes 

(P =0.1087). In all the DRM subgroups, 75% or more patients from 

each group showed �nal CD4 counts of 350 copies/mL or higher 

(P =0.8587). The initial and �nal CD4 counts of the patients whose 

�nal CD4 counts were less than 350/µL were as follows: 73 and 

132/µL and 285 and 322/µL in the non-DRM subgroup; 51 and 19/µL 

and 126 and 248/µL in the minor DRM subgroup; and 38 and 194/µL 

in the major DRM subgroup.

DISCUSSION

In the current study, we presented the landscape of DRMs in 43 

Korean HIV-1–infected patients diagnosed from 2018 to 2019. Twenty 

of 36 (55.6%) ART-naïve patients and 4 of 8 (50.0%) ART-experi-

enced patients carried DRMs. In both subgroups, PI DRMs were 

the most common mutations, followed by NNRTI and INSTI DRMs. 

The majority of the observed DRMs were minor mutations, and 

major DRMs were reported in only NNRTI-related mutations. Kim 

et al. showed the prevalence and pro�le of HIV-1 DRMs in 50 ART-

naïve and 34 ART-experienced Korean individuals diagnosed be-

tween 2007 and 2011 [19]. These authors did not analyze the ex-

pression of IR gene. Six (12%) ART-naïve and 22 (64.7%) ART-ex-

perienced patients had HIV strains with resistance mutations. V179D 

(NNRTI) and M184V (NRTI) were the most common mutations 

among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patients,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Kim et al.’s results, our data showed higher TDR 

and PI DRM prevalence. In addition, several previous studies re-

ported that the prevalence of TDR in South Korea ranged from 

1.9% to 8.5% [10-14], which was lower than the present result. Con-

sidering only the major DRMs, the prevalence of TDR was 11.1% 

in this study. We speculated that the discrepancy in the prevalence 

of TDR may be attribute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DRMs among 

researchers, the various databases used in DRM analysis, and de-

viation due to small population sizes.

We could not estimate the prevalence of ADR because most of 

the cohort did not undergo SGRT both before and after ART. Only 

one patient (patient #23) underwent SGRT both before and after 

ART because the viral load did not decrease below the LoD on 

ART. The patient harbored minor PI-related DRMs (L10I and A71V) 

before the initiation of ART. SGRT results from both 10 and 11 

months from the initiation of ART revealed only minor PI-related 

DRMs (L10V and A71V), and the patient was prescribed an INSTI-

based regimen. The major cause of the patient’s poor response 

was thought to be poor compliance.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DRM subtypes and 

the clinical response, viral loads and CD4 counts in ART-naïve pa-

tients showed no correlations with the DRM subtypes. Overall, 28 

of 32 (87.5%) ART-naïve patients achieved virologic suppression 

and 27 (84.4%) patients had CD4 counts of 350/µL or higher after 

ART. An incomplete virologic response, indicative of virologic fail-

ure, is that when two consecutive plasma HIV RNA levels are  

≥200 copies/mL after 24 weeks on an ART regimen in a patient 

without virologic suppression on the regimen [3]. As long as ART 

maintains viral suppression, CD4 counts would recover. CD4 count 

recovery occurs most rapidly in the �rst 3 months of ART and grad-

ually increases thereafter [20-22]. The 7.5-month follow-ups of CD4 

counts and viral loads in this study were suf�cient to evaluate the 

clinical responses.

Most patients in the ART-naïve group showed very good re-

sponses. As most physicians in South Korea use INSTI-based reg-

imens [23], all regimens used to treat ART-naïve patients in our 

study were INSTI-based, but the major DRMs were NNRTI-re-

lated mutations. The most common minor DRMs were PI-related, 

and the median number of mutations per patient was one. These 

factors explain why most patients did not develop treatment fail-

ure, irrespective of the DRM subtype.

Table 4. Initial CD4 counts before ART and final CD4 counts after ART 
in 32 ART-naïve patients according to DRM subtypes

DRM type
Initial CD4 count/µL before ART* Final CD4 ≥350/µL 

after ART†
<200 200–349 350–499 ≥500

None (N=14) 2 9 2 1 12 (85.7%)

Minor (N=14) 3 5 2 4 12 (80.0%)

Major (N=4) 3 0 0 1 3 (75.0%)

*P =0.1087, †P =0.8587.
Abbreviations: ART, antiretroviral therapy; DRM, drug resistance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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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observed INSTI-related DRM was E157Q reported in 

2.8% (1/36) of the ART-naïve group and 12.5% (1/8) of the ART-

experienced group. This minor DRM alone has hardly any impact 

on drug resistance. Other studies reported the prevalence rates of 

INSTI DRMs in ART-naïve patients in South Korea as 12.3% in 2014 

and 2015 and 47.1% in 2007 [8, 24]. All of these were minor DRMs. 

The E157Q variant had prevalence rates of 8.5% in 2014–2015 and 

7.1% in 2007. The low prevalence of INSTI DRMs in the current 

study may be owing to the small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Meanwhile, our cohort included two dead HIV-1–infected ART-

naïve patients. One patient was a 42-year-old female who had no 

past medical history except postnasal drip syndrome. The patient 

had fever, chills, and cough 2 weeks before a visit, and the HIV 

screening test was positive. The patient was admitted and received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TMP-SMX) and methylpredniso-

lone to treat severe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She was 

then treated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d died due to multiorgan 

failure 27 days after admission. The other patient was a 36-year-

old male who presented with dyspnea a month prior. He was ad-

mitted, con�rmed to have HIV infection, and treated with TMP-

SMX, prednisolone, and a mechanical ventilator. The patient ex-

hibited aggravated to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roba-

bly due to cytomegalovirus pneumonia, and �nally died 27 days 

after admission.

The potential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that it was based on 

the data from a single center and included a small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manual for the calculation of sam-

ple sizes [15], we calculated the required sample sizes. For a 95% 

con�dence level, a desired precision of 0.05, and an expected prev-

alence of TDR from 1.9% to 8.5%, the minimum sample size re-

quired in the ART-naïve group ranged from 29 to 120 individuals. 

Given the limited data on DRM prevalence in ART-experienced 

patients, the acquisition of a minimum sample size for the ART-

experienced group was limited. When the expected prevalence 

was 50% with a 95% con�dence level and a desired precision of 

0.05, the minimum sample size of ART-experienced patients was 

385. In this study, the number of ART-naïve patients (N=36) was 

appropriate and the number of ART-experienced patients (N=8) 

was too small to present the DRM prevalence in ART-experienced 

patients in South Korea.

We presented the recent DRM distribution and prevalence in 

both ART-naïve and ART-experienced HIV-1–infected patients in 

a single center in South Korea, although the number of ART-ex-

perienced patients was too small. A total of 58.3% ART-naïve and 

50.0% ART-experienced patients harbored HIV strains with PI-re-

lated resistant mutations, which were all minor mutations. Two 

major DRMs in NNRTIs were observed in only four ART-naïve 

patients. Almost all Korean HIV-1–infected patients received IN-

STI-based regimens, and most patients had a good prognosis. 

Our results presented no major INSTI DRM, supporting the cur-

rent use of INSTI-based treatment. The prevalence of TDR was 

higher than that previously reported, suggesting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DRMs among researchers.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cant correlation between DRM subtypes and viral 

loads or CD4 counts. SGRT is necessary to select appropriate regi-

mens in the initiation of ART or the treatment of treatment-failure 

cases and to monitor TDR. Surveillance of the distribution and 

prevalence of DRM in HIV-1 should be continued globally.

요 약

배경: 새롭게 발생하는 HIV 감염은 감소했지만, 항레트로바이러

스요법 사용이 급증하면서 항HIV 약제 내성 돌연변이의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 및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HIV-1 약제 내성 돌

연변이의 빈도 및 프로파일을 조사하고, 약제 내성 돌연변이의 정

도와 임상적 반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표준 유전형 내성 검사(SGRT)가 의

뢰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력이 없는 36명의 환자와 치료력이 

있는 환자 8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환자들의 SGRT 결과, 바이러

스 양 및 CD4 양성 T세포 수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결과: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관련 내성 돌연변이는 항레트로바이

로스요법 경험이 없는 그룹과 경험이 있는 그룹 모두에서 가장 흔

하게 관찰되었으며(각각 52.8% 및 50.0%)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억제제 관련 및 통합효소 억제제 관련 내성 돌연변이가 그 뒤

를 이었다. Major drug resistance mutation은 비뉴클레오시드 역전

사효소억제제 관련 내성 돌연변이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파

된 약제 내성(transmitted drug resistance) 유병률은 55.6%로 이전

에 보고된 결과보다 현저히 높게 관찰되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요

법 경험이 없는 환자의 바이러스 양 및 CD4 수치 변화는 약제 내

성 돌연변이의 정도(major, minor, 없음)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력이 없었던 모든 환자는 통합효소 억제제 기반 요

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매우 좋은 임상 반응을 보였다.

결론: 한국인 환자에서 HIV-1 약제 내성 돌연변이의 분포는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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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효소 억제제 관련 내성 돌연변이와 minor drug resistance mu-

tation에 치우쳐 관찰되었으며, 약제 내성 돌연변이의 중증도는 임

상 반응과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인 HIV-1 감염 환자

의 약물 내성 돌연변이 프로파일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내성 유전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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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clotting [1]. Since they allow rapid assessment of global he-

mostatic function, they have been used to guide transfusion ther-

apy during liver transplantation and cardiac bypass surgery. In the 

past, the tests required non-citrated whole blood used within 5 

minutes after collecting. Today, citrated whole blood can be used 

instead, which allows them to detect many clinical bleeding dis-

orders in a central laboratory [2].

TEG measures different parameters of clot formation and clot 

lysis: reaction time (R), the time to initial �brin formation, re�ects 

the circulating levels of coagulation factors; time to clot formation 

(K); alpha angle (α), which shows the �brinogen level; maximum 

amplitude (MA), re�ects the combined levels of platelets and �-

brinogen; percentage of �brinolysis at 30 minutes after MA (LY30); 

and coagulation index (CI), a linear combination of R, K, α, and 

MA [3]. To evaluate blood coagulation, we need to establish 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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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elastic tests, such as thromboelastography (TEG) and t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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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romboelastography (TEG) is a method that assesses whole-blood coagulation efficiency by measuring different parameters of 
clot formation and clot lysis. Whether and how blood coagulation factors influence the TEG parameters is unknown.
Methods: Blood coagulation factors measured by an automated coagulation analyzer (ACL TOP; Beckman Coulter, USA) and thrombin generation 
measured by automated thrombogram method (Thrombinoscope, Netherlands) were quantified in 109 healthy volunteers to investigate their cor-
relation with six TEG parameters. TEG parameters were analyzed with the TEG 5000 Hemostasis Analyzer System (Haemonetics, USA). To assess 
whether TEG detects coagulation factor deficiencies, TEG was performed in four patients, with three known coagulation factor deficiencies.
Results: Reaction time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ctors V and XII, and clot formation time positively correlated only with factor XII. Alpha angl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ctor XII and negatively with protein S. Maximum amplitud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ibrinogen and factors 
VIII and XII, whereas coagulation index only with factors VIII and XII. Thrombin generation and percentage of fibrinolysis at 30 minutes after 
maximum amplitude exhibited no correlation with the TEG parameters. Of the four TEG-tested patients, only the patient with factor V deficiency 
had elevated reaction time values.
Conclusions: TEG parameters, especially reaction time, are mainly affected by factors V and XII. Since TEG had limitations in detecting coagula-
tion factor deficiencies, future research should improve its sensitivity with various stimuli that activate coagul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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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ranges for TEG parameters and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m. For instance,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abnormal 

or normal TEG parameter values in patients with certain coagula-

tion factor de�ciencies [4-6]. Furthermore, demonstrating whether 

TEG parameters correlate with levels of coagulation and anticoag-

ulation factors by simultaneous measuring has never been shown.

Here, we established normal reference ranges for six TEG pa-

rameters and investigated their correlation with different coagula-

tion and anticoagulation factors. In addition, we assessed whether 

TEG detects coagulation factor de�ciencies.

MATERIALS AND METHODS

1. Study population and specimen collection

In total, 109 healthy volunteers and four patients with coagula-

tion factor de�cienc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fter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

pital. All individuals were Korean. “Healthy” was de�ned as free 

from acute illness and without hospitalization for any illness dur-

ing the previous 6 months. We excluded subjects with any bleed-

ing or thrombotic disorders, recent illnesses, and those taking an-

ticoagulants.

The mean age of the volunteers was 36 years (21–62 years).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by venipuncture into commercially avail-

able tubes containing 0.109 mol/L sodium citrate (Becton Dickin-

son, San Jose, CA, USA). For thrombin generation assay and other 

coagulation tests, plasma was separated by centrifugation of whole 

blood at 1,550×g for 15 minutes within 2 hours after blood sampling. 

Plasma aliquots were stored at −80˚C.

2. Thromboelastography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1 mL of the citrated 

whole blood was pipetted into a vial containing buffered stabiliz-

ers and kaolin (Haemonetics, Niles, IL, USA). After �ve gentle in-

versions, 340 μL of kaolin-activated blood was pipetted into a dis-

posable cup containing calcium chloride and analyzed with the 

TEG 5000 Hemostasis Analyzer System (Haemonetics, Niles, IL, 

USA) for 50 minutes. Six TEG parameters were recorded: time to 

initial �brin formation (R), time to clot formation (K), alpha angle 

(α), maximum amplitude (MA), percentage of �brinolysis at 30 

minutes after MA (LY30), and coagulation index (CI).

To measure the functional �brinogen level (FLEV), 0.5 mL of 

the citrated whole blood was pipetted into a functional �brinogen 

reagent vial (Haemonetics Corporation, Niles, IL, USA), contain-

ing a tissue factor and platelet inhibitor. After �ve gentle inversions, 

the blood was treated with the procedure described above. 

3.  Thrombin generation assay (TGA) and other 

coagulation tests

Tissue factor–triggered thrombin generation in platelet-poor 

plasma (PPP) was analyzed using the calibrated automated throm-

bogram method (Thrombinoscope, Maastricht, Netherlands). Wells 

of a round-bottomed 96 well plate containing the tissue factor at a 

�nal concentration of 1 pmol/L with phospholipids or thrombin 

calibrators was �lled with 20 μL of the PPP reagent and 80 μL of 

the test plasma. After adding 20 μL of a �uorogenic substrate to 

HEPES buffer containing calcium chloride, �uorescence was mea-

sured in the Fluoroskan Ascent �uorometer (Thermo Labsystems, 

Helsinki, Finland) and thrombin generation curves were calcu-

lated with the Thrombinoscope software (Thrombinoscope, Maas-

tricht, Netherlands). Thrombin generation curves were analyzed 

using parameters that represent the initiation, propagation, and 

termination phases of thrombin generation (lag time, endogenous 

thrombin potential [ETP], and peak thrombin height).

Coagulation tests were conducted on an automated coagulation 

analyzer (ACL TOP;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 pro-

thrombin time (P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brinogen, coagulation and anticoagulation factor assays. PT was 

measured using the HemosIL RecombiPlasTin reagent (Instrumen-

tation Laboratory, Milan, Italy) and aPTT using the SynthASil re-

agent (Instrumentation Laboratory). Fibrinogen activity was mea-

sured using the HemosIL Fibrinogen-C XL reagent (Instrumenta-

tion Laboratory) based on the Clauss method [7]. Coagulation fac-

tors FII, FV, FVII, and FX were quanti�ed using a PT-based clot-

ting assay with the HemosIL RecombiPlasTin reagent and factors 

FVIII, FIX, FXI, and FXII were quanti�ed with the aPTT-based 

clotting assay using the SynthASil reagent. Protein C, protein S, 

and plasminogen activity were determined with chromogenic as-

says (HemosIL Antithrombin, Protein C, or Plasminogen, Instru-

mentation Laboratory) and an immunoassay (HemosIL Free Pro-

tein S, Instrumentation Laboratory).

4. Statistical analysis

The reference ranges were determined as 90% referenc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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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s of data from healthy volunteers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EP28-A3c)[8]. The difference be-

tween genders was evaluat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Cor-

relations of TEG parameters with other coagulation data were ex-

pressed as Spearman’s coef�cients.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 The proba-

bility of less than 0.05 (P<0.05) was considered signi�cant.

RESULT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ference range of 

TEG parameters in healthy participants

The test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109 healthy par-

ticipants are summarized in Table 1, while the reference ranges 

for six analyzed TEG parameters are in Table 2. Overall, the K val-

ues were lower in females than males, whereas α, MA, and CI val-

ues were higher. FLEV was also higher in females than males.

2. Correlation of TEG parameters with coagulation factors

To investigate whether blood coagulation factors affect TEG pa-

rameters, we quanti�ed all coagulation and anticoagulation fac-

tors in the healthy participants and performed a TGA assay. Be-

cause of signi�cant multicollinearity among coagulation and anti-

coagulation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not possible. 

Thus, simple linear cor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and TEG pa-

rameters were performed instead (Table 3). Some TEG parame-

ters exhibited on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actors. For ex-

ample, R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ctors V (γ=−0.192) and XII 

(γ=−0.208) and K with factor XII (γ=−0.252). Alpha angle (α)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actor XII (γ=0.218) and nega-

tive with protein S (γ=−0.195). Furthermore, MA and CI showed 

only positive correlation where MA correlated with �brinogen 

(γ=0.337), factor VIII (γ=0.241), factor XII (γ=0.261), protein C 

(γ=0.215), plasminogen (γ=0.201), and peak thrombin (γ=0.196) 

and CI with factors VIII (γ=0.206) and XII (γ=0.269). The only 

TEG parameter that showed no correlation with coagulation fac-

Table 1. Evaluat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quantified blood 
coagulation factors and thrombin generation in healthy participants

Total population 
(N=109)

 Males  
(N=44)

Females  
(N=65)

Mean±SD  Mean±SD Mean±SD

Age  35.8±8.8  34.4±8.6 37.9±8.8

Height (kg/m2)  22.1±2.8  21.2±2.4  23.3±2.8*

Fibrinogen 230.0±55.3 230.0±55.3 219.9±51.6

FII 104.2±14.6 104.2±14.6 105.2±15.3

FV  99.9±22.2  99.9±22.2  99.5±23.9

FVII  98.2±21.5  98.2±21.5 100.3±20.2

FVIII  82.3±23.6  82.3±23.6  80.8±21.0

FIX  104.9±20.4  104.9±20.4 110.3±22.3*

FX  95.9±21.6  95.9±21.6 98.3±21.7

FXI  86.4±15.6  86.4±15.6 89.1±14.5

FXII  80.0±23.9  80.0±23.9 82.0±23.5

Antithrombin  93.0±11.0  93.0±11.0  95.5±10.3*

Protein C  105.7±18.2  105.7±18.2 107.0±19.6

Protein S  91.9±19.3  91.9±19.3 103.0±17.8*

Plasminogen  92.5±13.0  92.5±13.0 91.1±13.7

ETP  641.1±214.9  641.1±214.9 646.8±242.4

Lag time  3.8±0.7  3.8±0.7 3.8±0.8

Peak thrombin  80.5±45.7  80.5±45.7 85.9±45.7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P <0.05. 
Abbreviations: F, factor; ETP, endogenous thrombin potential.

Table 2. Reference ranges for thromboelastography parameters in healthy participants

Total population (N=109) Males (N=44) Females (N=65)

Mean±SD Reference range* Mean±SD Reference range* Mean±SD Reference range*

R (min) 5.7±1.4 3.5–8.7 6.0±1.4 3.8–8.8 5.6±1.3 3.3–8.6

K (min) 1.8±0.6 1.0–2.8 2.1±0.5 1.1–3.0 1.7±0.6 0.9–2.8†

α (degree) 64.0±6.8 50.6–73.6 61.1±6.3 50.0–71.8 66.0±6.5 53.8–74.9†

MA (mm) 59.4±7.3 45.8–71.1 56.5±7.1 42.5–68.5 61.4±6.8 48.8–72.6†

LY30 (%) 1.0±1.7 0.0–5.3 0.8±1.4 0.0–4.1 1.1±1.9 0.0–5.9

CI –0.1±2.1 -3.6–3.0 -0.9±1.9 -4.4–2.6 0.4±2.1† -3.4–3.3†

FLEV (mg/dL) 367.9±64.8 252.5–469.0 339.6±63 228.9–462.6 387±59.1 286.3–478.8†

PT (s) 11.2±0.8 10.0–13.1 11.1±0.8 10.0–12.6 11.2±0.9 10.0–13.2

aPTT (s) 32.4±2.8 26.9–36.8 32.4±2.7 27.3–37.2 32.3±2.9 26.4–36.7

*Reference ranges of all parameters were determined by calculating the 5 and 95 percentiles.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P <0.05.
Abbreviations: R, time to initial fibrin formation; K, time to clot formation; α, alpha angle; MA, maximum amplitude; LY30, fibrinolysis at 30 min after MA; CI, coagulation in-
dex; FLEV, level of functional fibrinogen, PT, prothrombin tim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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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 or plasminogen was LY30. A moderate correlation was also 

observed between FLEV and plasma �brinogen activity (γ=0.221) 

(Fig. 1).

3.  TEG and coagulation tests in patients with coagulation 

factor deficiencies

To assess whether the TEG parameters detect coagulation fac-

tor de�ciencies, we performed the TEG assay in four patients with 

known coagulation factor de�ciencies (Table 4). The patient with 

factor V de�ciency (case 1), who showed a factor V activity of 17%, 

also showed abnormal R, PT, and aPTT values. Two patients with 

factor VII de�ciency, who had a factor VII activity of 5% (case 2) 

and 27% (case 3), respectively, exhibited normal R values despite 

abnormal PT. The patient with �brinogen de�ciency (case 4), who 

Fig. 1. Correlation between plasma fibrinogen activity and functional 
fibrinogen level (F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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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thromboelastography parameters with coagulation and anticoagulation factors

R K α MA LY30 CI FLEV

Age -0.090 -0.062 0.075 0.034 -0.098 0.083 -0.068

Fibrinogen 0.061 -0.135 0.144 0.337† 0.075 0.154 0.221*

FII -0.100 -0.050 0.040 0.075 -0.022 0.084 0.007

FV -0.192* -0.101 0.104 0.036 0.171 0.127 0.003

FVII -0.036 -0.032 -0.007 0.095 0.027 0.052 -0.031

FVIII -0.155 -0.156 0.133 0.241* -0.035 0.206* 0.173

FIX -0.071 -0.098 0.056 0.112 -0.106 0.095 -0.069

FX -0.046 -0.096 0.075 0.032 -0.035 0.057 -0.091

FXI -0.054 -0.017 0.014 0.070 0.044 0.055 0.016

FXII -0.208* -0.252† 0.218* 0.261† -0.094 0.269† 0.121

Antithrombin -0.007 0.079 -0.095 -0.071 0.040 -0.058 -0.093

Protein C -0.090 -0.172 0.125 0.215* -0.142 0.169 0.058

Protein S 0.076 0.168 -0.195* -0.166 0.083 -0.162 -0.110

Plasminogen 0.059 -0.150 0.103 0.201* 0.008 0.093 0.151

ETP 0.041 -0.112 0.116 0.162 -0.050 0.087 0.023

Lag time -0.051 -0.047 0.006 0.009 0.056 0.026 0.114

Peak thrombin -0.005 -0.111 0.132 0.196* -0.152 0.136 0.041

Data are presented a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P <0.05; †P <0.001.
Abbreviations: F, factor; ETP, endogenous thrombin potential; R, time to initial fibrin formation; K, time to clot formation; α, alpha angle; MA, maximum amplitude; LY30, fi-
brinolysis at 30 min after MA; CI, coagulation index, FLEV, level of functional fibrinogen. 

Table 4. Results of thromboelastography and other coagulation tests in four patients with coagulation factor deficiencies

Case Diagnosis Deficient factor level
Thromboelastography Coagulation tests

R (min) K (min) α (deg) MA (mm) FLEV (mg/dL) PT (s) aPTT (s)

1 FV deficiency FV: 17.0% 9.2* 1.2 68.5 62.7 390.5 14.7* 55.1*

2 FVII deficiency FVII: 5.0% 7.7 2.0 61.8 66.2 275.5 163.5* 34.9

3 FVII deficiency FVII: 27.0% 6.8 2.0 62.4 65.0 302.9 16.5* 30.7

4 Fibrinogen deficiency Fibrinogen: 119 mg/dL 6.0 1.7 62.7 43.3 228.1 11.7 33.8

*The values are out of the reference ranges shown in Table 2.
Abbreviations: F, factor; R, time to initial fibrin formation; K, time to clot formation; α, alpha angle; MA, maximum amplitude; FLEV, level of functional fibrinogen; PT, pro-
thrombin tim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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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a �brinogen level of 119 mg/dL, showed normal MA (43.3) 

and FLEV (228.1), although they were close to the lower limits of 

the reference ranges (MA, 42.7–73.4; FLEV, 211.2–494.5).

DISCUSSION

TEG tests the ef�ciency of whole-blood coagulation by mea-

suring parameters that re�ect different phases of hemostasis [2]. It 

was unknown whether coagulation and anticoagulation factors 

affect TEG parameters. By measuring coagulation and anticoagu-

lation factor levels in a healthy population, this study was the �rst 

to show their correlation with TEG parameters.

Our study demonstrated that R correlates with factors V and XII 

but not with other factors. Although we could not show associa-

tions between the factors and TEG parameters with multiple re-

gression analysis due to the high multicollinearity, we demonstrated 

signi�cant associations with simple linear correlation analysis. To 

con�r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 time and the two factors, 

we evaluated four patients with known factor de�ciencies. The 

patient with factor V de�ciency (case 1) showed an increased R 

value; therefore, R is sensitive to factor V de�ciency. This �nding 

also veri�es the signi�cant correlation between R and factor V. The 

patients with factor VII de�ciency (cases 2 and 3) did not show in-

creased R values; thus, R is insensitive to factor VII de�ciency. Con-

sistent with this result, Tran et al. [4] reported that TEG is not suit-

able to detect this de�ciency. The R time has also been reported 

as inferior to PT at identifying vitamin K–dependent coagulation 

factor de�ciency [6].

MA represents the maximum strength of the �nal hemostatic 

clot and generally re�ects �brinogen activity, platelet count, and 

platelet function [9]. Our study found a signi�cant positive correla-

tion between �brinogen activity and MA. Although our case 4 pa-

tient with �brinogen de�ciency had a normal MA value (43.3), it 

was close to the lower limit of the reference range for MA (42.7). 

Platelet count mainly affects MA [9]. Since the count was unavail-

able for our study, we cannot exclude it, and we can consider it 

obscured the �brinogen effect on MA. Furthermore, MA signi�-

cantly correlated with factor VIII, protein C, and plasminogen. We 

previously reported that measured �brinogen activity signi�cantly 

correlates with factor VIII and protein C levels in a healthy popu-

lation [10, 11]. Therefore, persons with high �brinogen levels likely 

also have high factor VIII and protein C levels, which may mimic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MA.

Although K and α both re�ect �brinogen activity and platelet 

count, we found no signi�cant correlation between them. Thus, 

more studies are required to con�rm whether these factors affect 

K and α parameters. Interestingly, factor XII signi�cantly corre-

lated with various parameters: R, K, α, MA, and CI. Since we used 

kaolin as a coagulation activator in our TEG assay, the speed and 

strength of hemostatic clot formation in a TEG cup were likely 

sensitive to the activated factor XII levels.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reference ranges between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showed a similar pattern in previous reports 

[12-14]. As implied by the TEG parameters, women showed a more 

hypercoagulable pro�le than men,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

icant differences in PT and aPTT between them. Indeed, the inci-

dence of thromboembolism is higher in women than men due to 

estrogen exposure [15, 16]. TEG parameters thus seem more sensi-

tive indicators of hypercoagulability than routine coagulation tests, 

such as PT and aPTT.

TEG can measure FLEV with a tissue factor that activates the 

extrinsic pathway and platelet inhibitors, hence eliminating the 

platelet effect on MA [17]. In our study, FLEV moderately corre-

lated with plasma �brinogen activity (r=0.221), unlike in another 

study where the correlation was strong (r=0.933) [17]. This study 

assessed a population of trauma patients that showed a wide range 

of �brinogen levels. In contrast, our study evaluated a population 

of healthy subjects that demonstrated a narrow range of �brino-

gen levels within the reference range. Therefore, the population 

type likely accounts for the difference in �brinogen levels between 

the two studies.

Our study has several potential limitations. First, and as men-

tioned previously, although platelet count is the main contributor 

to MA, we could not measure the platelet count in the healthy par-

ticipants. Second, because the coagulation factor de�ciencies are 

rare, we had only four patients to evaluate the detection ability of 

the TEG parameters. Third, we could not apply the strict de�ni-

tion of heathy adults to establish a normal reference range for TEG 

parameters because we tested less than 120 healthy adults needed 

for a reference range of nonparametric 90% reference interval. 

Nonetheless, since this is the only Korean study showing the ref-

erence ranges for TEG parameters in healthy Korean adults, our 

results can be used as a preliminary reference.

In summar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EG parameters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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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ith the levels of several coagulation factors. The R value 

signi�cantly correlated with factor V and the MA value with �brin-

ogen. Of note, factor XII signi�cantly correlated with R, K, α, MA, 

and CI. We expect that our �ndings will help to interpret the TEG 

parameters in a normal population. To further evaluate the diag-

nostic ability of TEG in detecting speci�c coagulation factor de�-

ciencies, future studies on large cohorts are necessary.

요 약

배경: 점탄성응고검사(thromboelastography, TEG)는 혈전 형성과 

혈전 용해의 다양한 매개변수를 측정하여 전혈의 응고효율을 평

가하는 방법이다. 혈액 응고인자가 TEG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 및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방법: 109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혈액응고 인자를 혈액응

고 자동분석기로 측정하고 트롬빈 생성을 자동 트롬보그램으로 

정량하여 6개의 TEG 매개변수와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TEG가 응

고인자의 결핍을 탐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의 응고

인자 결핍이 있는 네 명의 환자들에게서 TEG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반응 시간(R)은 응고인자 V 및 XII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

고 혈전 형성 시간(K)은 응고인자 XII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알파 각도(α)는 응고인자 XII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단

백질 S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대 진폭(MA)은 피브리노

겐 및 응고인자 VIII, XII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응고지수

(CI)는 응고인자 VIII과 XII에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트롬빈 생

성 및 LY30은 TEG 매개변수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TEG 검

사를 받은 4명의 환자 중에서는, 응고인자 V 결핍증이 있는 환자에

서만 반응시간(R)이 상승했다.

결론: TEG 매개변수, 특히 R은 주로 응고인자 V 및 XII의 영향을 

받았다. TEG는 응고인자 결핍을 검출하는 것에 한계를 보였으며 

향후 연구에서 응고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자극을 검토해 

검사의 민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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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므로[2] 적절한 치료, 나아가 이른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할 수 있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과소 진단 및 과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

다[3, 4].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대부분은 LDLR, APOB, PCSK9 등 

세 유전자의 이형접합 병인성 변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저밀도지단백 수용체를 코딩하는 LDLR 유전자의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5]. 현재까지도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진단 기준(criteria)들에는 네덜

란드의 Dutch Lipid Clinic Network diagnostic criteria [6], 영국의 

Simon Broome diagnostic criteria for Familial Hypercholesterol-

emia [7]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세 유전자의 변이가 존재할 경우 가

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에 있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LDLR 유전자의 변이는 90% 이상이 염기서열분석법(sequenc-

ing)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일부는 다중결찰의존탐사체증폭(mul-

tiplex ligation dependent probe ampli�-cation) 방법으로 확인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유병률이 약 1:250으로 알려진 흔

한 유전 질환으로[1],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상

승되어 있는 이상지질혈증이다. 이로 말미암아 죽상경화성 플라크

가 관상동맥을 비롯한 여러 혈관에 축적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조기 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주요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 관상동맥

ClinGen Guideline을 이용한 LDLR 유전자의 재분석 - 
미분류염기변이를 중심으로
Re-evaluation of the LDLR Gene Variants of Uncertain Significance Using ClinGe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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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FH) is characterized by elevated LDL cholesterol levels, which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early-onset cardiovas-
cular disease. FH is one of the common genetic diseases that have a prevalence of approximately 1:250 and is associated with the heterozygous 
pathogenic variant of the gene encoding for the 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 LDLR gene (~90%). Variants identified through sequencing 
analysi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Guideline. However, dis-
ease-specific variant curation is performed by the Clinical Genome Resource (ClinGen) Expert Panels. Since a specific ClinGen guideline for FH was 
recently published, here, we applied this new guideline to re-evaluate and re-classify what was reported as a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 
(VUS) in the LDLR gene. Among 66 different types of LDLR variants from 251 patients during 2011 and 2021, 13 different VUSs reported from 15 
patients were re-classified. Among 13 VUSs, two missense variants; c.268G>T (p.D90Y) and c.694G>T (p.A232S), were re-classified to likely 
pathogenic variants. Using the ClinGen guideline, VUSs previously lacking sufficient evidence to be classified as likely pathogenic have now been 
appropriately classified. Considering the genetic causes and prevalence of FH, the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LDLR gene variants should 
be updated according to the new ClinGen guideline specific for FH. 

Key Words: Clinical Genome Resource,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Guideline, LDLR,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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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8]. 한편, 유전 분석 기술의 발달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과 같은 검사법이 등

장하여 단일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들을 패널 단위로 한꺼번

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유전 분석에서 확인된 변이들은 미국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와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에서 제시한 변이의 해석에 대한 종

합적 권고지침(이하 ACMG/AMP 지침)에 따라 pathogenic variant 

(PV), likely pathogenic variant (LPV), variant of uncertain signi�-

cance (VUS, 미분류염기변이), likely benign variant (LBV), benign 

variant (BV) 등의 다섯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된다[9]. 그러나 ACMG/ 

AMP 지침은 개별 유전자 또는 질환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에, 질환별 전문가 집단(speci�c disease group)별로 해

당 질환에 더욱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9].

2013년 Clinical Genome Resource (ClinGen) 컨소시엄[10]이 설

립된 이후, ClinGen 산하의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Variant 

Curation Expert Panel (FH-VCEP) 중 일부 구성원들이 LDLR 유전

자의 특성을 고려한 ACMG/AMP 지침의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11]. ClinGen FH-VCEP에서 2020년 9월 정식 가이드라인 1판을 발

행한 이후, 2021년 4월 ClinGen FH-VCEP Specifications to the 

ACMG/AMP Variant Classi�cation Guidelines Version 1.1 (이하 Clin-

Gen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고, LDLR 유전자의 변이 해석에 사

용하도록 명시하였다[12]. 기존의 ACMG/AMP 지침에서 변화된 내

용으로는 기능 연구(functional study)의 변이 부여(PS3, BS3) 기준

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PM2, BA1, BS1 등의 기준이 되는 

대립유전자빈도(minor allele frequency)가 구체화된 점 등이 있다.

한편, 앞서 기술한 ACMG/AMP 지침의 다섯 범주 중 VUS로 분

류된 변이들의 경우에는 해석, 보고 여부, 결과 설명, 재분석 등의 

관점에서 복잡성이 존재하는데[13], LDLR 유전자의 VUS를 평가하

거나 재분석한 국내 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에 시행한 

LDLR 유전자 변이 분석에서 VUS로 보고된 변이들을 중심으로 

ClinGen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분석하여 ACMG/AMP 지침[9]의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본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21-

05-065)을 받아 진행하였다. 먼저, EDTA 용기에 얻어진 환자의 말

초 혈액을 Wizard Genomic DNA Puri�cation Kit (Promega, Madi-

son, WI,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genomic 

DNA를 얻었다. LDLR 유전자(NCBI 표준염기서열 NM_000527.5)

의 염기서열분석을 위해 18개의 코딩 엑손 모두와 각각의 인접 인

트론 부위(25 bp 이내)를 PCR을 시행하였다. PCR은 GeneAmp PCR 

system 9700 thermal cycl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li-

fornia, USA)를 이용하였으며, 직접염기서열분석은 BigDye Termi-

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s (Applied Biosystems)

와 ABI 3130xl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였

다. 확인된 LDLR 유전자의 변이들은 Human Genome Variation 

Society (HGVS, http://varnomen.hgvs.org/)의 명명법[14]에 따라 

기술하였고, 코딩 DNA 표준 염기서열에서 번역의 개시 코돈 ATG

의 첫번째 뉴클레오티드 “A”를 “c.1”로 정의하였다. 확인된 변이들

은 ACMG/AMP 지침에 따라 PV, LPV, VUS, LBV, BV 중 하나의 범

Fig. 1. Workflow of the LDLR gene VUS variants re-evaluation. The workflow for the re-evaluation of the LDLR gene VUS variants involves three 
major analysis steps: 1) First, 94 different variants of LDLR gene were identified from 251 patients suspected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and re-
quested LDLR sequence analysis between 2011 and 2021. A quality control phase (*) removed 28 of the identified variants. Those included variants 
outside the reportable range; exon variants and intron variants located within 25 bp of exon-intron boundaries. 2) Then, ACMG/AMP guideline was 
applied to classify the remaining 66 variants into pathogenic variant (PV), likely pathogenic variant (LPV),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 (VUS), 
likely benign variant (LBV), and benign variant (BV). 3) Finally, VUS re-evaluation was performed following the ClinGen guideline. 
Abbreviations: ACMG/AMP,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ClinGen, Clinical Genome Resource.

Jan 2011-Mar 2021 (251 patients) LDLR variant 
types (N=94)

ACMG/AMP guideline variant  
classification (N=66)

Exclusion* (N=28)

ClinGen guideline variant re-evaluation

PV (N=13) LPV (N=22) VUS (N=13) LBV (N=8) BV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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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분류하였다. 

저자들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DLR 유전자 검사가 

의뢰되어 결과가 보고된 251건 가운데 15명의 환자에서 VUS로 보

고한 서로 다른 13종류의 변이들을 ClinGen 가이드라인[12]에 따

라 재판독하였다[9](Fig. 1). 본원에서 VUS로 보고한 변이들이 다

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he Hu-

man Genome Mutation Database (HGMD® Professional release 

2021.1, Institute of Medical Genetics, Cardiff, Wales; https://my.

qiagendigitalinsights.com/bbp/view/hgmd/pro/start.php)와 Clin-

Var (https://www.ncbi.nlm.nih.gov/clinvar/), dbSNP (https://www. 

ncbi.nlm.nih.gov/sn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앞의 데이

터베이스에서 동일 코돈에서 다른 아미노산으로의 변화를 일으키

는 변이가 보고 되었는지도 확인하였다. 재분류를 시행한 변이들

의 인구집단별 빈도는 gnomAD v2.1.1 (https://gnomad.broadin-

stitute.org/)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과오 변이(mis-

sense variant)들의 경우in-silico 분석을 위한 REVEL score [15] 조

사는 ClinGen (https://curation-test.clinicalgenome.org/select-vari-

ant/)을 이용하였으며, 동의 변이(synonymous variant)나 비전형적

인 인트론 위치(non-canonical splice acceptor and donor sites) 또

는 엑손-인트론 경계(3 bp 이내)에서 확인된 변이들의 경우 짜깁기 

영향(splicing effect)을 확인하기 위한MaxEntScan (MES) score [16] 

조사는 Alamut Visual v.2.15 (SOPHiA GENETICS, Saint-Sulpice, 

Switzerland)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연관검사결과, 신체 진찰 소견, 관상동맥질환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가족력 등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고, 외부의료기관

으로부터 검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검사의뢰지에 기재된 관련 임상

정보 등을 판독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원에서 LPV 또는 LBV로 보고한 변이들을 VUS와 마찬

가지로 ClinGen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VUS로 변경되는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재분석 대상이었던 13종류의 VUS를 유형별로 보면, 과오 변이

가 8종류(61.5%)였으며, 인트론 위치의 변이가 4종류(30.8%), 동의 

변이가 1종류(7.7%)였다. 13종류의 변이들 중 HGMD에 기존 보고

가 있었던 변이는 5종류(38.5%)였으며, Clinvar에 보고된 바 있는 

변이는 10종류(76.9%)였고 그 중 3종류의 변이는 Clinvar에서 여러 

보고자들 간의 변이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재분석 결과 13종류의 변이들 중 2종류(15.4%)의 변이가 LPV로 

범주가 변경되었는데, c.268G>T (p.D90Y) 변이(PM2, PM5_Strong, 

PP3)와 c.694G>T (p.A232S) 변이(PS3_Supporting, PM1, PM2, PP3)

가 이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11종류(84.6%)는 VUS로 유지되었고 

재분류 결과 PV, LBV 또는 BV로 조정된 변이는 없었다(Table 1). 

또한, 8종류의 LBV 중 c.344G>A (p.R115H) 1개 변이가 VUS로 재

분류되었고(12.5%), 22종류의 LPV 중 c.1228A>G (p.Arg410Gly)와 

c.1571_1573del (p.Val524del) 등 2개 변이가 VUS로 재분류되었다

(9.1%) (Table 1).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높은 유병률[1]과 유전적 원인[5]을 

고려하면 LDLR 유전자의 변이들은 매우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Clinvar 데이터베이스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연관 유전자들

의 변이를 분석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2,314개의 서로 다른 LDLR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였다[17]. 해당 문헌에 따르면 “Uncertain sig-

ni�cance”로 분류된 변이는 182종류(7.9%)였으며 “Con�icting clas-

si�cation”으로 분류된 변이는 303종류(13.2%)였다[17]. 다른 공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LDLR 유전자 변이 1,894개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795종류(42.0%)의 변이가 VUS로 분류되었다[11]. 후자의 

연구에서는 대립유전자형 빈도가 5%를 초과한(ACMG/AMP 지침

[9]의 BV에 해당하는) 변이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고려하여

도, VUS 변이들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변이가 (L)PV나 (L)BV와 같은 변이로 분류되지 못하고 VUS

로 보고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가족 내 분리(segregation) 현상(PP1 

부여), 표현형(PP4), 기능 연구(functional study, PS3) 등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변이에 대한 근거를 부여하지 못하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11, 17]. 본원에서 시행한 LDLR 유전자검사 중 대부분(225건, 

89.6%)이 외부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경우였는데, ACMG에서

도 유전자검사 결과의 재분석에 있어 환자의 표현형과 가족력 등

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18]을 고려하면, 의뢰서나 의무기록에서 가

족력, 신체 진찰 소견, 또는 연관검사결과 등의 임상 정보가 충분

히 제시된다면 PP1, PP4 등의 근거를 추가로 부여하여 VUS가 LPV

나 다른 범주로 재분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 문헌에 

보고된 적이 없는 c.781T>A (p.C261S) 변이의 경우, supporting ev-

idence가 하나 모자라 ClinGen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재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분류에서 VUS가 유지되었다(Table 1). 

ClinGen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변이를 해석할 때에는 환자의 저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가족력, 신체 진찰 소견 등이 충분히 제시

되어 Dutch Lipid Clinic Network 점수가 6점 이상이라면 PP4의 추

가 부여가 가능해지므로 LPV로 재분류될 수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VUS였다가 LPV로 재분류된 변이들의 경

우, ACMG/AMP 지침의 근거에 PM1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었거나, 

PM5 대신 PM5_Strong을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이 두 근

거를 분석해 보면, 변이가 발생한 코돈의 중요성을 FH-VCEP에서 

ClinGen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결과로 생각한다. 기존의 ACMG/

AMP 지침에서는 PM1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으며, 본원에서는 영국의 Association for Clinical Geno-

mic Science (ACGS)에서 제시한 ACGS 2020 가이드라인[19]에서 

명시한 FBN1 유전자의 EGF-like calcium-binding domain 내의 cys-

https://www.ncbi.nlm.nih.gov/snp/
https://www.ncbi.nlm.nih.gov/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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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ne, NOTCH3 유전자의 EGF-like repeat 내의 cysteine, (COL1A1 

등의) 콜라겐을 인코딩하는 유전자들에서 glycine의 과오 변이와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PM1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ClinGen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moderate evidence를 하나 더 줄 수 있는 근

거가 세부적으로 마련된 의미가 있다. 

PM5_Strong을 부여하여 LPV로 재분류된 변이(c.268G>T, p.D90Y)

의 경우, 해당 코돈이 HGMD에서 p.D90A, p.D90N, p.D90E, p.D90G

와 같은 (L)PV로 보고된 바 있다. 이 변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 첫째, 해당 코돈에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

로의 변화가 보고되었다는 것은 고보존되는(highly conserved) 중

요 영역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기존에는 이 변이에 PM5만 부여

할 수 있었는데, ClinGen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후에는 해당 코

돈의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가 반영되어 근거의 강도를 높일 수 있

었다. 둘째, 변이가 발생한 코돈이 ClinGen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하는 엑손 4의 과오 변이 또는 cysteine의 과오 변이가 아니라 할지

라도, 그 위치가 중요한 부위라면 병인성 변이를 시사하는 근거(본 

변이의 경우 PM5_Strong)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ClinGen 가이드라인에서는 PS1 또는 PM5와 PM1을 동시에 부여하

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중복 계산을 방지하였고 변이 해석의 정확

성을 높였다. 일례로 본원에서 LPV로 보고한 c.361T>G (p.C121G)

의 경우, 엑손 4에 위치한 cysteine의 과오 변이였지만, PM1과 PM5_ 

Strong (p.C121R, p.C121F, p.C121S, p.C121Y이 보고된 바 있음)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아 기존의 분류가 유지되었다.

한편, VUS에서 LPV로 재분류된 또다른 변이인 c.694G>T (p.A232S)

의 경우, ClinGen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능 연구의 변이 부여 

기준이 구체화되고 PS3, PS3_Moderate, PS3_Supporting과 같이 

세분화된 점을 적용하였다. Rodríguez-Jiménez 등[20]의 연구에 따

르면 본 변이는 LDL 흡수(uptake)와 LDL 결합(binding)에 대한 활

성도가 야생형(wild type)과 비교했을 때 각각 73%와 79%로, Clin-

Gen 가이드라인의 PS3_Supporting 부여 기준인 85% 미만을 충족

하였다. 

LDLR 유전자는 대부분(80.6%)의 변이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

게 확인되기보다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는 오세아

니아 중 하나의 대륙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변이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1]. 대만과 중국에선 c.986G>A 

(p.C329Y)와 c.1747C>T (p.H583Y), 일본에선 c.1845+2T>C (p.?)

와 c.1012T>A (p.C338S), 우리나라에선 c.682G>T (p.E228*)와 

c.2054C>T (p.P685L) 변이가 흔한데, 이와 같이 아시아 내에서도 

국가별로 흔하게 발견되는 변이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21]. 또한, 해마다 LDLR 유전자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변이의 발견 또한 빈번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그만큼 정확한 변이 해석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ClinGen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VUS 변이를 재분석

한 결과 기존의 ACMG/AMP 지침[9]의 분류체계에서는 LPV로 생

각되었으나 근거가 부족했던 과오 변이들을 적절히 재분류할 수 

있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과 LDLR 유전자가 90% 

이상의 원인임을 고려하면 향후 변이 해석 시 ClinGen 가이드라인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요 약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지속적

으로 상승되어 있는 이상지질혈증으로, 조기 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주요 위험 인자이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가장 흔한 유전

질환 중 하나로 유병률은 약 1:250이며, LDLR 유전자의 이형접합 

병인성 변이가 원인의 약 90%를 차지한다. 염기서열분석에서 확인

된 변이들은 미국의학유전학회와 분자병리학회(ACMG/AMP)의 

지침에 따라 분류되는 반면,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변이 해석은 

Clinical Genome Resource (ClinGen) 전문가들의 조정을 거친다. 

저자들은 최근 ClinGen에서 발행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변이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본원에서 과거 미분류

염기변이로 보고했던 변이들을 재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

까지 2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LDLR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

된 66종류의 변이 중, 15명의 환자에서 확인된 13종류의 미분류염기

변이가 재분석 대상이었다. 그 결과 두 종류의 과오 변이, c.268G>T 

(p.D90Y)와 c.694G>T (p.A232S)가 likely pathogenic variant (LPV)

로 재분류되었다. ClinGen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그 당시 LPV

로 분류하기에 불충분했던 미분류염기변이에 대한 판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유전적 원인과 유병률을 

감안한다면, 향후 LDLR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변이들은 

ClinGen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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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기영동 검사의 정량 방법은 물론 결과 

판독에 대한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판독자 혹은 검사

실간 차이가 존재한다[7-10]. 그리고 해당 검사들을 원내 검사실에

서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전문 수탁검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가 많아 일선 병원에서는 전기영동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

이다. 한편 외부 정도관리의 경우,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CAP)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전기영동검사에 대해 ELP-A, 

B라는 평가 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조사사업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의 이전 설

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많은(58.3%) 검사실들이 외부 정도관리를 

검사실간 숙련도 평가로 대체하고 있고, CAP 숙련도 평가 프로그

램을 시행하는 경우는 3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에 

본 연구에는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검사에 대해 

외부 정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내의 외부 정도관리 

사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저자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국내 29개 병원의 임상화학분과 담

혈청단백 전기영동(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SPEP) 및 면

역고정 전기영동(immuno�xation electrophoresis, IFE) 검사는 다

발성골수종 등의 형질세포질환 및 림프종, 신장질환, 암종 등의 진

단 및 추적관찰에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로서[1-6], 골수검사에 비

해 간편하고 덜 침습적이어서 임상 진료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 검사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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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many laboratories rely on inter-laboratory proficiency testing for external quality control of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SPEP) and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 Therefore, we conducted an external quality assessment in 12 clinical laboratories. Five test samples were 
prepared by pooling residual samples together in our laboratory according to the SPEP pattern or the existence of monoclonal proteins, and then 
aliquoting them. Each clinical laboratory carried out SPEP and IFE tests, quantified each fraction and monoclonal protein (if present), and produced 
the interpretation reports according to the method of each laboratory. Monoclonal protein was detected in two of the five test samples, and the 
detection of monoclonal proteins and the isotyping results were consistent in all participating institu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quantities of albumin, alpha-1, and -2 globulin fractions, and the whole beta-gamma region. However, the values of beta-1, -2, and gamma 
globulin fractions differed significantly, and there was a large variation in the reported monoclonal protein concentrations. The quantitative values 
obtained using the tangent skimming method were much lower than those obtained using the other methods. In this study, the interpretation re-
ports were generally consistent, but the quantitative values were differ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This is the first study to ap-
proach the external quality assessment of SPEP and IFE in Korea.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stablish external quality control management 
for thes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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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다[11]. 설문조사 

참여병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정도관리 참여여부를 문의하였고, 

이 중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외부 정도관리를 시행하

였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통상적인 혈청 

전기영동검사를 시행하고 남은 잔여 검체 20개 대해 검체량 및 이

들의 전기영동 패턴이나 단클론성 단백(monoclonal protein)의 유

무에 따라 분류하여 검체를 혼합(pooling)하여 총 5개의 시험용 

정도관리물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검체는 각각 12개씩 소분(ali-

quot)하여 1.5 mL 마이크로튜브(microtube)에 담았으며, -70˚C 냉

동 보관하였다가 같은 날 동시에 국내 12개 참여병원에 택배 발송

하였다. 택배는 스티로폼 박스 내에 아이스팩과 완충재를 이용하

여 냉장 발송하였으며, 모든 기관에서 발송 익일에 수령하였다. 이

후 각 병원에서의 혈청단백 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 검사의 

판독 보고서 및 정량 값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각 참가기

관에서의 각 단백 분획(fraction)의 정량 값은 국내에서 단백 보고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dL 단위로 하였고, 그리고 총 단백

(total protein)에 대한 각 단백 분획의 비율은 % 단위로 하여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원주세

브란스기독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어 잔여 검체에 대한 동의서를 면제받아 진행하

였다(CR320338).

본 외부 정도관리에 사용된 5개의 검체 중 2개(1번 및 4번 검체)

에서 단클론성 단백이 검출되었고, 12개 참가기관 모두에서 위 결

과는 일치하였다. Fig. 1은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사용 

중인 Capillarys2 Flex Piercing (Sebia, Lisses, France) 장비로 5개 

검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1번 검체의 결과는 12개 참가

기관 모두에서 단클론성 단백 검출 및 IgG kappa 개별형(isotype)

으로 응답하였고, 2번 검체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정상 범위 이내

(within normal limit)로, 3번 검체의 경우 10개 기관(83.3%)에서 다

클론성 감마병증(polyclonal gammopathy) 및 2개 기관(16.7%)에

서 정상 범위 이내로 응답하였다. 4번 검체의 경우 12개 기관 모두

에서 단클론성 단백 검출 및 IgA lambda 개별형으로 응답하였고, 

5번의 경우 모든 참가기관에서 이상 단백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

고 이 중 7개 기관(58.3%)이 저단백혈증(hypoproteinemia)에 대한 

언급(comment)을 판독 보고서(interpretation report)에 병기하였다.

Table 1은 5개의 검체에 대한 기관별 정량 값의 평균(mean), 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변이계수(coef�cient of variation, 

CV)를 정리한 것이다. 총 단백, 알부민(albumin)의 값은 대체적으

로 비슷하였고, 알파(alpha) 및 베타-감마(beta-gamma) 영역(re-

gion)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관별 변이계수가 대체적으로 

10% 초반대 이하였다. 그러나 세부 분획별로 보았을 때에는 알

파-2 글로불린(globulin)을 제외하고는 변이계수가 20% 이상으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클론성 단백의 경우도 표준

편차(변이계수)가 1번 검체의 경우 0.43 (18.58%), 4번 검체 0.21 

(46.31%)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저자들은 단클론성 단백의 정량 값의 분포를 

정량 방법 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Fig. 2), 이를 스튜던트T 검정 방

법으로 비교하였다(Table 2).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버전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정량 방법에 대해 

본 연구에 참가한 12개 기관 중 표준수직작도법(standard perpen-

dicular drop method)을 사용한 기관은 6기관(50.0%), 교정수직작

도법(corrected perpendicular drop method)은 4기관(33.3%), 접선

절삭법(tangent skimming method)은 2기관(16.7%)이었다. 1번 검

체에 대해 표준수직작도법과 교정수직작도법의 경우가 접선절삭

법보다 정량 값이 컸으나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각각 P =0.113 및 0.083). 4번 검체에 대해서는 표준수직작도

법이 교정수직작도법(P =0.042)과 접선절삭법(P =0.017)보다 정량 

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교정수직작도법의 경우는 두개의 검체 모

두에서 접선절삭법보다 정량 값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1번 샘

플 P =0.083, 4번 샘플 P =0.069).

이렇듯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 전기영동 검사에 대해 아

직까지 기관별로 정량방식이나 보고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에 전기영동 검사의 판독과 정량 지침의 마련 및 외부정도관리 프

로그램의 개발은 이들 전기영동 검사의 검사실 간 차이를 감소시키

고 판독 보고서의 표준화 및 통일화, 더 나아가서는 검사 결과의 신

뢰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12].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영동 검사 보

고에 대한 확정된 표준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7-10]. 이에 저자들은 

지난 연구에서 국내 29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 전기영동 검사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검사실 간 검사 시행 및 결과 보고 방식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고[11], 본 연구를 통해 시험적으로 외부정도관리를 시행

함으로써 실제 검사실 간 검사 결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5개 외부정도관리 검체에 대해 참가한 모든 검사실에서 단클론

성 단백 여부는 잘 검출하였으나 정량 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컸다. 

그리고 단클론성 단백이 없는 검체에서의 패턴에 대한 판독 문구

(comment)에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다. 저자들의 지난 설문조

사 연구에서 모든 응답기관에서 다클론성 감마병증을, 79.3%의 기

관에서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여부를 보고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번 외부정도관리 연구에서는 그 보고 비율이 각각 83.3%과 58.3%로 

낮았다. 판독 보고서 문구의 경우, 하나의 특정 글로불린 구획의 농

도 값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량 값과 패턴

을 보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검사자의 주

관이 포함되며 이에 문구에 대한 검사실간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정량 값에 있어서는 총 단백, 알부민, 알파 영역, 베타-감마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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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SPEP) (left) and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 (right) profiles of five samples. The serum electrophore-
sis patterns displayed in this figure were demonstrated by the Capillarys 2 Flex Piercing analyzer (Sebia, Lisses, France). Monoclonal protein was de-
tected in two of the five test samples (samples 1 and 4), and the detection of monoclonal proteins and the isotyping results (Immunoglobulin (Ig) 
G kappa type for sample 1 and IgA lambda type for sample 4) were consistent in all participating laboratorie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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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정량 값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세

부적으로(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감마 등)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그 차이가 컸다. 이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영동 장비

의 해상도 및 검출능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 장비에서 

나온 검체의 패턴(그래프 혹은 이미지)에 대해 검사자가 각 글로불

린 영역을 직접 혹은 조정하여 구획하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

에 의한 차이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

단클론성 단백에 대한 정량 값은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

히 정량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에 그 차이가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클론성 단백이 검출된 1번과 4번 샘플에 있어서 두 경

우 모두 표준수직작도법과 교정수직작도법의 경우가 접선절삭법

의 경우보다 정량 값이 더욱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표준수직

작도법 자체가 해당 영역의 기저 다클론성 영역(baseline polyclonal 

region)을 포함한 전체 단클론성 단백 검출 영역을 정량하기 때문

인데, 이로 인해 실제 단클론성 단백의 값보다 과다 정량(overesti-

mated)될 우려가 있다[13].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저 다클

론성 영역의 너비를 고려하여 검사자가 임의적으로 실제 보이는 

영역보다 약간 좁게 정량하는 교정수직작도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성의 문제가 있다[14]. 접선절삭법의 경우 기저 다클론성 영역

에 대한 접선을 그어 그 위쪽 부분만을 정량하는 방법이지만 오히

려 이는 실제 값보다 과소 정량(underestimated)될 우려가 있다

[13,15]. 다만, 본 연구의 참여기관 중에 접선절삭법을 사용한 기관

이 단 2곳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들 두 기관의 변이계수도 40% 이

상으로 차이가 커서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들이 지난 연구에서 설문 조사한 국

내 현황조사에서는 표준수직작도법 45%, 교정수직작도법 31%, 접

선절삭법 21%의 결과를[11], 이전의 국외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표

준수직작도법 51%, 교정수직작도법 7%, 접선절삭법 17%라는 결

과를 보였으며[16], 2016-2018년의 CAP 숙편도평가 프로그램 참가 

기관 분포에서는 표준수직작도법 72.2%, 접선절삭법 8.2%로 나타

났다[17]. 이렇듯 과다정량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클론성 단백의 

정량에 대해 표준수직작도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호주-뉴질랜드의 권고안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9]. 그리

고 단클론성 단백의 농도가 낮은 4번 검체의 경우가 1번 검체의 경

우보다 전반적으로 변이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특히 저농도에서

의 검사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외부 

정도관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검사실별로 판독 보고서 

문구 및 정량 값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까

지 전기영동검사의 외부정도관리는 각 구획의 정량 값 및 단클론

성 단백 여부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결과만 시행하고 있고, 용

어(nomenclature)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판독 보고서에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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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participating laboratories according to the quantitation method for monoclonal protein in sample 1 (A) and sample 4 (B).
Abbreviation: M protein, monoclonal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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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tatistical profiles of each monoclonal protein detected in sample 1 and 4 according to the quantitation method

Sample 1

Mean (g/dL) SD (g/dL) CV (%) P value* P value† Median (g/dL) IQR (g/dL) Min (g/dL) Max (g/dL)

Standard perpendicular drop method 2.40 0.21 8.74 - - 2.40 (2.19-2.60) 2.1 2.6 

Corrected perpendicular drop method 2.48 0.19 7.65 0.215 - 2.55 (2.33-2.60) 2.2 2.6 

Tangent skimming method 1.70 0.71 41.59 0.113 0.083 1.70 (1.20-2.20) 1.2 2.2 

Total 2.29 0.43 18.58 - -

Sample 4

Mean (g/dL) SD (g/dL) CV (%) P value* P value† Median (g/dL) IQR (g/dL) Min (g/dL) Max (g/dL)

Standard perpendicular drop method 0.57 0.14 24.11 - - 0.60 (0.40-0.70) 0.4 0.7 

Corrected perpendicular drop method 0.48 0.17 35.95 0.042 - 0.45 (0.34-0.62) 0.3 0.7 

Tangent skimming method 0.15 0.07 47.14 0.017 0.069 0.15 (0.10-0.20) 0.1 0.2 

Total 0.45 0.21 46.31 - -

*Comparison between the standard perpendicular drop method and other methods; †Comparison between the corrected perpendicular drop method and the tangent skim-
ming method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Min, minimal value within the subgroup; Max, maximal value within the subgroup.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7], 실제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한 

논문에서도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12], 특히 저

농도의 경우 정량 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5]. 저자

들이 제조한 외부정도관리 검체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었는데, 20

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전기영동 패턴과 단클론성 단백의 

개별형이 일치하는 것끼리 혼합하였으나, 아무래도 동일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잔여 검체를 혼합하다보니(1-5번 검체에 대해 각각 5, 

2, 4, 6, 3개의 잔여 검체를 혼합하였음) 생성된 단클론성 단백의 

모양이 하나의 뾰족한 모양이 아니라 다소 넓게 퍼진 모습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학회나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저자들이 직접 검

체의 제조, 보관, 운송과정을 시행하였기에 이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여건이 된다면 전기영동검사가 국내

에서 정식 외부정도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

요할 것이고, 검체 제조과정 및 보고 양식에 있어서 표준화된 지침

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검체 제조시에 단일 환자에서의 연

속적인 검체를 모으거나 물질을 첨가(spiking)한 검체를 고려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참가기관 수가 적었으며 저자들의 지난 설

문조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사전문수탁기관이 포함되지 않

았다는 한계점이 있다[11]. 본문에서도 앞서 밝혔듯이 전기영동검

사의 경우 병원 내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직접 시행하기 보

다는 검사전문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에, 후속 연구에

서는 수탁기관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

기영동검사의 외부정도관리를 직접 시행한 첫 연구로서, 후속 연

구들을 통해 전기영동검사의 판독에 대한 외부 정도관리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영동검사에 대한 통일



조주영 외: External Quality Assessment of Electrophoresis

https://doi.org/10.47429/lmo.2022.12.2.122 www.labmedonline.org   127

화, 표준화된 지침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국내의 많은 검사실에서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 전기영

동의 외부 정도관리를 검사실 간 숙련도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12곳의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외부 정도

관리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원 검사실의 잔여 검체 중 전기영동 패

턴 혹은 단클론성 단백의 유무에 따라 혼합하여 5개의 시험용 검

체를 제조하였고 이를 소분하였다. 각 검사실에서 검사를 시행하

였고 각 검사실의 방식에 따라 판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개의 

검체 중 2개에서 단클론성 단백이 검출되었고, 단클론성 단백의 

검출 여부 및 개별형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 기관 간에 결과가 일치

하였다. 알부민, 알파-1, 2 글로불린, 베타-감마 영역의 정량 값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베타-1, 2, 감마 글로불린 영역의 정량 값은 기

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접선절삭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방법

에 비해 이상단백의 정량 값이 가장 작았다. 본 연구에서 판독 보

고서는 기관 간에 대체적으로 일치하였으나, 정량 값은 다소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 전

기영동의 외부 정도관리에 대한 첫 연구로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위 검사들에 대한 국내의 외부 정도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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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59-year-old man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due to condition 

of post-in�uenza pneumonia and pancytopenia. At the time of 

admission, he had a fever, but there was no recent reports of weight 

loss or night sweats. Complete blood cell count at the time of ad-

mission was: hemoglobin 9.1 g/dL (reference range 13.0–18.0 g/dL), 

white blood cells 1.07×109/L (reference range 4.0–10.0×109/L), 

absolute neutrophils 0.35×109/L (reference range 1.4–7.5×109/L), 

platelets 12×109/L (reference range 150–400×109/L), and abso-

lute reticulocytes 9.1×109/L (reference range 24–84×109/L). His 

total protein level was 6.3 g/dL (reference range 5.8–8.1 g/dL), al-

bumin level was 3.7 g/dL (reference range 3.1–5.2 g/dL), and albu-

min/globulin ratio was 1.4 (reference range 1.2–2.1), which were 

all normal. However, his C-reactive protein level was elevated 

(210.01 mg/L, reference range 0–5.0 mg/L). Proteinuria (542.34 

mg/day) was detected in urine analysis. M protein was also de-

tected in the serum (0.08 g/dL, Ig G lambda type, Fig. 1), but not 

in the urine in capillary protein electrophoresis (EP) and capillary 

immuno�xation electrophoresis (IFE) analyses. His serum and 

urine free light chain concentrations were as follows: free kappa 

INTRODUCTION

Monoclonal gammopathy is a condition in which the clonal im-

munoglobulins, fragments, or free light chains of immunoglobu-

lin (M protein) are detected in the blood or urine. In most cases, 

the presence of M protein is considered as an indicator of plasma 

cell or B cell malignancies [1]. However, monoclonal gammopathy 

can be benign. Here, we report a rare case of monoclonal gam-

mopathy associated with aplastic anemia (AA) and provide con-

siderations for its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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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rum 35.93 mg/dL (reference range 3.30–19.40 mg/dL) and 

urine 586.01 mg/dL (reference range 0.78–13.48 mg/dL), and free 

lambda in the serum 41.66 mg/dL (reference range 5.71–26.30 

mg/dL) and in the urine 217.28 mg/dL (reference range 2.22–5.90 

mg/dL). The kappa/lambda free light chain ratios were all within 

the normal limits (0.86 for serum and 2.70 for urine). There was 

no splenomegaly or enlarged lymph nodes observed in the chest 

and abdomen computed tomography scans. Bone marrow (BM) 

examin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ause of presence of 

M protein and pancytopenia, which revealed hypocellular mar-

row (5% of cellularity, Fig. 2A) with an increase in plasma cell pro-

portion (27.4%, Fig. 2A and B). The immunohistochemical (IHC) stain-

ing for CD138, kappa, lambda, and CD56 did not reveal monoclo-

nal or aberrant plasma cells in the BM biopsy (Fig. 2B–D). The 

�ow cytometric (FCM) immunophenotyping with BM aspirate was 

performed using a myeloma panel consisting of CD19, CD28, CD38, 

CD45, CD56, CD117, CD138, kappa, and lambda light chain. CD38 

and CD138 positive plasma cells were also found to be positive 

for CD19 and negative for CD56, CD28, and CD117. So, a single 

population of normal plasma cells without light chain restriction 

was con�rmed (Fig. 2E and F). The diagnosis of severe AA was 

con�rmed and follow-up serum protein EP and IFE tests were 

recommended. The patient was subjected to the empirical pneu-

monia antibiotic therapy. However, he died due to the aggrava-

tion of pneumonia and multiorgan failure on day 19 of his hospi-

tal stay.

DISCUSSION

In our case, two hypotheses on the origin of M protein were 

proposed. The �rst possibility is benign monoclonal gammopa-

thy; it was associated with autoimmune diseases, post-allogen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state, and infections [2-5]. 

So far, there is only one study on monoclonal gammopathy in pe-

diatric patients with severe AA who have undergone immunosup-

pressive therapy [2]. However, there is only one study that has re-

ported benign monoclonal gammopathy in a AA patient who have 

not undergone immunosuppressive treatment [6]. The mechanism 

of benign monoclonal gammopathy is related to T-cell impairment, 

a mediator of AA, and it could be transient [2, 3]. Generally, cyto-

Fig. 1. Capillary electrophoresis (EP) and capillary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 of the serum and urine samples. (A) Serum EP. (B-F) Serum 
IFE: (B) IgG, (C) IgA, (D) IgM, (E) Kappa light chain, and (F) Lambda light chain. (G) Urine EP. (H-L) Urine IFE: (H) IgG, (I) IgA, (J) IgM, (K) Kappa light 
chain, and (L) Lambda light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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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munohistochemical (IHC) staining of the bone marrow (BM) biopsy specimen and multicolor flow cytometric (FCM) immunophenotyping 
of the plasma cells. (A)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200). (B-D) IHC staining of (B) CD 138, (C) kappa light chain, and (D) lambda light chain 
(×400). (E, F) FCM immunophenotyping of plasma cells in BM aspirate.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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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G) Result of the lymphocyte subset analysis of BM aspirate using FCM panel corresponding to plasma cell myeloma.

G

toxic T cells which mediate BM destruction are typically activated 

in AA [7]. Conversely, in our patient, we con�rmed an increase in 

CD19+ B cells over CD28+ T cells in the BM (Fig. 2G), which might 

be due to a reactive response to viral infection. Therefore, we as-

sumed that the presence of M protein could be an indicator of vi-

ral infection-induced B cell activation. Particularly, in a case like 

this, a careful diagnosis should be performed to avoid misdiagno-

sis with malignant monoclonal gammopathy; the increased pro-

portion of plasma cells may be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ematopoietic cells in the BM. 

Second, M protein could act as a marker of early stage monoclo-

nal gammopathy of undetermined signi�cance (MGUS). To diag-

nose MGUS, a monoclonal population of plasma cells with an ab-

errant phenotype must be identi�ed [8]. In our patient, there was 

no aberrant plasma cell populations identified using both IHC 

staining and FCM immunophenotyping, and therefore, the possi-

bility of MGUS was ruled out. However, occasionally, aberrant 

clones could be very small in size and below the detection limit. In 

such a case, MGU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clonal plasma 

cells are newly observed or found to be increased over time in 

BM, and M protein is consistently observed in EP and IFE analy-

ses. Therefore, serial follow-up with serum protein EP and IFE 

analyses were essential to determine the exact cause of monoclo-

nal gammopathy in our case. However, further tests were not pos-

sible since the patient died soon after the diagnosis of severe AA. 

Conclusively, establishment of the cause of monoclonal gam-

mopathy may be challenging in cases where it is associated with 

AA because benign monoclonal gammopathy due to B cell acti-

vation over T cell is rare in AA and the plasma cell proportion is 

found to be relatively increased in hypocellular marrow. There-

fore, extensive diagnostic analysis and follow-up tests including 

IHC staining, FCM immunophenotyping, and lymphocyte subset 

analysis must be performed for its accurate diagnosis. 

요 약

클론성 면역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의 조각, 또는 유리경쇄가 혈

청이나 소변에 존재하는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은 일반적으로 

악성형질세포질환 또는 B 림프종/백혈병의 징후이다. 그러나 단클

론감마글로불린병증은 양성일 수 있다. 본 증례보고에서는 재생

불량빈혈과 동반된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1례를 진단과정 및 

가능한 원인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이 

낮은 세포충실도의 골수검사 소견과 함께 관찰되는 경우, 골수의 

형질세포 비율이 높아져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

단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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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infantile spasm), Lennox-Gastaut 증후군, Dravet 증후군 등 다

양한 질환을 총칭한다[1]. EIEE와 연관된 유전자는 차세대염기서

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2]. 현재 EIEE와 관련하여 Online Mende-

lian Inheritance in Man (OMIM) database에는 약 60여개의 관련 

유전자가 등재되어 있고 HCN channel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HCN1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다[3]. 

HCN1 유전자가 생성하는 HCN1 단백질은 과분극-활성화 고리

형 뉴클레오티드 개폐 채널(hyperpolarization-activated cyclic-nu-

cleotide gated channel, HCN channel) 단백질 중 포유류에서 발현

되는 4가지 동형(isoform) 중 하나로,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서 광범

위하게 발현되고 임계 전 전위(sub-threshold potential)에서 개방

되어 휴지막전위(resting membrane potential)의 안정화, 활동전위 

임계(action potential threshold) 조절, 박동조율성(pacemaking) 

신경활동 및 수지상세포 결합(dendritic integration) 등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러한 HCN1 단백질의 이상에 의해 신

경생리학적 이상과 간질성 뇌질환이 유발됨이 다양한 동물 실험 

및 임상 증례를 통해 보고되었다[5-10].

본 연구에서는 EIEE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NGS 검사 및 부모의 

Sanger sequencing 검사를 통해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HCN1의 

서 론

조기영아성간질성뇌병증(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

thy, EIEE)은 이른 나이에 발현되는 중증의 뇌질환으로, 생후 1개월 

이내에 빈번한 강직성 연축과 뇌파상 ‘suppression-burst pattern’ 

소견을 보이는 Ohtahara 증후군이 대표적이나 현재는 영아성 연

조기영아성간질성뇌병증 환자에서 de novo로 확인된 
HCN1 유전자 돌연변이 1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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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thy (EIEE) is a group of brain disorders characterized by spontaneous seizures occurring at an early age. EIEE 
is caused by mutations in various genes, including HCN1. Here, we report a Korean patient with EIEE carrying a de novo mutation in the HCN1 
gene. A female infant with unremarkable birth and family history showed status epilepticus four months after birth. Next-generation sequencing 
analysis revealed a heterozygous missense mutation, c.794T>A(p.Leu265His), in HCN1. The variant was not observed in any population control 
dataset, and in silico pathogenicity analyses predicted the variant to be pathogenic. Subsequent family testing by Sanger sequencing confirmed 
that the variant was a de novo mutation.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s for predicting patient prognosis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argete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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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novo 돌연변이를 검출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 례

특별한 가족력, 과거력이 없는 여아가 생후 4개월 때부터 전신 

경련성(generalized clonic) 발작이 지속되어 phenytoin, keppra, 

trileptal, sentil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생후 7개월 때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발작의 양상은 초기에 전신 

경련성 발작을 보이다 생후 6개월 때부터 상지 경련성 운동(arm 

clonic movement)을 동반한 무호흡성 경련(apnea seizure)으로 바

뀌었으며, 열성 경련(febrile seizure)과 비열성 경련(afebrile seizure)

이 혼재돼 있었다. 본원으로 전원될 당시 체온은 37.8˚C로 미열이 

간헐적으로 관찰되었고 뇌파 검사상 ‘mild slow & disorganized 

background rhythm’ 소견이 관찰되어 경도의 미만성 뇌병증(dif-

fuse encephalopathy) 소견을 보였다.

환아의 간질성 뇌병증에 대한 선천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아의 말초혈액 검체를 이용하여 NGS를 기반으로 한 신경발달 

유전자 패널(neurodevelopmental panel) 검사를 진행하였다(Next-

Seq 550Dx System; Illumina, San Diego, CA, USA). 해당 패널에는 

HCN1을 포함하여 신경발달 질환과 연관된 약 4,870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환아의 NGS 검사 결과 염색체나 유전자의 복제수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12개의 VOUS (variant of unknown sig-

ni�cance)로 해석되는 단일염기 변이가 발견되었다(Table 1). 이 중 

HCN1 유전자의 c.794T>A, p.Leu265His (accession #: NM_021072.3) 

변이는 환아의 임상 증상과 연관 가능성이 높았고 gnomAD/ExAC 

(https://gnomad.broadinstitute.org/), 1000 Genomes Project (http: 

//1000genomes.org), Korean Reference Genome Database (KRGDB, 

http://coda.nih.go.kr/coda/KRGDB/index.jsp) 등의 데이터베이스

에서도 빈도가 검색되지 않는 희귀 변이였다(PM2). 또한 웹 기반 

in silico analysis상 SIFT (score 0)/MutationTaster (score 1)/FATH MM 

(score 5.1)/MetaSVM (score 1.103)/REVEL (score 0.972) 등 21개의 

분석 알고리즘상 질병연관 변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

었다(PP3). 하지만 본 변이는 질환과 관련하여 이전 문헌에 보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 과거력이 없었던 부모를 대상으로 Sanger 

sequencing 검사 및 생물학적 부모 여부 확인을 위해 16개의 마커

를 이용한 STR (short tandem repeat)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 모두 환아에서 

Table 1 . List of variants of interest, found in neurodevelopmental panel

A CMG classification* Gene Accession Nucleotide Amino acid Zygosity dbSNP
Inheri-
tance

Global  
(ExAC)

Korean  
(KRGDB)

Parental testing 
(Sanger sequencing)

Likely pathogenic HCN1 NM_021072.3 c.794T>A p.Leu265His Hetero AD De novo

VOUS NOTCH3 NM_000435.2 c.6709C>G p.Arg2237Gly Hetero AD Not tested

VOUS GLUD1 NM_005271.3 c.1273A>G p.Ile425Val Hetero rs759252785 AD 0.000009417 Not tested

VOUS KCNMA1 NM_001271522.1 c.400G>C p.Glu134Gln Hetero rs139968359 AD 0.0083 0.0442122 Not tested

VOUS TBC1D24 NM_001199107.1 c.1322G>A p.Arg441His Hetero rs556865791 AR 0.0000773 Not tested

VOUS GFPT1 NM_001244710.1 c.706A>T p.Lys236Ter Hetero AR Not tested

VOUS TMEM67 NM_153704.5 c.1414G>A p.Val472Ile Hetero AR Not tested

VOUS PMM2 NM_000303.2 c.580C>T p.Arg194Ter Hetero rs199562225 AR 0.00001883 0.00080386 Not tested

VOUS AP4M1 NM_004722.3 c.1187C>T p.Ser396Leu Hetero rs772203028 AR 0.00008534 Not tested

VOUS SLC45A1 NM_001080397.1 c.1883A>G p.Tyr628Cys Hetero rs199740011 AR 0.00004708 Not tested

VOUS RPGRIP1L NM_015272.4 c.2380A>G p.Ile794Val Hetero rs781443815 AR 0.000009418 0.00080386 Not tested

VOUS APC2 NM_005883.2 c.6242C>T p.Pro2081Leu Hetero rs77359769 AR 0.00321543 Not tested

*Varia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2015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nd the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CMG/AMP) guidelines [11].
Abbreviations: VOUS, 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 db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Database; ExAC, Exome Aggregation Consortium; KRGDB, Korean Reference 
Genome Database; AD, autosomal dominant; AR, autosomal recessive.

Fig. 1. Sequencing chromatograms of HCN1 gene from (A) proband, 
(B) proband’s mother, and (C) proband’s father showed that the mu-
tation identified in the proband was in de novo for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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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HCN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Fig. 

1) de novo임이 확인되었다(PS2). 2015 American College of Medi-

cal Genetics and Genomics and the Association for Molecular Pa-

thology (ACMG/AMP) guidelines에 따르면, 1개의 strong evidence 

(PS1-PS4)와 1-2개의 moderate evidence (PM1-PM6)가 동시에 부

여되는 것 이상이면 병적인 가능성이 있는(likely pathogenic) 변이

로 판정할 수 있다[11].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1개의 친자 및 de novo 

확인과 관련된 strong evidence (PS2)와 1개의 정상집단에서 발견

되지 않는 변이와 관련된 moderate evidence (PM2) 및 1개의 in 

silico algorithms 결과와 관련된 supporting evidence (PP3)를 조합

하면, 상기 변이는 병적일 가능성이 있는(likely pathogenic) 변이

로 예측될 수 있다. HCN1 유전자 이외에 단일염기 변이가 관찰된 

유전자 중 TBC1D24, GFPT1, TMEM67, PMM2, AP4M1, SLC45A1, 

RPGRIP1L, APC2 유전자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자인데 환자에서

는 각각 한 개의 변이만 확인되었고, NOTCH3와 GLUD1 유전자는 

환자의 임상 증상과 연관성이 낮았다. 또한 KCNMA1 유전자의 변

이는 정상 인구집단 빈도가 높았다(ExAC Global: 0.83%, KRGDB: 

4.42%). 이러한 이유로 HCN1 유전자 변이 이외에 다른 유전자 변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부모검사 없이 모두 VOUS (variant of un-

known signi�cance)로 해석하였다(Table 1). 환아는 본원으로 전

원 후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trileptal, sen-

til, sabril, phenytoin, keppra 약제를 투여받아 발작이 조절되었다. 

퇴원 시 phenytoin, keppra 약제를 중단하였고 외래에서 trileptal, 

sentil, sabril을 투약하며 현재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HCN channel은 신경세포의 흥분도를 음성 피드백 루프를 통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12]. HCN1 단백질은 중추신경계에

서 주로 발현되는 동형(isoform) 중의 하나로[5, 6], HCN1의 하향조

절(down-regulation) 또는 기능 저하에 의해 발작(seizure) 증상의 

중증도가 심해지고 그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짐이 mouse knock-

out 실험을 통해 알려져 뇌전증과의 관련 가능성이 보고되었다[8]. 

이후 EIEE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HCN1 변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 HCN1 단백의 상향조절(upregulation)이 유발되는 경우에도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9]. 해당 연구에서 HCN1 변이를 지닌 환자

들은 공통적으로 4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시작되는 열성/비열성 

혼합형(polymorphic) 발작을 보이다가 Dravet 증후군과 다르게 근

경련성 수축(myoclonic jerk)이 동반된 비특이적 결신 발작(atypi-

cal absence seizure)을 보이며 국소적 발작(focal seizure)으로 진

행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상기 양상은 본 증례에서 보인 증상

의 발현 시기(생후 4개월) 및 경련의 초기 양상(열성/비열성 혼합

형)과 유사했고, 이후 결신 발작 혹은 국소적 발작으로 진행하는

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HCN channel 단백은 공통적으로 6개의 막관통 단위(transmem-

brane segment)인 S1–S6 단위와 C-terminal 부위의 고리형 뉴클레

오티드 결합 부위(cyclic nucleotide-binding domain)로 이루어진 

구조를 공유하며 S5, S6 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동공 루프(pore 

loop) 구조를 통해 이온을 통과시키는 구조이다[13]. 본 환자에서 

발견된 HCN1 유전자의 c.794T>A, p.Leu265His 변이는 HCN1 단

백질의 S4 단위상에 존재한다. S4 단위는 양전하 아미노산(posi-

tive-charged amino acid)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세포막의 전기

장 변화에 반응한다[14]. EIEE 증례에서 발견된 HCN1 유전자의 de 

novo missense 변이들에 대해 기능적 연구(functional study)가 있

었고, S4 단위와 연관된 돌연변이 중 His279Tyr의 경우 기능향상변

이(gain-of-function variant)로 작용하는 반면 Ser272Pro와 Arg297-

Thr의 경우 야생형(wild type) 단백에 대해 우성저하효과(domi-

nant-negative effect)를 보였다[9]. 본 증례에서 발견된 Leu265His 

변이는 비극성(non-polar) 아미노산이 양전하 아미노산으로 대체

되는 missense 변이로, HCN1 단백이 세포막의 전기장 변화에 반

응하는 민감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되나 상기 연구에서와 같

이 missense 변이의 영향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확

한 기능 변화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HCN channel은 신경 흥분도 조절과 관련된 약제의 표적으로서 

주목받고 있다[15]. 특히 HCN channel이 발현되는 조직은 심장과 

신경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HCN channel 표적치료제는 호흡 

작용 및 혈관 평활근 긴장도(vascular smooth-muscle tone)에 대한 

부작용 없이 심장질환 및 신경계질환에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뇌전증과 HCN channel 기능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

양하여 항뇌전증제의 경우 HCN channel에 대한 약리학적 차단 

및 활성이 모두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 Gabapentin, lamotrigine 등 기존에 알려진 항뇌전증

제의 경우 HCN channel 기능을 상향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알

려졌으며[16, 17], 이와 반대로 HCN channel 억제제가 뇌전증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8]. HCN1의 기능획득

변이에 의한 질환의 경우 HCN1의 공동 구조에 결합하는 물질이 

억제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기존의 약제들은 단백 친화도와 특이

도가 낮기 때문에 새로운 억제제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4, 15]. 본 증례에서 발견된 Leu265His 변이에 대

해 기능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 향후 맞춤형 표적치료제

를 이용한 치료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증례는 기존에 보고된 바 없는 HCN1의 병적일 가능성이 있

는(likely pathogenic) 변이를 최초로 검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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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자의 예후 및 치료계획 수립 시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에 대

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간질 혹은 신경발달 장애 관련 NGS 검

사를 시행하는 국내외 다른 임상검사실 및 임상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조기영아성간질성뇌병증은 이른 나이에 반복적 발작 증상을 보

이는 일련의 뇌질환을 총칭한다. 이 질환은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HCN1 유전자도 그 중 하나이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조기영아성간질성뇌병증 환아에서 HCN1 

유전자의 새로운 de novo 변이가 발견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특별한 출생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환아가 생후 4개월 때부터 간질

지속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에 의해 HCN1 

유전자의 c.794T>A(p.Leu265His) 변이가 이형접합형으로 검출되

었다. 해당 변이는 정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찰되지 않고, in 

silico 병인 분석상 병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었다. 추가로 실

시한 부모의 Sanger sequencing 결과 상기 변이는 de novo 변이임

이 확인되었다. 본 변이의 확인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해 볼 

수 있었고 표적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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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1, 2]. 그런데, ABO 혈액형 이외의 항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드물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견된 비예기항체의 

발생 기원을 설명한 보고는 국내에서는 없었다.

저자들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항-e 항체가 확인되었던 41

세 재생불량빈혈 환자에서, 기존 항체는 소실되고 이식 후 20개월

에 일과성림프구증후군이 아닌 공여자 유래 림프구에 의해 생성

된 항-E 및 -c항체가 새롭게 발견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재생불량빈혈로 말초혈액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41세 여자 환

자의 수혈전검사가 의뢰되었다. K2-EDTA 튜브의 정맥혈 검체로 

자동화 장비(QWALYS-3 system; DIAGAST, Loos Cedex, France)

로 실시한 혈액형검사는 A, RhD 양성이었다. RhCE 표현형 검사

(BioRad, DiaMed GmbH, Switzerland)는 Ce이었다. 해당 환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5년 전에 항-e 항체가 확인되어 RhCE 표현형

이 cE였고, 항-C 항체가 함께 존재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어서 e 항원과 C 항원 음성 백혈구제거적혈구를 수혈해왔다

(Table 1). 공여자는 A, RhD 양성이며, RhCE 표현형 검사는 시행하

지 않았다. 이식 2개월 이후로는 항-e 항체가 음성으로 전환된 후 

서 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면역용혈인데, 이는 자가면역이나 일과성림프구증후군

(passenger lymphocyte syndrome)에 의해 발생한 항체 또는 ABO 

혈액형 부적합이 원인이다. 동종항체가 생성되면 해당항원이 없는 

혈액을 선별하여 수혈해야 면역용혈을 방지할 수 있다. 동종 조혈

모세포이식 시 ABO 항체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

항-e 항체가 ABO 부적합 조혈모세포이식 후 공여자 유래 
림프구에 의해 생성된 항-E+c로 변경된 1예 
Change from Anti-e to Anti-E+c Produced by Donor B Lymphocytes After ABO-
incompatibl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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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가 시행되지 않다가, 이식 후 20개월에 시행한 검사에서 

항-E 및 -c 항체가 새롭게 확인되었다(Table 2). 이후 해당 환자에

게 E 및 c 항원 음성 혈액을 수혈하고 있다. 

 

고 찰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비예기항체의 발생률은 약 1%에서 6%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3-5].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비

예기항체의 빈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는 아직 없다. 본 기관

에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받

은 104명의 환자 중, 2021년 9월까지 비예기항체가 새롭게 확인된 

환자는 없었다(data not shown). 이 결과를 고려하면 Young의 보

고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비예기항체의 

발생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6].

수혈 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비예기항체는 수혜자의 림프구가 

생성한 항체다. 그런데,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혜자의 세포가 함께 공존하는 키메라 단계를 거치므

로 비예기항체의 생성 기원을 단정할 수 없다. 전처리과정에 저항

성을 나타내는 수혜자의 림프구, 또는 공여자 림프구가 항체를 생

성할 수 있다[7]. 본 증례는 이식 전에 cE 표현형과, 항-e 항체를 나

타내었으나,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는 RhCE 표현형이 Ce로 전환되

고 항-E 및 -c 항체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환자는 이식 후 RhCE 표

현형이 Ce로 전환되었음을 고려하면 새롭게 생성된 항체는 공여

자의 림프구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새로운 항체를 생성한 공여자의 이식된 림프구의 기원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조혈모세포 이식편에 포함된 일

과성 림프구이며, 둘째는 이식 후 생착 및 성숙과정을 거친 공여자 

유래 림프구(donor’s engrafted lymphocyte) 이다. 전자는 주로 고형

장기 이식 시 혼입된 공여자의 림프구가 수혜자의 몸속에서 적혈구 

항체를 생성하여 일과성림프구증후군을 초래한다. 이 현상은 조혈

모세포이식에도 보고되는데, 주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 생착이 일

어나기 전 시기인 5일에서 15일 사이에 용혈이 발생한다[8]. 본 증례

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용혈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이식 후 20개

월 후에 새로운 적혈구 항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과성림프구보

다는 이식 후 생착 및 성숙과정을 거친 공여자 유래 림프구가 항체

를 생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환자에게 수혈한 

혈액제제에서 유래한 림프구이다. 하지만, 본 증례에게 수혈된 모든 

혈액제제는 백혈구여과제거필터로 백혈구가 제거되었고, 또한 방사

선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되었다. 

적혈구 동종항체는 자신에 존재하지 않는 적혈구 항원에 노출

된 후 동종면역 반응으로 생성된다. 적혈구 항원의 노출은 통상 수

혈이나 임신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조혈모세포이식 시에는 키

메라 단계를 거치므로 수혜자의 잔존 적혈구가 공여자의 혈액에 

노출된다. 환자는 이식 후 2개월동안 cE 표현형 혈액제제가 20단위 

수혈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적혈구 수혈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

한, 이식 후 2개월동안 총 39단위의 성분채집혈소판(single donor 

platelet) 수혈이 이루어졌다. 이들 제제는 모두 AB형 D양성이었고, 

RhCE 표현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때, 수혈된 혈소판에는 소량의 

적혈구가 포함되므로 한국인에서 흔한 CDe, CcDEe 적혈구가 포

함되어 환자는 E 및 c 항원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식 후 시행한 

D8S1179 등의 locus를 활용한 짧은연쇄반복(short tandem repeat) 

검사에서 공여자 유래 세포로 100% 완전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

을 종합하면, 본 증례에서는 이식 후 생착된 공여자 유래 림프구가 

환자의 이식 전 잔존 적혈구 또는 이식 전후로 수혈한 혈액제제의 

cE 항원에 감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식 후 생착된 B 림프구가 

수적 및 기능적으로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1-2년이 소요된다고 알

려져 있다. 한편, 항체가 지연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식 

Table 1. ABO and Rh phenotypes of transfused red blood cells (RBCs) and platelets before and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D-day                          Blood product ABO, RhD
RhCE phenotype

Units
C c E e

D-148 ~ D-1 Pre-storage leukocyte-reduced RBCs B, + - + + -   3

Day 0  Peripheral bloo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D-0 ~ D+62 Pre-storage leukocyte-reduced RBCs O, + - + + - 18

Leukocyte-reduced RBCs O, + - + + -   2

Single donor platelets AB, + NT 39

Abbreviation: NT, not tested.

Table 2. RhCE phenotype change in the patient before and after he-
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Pre-HSCT Post-HSCT (+20 months)

ABO

   Cell type B A

    Serum type   B AB

RhD type Positive Positive

RhCE type cE Ce

Unexpected antibody anti-e anti-E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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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생착된 면역체계의 성숙 저해를 고려할 수 있다. Gandini 등[9]

은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면역억제제가 장기간 투여된 환자에서, 

이식 2년 후에 면역억제제 투여가 종료되고 나서 확인된 항-D 항

체를 보고하였다. 다만, 본 환자는 이식 9개월 이후로 면역억제제

를 투여받지 않았다. 비록 이식 후 20개월에 시행된 수혈전검사에

서 새로운 비예기항체가 확인되었으나, 비예기항체 발생을 모니터

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인 검사가 시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항체의 생성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Table 3에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공여자 유래 림프구에서 발

생한 비예기항체의 보고된 예들을 정리하였다[4, 6, 8-11]. 일과성림

프구증후군에 의한 경우는 이식 후 1개월 이내에, 이식 후 생착된 

공여자 유래 림프구에 의해 발생한 비예기항체는 이식 후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식 후 발생한 비예기항

체에 의해 면역용혈이 발생할 경우, 대개 해당항원 음성 혈액을 수

혈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용혈에 의한 심

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혈장교환술 또는 적혈구 치환을 시행한 

보고도 있다[6, 8]. 본 증례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동정된 

항-e 항체 및 동반 가능성 있는 항-C 항체를 고려하여 이들과 반

응할 해당 항원이 없는 혈액을 선별하여 수혈을 하였다. 반면, 이식 

후 항-E 및 -c 항체가 발견된 이후부터는 이들 항원 음성 혈액을 선

별하여 수혈하고 있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공여자 유래 림프

구에 의해 비예기항체가 새롭게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식 전 결과

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혈 시행 전마다 항체 선별 및 동정을 빠짐

없이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수혈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요 약

ABO 불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적혈구 비예기항체는 드물게 생

성된다. 게다가 이들 항체를 생성한 면역세포의 기원을 설명한 연

구는 그간 국내에서는 없었다. 저자들은 이식 전 항-e 항체가 동정

된 41세 재생불량빈혈 환자에서 ABO 양방향부적합 동종조혈모

세포이식 후 기존 항체는 사라지고, 이식 후 20개월이 지나 항-E 

및 항-c 항체가 새롭게 발견되어 보고한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성된 항체는 이식 후 성숙된 기증자 B 림프구에서 기원한 것

으로 추정된다. 본 증례를 통해 이식 전후 비예기항체의 모니터링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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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중 국내외 혈청 단백전기영동(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PEP)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 

현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혈청 단백전기영동검사는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민감도가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한 모세관 

전기영동법(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②  Canadi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s Monoclonal Gammopathy Working Group 1에서는 전기영동상 나타나는 각 글로불린(globulin)을 

albumin, alpha-1, alpha-2, beta (이상적으로는 beta-1과 2로 세분화하는 것을 권장), gamma로 나누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③  호주와 뉴질랜드의 권고안 2, 3에서는 총단백(total protein), 알부민(albumin), 단클론성 단백(monoclonal protein)의 정량 값을  

g/dL로 보고하는 것을 권장하나, 국내의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g/L를 사용하고 있다.

 ④  국내에서는 현재 혈청 단백전기영동 및 면역고정 전기영동의 외부정도관리를 위해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숙련도 

평가보다는 검사실 간 숙련도평가(inter-laboratory pro�ciency test)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⑤  혈청 단백전기영동의 경우 정량한계(limit of detection) 값이 면역고정 전기영동이나 유리형 경쇄(free light chain) 검사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적은 양의 단클론성 단백(monoclonal protein)의 경우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2.  2021년에 발표된 ClinGen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Expert Panel Specifications to the ACMG/AMP Variant Interpretation 

Guidelines Version 1.1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주로 APOB 유전자의 변이 해석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었다.

② BA1 부여 기준의 대립유전자 빈도(allele frequency)가 1.0%로 제시되었다.

③ PM2 부여 기준의 대립유전자 빈도(allele frequency)가 0.01%로 제시되었다.

④ 동일 코돈의 과오 변이의 갯수에 따라 PM5_Strong 부여가 가능해졌다.

⑤ 엑손 3에 위치한 과오 변이의 경우 PM1 부여가 가능해졌다.

  3.  다음 중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증 치료에서 바이러스의 약제에 대한 내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검사 방법은?

 ① PCR-RFLP

 ② Sequencing

 ③ MLPA

 ④ MALDI-TOF

 ⑤ Karyotyping

  4.  ABO 불일치 이식 (조혈모세포 혹은 고형 장기) 2주 후에 수혈을 하려고 한다. 

 환자: O형, 공여자: A형

 가장 적합한 수혈은? 

 ① 조혈모세포이식 후 적혈구 수혈 시 A형이 권장된다.

 ② 조혈모세포이식 후 혈장 수혈 시 O형이 권장된다.

 ③ 신장이식 후 적혈구 수혈 시 A형이 권장된다. 

 ④ 간이식 후 적혈구 수혈 시 O형이 권장된다.

 ⑤ 신장이식 후 혈소판 수혈 시 O형이 권장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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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은 혈청 단백전기영동(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그래프이다. 다음 중 빗금 표시된 부분과 같이 단클론성 단백(monoclonal 

protein) 검출을 위해 피크(peak)가 있는 지점 전체를 정량(quantitation)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저 

다클론성 영역(baseline polyclonal region)을 과도하게 검출할 수 있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는 방법은?

                                                                   
그림 출처) Clin Chem Lab Med 2016;54(6):947-961. 

 ① Absolute concentration method (절대농도법)

 ② Beta quanti�cation method (베타정량법)

 ③ Corrected perpendicular method (교정수직작도법)

 ④ Standard perpendicular method (표준수직작도법)

 ⑤ Tangent skimming method (접선절삭법)

  6.  특별한 가족력, 과거력이 없는 여아가 생후 4개월 때부터 전신 경련성 발작이 지속되어 NGS를 기반으로 한 신경발달 유전자 패널 

검사를 진행하였다. 환아의 NGS 검사 결과 HCN1 유전자의 c.794T>A, p.Leu265His (accession #: NM_021072.3) 변이가 환아의 임상 

증상과 연관 가능성이 높았다. 이 변이는 gnomAD/ExAC, 1000 Genomes Project, Korean Reference Genome Database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빈도가 검색되지 않는 희귀 변이였다(㉠). 또한 웹 기반 in silico analysis 상 SIFT (score 0)/MutationTaster (score 

1)/FATHMM (score 5.1)/MetaSVM (score 1.103)/REVEL (score 0.972) 등 21개의 분석 알고리즘 상 질병연관 변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가 검사로 친자관계가 밝혀졌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Sanger sequencing 검사를 진행하여 de novo 변이임이 

확인되었다(㉢). 이들을 종합하여 본 변이에 대해 분류할 수 있었다(㉣). 

 2015 ACMG/AMP 가이드라인에 따라 ㉠, ㉡, ㉢에 해당하는 적절한 병원성 근거와 ㉣에 해당하는 적절한 변이 분류는?

  7.  혈전형성과 혈전용해의 다양한 매개변수를 측정하여 전혈의 응고효율을 평가하는 점탄성 응고검사(thromboelastography, TEG)는 

reaction time (R), K time (clot formation time), α angle, maximum amplitude (MA), LY30 등의 지표를 측정한다. 다음 중 maximum 

amplitude (M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Age 

 ② platelets 

 ③ �brinogen 

 ④  Antithrombin

  8.  다음에서 적절한 것은?

 ①  검사실에서 새로운 다중 분자유전검사법을 도입할 때에는 환자에게 사용하기 적절한 검사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validation)할 

필요가 있다.

 ② 검증(validation)은 특정 항목이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검사실의 검사자가 시행하게 된다.

 ③  검사실에서 새로운 다중 분자유전검사법을 도입할 때에는 환자에게 사용하기 적절한 검사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정(veri�cation)할 

필요가 있다.

 ④ 검정(veri�cation)은 특정 요구사항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시험 개발자가 수행하게 된다. 



 QUIZ

eISSN 2093-6338144   www.labmedonline.org

  9.  59세 남자환자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단백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단백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한 혈청 단백 capillary 

electrophoresis와 capillary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의 결과가 사진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설명은?

 ① polyclonal immunoglobulin의 증가가 관찰된다.

 ② monoclonal gammopathy, IgG-kappa type이다.

 ③ aplastic anemia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④ 자가면역질환 환자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⑤ T 세포 림프종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12권 2호 Quiz 답  1. ③ 2. ④   3. ②   4. ④   5. ④ 
  6. ㉠ PM2, ㉡ PP3, ㉢ PS2, ㉣ Likely pathogenic   7. ②, ③   8. ③ 9. ④

 

Capillary IFE - IgM 

59세 남자환자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단백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단백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한 혈청 단백 capillary electrophoresis 와 capillary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의 

결과가 사진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정답 : 4) 

1) polyclonal immunoglobulin의 증가가 관찰된다 

2) monoclonal gammopathy, IgG-kappa type이다 

3) aplastic anemia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4) 자가면역질환 환자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5) T 세포 림프종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Capillary electrophoresis 

0.08 g/dL 

 

 

Capillary IFE - IgG 

Capillary IFE - IgA 

 

 

Capillary IFE - IgG 

Capillary IFE - IgA 



www.labmedonline.org   ieISSN 2093-6338

Laboratory Medicine Online (Lab Med Online, 진단검사의학온라인)은 대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대한진단혈액학회, 대한진단면역학회 

및 대한임상화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 온라인으

로 발행한다.

일반사항

1. 모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용어는 진단검사의학 용어

집(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간. 2010년)을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원고의 종

류는 원저, 증례보고, 단신, 편지, 종설, 포토 에세이, 지침이나 관점 등으로 

한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다른 형태의 원고도 출판할 수 있다. 증례

보고는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동일 검체에서 3회 이상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신은 원저로 쓸 만큼 포괄적이지 않지

만, 간략한 관찰을 보고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그 독창성과 활용도는 의미

가 있어야 하고 독자가 이해할 만큼 기술과 방법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

다. 지침은 LMO가 공식학술지로 지정되어 있는 학회 또는 관련 연구회에서 

출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를 승인하며, 저자목록에 학회 또는 연

구회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다음의 8개 분야로 구분되며, 저

자는 자신의 원고에 해당분야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후 해당 분야

의 책임편집위원이 적절한 해당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분야를 재지정

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야 구분

진단혈액학 (Diagnostic Hematology)

임상화학 (Clinical Chemistry)

임상미생물학 (Clinical Microbiology)

진단면역학 (Diagnostic Immunology)

수혈의학 (Transfusion Medicine)

진단유전학 (Diagnostic Genetics)

검사정보학 (Laboratory Informatics)

기타 진단검사의학 (Laboratory Medicine General)

2. 저자됨: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경우 등의 중복출판은 양측 편집장의 허락을 

받고, 중복출판 원고표지에 각주로 표시하는 등, 다음 문헌에 규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

tions.pdf). 원고의 저자는 연구의 출판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했고 출판물

에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저자는 게재승

인으로 저작권이 LMO에 이양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해

야 한다. 

3. 이해관계: 연구에 관계된 금전적 또는 기타 지원, 자문료, 주식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본문 끝에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저자

들은(저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라

고 표시한다. 게재 승인된 후 제출하는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

한 동의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서명한다. 

4.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 보조 등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본문 끝, 

혹은 이해관계명시 다음, 참고문헌 앞에 작성한다.

5. 성/젠더 보고: 성과 젠더라는 용어는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가이드라인(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 
s41073-016-0007-6)에 따라 사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생리학적 요소를 보
고할 때)과 젠더(정체성, 정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소를 보고할 때)에 대한 정
확한 사용과 성과 젠더로 구분된 데이터의 보고 및 해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만약 성/젠더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거나 예외적인 연구집단이 포
함된 경우(예, 전립선암 또는 난소암)는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연구출판윤리

회원들의 학술활동 중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

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은 연구 활동 중 정직, 

진실, 정확함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모

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연구자의 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명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

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 이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헬싱

키선언(1964년 발표, 2004년 개정, www.wma.net/e/policy/b3.htm), 대한민

국의 연구관련 규정(GCP)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아래 명시되지 않은 연구출판윤리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KAMJE) 출판윤리지침을 준수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고안, 연구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위조)

 (2)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

이 도용하는 행위(표절)

 (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

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

(이중 게재)

(2010년 5월 1일 제정)

(2020년 1월 1일 최신개정)

투고 규정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016-0007-6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016-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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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출판윤리 실행 방안

 (1)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

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LMO학술지의 논문게재 시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주의 및 제재에 

관한 문구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을 삽입한다. 

 (3)   학회는 연구출판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 신고접수 및 조사할 수 

있는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논문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A4용지에 이중간

격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양은 보편적인 글자체를 사용하되, 원저인 경우 

글자크기 12 point 기준으로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A4용지 20매 이내

를 원칙으로 한다. 

 증례보고의 경우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편지는 A4용지 10매 이내

로 한다. 

 단신은 전체 단어 수가 1,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문에서 방법, 결

과, 고찰 등의 소제목을 달지 말고 한꺼번에 기술하여야 한다. 단신의 경우

에 표 각주나 그림 설명에서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지 말고 이를 본문 방

법 부분에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은 타 원고와 마찬가지로 쓰되 제목

은 달지 말아야 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번역원고는 편집인이 ‘Clinical Chemistry’의 논문 중에서 선택하여 청탁

으로 번역을 의뢰한다.

2. 논문은 다음 항목 순으로 작성한다.

1) 투고자의 편지(Cover letter): 원고의 종류, 분야 구분, 제목, 저자의 소

속과 이름 및 최종학위, 저자 전원의 성명, 교신저자의 성명과 연락처(우

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록한다. 단, 저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소속과 직위, 재학년

도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를 때는 영문 

및 한글 저자명과 소속 뒤에  등의 어깨번호로 명기한다. 단, 제1저자의 

소속은 어깨번호 1번이 된다. 예를 들어 저자들의 소속이 총 3가지 소속

인 경우에는 ‘1, 2, 3’으로 구분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책임저자의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명시한다. 영문 제목이 50자가 넘을 때에는(자간 

간격 포함) 각 면에 기재할 영문 요약제목(running title)을 첨부한다. 또

한 초록의 총 단어 수를 표시한다. 투고자의 편지에는 투고하는 논문의 

중요성을 간단히 기술한다.

2) 논문표지: 원저, 증례보고, 단신, 편지, 종설 등 원고의 종류를 명시하고, 

분야 구분, 제목, 요약제목(50자 이내 영문)을 작성하며, 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술하지 않는다. 

3) 초록: 원저, 증례보고, 단신 및 종설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편지는 첨

부하지 않는다. 원저의 영문초록은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

clusions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되, 25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Uniform Require-

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 Engl J Med 

1997;336:309-15). 종설, 증례보고 및 단신은 4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250단어 이내로 한다. 중심단어(Key Words)는 영문 

단어 3-10개를 선정하여 초록하단에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Index Medi-

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 (MeSH)을 참조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

한다(http://www.nlm. nih.gov/mesh/MBrowser.html). 영문초록이나 

한글요약에는 기기나 시약의 제조사, 도시, 국가 등을 모두 기술하지 않

고, 간단히 제조사와 국가만을 표시한다.

4) 서론: 연구 배경이나 목적 등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5)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선정, 연구 방법, 장치나 기구, 실험 방법, 통계

분석 방법, 기관심의위원회(IRB) 승인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6) 결과: Table이나 Fig.를 포함하여, 중요한 관찰 소견을 기술한다. 가능하

면 자료의 절대 값과 상대 값(백분율)을 제시한다.  

    * 증례보고인 경우 4-6)항 대신 증례로 대체한다.

7) 고찰: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기술하되, 서

론이나 결과에 기술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주요 관찰 결

과를 요약하여 그 의미를 기술하며, 유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

한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도 설명한다. 

8) 요약: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한글로 요약을 작성한다. 중심단어는 기재하

지 않는다.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인 경우에도 한글로 요약을 작성한다.

9) 이해관계: 연구에 관계된 금전적 또는 기타 지원, 자문료, 주식 등 재정

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모두 기술한다.

10)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 보조 등에 대해 기술한다.

11) 참고문헌: 본문의 인용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에는 [괄호] 속에 

번호를 기재한다. 꼭 필요한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30개 이내를 인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신이나 증례보고의 경우에 그 수가 2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 Table 및 Figure: 영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Table과 Figure의 내용

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하고, 흑백인쇄 시에

는 흑백사진을, 칼라인쇄 시에는 칼라사진을 각각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림파일은 JPEG �les, 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등

을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에 온라인 투고 시에는 JPG 또는 GIF 파일로만 

올리고, 추후에 게재 허가가 되는 경우에 TIFF 또는 BMP 파일로 올릴 

수 있다. 인쇄해상도는 적어도 300 dpi 이상이어야 한다. 본문 중에 

Table과 Figure의 내용을 인용 시 Table 1, Fig. 1과 같이 표시한다. Figure

에 그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A), (B), (C), … 등과 같이 영문알파벳으

로 표시하고 각각에 설명(legends)이 들어가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

래 제5항을 참조한다. Supplementary table은 허용하지 않는다.

13) 위 항목 순으로 일련 쪽수를 하단에 표시한다.
14) 편지(letter)의 경우, 초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3. 원고내용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써야 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행 ‘진단
검사의학 용어집’(2010), ‘진단검사의학 용어’(2008,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발행 ‘필수의학용어집’(2005)을 사용하되 여기

에 없는 경우에 ‘의학용어집’(제5집, 2009) (http://kamje.or.kr/term)에 

수록된 것을 사용한다. 혈액종양 진단명(WHO 분류, 2008)은 혈액학(제

2판, 범문에듀케이션, 2011)의 부록을 참조한다.  일반적인 용어는 연세

한국어사전 등을 참조한다. 

 번역이 곤란한 특수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영문으로 쓸 수 있
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 또는 한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
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단, 새로운 번역인 경우에는 논문수정 시 본 학회 용
어소위원회의 추천 용어를 따른다.

2)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각각 

사용한다. 도량형은 meter법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단

위)를 사용함을 권장한다. Liter는 대문자 L로 표시한다.

3) 미생물 명칭은 영문초록, 본문, 한글요약 각 항에서 처음 표기 시에는 전

체 이름을 풀어서 표기하고(예: Eschericia coli), 그 이후부터는 genus 이

름을 약(略)하여 표시한다(예: E. coli). 단, genus 이름을 약하여 표기 시 

다른 균명과 혼동이 있으면 약하지 않는다. 학명은 항상 이탤릭체(기울임

꼴)로 표시한다. 그러나 학명이 아닌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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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경우: E. coli, Papovaviridae, Hepadnavirus 

 (예2)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streptococci,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virus, herpes sim-

plex virus

4) 유전자의 명칭은 이탤릭체(기울임꼴)로 표시한다. (예) BCR-ABL muta-

tions, HER2 gene. 해당 유전자의 단백질인 경우에는 기울임꼴을 사용

하지 않는다. (예)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5) 영문 또는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영문초록, 본문, 한글요약 각 항에서 

첫 번째 사용 시에 전 단어를 표기하고, 약자를 제시한다. 단, 제목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본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적

인 약어 모음”에 게시된 단어는 전 단어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약어를 

사용한다.

6)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

는 띄어쓰기를 하고, 한글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 

단,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대괄호[ ]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쓴다.

 (예)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thrombosis (HITT)의 비구조 

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이란

7) 기계 및 장비의 경우 괄호( )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 (주), 국적을 기

입한다. 시약의 경우 일반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명과 함께 상품

명을 쓰고 싶을 때에는 괄호( ) 안에 쓴다. 상품명을 쓸 경우에는 제조회

사, 도시, (주), 국적을 괄호( ) 안에 쓴다. 상품명을 뜻하는 TM 등은 꼭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다시 표기하는 경우 제조회사만을 괄

호 안에 기입한다. 단, 영문초록 및 한글초록에는 제조회사와 국가만을 

표시한다.

 (예)  Coulter STKS (Coulter Electronics Inc., Hialeah, FL, USA),

             vancomyc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8) 신뢰도를 나타내는 P는 이탤릭체 대문자로 쓴다.

9) 1,000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천 단위로 쉼표를 사용

한다(예, 5,431). 단, 연도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2013년).

4.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참고문헌의 제목

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부사항 및 예시

     (1) 학술지

       저자가 6인 이하면 전원을, 7인 이상이면 6인만을 기록하고 et al.을 첨

부한다. 저자가 2인일 경우는 ‘and’로 연결하며, 이때 comma(,)를 사

용하지 않는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

용하며, 이는 PubMed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

journals)의 Journal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의 부록(sup-

plementary volume)인 경우에는 15(S) 등으로 표시한다.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권수:면수.

     (예)  Choi I-S, Choi AJ, Jang JS, Park G, Jeong SH, Kim C-M, et al. Dis-

tribution of adeG, adeB, adeE, adeY, abeM, and adeJ ef�ux pump 

genes in clinical isolates of Acinetobacter species from Korea. Lab 

Med Online 2019;9:201-9.

     (예)  Castro-Castro MJ, Candás-Estébanez B, Esteban-Salán M, Calm-

arza P, Arrobas-Velilla T, Romero-Román C, et al. Removing lipe-

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예)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

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2) 도서

      (편)저자가 복수일 때는 2인까지 쓴다. 

      저자명. ed(s).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면수. 

          (예)  Rifai N, Horvath AR, et al. eds.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

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6th ed. St. Louis, MO: Elsevier, 

2018:266-326.

      (편) 저자명. 제목. In: 저자명, ed(s).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 

면수. 

          (예)  Weindel M and Bluth MH. Establishing a molecular diagnostic 

laboratory. In: McPherson RA and Pincus MR, eds. Henry’s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23rd ed. St. Louis, MO: Elsevier, 2017:1360-76.     

     (3) 웹 자료

      저자. 인터넷주소 이름. URL (자료가 업데이트된 시점).

      업데이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최근 접속 시점을 쓴다.

      (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uenza diagnosis. https://www.who.int/in-

fluenza/resources/documents/rapid_testing/en/ (Updated on 

Jul 2005).

      (예)  Epitope Diagnostics, Inc.. Quantitative fecal calprotectin ELISA 

kit ttp://www.epitopediagnostics.com/kt849 (Last accessed on 

May 2019).

     (4) 기관 발행물 

      기관명. 제목. 문서번호. 발행지: 발행처, 연도.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terpretive criteria 

for ident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quenc-

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

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

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

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

stitute, 2018.

      (예)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

anc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KOSHA GUIDE G-82-2018. 

Ulsa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8.

      (예)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Guidance for 

industry. Docket no. FDA-2013-D-1020. Silver Spring, MD: Cen-

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s, 2013. 

     (5) 법률

       법률명. 제정(개정)번호, 제정(개정)시점. URL. 

      (예)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 drugs. Act no. 15939, Feb.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3)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 중’(in press)로 명기한 

다. 이 경우 저자는 그 논문이 채택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논문 인용 허

가 서를 받아야 한다. 투고하였으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

고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미발간 결과’(unpublished 

data)라고 명기하고 저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 

통신’(personal communication)이라는 형식은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된 

문헌을 편집위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게재 허가된 논문

이 라 할지라도 참고문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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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ble과 Figure는 다음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1) Table과 Figure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며, Table

의 제목은 상단에, Figure의 설명(legends)은 하단에 표시한다. Table의 

제목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고, Figure의 설명에는 마침표를 쓴다.

2) Table과 Figure의 제목 및 내용은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쓴다.

3) Table에는 불필요한 종선을 긋지 않으며, 횡선도 가급적 억제한다. Table

의 제1열 은 왼쪽 정렬을 시키며, 문자의 경우 제2열부터는 가운데 정렬

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동일 단위(unit)인 경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

고 구간(range)을 표시하는 이음줄(-), ±, × 등의 기호가 있을 때는 기호

를 기준으로 한다. 숫자가 서로 다른 단위인 경우에는 모두 오른쪽 정렬

을 한다. 괄호( )가 있을 때는 괄호의 시작 부분과 괄호 앞의 마지막 글자

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4) Table에서 증례를 나타내는 숫자에는 괄호( )나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

고 숫자만 쓴다. 증례(case)를 나타내는 heading은 Case No.로 하고, 증

례 수를 나타내는 heading은 N으로 한다.

5) 하단의 설명은 어깨글자 설명, 약어설명의 순으로 하며, 어깨글자 설명

과 약어설명 사이에는 반드시 줄을 바꾸어 쓴다.

6) 어깨글자의 위치는 단어의 우측에 하며, 다음의 기호를 순서대로 사용

한다. ‘*, †, ‡, §,∥, ¶,**, ††, ‡‡ etc’. 여러 어깨글자의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은 형식(어

깨글자 설명; 어깨글자 설명.)을 따른다.

 (예) * not tested;  †P <0.05.

7)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는 모두 하단에 설명을 첨부한다. 약어설명은 다

음 예와 같은 형식(Abbreviations: 약어, 설명; 약어, 설명.)을 따른다. 

 (예) Abbreviations: NT, not tested; SAA, severe aplastic anemia.

8) Figure가 현미경 사진일 경우에는 염색방법과 배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9) Figure가 두 개 이상의 그림으로 구성될 때는 ‘(A) 설명. (B) 설명.’과 같이 

각각 설명하거나 한꺼번에 설명하고 괄호( ) 속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게재

1. Lab Med Online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

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을 통해서 접수해야 한

다. 누구든 계정을 만들 수 있으되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ID는 본

인의 email주소로 해야 한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자의 편지(cover let-

ter)’ 파일과 논문속표지(첫 페이지) 이하의 본문 파일의 두 가지로 작성해

야 한다. 논문 접수방법은 온라인상에서 투고자로 로그인해서 두 가지 논

문 파일을 업로드 한 후에 논문제목과 저자정보를 입력하고, ‘저자점검사

항(author’s checklist)’을 확인한다.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

의서’는 게재 승인된 후에 제출한다.

2.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먼저 편집사무원이 형식을 검토한다.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투고자에게 접수 후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수정 후 재접수를 요청한

다. 형식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원고가 책임편집위원에게 전달되며, 저자에

게 논문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 책임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 본문파일을 해

당 전문분야 3명의 심사위원에게 각각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는 동료에 의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친다. 심사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출판 이전에 

원고 내용을 누출시키면 안 되고, 직접 저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원고 내

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심사 거부를 알려야 한

다. 심사의견서는 2주 이내 제출하며, 원고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4.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현황과 심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자수정의뢰 및 수정본 접수도 온라인상에서 시행된다.

5. 책임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통계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통계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저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승인되면 그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참고문헌 교

정, 영문교정 및 최종교정 과정을 거친다. 

7. 다음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 저자에게 통보한다.

1) 연구의 독창성이나 과학적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구출판윤리가 심각히 훼손된 경우

8.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책임편집위원이 결정하

되, 공식적 게재 승인 및 논문 게재 순서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9. 처음 원고를 투고한 후에 저자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저자 전원의 자필서명

을 받아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는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인쇄본으로 

제출하여 Erratum에 게재한다.

11.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Chemistry (AACC)와의 계약에 의해 

‘Clinical Chemistry’에 실린 원고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임상화학 책

임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번역 원고를 결정하여 AACC의 승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Kappa/lambda ratio 

Total (N=92) 42.2 (15.9–277.0)* 30.8 (12.8–202.0)* 1.41 (0.66–2.90)*

G2 (mild kidney dysfunction) (N=25) 24.0 (15.9–108.0)* 18.0 (12.8–164.0)* 1.32 (0.66–1.93)*

G3 (moderate kidney dysfunction) (N=44) 42.4 (22.3–94.2)* 30.2 (14.1–73.3)* 1.40 (0.73–2.90)*

G4 (severe kidney dysfunction) (N=14) 84.7 (36.5–165.9)* 51.3 (30.9–77.0)* 1.77 (0.91–2.46)*

G5 (kidney failure) (N=9)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3.3–19.4† 5.7–26.3† 0.59 (0.26–1.65)*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Data are medians (min-max);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Table 작성의 예)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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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으면, 논문 투고 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를 승인할 수 있다.

기타

1. 모든 원고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도안료 및 제판비, 그 

밖의 특수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DOI/

CrossRef 비용도 저자에게 청구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소

유하고,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투고규정은 밴쿠버 양식 제5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투고규정에 없

는 기타 사항은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

ommendations_dec2018.html을 참고한다.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vi   www.labmedonline.org eISSN 2093-6338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

논문번호: LMO -                                  

논문제목:  

1.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본 논문의 저자(들)은 본 논문이 다른 논문의 저작권 침해, 혹은 사적 침해 등을 내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상의 문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합니다. 본 논문은 과거에 

초록의 형태 외에는 출판된 적이 없으며, 원고의 게재 거부가 되기 전까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중복 출

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본 논문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

문에 따른 권리, 이익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위임합니다.

2. 이해관계 명시(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본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 내용, 연구에 관련 자문

료, 주식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저자순번 날 짜 성 명 서 명

저자가 더 있는 경우에 복사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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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일반사항

 1.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본 학회지 게재 거부가 되지 않은 이상 게재 예정도 없다.
 2. 원고는 글자 크기 12 point 기준으로 A4용지에 이중간격으로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양은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20매(증례는 15매,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10매) 이내이다.
 4.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성적), 고찰, 요약, 참고문헌, Table과 Figure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5. 일련 쪽수를 하단에 기재하였다.
 6. 원고는 MS워드파일로 작성하되 표지파일과 심사용 논문파일의 2개로 만들었다.

표지

 1. 원고의 종류(원저, 증례, 종설, 보고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구분을 하였다.
 2. 원고의 분야 구분을 하였다.
 3. 요약제목(running title)은 자간 간격을 포함하여 50자가 넘지 않도록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4. 연구비 및 이해관계의 명시에 대한 사항을 밑에 적었다(해당되는 경우).
 5.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를 적었다.
 6.  속표지만 있는 심사용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때 저자의 이름, 소속 등 본문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적절한 암호로 

대처하였고, MS워드의 경우에 “저자시 개인정보 포함 안 함” 기능을 사용하였다.

영문초록(원저의 경우)

 1.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2. 초록의 단어 수를 표시하고,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4. 3-10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고, 이는 MeSH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영문초록(증례보고의 경우)

 1.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2.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 3-10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이는 MeSH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문

 1. 참고문헌의 번호를 인용 순서대로 괄호[ ]속에 기재하였다.
 2. 국문초록을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작성하였다.
 3.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논문을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1.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까지만 기재하고, 그 이상의 저자는 ‘et al.’로 약하였다.
 2.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였다.

Table과 Figure

 1. Table과 Figue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2. Table과 Figure의 삽입위치를 메모 기능으로 표시하였다.

20   년        월        일                 저자  성명  　　　　　　　　　　　　　　　

저자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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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임원명단

회장 채 석 래 (동국의대)

이사장 전 사 일 (울산의대)

총무이사 이 우 창 (울산의대)

재무이사 김 명 신 (가톨릭의대)

학술이사 윤 여 민 (건국의대)

고시이사

수련이사

ALM 편집이사 이 수 연 (성균관의대)

LMO 편집이사 신 정 원 (순천향의대)

보험이사 박 형 두 (성균간의대)

유 수 진 (인제의대)

교육이사 김 유 경 (경북의대)

법제이사 서 동 희 (랩지노믹스)

홍보이사 이 용 화 (순천향의대)

정보이사 최 규 태 (충남의대)

개원의대표이사 백 세 연 (서울의과학연구소)

중소병원봉직의대표이사 정 태 은 (서산의료원)

국제협력이사 박 효 순 (성균관의대)

대외협력이사 노 경 호 (일산공단병원)

산학관협력이사 문 희 원 (건국의대)

감염관리이사 성 흥 섭 (울산의대)

정책/보험정책이사 엄 태 현 (인제의대)

정책이사 이 경 아 (연세의대)

특임이사(유전자검사)

           (진단검사의학재단)

           (진료지침)

           (질향상지표)

           (근거중심진단검사의학)

           (진단검사적정성관리)

안 정 열 (가천의대)

이 영 경 (한림의대)

송 은 영 (서울의대)

남 명 현 (고려의대)

신 정 환 (부산의대)

조 용 곤 (전북의대)

충청지회이사 손 보 라 (충북의대)

호남지회이사 조 용 곤 (전북의대)

영남지회이사 김 상 경 (대가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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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화학회 임원명단 

회장 이 제 훈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총무이사 박 형 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재무이사 조 성 은 (GC녹십자의료재단)

학술이사 김 솔 잎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편집이사 박 필 환 (가천의대 길병원)

교육이사 이 용 화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법제이사 한 민 제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간행이사 채 효 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홍보이사 조 선 영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국제이사 정 재 우 (동국의대 일산병원)

특임이사(국제표준) 윤 여 민 (건국의대 건국대학교병원)

    (보험) 이 상 곤 (GC녹십자의료재단)

    (임상질량분석) 송 상 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장기발전) 임 환 섭 (재)서울의과학연구소, SCL

    (학회원관리) 김 영 식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IFCC) 윤 여 민 (건국의대 건국대학교병원)

    (IVD) 이 우 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이사 김 달 식 (전북의대 전북대학교병원)

민 원 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사 박 민 정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박 일 규 (한양의대 구리병원)

박 해 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송 정 한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 선 민 (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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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for Authors

Laboratory Medicine Online (Lab Med Online) is the o�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he Korean Society for Genetic Diagnostics,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the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
munology, and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ry published quarterly (at 
the �rst day of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on-line.

GENERAL CONSIDERATIONS

1. �e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e journal publishes 
Original Articles, Case Reports, Brief communications, Letters, Review articles, 
Photo Essays, Guidelines, and Perspectives. �e other form could be submitted 
under the approval of the editorial board. Review requested by the editorial board, 
Editorials, Corrections, as well as Correspondence. Case reports which had been 
reported more than four times in Korea or worldwide will be rejected. Brief Com-
munications are intended for the presentation of brief observations that do not 
warrant full-length papers, but have su�cient originality and utility to be con-
sidered for publication. �e information must be presented in su�cient detail so 
that reader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material presented. Brief com-
munications undergo the same review process as full-length papers and are not 
published sooner than the full-length papers. Guidelines should be approved for 
publication only if the publication is requested by an Laboratory Medicine On-
line-associated academic society or a related research group. �e name of the so-
ciety or research group should be included in the author list. Original Articles 
and Case Reports are class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8 speci�c areas, and 
the author should state the appropriate area of interest in their manuscripts. 
However, the executive editor of each �eld may request to the author to change 
the area of interest and resubmit the manuscript, if necessary.

Specific areas include:

 Diagnostic Hematology
 Clinical Chemistry
 Clinical Microbiology
 Diagnostic Immunology
 Transfusion Medicine
 Diagnostic Genetics
 Laboratory Informatics
 General Laboratory Medicine

2. Authorship: �e manuscripts are accepted only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y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e manuscripts published in this journal 
cannot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the author(s) wishes a dupli-
cate or a secondary publication, for example, for the readers of a di�erent lan-
guage, the author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editors-in-chief of both the 
�rst and second journals. Further, the conditions speci�ed in the Uniform Re-
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

mje.org) should be met, such as insertion of a comment as a footnote in the title 
page of the second journal stating the primary reference and the duplicate na-
ture of the paper.

 Only those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are eligible for authorship and should take re-
sponsibility for the same. Each author should sign the Authorship Responsibil-
ity and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attesting that he or she ful�lls the 
authorship criteria a�er acceptance for publication. Author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ir contributions to the work described at the title page of the manu-
script.

3.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Each author is responsible for disclosing 
to the Publisher all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regarding this manuscript (in-
cluding sources of support, consulting fee or honorarium, stocks, etc.). Even in 
case the authors have no con�icts of interest, the authors should declare it: None 
declared. Each author also should sign a statement disclosing any con�icts of in-
terest a�er acceptance of the manuscript.

4. Acknowledgements: General acknowledgements and research grant are de-
scribed between disclosure of con�ict of interest and references.

5.  Reporting Sex and Gender: �e term sex and gender should be used in ac-
cordance with the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guidelines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
016-0007-6). �is includes th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
logical factors) and gender (when reporting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separate report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by sex and gender. 
If sex and/or gender information are not reported or an exclusive population 
was involved (i.e., prostate cancer or ovarian cancer), this should be explained.

ETHICAL CONSIDERATIONS

Experiment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ww.wma.net). Written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
tained from all subjects. Identifying information including names, or hospital 
numbers should not be published in written description, or photographs. �e au-
thors must demonstrate tha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institution wher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p-
proved the study, if required by the editorial board. 
For any issues not addressed in these instructions, refer to the following materi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JE). Uniform require-
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 Furthermore, all process of dealing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shall be followed by Flow chart of COPE (http: 
//publicationethics.org/resources/�owcharts).

Adoption May 1st 2010

         Latest revision Jan 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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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onduct in Research & Publication 

  Research misconduct occurs when a researcher fabricates or falsi�es data, or pla-
giarizes information or ideas within a research report. �e de�nition of miscon-
duct can also extend to authorship/publication violations.

(1) Fabrication is making up data or results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2)   Falsi�cation i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3)   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4) Inappropriate authorship includes gi�-, ghost-, and swap-author.
(5)   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tion is publication of a paper that overlaps 

substantially with one already published in print or electronic media.

PREPARATION OF MANUSCRIPTS

1.  �e manuscript must be typewritten double-spaced using a 12-point font size on 
A4-sized paper using Microso� (MS) Word. �e number of pages should be less 
than 21 excluding tables and �gures. Case Report should be less than 16 pages 
and Letters to the Editor should be less than 11 pages. Brief Communications 
should be no more than 1,500 words in total. Section headings should not be 
used in the body of the Brief Communications, and the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should be combined in a single section. Methods should be described 
in the text, neither in the table footnotes, nor in the �gure legends in the case of 
Brief Communications. Acknowledgments should be presented similar to that 
in full-length papers. �e number of tables and �gures should also be kept to a 
minimum in the case of Brief Communications. Insert the page number in se-
ries at the bottom of each page in manuscript �le.

2. Manuscript �l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n the given order:  
1) Cover letter: In cover letter, describe the type of manuscript, the speci�c 

area, title, institutional a�liation(s), the highest degree(s), and name of the 
author(s), the corresponding author’s information (complete address, tele-
phone and facsimile numbers, and e-mail address). However, if the author is 
a student or a minor, who does not have a degree, submit the �nal a�liation, 
position, and  year in school to the editorial board. If the authors are a�liated 
to di�erent institutions, their names and a�liations should be stated the su-
perscripts 1, 2, 3, etc starting from the �rst author. We permit only one co-
�rst author and/or one co-corresponding author, if necessary. In that case, 
specify the reason below the information of authors. A running title should 
be added if the title exceeds 50 characters in English, including spaces. �e 
number of words in abstract should be placed. �e title page should contain a 
brief description of the novelty and importance of the work.

2) Title page: In title page, describe the type of manuscript, the speci�c area, 
title, and a running title. 

3) Abstract: Abstract is not required in the case of Letters to the Editor. In case 
of all the other types of manuscripts, the abstract should be written in Eng-
lish, in 250 words or less, and include the subheadings Background, Meth-
ods, Results, and Conclusions. Each subheading should be summarized in 1 
paragraph. Select 3 to 10 key words in English and insert them below the ab-
stract. For Case Reports and Brief Communications, the abstract is limited 
to 250 words in a single paragraph without the subheadings. �e key words 

are to be adjusted to the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of Index Medicus 
(http://www.nlm.nih.gov/mesh/MBrowser. html), when possible. When a 
reagent or instrument is described in the abstract, the author should only 
mention the name, company, and country, and not the manufacturing city.

4) Introduction: Research hypothesis and specific aim should be described 
brie�y.

5) Methods: �e explanation of experimental methods, devices or apparatus, 
and procedures should be concise and su�cient for repetition by other inves-
tigators, �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statistical meth-
ods should be described.

6) Results: �e results should be presented logically using text, tables, and �gures. 
       *4)-6) can be combined in Case Reports. 
7) Discussion: �e data should be interpreted concisely without repeating the 

content in either the introduction or the results. 
8) Summary: Rewrite abstract in Korean without key words 
9)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All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s should 

be disclosed.
10) Acknowledgements: General acknowledgements and research grant are 

described.
11) References: Serially number the references in the order of citation in the 

text with numbers in brackets. Refer only to the most pertinent literature and 
indicate 30 references at the most. Not more than 20 references should be in-
serted for Brief Communications and Case Reports.

12) Tables and Figures: Each table and �gure should be written concisely and 
the content of the tables and �gures should not overlap. Photographs should 
be clear. Submit colored and black and white photographs to print colored 
and black and white photographs, respectively. Files containing the �gures 
can be uploaded via the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system in Joint Photo-
graphic Experts Group (JPEG) or 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le for-
mats. 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or bitmap (BMP) �les can be uploaded 
for the accepted manuscript. �e print resolution should be 300 dots per inch 
(dpi) or more. For the citation of the contents of tables or �gures, indicate 
them with Table 1 or Fig. 1. If there are more than 1 insets in the �gure, each 
one of them should be identi�ed alphabetically i.e. (A), (B), (C), etc. with a cor-
responding legend. �e appropriate location of tables and �gures should be 
marked with <Insert Table 1>, <Insert Figure 1>, etc. using the “Memo” func-
tion in MS Word. Supplementary table is not allowed.

13) Page numbers are given in the order above. 
14) Abstract is not needed for the Letter form of manuscript.

3. Observe the following points when preparing the contents of a manuscript.
1) We recommend to use the appropriate English terminology translated from 

Korean using either Essential Medical Terminology published by �e Ko-
rean Medical Association in 2005 or “�e Collection of Medical Terms, 4th 
edition, published by �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2001 (http://kamje.
or.kr/term) or Laboratoy medicine terminology in 2010 by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2) �e name of a person or a place and other proper nouns should be used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Arabic numerals should be used. Weights and 
measures should be represented in the metric system and the units should be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Unit (SI unit). Indicate liters with a capital L.

3) �e name of a microorganism should be spelled out the �rst mention in the 
abstract, and original text (example: Eschericia. coli). �e names of the ge-
nus can be abbreviated subsequently (example: E. coli). However, do not ab-



투고규정

eISSN 2093-6338 www.labmedonline.org   xv

breviate the name of the genus if 2 or more genera starting with the same let-
ter are being referred to. Scienti�c names should always be italicized.

   [Example 1] To be italicized: Escherichia coli, Papovaviridae, Hepadnavi-

rus, and Simplex
   [Example 2] Not be italicized: streptococci, coagulase negative staphylo-

cocci,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virus, and herpes simplex virus
4) �e names of the genes, and not the proteins should be italicized:
   BCR-ABL mutations, HER2 gene,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5) When using English abbreviations, de�ne the abbreviation completely at 

�rst mention in the abstract, and original text. Do not use an abbreviation in 
the title. �e terms listed at the end of the KSLM journal or its website need 
not be de�ned.

6) In the case of spacing between words and parentheses or brackets, a space 
should be inserted when English text or a number is placed before the paren-
theses.

   [Example 3]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thrombosis (HITT)
7) For an instrument or equipment, mention the name of its model; manufac-

turer, city, (state), and country of an insturmentor equipment in parentheses. 
�e general name of a reagent should be used. If a trade name is expressed 
with a general name, it should be placed a�er it in parentheses. When using a 
trade name, indicate the manufacturer, city, state, and country in parenthe-

ses. Do not use the symbols TM or ® unless necessary. At subsequent mentions 
a�er the �rst, instruments and equipments can be referred to indicating only 
the manufacturer in parentheses.

   [Example 4] Coulter STKS (Coulter Electronics Inc., Hialeah, FL., USA), 
vancomycin (Sigma Chemical Company, St. Louis, MO, USA)

8) should be uppercase and italicized to indicate statistical signi�cance.
9) In the case of numbers greater than 3 digits, a comma should be inserted af-

ter every third digit from right to left (e.g., 5,431, 5,675, and 1,000), but a 
comma should not be inserted when indicating years (e.g., 1995, 2007).

4.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tyle.
1)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in English. All the references in other lan-

guages should be translated into English. 
2) Details and Examples
 (1) Articles
        List all the authors if the number of authors is less than 7, and list the �rst 6 

authors followed by et al. if the number of authors is 7 or more. If the manu-
script has only 2 authors, use “and” and not a comma between their names. 
Journal names are to be abbrevi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Index 
Medicus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 In the case 
of a supplementary volume of a journal, record it in parentheses such as 
15(S). 

        In the case of articles, mention the names of the authors, title, name of the 
journal, year published, volume number, and the �rst and last page numbers.

        (Example)  Choi I-S, Choi AJ, Jang JS, Park G, Jeong SH, Kim C-M, et al. 
Distribution of adeG, adeB, adeE, adeY, abeM, and adeJ e�ux 
pump genes in clinical isolates of Acinetobacter species from 
Korea. Lab Med Online 2019;9:201-9.

        (Example)  Castro-Castro MJ, Candás-Estébanez B, Esteban-Salán M, 
Calmarza P, Arrobas-Velilla T, Romero-Román C, et al. Re-
moving lipe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Example)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
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2) Books
        While referring to books, mention the name of the authors, editor(s), name 

of the book, edition,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and 
page number. List it up to 2 authors. 

        (Example)  Rifai N, Horvath AR, et al. eds.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
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6th ed. St. Louis, MO: Elsevier, 
2018:266-326.

        In the case of a book chapter, indicate the name of author(s) of the chapter, 
title of the chapter, ‘In:’, editor(s), name of the book, edition, place of publi-
ca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and page number. List it up to 2 authors.

        (Example)  Weindel M and Bluth MH. Establishing a molecular diagnostic 
laboratory. In: McPherson RA and Pincus MR, eds. Henry’s clin-
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23rd ed. 
St. Louis, MO: Elsevier, 2017:1360-76.     

 (3) Website
        Author, website address,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and the date of 

recent update. 
        If the update date is not clear, the references should include the date on which 

the author accessed the URL.
        (Exampl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uenza diagnosis. https://www.who.
int/in�uenza/resources/documents/rapid_testing/en/ (Updated 
on Jul 2005).

        (Example)  Epitope Diagnostics, Inc.. Quantitative fecal calprotectin ELISA 
kit ttp://www.epitopediagnostics.com/kt849 (Last accessed on 
May 2019).

 (4) Government/Organization publications
        �e full name of organization, title, report number, the place of publica-

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Exampl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terpretive crite-

ria for ident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
quenc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Exampl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
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
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Exampl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
anc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KOSHA GUIDE G-82-2018. 
Ulsa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8.

        (Exampl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Guid-
ance for industry. Docket no. FDA-2013-D-1020. Silver Spring, 
MD: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2013. 

 (5) Legal sources
         �e title of the Act, legislated or amended Act no., legislated or amended 

date, URL. 
      (Example)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 drugs. Act no. 15939, Feb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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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 abstract is not permitted to be cited as a reference. For accepted articles 
pending publication, those should be cited and described as “in press”. How-
ever, the author should have a letter permitting the citation from the author(s). 
If an author would like to cite a paper that has been submitted but has not been 
accepted yet, it should be described as an unpublished data in the text and also 
should get a permit letter from the author(s). We do not recommend citing 
personal communications. If the author(s) cannot provide the reference pa-
per, this reference can be requested to be deleted from the reference list even 
a�er the acceptance of the paper. 

5.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1) Number the tables and �gures according to their order of citation in the text. 

�e heading should be inserted above the tables, but the legends should be lo-
cated below the �gures. Periods should not be used in the headings of tables 
but are required at the end of �gure legends.

2) Only the �rst letter and proper nouns of the headings and legends of tables 
and �gures should be in capital letters.

3)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should be omitted as much as possible. Text in 
the �rst column of a table should be aligned to the le�. Single letters should be 
aligned centrally from the second column. If numbers are of the same unit, 
the decimal point should be the datum point. If there are symbols such as “-” 

indicating ranges, “±” and × symbols should be the datum point. Numbers 
with di�erent units should be aligned to the right in all columns. If there are 
parentheses, the start of the parentheses and the last letter before it should be 
the datum point.

4) Only numbers can be used without parentheses or a period if it represents a 
case in a table. A heading representing cases should be noted as “No. case” 
and a heading representing the number of cases should be noted as “N”.

5) Explanations below should be in the order of superscripts and abbreviations. 
�ere should be a linebreak between the explanations of each superscript 
and/or abbreviations.

6) �e superscript should be placed on the right side of a word and should be 
used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 etc.’ �e following are examples of 
using superscript: *not tested; P<0.05.

7) All nonstandard abbreviations should be explained below. De�ne them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Abbreviations: NT, not tested and SAA, severe aplastic anemia
8) If a �gure is a microphotograph, the staining methods and the magni�ca-

tion should be indicated.
9) If a �gure comprises 2 or more pictures, each should be explained either sep-

arately as “(A), explanation and (B), explanation” or together in parentheses.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Kappa/lambda ratio 

Total (N=92) 42.2 (15.9–277.0)* 30.8 (12.8–202.0)* 1.41 (0.66–2.90)*

G2 (mild kidney dysfunction) (N=25) 24.0 (15.9–108.0)* 18.0 (12.8–164.0)* 1.32 (0.66–1.93)*

G3 (moderate kidney dysfunction) (N=44) 42.4 (22.3–94.2)* 30.2 (14.1–73.3)* 1.40 (0.73–2.90)*

G4 (severe kidney dysfunction) (N=14) 84.7 (36.5–165.9)* 51.3 (30.9–77.0)* 1.77 (0.91–2.46)*

G5 (kidney failure) (N=9)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3.3–19.4† 5.7–26.3† 0.59 (0.26–1.65)*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Data are medians (min-max);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Example of Table]

SUBMISSION, PEER-REVIEW, EDITING, AND PUBLICATION 
OF MANUSCRIPTS

1. Every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as an electronic �le through the follow-
ing website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along 
with the completed “Author’s Checklist” including disclosure of con�ict of in-
terest. Each author should upload the separate �les: Cover letter, title page and 
the manuscript �le for peer-review exclud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au-
thors and their a�liations. Before uploading the manuscript for the �rst time, 
the authorshould create a new account for “the manuscript submission and re-
view system for LMO”. A�er the acceptance, each author should sign “the Copy-
right Transfer Agreement and Disclosure of Con�ict of Interest Form”. “Author’
s Checklist” and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and Disclosure of Con�ict 
of Interest Form” can be found on homepage (http://labmedonline.org). Other 
correspondences can be e-mailed to KSLM (e-mail: kscp1@kams.or.kr; address: 
A-1502 Meilleur Jongno Town, 19 Jongno, Jongno-gu, Seoul 110-888, Republic 
of Korea; Tel: +82-2-795-9914, Fax: +82-2-795-4760)

2.  �e authors should indicate 3 or more suggested reviewers and non-preferred 
reviewers, if necessary, in the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system.

3.  Editorial assistant will request to an appropriate executive editor for the relevant 
area. �e executive editor reviews and sends the manuscript to 3 appropriate 
peer-reviewers. On the basis of the comments of the peer reviewers, the execu-
tive editor determines whether the article is acceptable or not preliminarily. Af-
ter the author responds to comments of all reviewers, the (revised) manuscript is 
sent to the editor-in-chief.

4. Every author can check the status and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the website. 
All requests, (revised) manuscripts, and response letters are delivered through 
this website. All submissions, revisions, or responses are promptly noti�ed to 
the concerned authors, reviewers, or editors by e-mail.

5. �e executive editor or editor-in-chief can send those manuscripts that require 
statistical editing to a biostatistics expert before acceptance.

6. If a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editor-in-chief sends an ac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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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ce letter to the all author(s) by e-mail.

7. Manuscripts are always rejected for one of the following cases:
1) �e manuscript is rejected by 2 reviewers.
2) �e author does not respond to the executive editor within 3 months a�er 

request for the correction. �e authors will be noti�ed of such rejection by 
e-mail.

8. �e publication of the article is mainly decided by the executive editor a�er con-
sidering the comments of the reviewer. �e �nal decision and order of publica-
tion is the duty of the editor-in-chief. Any manuscript that does not observe 
these policies and instructions will have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and 
can be withheld from publication.

9. Addition or exclusion of any author will be decided by the editor-in-chief a�er 
the submission of a written request signed duly by all authors.

10. Any errors discovered in the articles a�er publication should be submitted to 
the editor-in-chief in writing and be inserted in erratum.

OTHERS

1. Publication charges will be due on all articles. Illustrations that require extraor-
dinary printing processe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e corresponding au-
thor is charged a fee for digital object identi�er (DOI)/CrossRef. 

2. �e KSLM has the copyright of every submitted manuscript approved for publi-
cation in this journal.

3. �ese instructions are based on the Vancouver Form, 5th edition. For any issues 
not addressed in these instructions, refer to the following material. http://www.
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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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Assurances and Assignment of Copyright 
Transfer and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Manuscript No.: LMO -                                  

Title of Manuscript:  

1. Copyright transfer: Each author has contributed to this manuscript substantially and intellectually, and should share the pub-

lic responsibility for its contents. Each author warrants that his/her manuscript is an original work not published wholly or partly 

elsewhere, except in the form of an abstract; that he/she will not submit to other journals except in the case of editorial rejection, 

and in the case of duplicate publication that was approved by both editors-in-chief of the �rst and second journals; and that the 

manuscript contains nothing unlawful, invading the right of privacy, or infringing a proprietary right, so that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should not be responsible for such legal affairs. Each author warrants the transfer of the copyright, interest, 

authorship, and all rights regarding this manuscript to the publisher of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in case of publica-

tion.

2.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Each author is responsible for disclosing to the Publisher all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re-

garding this manuscript (including sources of support, monetary or other, monetary interests in the products studied, consultant-

ships, stocks, etc.) and whether the author regards them to be actual con�icts of interest.

Please sign below to indicate that the necessary copyright transfer and disclosure of con�icts of interest have been completed.

Author Sequential No. Date of Signature Print Name Signature

Please use a copy of this form for mor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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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f Manuscript:  

General matters

 1.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and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2. The manuscript is typewritten in English with 12 point font and double-line spacing on A4 sized paper.
 3.   Number of pages is less than 21 (16 pages for Case Reports, 11 pages for a Letters to the Editor, and 1,500 words in Brief 

Communications) excluding tables and �gures.
 4.   Manuscript �le is written in the order of abstract (not necessary for Letters to the Editor),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references, tables and �gures.
 5.   Page numbers should be centered at the bottom of each page. Count line numbering should be included through the manuscript.
 6. References are numbered in the order of appearance in brackets.
 7. The manuscript �le that has not disclosed the author is provided, where all necessary information is encrypted.

Title page file

 8.   The type of manuscript is described (e.g.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Brief Communication, Letter to the Editor, Review, and 
Editorials).

 9. The area of the manuscript is described (Diagnostic Hematology, Clinical Chemistry, Clinical Microbiology, etc.).
 10. The name of the author(s) and institutional af�liation(s) is described.
 11. A running title is provided if the title exceeds 50 letters (including spaces) in English.
 12. Full postal address,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and the email address of the corresponding author are provided in English.

Abstract (for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Brief Communication, and Review Article) and key words
 13.   A structured abstract is described under 4 subheadings for Original Article and one paragraph for Case Report and Brief 

Communication. Each subheading is of one paragraph for Original Article.
 14. It is of no more than 250 words.
 15. Three to ten key words are provided.

References
 16. Submission rules are observed.
 17. The �rst six authors are listed if there are more than 6 authors.
 18. Journal titles are abbrevi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Index Medicus.

Tables and figures

 19. Tables and �gures are not super�uous or overlapping, if any.
 20. Tables and �gures are consistent with the submission rules, if any.
 21. The location of tables and �gures are marked with ‘Memo’ function in MS Word or ‘Note’ function in Adobe Acrobat, if any.
 22. Each �gure should be marked with the future print quality, color or black and white, if any.

Authors of this manuscript confirmed the above instructions.
Each author took a certain role and contributed to the study and the manuscript. In case of publication, I agree to transfer all copyright 
ownership of the manuscript to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o use, reproduce, or distribute the article.

 Agree.

Author’s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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