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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boratory Medicine2, Green Cross Laboratories, Yongin, Korea

Thiopurine is a pro-drug used to treat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leukemia, malignancies, and autoimmune diseases as well as an
immunosuppressive agent for post-transplantation states. Thiopurine drugs are metabolized into active metabolites by enzymes in various metabolic stages in the body. The importance of NUDT15 genotyping is emerging in the literature and clinical guidelines since it has been found to be
associated with fatal thiopurine-related adverse drug reactions such as cytopenia, hepatotoxicity, and hair loss. Therefore, this review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about the clinical pharmacogenetic test for NUDT15 in patients treated with thiopurines to assist clinical laboratories in Korea. It focuses on thiopurine drug metabolism, clinical implications, and of NUDT15 genotyping. Moreover, it considers reports of pharmacogenetic
test results, including current recommendations on NUDT15 -guided thiopurine dosing.
Key Words: Pharmacogenetics, NUDT15 , Genotype, Thiopurine, Guideline

서 론

존재하는 퓨린과 활성 대사체를 모방하여 DNA 또는 RNA에 결합
하며, 이 과정에서 세포사멸을 촉진하여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기

Azathioprine (AZA), 6-mercaptopurine (6-MP), 6-thioguanine

도 하지만 간 독성이나 혈구감소증과 같은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

(6-TG)을 포함하는 티오퓨린(thiopurine) 약물은 퓨린(purine) 대

킬 수 있다[2]. 이러한 과정은 약물동력학 및 약물유전적 요인과 관

사과정에서 항 대사물질(anti-metabolite) 작용을 하여 자가면역

련이 있으며, 티오퓨린의 대사과정 및 약물유전학에 대한 이해가

질환, 크론병과 궤양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급성림프모구

최적화된 티오퓨린 치료에 중요하다[1, 3, 4].

백혈병의 치료제 및 고형 장기 이식 후 이식된 장기의 거부 반응을

Thiopurine S-methlytransferase (TPMT) 효소 활성도가 저하된

줄이기 위한 면역억제제로 이용된다[1]. 티오퓨린 약물은 체내에서

환자에서 티오퓨린 투약 시 약물 대사체인 6-thioguanine nucleo-

다양한 효소에 의해 세포 내 대사과정을 거쳐 체내에 자연적으로

tide (TGN)의 농도가 상승되고 독성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TPMT 유전형검사는 티오퓨린의 독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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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및 투약 용량 결정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대한진단검사
의학회에서 발간한 국내 임상검사지침 ‘임상약물유전학 검사와
적용: 진단검사의학 임상검사지침’ 에도 임상적 활용 대상인 대표
적인 약물유전검사로서 제시된 바 있다[3, 4]. 그러나, 한국인에서
는 TPMT 유전자 변이의 빈도가 낮아 티오퓨린 약물부작용에 있
어 TPMT 유전자 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으며, 동
양인에서 변이 빈도가 높은 Nudix hydrolase15 (NUDT15) 유전형
과 약물부작용과의 연관성이 발견 및 검증되면서, 최근에는 티오
퓨린 적정약물치료를 위한 NUDT15 유전형 검사도 주요 임상약물
유전검사 지침들에 포함되었다[1, 5, 6].
본 종설에서는 티오퓨린 약물 치료에 있어 특히 한국인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는 NUDT15 유전형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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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단검사의학과 임상검사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

transferase에 의해 전환된다[1]. 6-MP의 대부분은 다양한 경로를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해 경쟁적으로 대사되는데, 1) TMPT에 의해 비활성형 methylmercaptopurine (methylMP)이 되거나, 2) xanthine oxidase에 의

본 론

해 비활성형 thiouric acid가 되어 배설되거나, 3) hypoxanthine–
guanine phosphoribosyltransferase (HGPRT)에 의해 thioinosine

1. Thiopurine 대사 및 작용 기전

monophosphate로 변환된 후 inosine monophosphate dehydro-

티오퓨린 약물은 전구약물(prodrug)로, 경구로 투여된 약물은

genase (IMPDH)와 guanosine monophosphate synthetase (GMPS)

장에서 흡수되어 치료적 효과를 가지는 활성형 대사체인 6-thio-

에 의해 thioguanine monophosphate (TGMP)가 형성된다[1, 2]. 이

deoxyguanosine triphosphate (6-TdGTP)와 6-thioguanosine tri-

후 kinases에 의해 TGMP가 활성형인 6-TGTP로, 추가적인 효소들

phosphate (6-TGTP) 등의 TGN이 되기 위해 세포 내 많은 대사 단

에 의해 인산화되어 6-TdGTP로 변환되며, 최종적으로 활성형 6-

계를 거치며, 활성형이 된 후 세포 내에서 메틸화(methylation)와

TdGTP와 6-TGTP를 NUDT15 효소가 가수분해한다[1, 2]. 퓨린 구

산화(oxidation)를 거쳐 비활성화 된다(Fig. 1) [1, 2]. AZA는 간에서

아닌(purine guanine)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활성형 대사체인

효소의 관여없이 6-MP로 전환되고, 일부 소량은 glutathione S-

6-TGTP는 RNA로, 6-TdGTP는 DNA로 포함되어 각각 RNA 전사와

Fig. 1. Thiopurine pathway [61]. Permission has been given by PharmGKB and Stanford to use this figure (https://www.pharmgkb.org/pathway/
PA2040). Pathway images and data are available under a Creative Commons BY-SA 4.0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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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복제를 억제하여 세포자멸사(cell apoptosis)를 일으키며,

2. NUDT15의 임상적 의의

6-TGTP는 Rac1 GTPase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림프구의 세포자멸

NUDT15는 nudix hydrolase superfamily에 속하는 164개의 아

사를 활성화하여 항 백혈병 효과와 면역억제 효과 등을 나타내는

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효소로, 티오퓨린 대사 과정 마지막 단계

것으로 알려져 있다[2, 7]. 티오퓨린 약물 중 6-TG는 6-MP와 유사

에서 DNA에 통합된 6-TdGTP를 6-TdGMP로 변환시킴으로써 6-MP

한 대사과정을 거치는데, 6-TG는 직접 TGN으로 변환되므로 6-MP

와 그 전구체인 AZA의 활성형 대사체를 조절한다[2, 7, 12]. NUDT15

보다 약 6배 높은 세포질 내 6-TGN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는 8-oxo-dGTP와 8-oxo-dGDP를 분해하여 DNA와 nucleotide 사

바 있다[8, 9]. 티오퓨린 약물의 대사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효소와

이에서 산화 손상된 형태의 구아닌(7,8-dihydro-8-oxoguanine)을

대사 반응에 변화가 발생하여 대사체인 6-TGN의 혈중 농도가 상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oxo-DGTP가 DNA 사이로 잘못 들어

승하는 경우 용량-의존적 티오퓨린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

가거나 A:T 결합이 C:G 결합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여, DNA 손

다[1, 10, 11]. 특히 TPMT의 활성도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TPMT

상을 최소화하고, 이후 일어나는 DNA 복구 및 세포자멸사를 막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TPMT 활성도가 저하된 경우 혈중 6-TGN

는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7, 12, 13]. 2014년 한국인 크론병 환자 대

대사물이 증가하며, 이는 심각한 골수 억제 등 약물 부작용과 연

상 전장유전체연관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관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침에서 TPMT 유전형에 따른 적정 용량

연구를 통해 NUDT15 유전자 변이와 AZA 치료로 인한 백혈구감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1, 3, 4].

소증과의 연관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5]. 이후 티오퓨린 치료를
이용하는 다양한 질환 및 다양한 인종에서 간독성, 위장불내성

Table 1. Clinical implication of NUDT15 in different diseases and its association with thiopurine drug toxicity
References

Disease

Drug

Study population

Subjects (N)

Genotyping method

Associated toxicity

Walker et al. [18]
Sutiman et al. [43]
Banerjee et al. [49]
Chao et al. [50]
Wang et al. [51]
Kojima et al. [44]

IBD
IBD
IBD
IBD
IBD
IBD

AZA
AZA
AZA
AZA
AZA
AZA

European
Multiethnic Asian
Indian
Chinese
Chinese
Japanese

1,170
129
1,014
732
219
96

Myelosuppression
Leukopenia, neutropenia
Leukopenia, neutropenia
Leukopenia
Leukopenia
Leukopenia

Akiyama et al. [52]
Sato et al. [53]

IBD
IBD

AZA
AZA

Japanese
Japanese

83
160

Kakuta et al. [54]

IBD

AZA

Japanese

2,630

GWAS and EWAS
Pyrosequencing
TaqMan SNP genotyping
PCR-RFLP and sequencing
TaqMan SNP genotyping
TaqMan SNP genotyping or
Sanger sequencing
Sanger sequencing
TaqMan SNP genotyping or
Sanger sequencing
GWAS

Yang et al. [5]

IBD

AZA

Korean

978

Choi et al. [55]
Yang et al. [23]

IBD
ALL

AZA or 6-MP
6-MP

131
1,028

Ju et al. [48]
Buaboonnam et al. [42]
Puangpetch et al. [56]
Yi et al. [57]

ALL
ALL
ALL
ALL

6-MP
6-MP
6-MP
6-MP

Korean
East Asian, European,
African, and Hispanic
Korean
Thai
Thai
Korean

Immunochip and TaqMan
SNP genotyping
Sanger sequencing
Genome-wide genotyping

71
102
100
182

Sanger sequencing
Allele-specific PCR
Sanger sequencing
Sanger sequencing

Choi et al. [22]
Schaeffeler et al. [58]
Moriyama et al. [30]

ALL
ALL
ALL

6-MP
AZA
AZA

139
796
270

Sanger sequencing
Sanger sequencing
Sanger sequencing

Autoimmune diseases
Autoimmune hepatitis
Neuro-immunological
diseases

AZA
AZA
AZA

Korean
European
Guatemalan, Singaporean,
and Japanese
Chinese
Chinese
Korean

Lower thiopurine dose
Neutropenia
Neutropenia
Hematotoxicity, lower thiopurine dose
Leukopenia
Hematotoxicity
Thiopurine intolerance

87
149
84

TaqMan SNP genotyping
TaqMan SNP genotyping
Sanger sequencing

Leukopenia
Leukopenia
Leukopenia, alopecia

Fei et al. [34]
Fan et al. [33]
Kim et al. [32]

Leukopenia
Gastrointestinal intolerance,
leukopenia, alopecia
Gastrointestinal intolerance,
leukopenia, alopecia
Leukopenia
Leukopenia
Thiopurine intolerance

Abbreviations: 6-MP, 6-mercaptopurine;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ZA, azathiopurine; EWAS, epi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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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intolerance), 혈구감소증과 그로 인한 치명적인

유지 치료에 이용되는 주요 약제이며, 6-TG는 강화 치료나 비림프

감염, 출혈과 사망 및 탈모 등의 부작용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9, 22-24]. 소아 급성림프모구백

보고되면서 티오퓨린 약물 치료에 있어서의 NUDT15 유전자 검사

혈병 환자에서 NUDT15 유전자변이에 의한 6-MP 불내성(intoler-

의 임상적 중요성이 확인되었다[1, 2] (Table 1).

ance)과 이로 인한 6-MP 투약 감량이 보고된 바 있으며[23], NUDT15
유전자 변이와 골수억제, 간독성, 심한 탈모 등과의 연관성이 다양

1) 염증장질환에서 NUDT15

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22, 25-28]. CPIC

AZA와 6-MP는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등의 염증장질환에서

지침에서는 악성 종양 환자에서는 항암치료의 효과가 중요하므로,

유지 치료를 위해 이용된다. 티오퓨린 독성에 의한 약물 부작용을

대체 치료제의 선택이 제한된 경우 감량 투약을 권하고 있으며[1,

고려하여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Gastoenterological Associa-

29], 백혈병세포주 실험결과 고려 시, 이론적으로는 NUDT15 유전

tion, AGA) 진료지침에서는 활동성 염증장질환 환자 치료 및 용법

형을 고려한 티오퓨린 감량 시에도 티오퓨린의 항암효과가 유지될

변경 시 적혈구 내 활성형 대사체인 6-TGN과 methylMP의 농도 측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 30].

정을 통한 치료적약물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을 권고한 바 있다[14-17]. NUDT15 유전자 변이는 2014년 한국인

3) 기타 질환에서 NUDT15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그 임상적 의의가

AZA는 다양한 면역질환 및 장기이식 환자에서 면역억제제로 이

발견 및 보고되었고[5], 2015년 대한장연구학회(Korean Associa-

용된다. 면역질환에서 NUDT15 유전자 변이와 AZA 독성과의 연

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KASID)의 합의문(con-

관성에 대해서는 주로 동아시아인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sensus statement)에서는 티오퓨린 약물 유발성 백혈구감소증의

알려진 rs116855232, NM_018283.3:c.415C > T: p.Arg139Cys (p.R139C)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는 데 NUDT15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될 수

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있다[31]. 한국에서 다기관 연구

있다고 하였다[17].

를 통해 AZA 치료를 받은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시신

AZA 및 6-MP 등의 티오퓨린 치료를 받는 염증장질환자에서 골

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재발성 골수염(recurrent

수억제, 위장 증상, 탈모 등과 같은 약물부작용과 NUDT15 변이와

myelitis),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hronic inflam-

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되

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 염증근염(inflam-

어 왔다. NUDT15 유전자에 기능소실(loss-of-function) 변이가 있

matory myositis), 혈관염증신경병증(vasculitic neuropathies)과 염

는 환자에서의 티오퓨린 약물 연관 백혈구감소증 발생 위험도 증

증다발신경병증(inflammatory polyneuropathies) 등의 다양한 신

가가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동아시아인 대상 연구에서는

경면역질환들에서 NUDT15 유전자 변이(p.R139C)와 심한 백혈구

심한 탈모와의 연관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18-20].

감소증 및 탈모 연관성을 보고하였다[32].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에 2018년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s Pharmacogenomics

연구에서는 AZA 치료를 받은 자가면역 간염과 연관된 간경화 환

Research Network (NIH PGRN) 산하 Clinical Pharmacogenetics

자에서 NUDT15 유전자 변이(p.R139C)와 백혈구 감소증의 연관성

Implementation Consortium (CPIC)의 지침에서는 티오퓨린 치료

을 보고하였고[33], AZA 치료를 받은 다양한 종류의 자가면역 질

를 받는 환자에서 TPMT와 더불어 NUDT15 유전자 검사를 권고

환(전신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피부근육염 및 기타 질환) 환자

함과 동시에, 유전형에 따른 티오퓨린 용법 조절 지침을 제시하였

에서 백혈구 감소증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34]. 천포창(pemphi-

다[1]. 2019년 영국소화기내과학회 염증장질환 임상진료지침에서

gus vulgaris)으로 AZA 치료 후 심한 범혈구감소증이 발생한 중국

도 NUDT15 유전형을 고려한 티오퓨린 용법 권고안을 포함하였고

인 환자[35] 및 신이식 후 AZA 투약 후 심한 백혈구감소증과 탈모를

[21], 2020년 일본의 염증장질환 임상진료지침에서는 NUDT15 유

보인 일본인 당원축적병(glycogen storage disease) 환자가 NUDT15

전자 변이인 rs116855232, NM_018283.3:c.415C > T: p.Arg139Cys

유전자 변이(p.R139C)에 대한 동형접합체(homozygote)로 확인된

(p.R139C)를 가진 환자에서 심한 급성 백혈구감소증과 심한 탈모

증례 보고들도 있다[36].

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티오퓨린 치료 개시 전에 NUDT15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19].

3. NUDT15 유전자
NUDT15 유전자는 염색체 13q14.2에 위치하며 3개의 exon을 가

2) 백혈병에서 NUDT15

지는데, NUDT15 효소 단백의 기능적 또는 구조적 영향을 주는 것

6-MP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으로 알려진 변이와, 그 기능적 영향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항암제(methotrexate, vincristine, prednisone 등)와 함께

변이들이 있다(Table 2) [37]. 유전자형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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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or allele frequency of NUDT15 allelic variants [6, 59, 60]
Star alle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DNA position
(NM_018283.3)
Wild-type sequence
55_56insGAGTCG +
c.415C > T
c.415C > T
c.416G > A
c.52G > A
55_56insGAGTCG
101G > C
103A > G
50delGAGTCG
2T > C
139G > A
156C > G
342_343insG
80_81insCGGG
467T > A
88C > T
352G > T
221delA
3G > C
386C > G

Amino acid change

V18_V19insGV +
R139C
R139C
R139H
V18I
V18_V19insGV
R34T
K35E
G17_V18del
M1T
G47R
F52L
E115G fs
C28G fs
L156Q
L30V
E118X
N74M fs
M1I
P129R

Allele function [60]

Central/
East Asian European Korean [6] African [6]
South Asian

Normal Function
No Function

0.930
0.000

0.879
0.035

0.993
0.000

0.867
0.044

0.998
0.000

No Function
Uncertain Function
Uncertain Function
Uncertain Function
Uncertain Function
Uncertain Function
No Function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Not assigned

0.067
0.000
0.000
0.002
0.000

0.061
0.001
0.011
0.013
0.001

0.002
0.000
0.000
0.003
0.000

0.069
0.004
0.011
0.005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2

RS number

rs746071566 +
rs116855232
rs116855232
rs147390019
rs186364861
rs746071566
rs766023281
rs746071566
rs769369441
rs149436418
rs761191455
rs777311140
rs139551410
rs1368252918
rs1457579126
rs768324690

된 변이 종류와 특성, 대립형질 결정의 관계, 동형접합체 또는 이형

면서 2020년 아시아 염증장질환학회와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내과

접합체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4]. NUDT15 유전자 변이의 종류

학회에서는 염증성장질환 환자에 대해 치료 시작 전 NUDT15 유

및 CPIC 지침의 명명법에 따른 변이형의 알려진 빈도를 Table 2에

전형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였다[40]. 미국식품의약국과 유럽

정리하였다[37]. NUDT15 유전자 변이형은 동아시아인에서 가장

의약청에서는 티오퓨린 약제의 라벨에 약물유전정보를 반영하였

높은 빈도로 발견되며, 각 대립형질의 종류 및 빈도는 인종별로 차

으며, 유럽의약청에서는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에 이용되

이가 있다[1, 37]. 동아시아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립형질은

는 6-MP의 라벨에 NUDT15 유전자 변이형을 가진 환자에서 조기

NUDT15*2와 NUDT15*3이며, NUDT15*9의 경우 유럽 인종에서

백혈구감소증과 탈모의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치료 시작 전 NUDT15

만 발견되고 아시아인에서 보고된 바 없다[1]. Table 2에 있는 변이

유전자 검사의 시행을 제안하였다[41]. 국내에서는 유전성 유전자

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추가 발견되어 보고되고 있

검사 급여기준 일반 원칙(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에 따라

다[37, 38].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변이가 발견된 경우 효소활

해당 유전자검사가 특정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

성도 검사나 약물 대사체의 측정, 기능적 실험 연구 등을 통해 약

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대상이 된다. TPMT 유전자 검사는

물대사반응성에 대한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된 변

2020년부터 티오퓨린 제제 투약 중 심한 골수억제 등 약제 부작용

이 보고를 위해 PharmVar (http://www.PharmVar.org)를 통해 제

이 의심되어 유전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인

출할 것이 권장된다[37].

정되며, 티오퓨린 투약 계획이 있는 환자 중 상기 이외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되고 있다. NUDT15 유전자 검

4. NUDT15 유전형 검사

사는 유전성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일반 원칙에 따라 2020년 8월부

1) 적응증, 대상 및 시행 시기

터 요양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2016년 발간된 진단검사의학 임상약물유전검사 지침에서는 티
오퓨린 치료에 있어서 개인별 적정 초기용량 결정을 위해 티오퓨

2) 검사법 및 고려 사항

린 계열 약물의 치료 시작 전 TPMT 유전형 검사 시행이 권고된 바

약물유전검사의 검사방법으로는 주요 대립유전자만 우선적으

있다[4], 그러나 한국인에서는 TPMT 유전자 변이형의 발견 빈도가

로 선택하여 유전자의 특정 변이 부위만을 검사하는 분석방법과

0.8-2.5%로 낮게 보고되며[4, 39], 이후 NUDT15의 중요성이 알려지

유전자의 전체 부위를 모두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인종별로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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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유전자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사법의 개발 또는 선택 시

형(poor metabolizer)으로 분류하며, 기능이 없는 대립유전자 1개

해당 분석법에 포함된 분석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토가 필

와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대립유전자 1개를 이형접합체로

요하다. NUDT15 유전형 분석에는 allele-specific PCR/ARMS, NGS,

가진 표현형의 경우(예, *2/*5, *3/*6) 추정 중간대사형(possible in-

real-time PCR, pyrosequencing, Sanger sequencing 등의 여러 검

termediate metabolizer)으로 구분하고, 정상 대립유전자 1개와 기

사법이 가능하나[23, 32, 42-44], 현재 국내에서는 염기서열분석법

능이 불분명한 대립유전자가 함께 있거나 기능이 불분명한 대립유

(Sanger sequencing)만이 요양급여 인정을 받고 있다.

전자 2개를 갖는 표현형인 경우(*1/*4, *1/*5, *4/*5, *5/*6)에는 미

임상약물유전검사는 비용 효율성 및 결과 보고 시간을 고려해

결정형(indeterminate)으로 분류한다[1, 37]. 약물대사효소에 따른

야 하며, 특히 전향적 약물유전검사인 경우는 주요 변이형 만을

표현형은 2017년에 발표된 ‘약물유전형 검사 결과의 표준 명명법’

대상으로 한 신속한 결과 보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약물 독

에 따르며, 정상대사형은 완전한 기능을 하는 효소 활성도를, 지연

성 발현 후 유전적 요소에 대한 확인을 위한 후향적 약물유전검사

대사형은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효소 활성도를, 중간

의 경우에는 가능성 있는 유전적 및 비유전적 요소에 대한 심도

대사형은 정상과 지연대사형의 중간 단계의 효소활성도를 의미한

있는 분석이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3, 4].

다[45]. 더불어 NUDT15 효소 기능과의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명확

NUDT15 유전형 검사 시 분석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
는 대표적 변이는 c.52G > A (rs186364861), c.36_37insGGAGTC

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립형질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1, 37].

(rs554405994), c.415C > T (rs116855232), c.416G > A (rs147390019)

약물유전검사 보고 시 단순히 유전형분석 결과만 보고하기보

이다. 한국인의 경우 보고된 대립형질의 빈도는 *1, *2, *3, *4, *5, *6

다, 약물유전형에 따른 약물 선택 및 용량 조절에 대한 표준화된

에 대해 각각 86.7%, 4.4%, 6.9%, 0.4%, 1.1%, 0.5%로 알려져 있으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4]. CPIC나 DPWG 등의

로[6], 이를 고려하여 분석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지침에서는 NUDT15 유전형에 따른 티오퓨린 약물의 용법 조절을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으로는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권고하고 있다(Table 3) [10]. 종양 치료의 경우 감량을, 비종양 치

(CAP) 주관 pharmacogenetics (PGX) survey가 있으며 rs116855232

료의 경우 질환별 대체 약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치료 시작 단계

(c.415C > T, *2 또는 *3), rs147390019 (c.416G > A, *4), rs186364861

에서부터 표준용량을 변경할 수 있고, 치료 시작 후 임상적으로 티

(c.52G > A, *5) 등 세 변이만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국

오퓨린 연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다양한 혈액검사 및 임상

내에서는 2022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약물유전 진단유

양상을 함께 모니터링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한다[1]. 티오퓨린 약

전검사 프로그램에 NUDT15 genotyping 항목이 신규 등록되었다.

제는 여러 질환에서 서로 다른 치료 목표 아래 다양한 용법으로
이용되며, 인종별로 약물유전형 및 표현형의 빈도는 다르기 때문

3) 결과 해석 및 적용

에, 여러 지침과 약물 라벨에서 제시된 NUDT15 유전형의 적용 권

약물유전검사 결과보고서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화, 예측되는

고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Table 3) [1, 2]. 기본적인 시작 용법은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 그에 따른 대립형질 및 유전형, 예측되는 표

다양한 질환별 및 인종별 진료지침에 따를 것이 제시되고 있기 때

현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법에 따라 특정 변이 부위만을 선별

문에 한국인 환자에게 적합한 질환별 티오퓨린 약물 치료지침이

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변이를 검출할 수 없어 야생형으

필요하다[2-4]. 예를 들어, 2017년 한국인 궤양성대장염 치료 가이

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방법과 분석대상에 대한

드라인에 의하면 동아시아인에서는 처음부터 목표용량으로 티오

정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3, 4].

퓨린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목표용량에 이를 때까지 수개월동안

약물유전검사에서는 유전형과 표현형 간의 상관성, 즉, 약물대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인

사 및 반응에 대한 예측 정보가 중요하다[3, 4]. NUDT15 유전자의

에서 질환별 NUDT15 유전자형에 따른 티오퓨린 약물용법의 상세

다양한 변이에 따라 예측되는 표현형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기

한 정보를 기술한 치료지침은 마련된 바 없다[40, 46].

능소실변이(loss-of-function variation)를 포함하는 NUDT15*2,

NUDT15 유전형 검사에서 c.50_55dup와 c.415C > T 변이가 동시

*3, *9은 NUDT15 효소 기능의 결핍으로 인해 대사가 저하되는 표

에 관찰될 경우, 두 변이가 동일한 대립유전자에 위치하는 경우

현형으로 분류된다[1, 37]. CPIC 2018 지침에 따라 2개의 정상 대립

(cis) *1/*2의 중간대사형,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에 위치하는 경우

유전자형을 갖는 *1/*1은 정상대사형(normal metabolizer)으로, 정

(trans) *3/*6의 추정 중간대사형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인에서

상 대립유전자 1개와 기능이 없는 대립유전자 1개를 가진 경우(예,

는 *1/*2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6]. 중간대사형과 추정 중

*1/*2, *1/*3) 중간대사형(intermediate metabolizer)으로, 기능이

간대사형의 경우 CPIC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용법을 권고하고 있

없는 대립유전자 2개를 가진 경우(예, *2/*2, *2/*3, *3/*3) 지연대사

어 현재로써 임상적인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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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iopurine drug dosing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NUDT15 phenotypes (based on genotypes) in different guidelines and drug labels
NUDT15
phenotype
Intermediate
metabolizer

Examples of
Clinical
NUDT15
guidelines
diplotypes
*1/*2, *1/*3 CPIC
DPWG
EMA EPAR
USFDA drug
label

Possible
*2/*5, *3/*6 CPIC
intermediate
metabolizer
DPWG
EMA EPAR
USFDA drug
label

Poor metabolizer

*2/*2, *2/*3, CPIC
*3/*3

DPWG

EMA EPAR
USFDA drug
label

6-MP
Reduce starting dose (30–80% of a
normal dose)
Reduce starting dose (50–70% of a
normal dose)
Reduce dose (optimal dose reduction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0–90% of a
normal dose)
If heterozygous for both TPMT and
NUDT15, dose based on a tolerability
of 30–50%
Reduce starting dose (30–80% of a
normal dose)
Not available
Reduce dose (optimal dose reduction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0–90% of a
normal dose)
If heterozygous for both TPMT and
NUDT15, dose based on a tolerability
of 30–50%
For malignancy, reduce starting dose
(10 mg/m2/day)
For a nonmalignant condition, consider
alternative non-thiopurine agents
Avoid 6-MP
Reduce starting dose (10–20%* of a
normal dose)
Reduce dose (optimal dose reduction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10% of a normal
dose)

AZA

6-TG

Reduce starting dose (30–80% of a
normal dose)
Reduce starting dose (50–70% of a
normal dose)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0–80% of normal
dose)
Reduce starting dose (75% of normal dose)

Reduce starting dose (optimal dose
reduction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0–90% of normal
dose)
If heterozygous for both TPMT and NUDT15,
dose based on a tolerability of 30–50%

Reduce starting dose (30–80% of a
normal dos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0–80% of normal
dos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optimal dose
reduction not available)

Reduce starting dose (50–90% of normal
dose)
If heterozygous for both TPMT and NUDT15,
dose based on a tolerability of 30–50%

For malignancy, reduce starting dose
(10% of a normal dose)
For a nonmalignant condition, consider
alternative non-thiopurine agents
Avoid AZA
Reduce starting dose (10–20%* of a
normal dose)
Not available

For malignancy, reduce starting dose
(25% of normal dose)
For nonmalignant condition, consider alternative non-thiopurine agents
Avoid 6-TG
Reduce starting dose (10–20%* of normal
dose)
Not available

Consider alternative non-thiopurine
agents

Reduce starting dose (5-10% of normal
dose)

Not available

It has been known that normal starting doses vary by race/ethnicity and treatment regimens. If the standard dose is below the normal recommended dose, dose reduction
might not be recommended for intermediate metabolizers [1].
*There were insufficient data available to calculate the exact percentage.
Abbreviations: 6-MP, 6-mercaptopurine; 6-TG, 6-thioguanine; AZA, azathiopurine; CPIC, Clinical Pharmacogenetics Implementation Consortium; DPWG, Dutch Pharmacogenetics Working Group; EMA EPAR, European Medicines Agency European Public Assessment Report; US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티오퓨린 약물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질환에 따라 티오퓨린 이

티오퓨린 약제 투약 시 TDM 방법으로서, 적혈구 내 활성형 대

외에도 다른 약물을 병용하여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사체 6-TGN과 methyl-MP를 측정할 수 있다[13, 21]. 단, NUDT15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한다[2,

변이형을 가진 환자에서는 적혈구 내 활성형 대사체 농도가 적정

29]. 예를 들어, 소아 림프모구백혈병의 치료 시 methotrexate에 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1], 실제 티오퓨린

해서도 골수억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allopurinol은 메틸화

대사체의 표적이 DNA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DNA 내 대사체 농도

된 활성형 대사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등 티오퓨린 외 약물이

측정이 더욱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적혈구

티오퓨린의 약물동력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29]. 또한 TPMT와

및 DNA 대상 티오퓨린 약물대사체 농도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가

NUDT15 유전형 검사 이외에도 약물 치료 중인 환자의 모니터링

시행되기도 하였다[2, 8, 47, 48]. 다양한 질환에서의 여러가지 티오

에 있어서는 질환별 표준 임상지침에 따라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퓨린 약물 치료에 있어서 NUDT15 유전형 기반 적정약물요법에 대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혈구 검사와 간기능 검사, 염증 지표 등의

한 임상지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TDM 활용을 포함한 지속적인

추가적인 진단검사의학 검사와 임상양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

연구가 필요하다[1, 2].

요하다[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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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3. Kim S, Yun YM, Chae HJ, Cho HJ, Ji M, Kim IS, et al. Clinical pharmacogenetic testing and application: Laboratory medicine clinical prac-

본 종설에서는 티오퓨린 치료를 받는 한국인 환자에서 임상적

tice guidelines. Ann Lab Med 2017;37:180-93.

중요성이 높은 NUDT15 약물유전형 검사를 임상검사실에서 시행

4. Kim S, Yun YM, Kim IS, Song SH, Woo HI, Lee KA, et al. Clinical phar-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리뷰를 제공하였다. 티오퓨

macogenetic testing and application: laboratory medicine clinical prac-

린 계열 약물과 대사에 대해 살펴보고, NUDT15 약물유전형 검사

tice guidelines part 2. Lab Med Online 2016;6:193-213.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NU

5. Yang SK, Hong M, Baek J, Choi H, Zhao W, Jung Y, et al. A common

DT15 유전적 변이와 치명적인 혈구감소증 등의 티오퓨린 약물 부

missense variant in NUDT15 confers susceptibility to thiopurine-in-

작용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지침에서 NUDT15

duced leukopenia. Nat Genet 2014;46:1017-20.

유전형에 기반한 용법 조절 권고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임상검

6. Kim HT, Choi R, Won HH, Choe YH, Kang B, Lee K, et al. NUDT15

사실에서는 NUDT15 약물유전형 검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

genotype distributions in the Korean population. Pharmacogenet Ge-

료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nomics 2017;27:197-200.
7. Valerie NC, Hagenkort A, Page BD, Masuyer G, Rehling D, Carter M,

요 약

et al. NUDT15 hydrolyzes 6-thio-deoxyGTP to mediate the anticancer
efficacy of 6-thioguanine. Cancer Res 2016;76:5501-11.

티오퓨린 약물은 염증성 장질환, 백혈병, 종양, 자가면역질환, 이

8. Evans WE. Improving the treatment of childhood acute lymphoblastic

식 후 면역억제제 등 다양한 질환에서 치료제로 이용되는 전구약

leukemia by optimizing the use of 70-year-old drugs. Haematologica

물이다. 티오퓨린 약물은 체내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매우 다양한

2021;106:2794-6.

효소에 의해 활성형 대사체로 대사된다. NUDT15 유전자 변이와

9. Larsen RH, Utke Rank C, Grell K, Nørgaard Møller L, Malthe Overgaard

티오퓨린 약물의 치명적인 부작용인 혈구감소증이나 간독성, 탈

U, Kampmann P, et al. Increments in DNA-thioguanine level during

모 등의 연관성이 밝혀져, 다양한 진료 지침과 문헌에서 NUDT15

thiopurine-enhanced maintenance therapy of acute lymphoblastic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티오

leukemia. Haematologica 2021;106:2824-33.

퓨린 치료를 받는 한국인 환자에서 임상적 중요성이 큰 NUDT15

10. Dean L and Kane M. Mercaptopurine Therapy and TPMT and NUDT15

약물유전형 검사를 임상검사실에서 시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

genotype. In: Pratt VM and Scott SA, et al., eds. Medical genetics sum-

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종설에서는 티오퓨

maries.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100660/ (Updated

린 약물 대사, NUDT15 유전자의 임상적 의미와 유전형 및 표현형,

on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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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ickson AL, Daniel LL, Zanussi J, Dale Plummer W, Wei WQ, Liu G, et

하여 NUDT15 약물유전형 검사 결과 보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al. TPMT and NUDT15 variants predict discontinuation of azathiop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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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 정량 분자유전 검사법의 검정 권고안
Recommendations for the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Molecular Hemato-Oncolog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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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s are increasingly used for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arget molecules or genetic alterations. When introducing a new assay into clinical laboratori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manufacturers’ claim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within individual
laboratories. Appropriate assay verification procedures are essential to ensure the quality of test results in clinical laboratorie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ing focused on the hemato-oncology field in clinical genetic
laboratori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molecular hemato-oncology tests.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 elements that comprise the verification procedures are presented and exemplified. These recommendations can assist individual clinical laboratories in verifying quantitative molecular diagnostic assays.
Key Words: Verification, Quantitative PCR, Digital PCR, Real-time PCR, Molecular diagnostic techniques

INTRODUCTION

surable residual disease (MRD)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redictor of patient prognosis. For the assessment of molecular MRD,

Clinical tests using molecular diagnostic techniques are increas-

techniques with a limit of detection of 10−3 or lower should be

ingly used for patient management with regard to diagnosis and

used;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droplet digi-

follow-up. In the hemato-oncology field, the quantification of mea-

tal PCR (ddPCR) are typical tests [1]. Real-time PCR is current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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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mmonly used technique for the quantification of target
molecules because of its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low cost,
and rapid time-to-result. Recently, ddPCR, which can perform absolute quantification without using a standard curve, has been introduced and is increasingly used for clinical testing and research
[2].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validation
and verification in the laboratory. Valid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ssays, and is usually completed by the manufacturer. If no suitable performance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validation is required (e.g., laboratory development tests) [3]. Verification i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specifications provided by the product manufacturer in each laboratory [4]. Verification applies to unmodified non-waived tests that
have been approved for in vitro diagnostic use [3].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is 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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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d when evaluating most laboratory tests in clinical laboratories; CLSI guidelines are relatively suitable and standardized for
high-volume automated assays. Molecular tests are labor-intensive

RECOMMENDATIONS FOR THE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CLINICAL MOLECULAR
GENETIC TESTS

and expensive, even though the volume of individual tests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most assays in other fields, such as clini-

We reviewed the literature and available guidelines regarding

cal chemistry. In a molecular diagnostic assay validation white pa-

the verification procedures of 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

per updated by the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Clin-

ing using real-time PCR and ddPCR. CLSI guidelines relating to

ical Practice Committee in 2013, it was stated that the proposed

the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molecular assays are referenced as

recommendations are not standardized and that alternative meth-

follows: MM01-A3, MM20-A, EP17-A2, EP15-A3, EP06-ED2, and

ods are possibl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lecular

C28-A3 [4, 6-10]. Other references were searched in PubMed and

test itself and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labo-

Google Scholar using the following keywords: verification, valida-

ratory [5]. Thus, in this recommendation, several guidelines and

tion, quantitative PCR, digital PCR, real-time PCR, molecular, and

literature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molecular assays

mutation. We selected the final target documentation by review-

have been reviewed and presented so that various alternatives

ing the abstracts of the literature and selecting the appropriate ar-

can be referred to when determining the verification protocol.

ticles. We have cited the chosen literature and guidelines in the

This review aimed to provide recommendations to guide verifi-

reference section of this paper. We then selected the performance

cation procedures for 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ing that

characteristics that individual laboratories should consider when

can be used in individual laboratories within the hemato-oncol-

adopting a 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 (Table 1).

ogy field. We focused on real-time PCR and ddPCR, which are the

For verification of 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ing, the re-

most frequently performed verification procedures for in vitro di-

quir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vary according to the guide-

agnostic products in clinical laboratories. One can refer to this text

lines (Table 2).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 reg-

for verification procedures in areas other than hemato-oncology

ulations,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molecular pathol-

(e.g., infectious disease) or real-time PCR/ddPCR (e.g., next-gener-

ogy checklist, and AMP molecular diagnostic assay validation pro-

ation sequencing), but this was not our primary focus.

tocols recommend that laboratories verify that tests are performed
as expected by obtaining data on accuracy, precision, reportable

Table 1.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at laboratories should consider for verifying and adopting quantitative molecular genetic tests
Characteristics

Definition

Accuracy
Precision
Linearity
Reportable range
Limit of detection
Reference intervals

The closeness of agreement between a test result and the true value of the analyte
The closeness of agreement between independent test results obtain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he range where the test values are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the analyte in the sample
The span of test result values over which the laboratory can establish or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strument or test system measurement response
The lowest concentration of analyte that the assay can consistently detect with acceptable precision
The range of test values expected for a normal or healthy population

Table 2. Requir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during the test performance verification process
Accuracy

Precision

CLIA [10]
CAP [11]

Verify
Verify

Verify
Verify

AMP [4]
EGVG [12]

Verify
Verify

Verify
Verify

Reportable range
(AMR)
Verify
Verify; literature or manufacturer
documentation OK
Verify

Linearity

Verify

Analytic specificity
(interferences)

Limit of
detection

Verify; literature or manufacturer
documentation OK

Verify

Reference interval
Verify
Verify; literature or manufacturer documentation OK
Verify

Verify

Abbreviations: AMR, analytical measurement range; CLIA,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AMP,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EGVG, EuroGentest Valid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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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s, and reference intervals [5, 11, 12]. The established refer-

standard deviation (SD) approach the population mean and its SD

ence interval can be transferred from the manufacturer or publi-

as the sample number approaches 30 [6]. An example of sample

cation without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medi-

selection for the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 new method

cal director of a laboratory [10]. Additionally, the College of Ameri-

and a method already established in the laboratory is presented in

can Pathologists and EuroGentest Validation Group recommend

Table 3.

verifying the limits of detection of quantification assays [12, 13].
2) Verification steps

1. Accuracy

After setting the allowable criteria, a predetermined number of

The accuracy of a quantitative test refers to the proximity be-

samples are checked with the new and existing methods to be

tween the test result and the accepted value, either as a conven-

compar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compared. If the

tional true value or a reference value [14]. Thus, a comparison with

difference is not clinically significant, the new assay is considered

the value of a reference (“gold standard”) method or a recovery

to be within the medical tolerance interval and can replace the

study with a known value for a certified reference can be per-

old assay.

formed to verify accuracy. However, a reference method is not
available in most cases and the number of possible genotypes can

3) Data analysis

preclude the use of reference materials that cover every genotype

A method comparison study can be performed in various ways.

[5]. Alternatively, accuracy can be evaluated through a method

First, the average difference can be calculated and determined to

comparison study between a new method and a method already

be acceptable by comparing it with allowable limits. The labora-

established in the laboratory, using samples with an entire report-

tory should establish and document allowable limits for accep-

able range and different possible genotypes [5].

tance (e.g., ± 20%). The allowable limits can be derived from the
package insert, previous literature, or empirical evidence from

1) Sample selection

similar testing methods in the laboratory. Second, a t-test can be

It is recommended to include samples with an entire reportabl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

range and different possible genotypes [5]. For a method compari-

tween the means of the two methods. Third, linear regression

son study, the appropriate number of specimens depends on many

analysis can be used to calculate linear regression statistics. After

factors,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he assay, frequency of targets

plotting the data (reference samples/method: x-axis; measured

in the population, and established accuracy of the reference meth-

values/new method: y-axis), linear regression statistics can be an-

ods. The CLSI document EP15-A3 recommends testing both meth-

alyzed using statistical programs (ideal values: slope = 1, intercept =

ods in parallel, with a minimum of 20 positive specimens in du-

0, and r ≥ 0.99).

plicate over several runs and days [9]. CLSI MM01-A3 recommends
that at least 30 samples be analyzed when comparing two analysis methods using a paired test, because the sample mean and its

2. Precision
Precision involves repeatability (within runs) and reproducibil-

Table 3. Example of sample selection for a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 new method and a method already established in the laboratory
Reference

Test

Quantification of BCR-ABL1 fusion transcript
using droplet digital PCR
Yuan et al. [21]
Quantification of PML-RARA fusion transcript
using droplet digital PCR
Wolstencroft et al. [22] JAK2 V617F mutation using real-time PCR
Chung et al. [15]

Schnittger et al. [23]

BRAF V600E mutation using real-time PCR

Sample selection
Clinical samples ranging from 0.002% IS [MR4.7] to
20% IS [MR0.7]
Clinical samples including from healthy individuals,
newly diagnosed patients, and treated patients
Clinical samples from patients referred for investigation of myeloproliferative disorders
Clinical samples from patients at diagnosis of hairy
cell leukemia

Number of
samples

Comparison method

20

Real-time PCR

28

Real-time PCR

200

ARMS and allele-specific PCR

117

Multiparameter flow cytometry

Abbreviations: IS, international scale; MR, molecular response;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ARMS, amplification refractory mu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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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between runs). Repeatability is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agreement can be calculated between tests performed under two

between repetitive results of the same sample under the same op-

different conditions. The results can then be compared with the

erating conditions; reproducibility refers to the degree of corre-

manufacturer’s claims or clinically acceptable variation. If an un-

spondence when the operating conditions vary. For real-time PCR,

acceptable result is identified, the possible causes should be in-

concentration, stochastic fluctuations, and temperature differences

vestigated and the necessary corrective action should be taken.

that affect the completion of annealing and denaturation are known
to influence precision. The precision of ddPCR depends on the

3. Reportable range and linearity

average number of molecules per partition (determined by the

The reportable range of the quantitative assay refers to the low-

original sample concentration and preparation method) and num-

est and highest results reliably obtained by the test method. Labo-

ber of partitions. When the average number of molecules per par-

ratories can only report test results that fall within the verified range.

tition is very low and the number of positive partitions approaches

The rang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should be verified using

saturation, precision becomes poor.

a complete test system, from sample preparation to the results.
Care must be taken when working with higher concentrations of

1) Sample selection
CLSI EP15-A03 indicates that at least two sampl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are needed to represent medical decision points

target analytes to prevent specimen-to-specimen cross-contamination. Linearity refers to the range in which test values are proportional to the analyte concentration in the sample.

or reference limits; ideally, patient samples, reference materials,
proficiency testing samples, or control materials are used as test
samples [9].

1) Sample selection
To verify the linearity of a diagnostic quantitative test, various

AMP molecular diagnostic assay validation recommends that at

sample types can be used, such as proficiency testing materials,

least three sample concentrations covering clinically important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RM) with a proper matrix, quality

decision levels (e.g., for BCR/ABL1 quantitative assays, molecular

control materials, and patient samples. However, it is preferable to

response 3.0–5.0) be included [5]. A low concentration can be set

verify linearity using patient samples because matrix differences

to two to four times the limit of detection (LOD), and a high con-

can affect the results [8]. In the CLSI guideline EP06-Ed2, two rep-

centration can be close to the upper limit with regard to the limit

licates of five levels of samples are required to verify the linearity

of quantitation.

of the test [8]. To verify the analytical measurement range (AMR),
the test specimen must have minimum analyte values near the

2) Verification steps

low, midpoint, and high AMR values [12].

For user verification of the precision performance, CLSI EP15A3 recommends testing each sample five times per run for five to

2) Verification steps

seven runs over at least 5 days (a total of 25 replicates per concen-

The CLSI guidelines recommend mixing two samples with high

tration) [9]. An alternative approach, presented by AMP molecular

and low concentrations to create several samples with the same

diagnostic assay validation, uses five replicates at three concentra-

intervals as the target concentration [8]. The concentration of lin-

tions (low, medium, and high) run for 3 days (a total of 15 repli-

ear samples is bracketed by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quanti-

cates per concentration) [5]. Runs are commonly replicated in trip-

tation proposed by the manufacturer [8]. Importantly, attention

licate, and each run is tested for 3 days in a clinical setting [15].

should be paid to pipetting errors in manufacturing samples with

Therefore, multiple repeatability verification studies for diverse

a specific concentration interval. A proper matrix should be used,

testing variables are necessary.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the routine test samples.
For quantitative molecular tests, DNA or RNA/complementary

3) Data analysis

DNA (cDNA) extracted from patients can be used. For instance, if

For within-run and between-run precision, the mean value,

the linearity of a quantitative real-time PCR test is verified for quan-

standard deviation, percent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percent

tifying BCR-ABL1 fusion, RNA or cDNA pools can be us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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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chronic myeloid leukemia and diluted with a wild-

one copy of a target sequence and the application of a Poisson

type RNA/cDNA sample or a recommended diluent. An interna-

distribution at very low copy number concentrations. The limit of

tional-scale calibrator or DNA/RNA from other reference cell lines

blank (LOB) and LOD are values that describe the sensitivity of an

can also be used.

analytical procedure [4, 18]. The LOB is the highest measurement
result that is likely to be observed for a blank sample, and the LOD

3) Data analysis

is the lowest amount or concentration of analyte (e.g., DNA) in a

The first step in the analysis of the data is to prepare an xy plot

sample that can be detected with a given probability [19]. Com-

with the measurements and results on the y-axis and the expected

monly, verification is performed to evaluate whether the method

or known values on the x-axis. Individual data points or mean

detects the presence of the analyte in at least 95% of cases (sam-

values are plotted for each set of replicates. Plotting individual re-

ples) at the LOD [4]. As in other methods, measurements should

sults allows for the visual detection of outliers that do not fit the

be acquired from multiple independent blank samples and sam-

pattern represented by the rest of the data. A single outlier in a

ples containing a low amount of analyte (low-level samples) [4]. In

dataset can be removed and does not require replacement. Two

the ddPCR method, the LOB can be defined as the frequency of

or more unexplained outliers cast doubt on the precision of the

positive droplets measured in wild-type samples or in no template

testing system. A line can be drawn either manually or with the

controls (NTCs).

aid of a computer program. A visual examination of the plot shows
whether there is obvious nonlinearity or whether the range of

1) Sample selection

testing should be narrowed or expanded. It also provides insight

The analyte, which refers to a CRM sample containing a muta-

into the most appropriate procedures for subsequent statistical

tion to be detected, is serially diluted with a diluent. For CRM, a

analyses. If the data appear to have a curved relationship, as is of-

commercial cell line or reference DNA material can be purchased.

ten the case when testing analytes that cover a wide concentra-

If it is difficult to obtain a CRM, a patient sample containing a mu-

tion range, a log transformation of the data points may straighten

tation can be used.

the line. Log transformation involves taking the log (generally base

A key contributor to the LOD in ddPCR is the number of sam-

10) of each observed value. All PCR-based data should be plotted

ples screened. A minimum amount of starting DNA is required to

after log10 transformation.

achieve a low LOD. Table 4 depicts the amount of starting mate-

To determine the linear range, CLSI EP06-ED2 recommends us-

rial required to achieve a certain LOD based on the Rule of Three

ing weighted first-order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nonlinear-

[20]. This rule states that to reach 95% confidence that the frequency

ity [8]. Alternatively, linear regression is commonly used if the re-

is one in 1,000, three in 3,000 events must be detected. For exam-

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and observed values appears

ple, when 10 ng of DNA (approximately 3,000 copies) is assayed

straight, without curvature. Linear regression determines the slope

in a well, three positive events out of 3,000 (0.1% sensitivity) is the

and intercept to create an equation for the best-fitting line (ideal

theoretical LOD. Although more measurements provide better es-

values: slope = 1, intercept = 0, and r ≥ 0.99).

timates, the number of measurements can be limited by sample

Chung et al. [15] analyzed the linearity range using a polyno-

availability and budget concerns in molecular genetics. The litera-

mi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EP06-A.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CLSI guidelines presented, some studies
on molecular assays used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the

Table 4. Minimum starting material requirements for achieving a low
limit of detection in ddPCR [20]

curve [16] or total error [17] to determine the linear range.

Required starting material
LOD

4. Limit of detection

Total
copies

Diploid
cells

Amount
of DNA

3,000
30,000
300,000

1,500
15,000
150,000

0.010 µg
0.10 µg
1.0 µg

and ddPCR),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detection limits. The prin-

1 in 1,000
1 in 10,000
1 in 100,000

ciple of measurement of ddPCR allows for the detection of up to

Abbreviation: LOD, limit of detection.

To detect rare mutations using quantitative PCR (real-time PCR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27

Number of
droplets

Number of
wells

1,500
15,000
150,000

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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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ategy for an empirical determination of the LOD of ddPCR in a single well
Number of wells
1 NTC
2-3 wild type only control
4-5 serial dilutions of MPC

Purpose
Monitor contamination
Monitor LOB
Monitor LOD

DNA content
No DNA
Wild type only genomic DNA per 130 ng/reaction
Serial dilution of mutant spiked into 130 ng/reaction of wild type genomic DNA making the concentration
of mutant DNA near suggested LOD

Abbreviations: LOD, limit of detection; NTC, no-template control; LOB, limit of blank; MPC, mutation-positive control.

ture often recommends 20 measurements at, above, and below

that is being assayed [10]. Defining the reference interval for a test

the probable LOD as determined by preliminary dilution studies.

gives clinicians practical information about what is “normal” and

A minimal design would be one instrument system, three days,

“abnormal” that can be used to guide patient management. To be

two samples, and two replicates per day, following the recom-

clinically useful, the reference interval must be appropriate to the

mendations of the CLSI EP17-A2 guidelines [4]. To better distin-

population being served.

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aimed and measured detec-

The reference interval can be simply “transferred” without ver-

tion limits, the number of replicates can be increased above 20.

ification if it has already been determined based on an adequate

Chung et al. [15] demonstrated these verification steps with 24 rep-

reference interval study [10]. The reference interval to be consid-

licate measurements in their evaluation of BCR-ABL %IS ddPCR.

ered for transfer could be the current laboratory range, the manufacturer’s range, a published reference range, or a locally estab-

2) Verification steps
A strategy for the empirical determination of ddPCR analytical
sensitivity is presented in Table 5. A plate can be configured using

lished reference range. The laboratory director should review information from the original study, such as the similarity of geographics, demographics, and test methodology.

NTC wells, wild-type only (mutation-negative) control wells, and
a serial dilution of the positive control mutant template in a con-

1) Sample selection

stant background of wild-type DNA [19]. LOD verification samples

The number of samples to be tested is at the discretion of the

representing the range above and below the expected LOD based

laboratory director and depends in part on the conditions being

on prior knowledge of the LOD of the assay (e.g., from validation

tested and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control specimens. It is

data or a suggested value from the manufacturer) are tested. If the

recommended that 20 specimens from individuals who represent

observed count is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minimal number of

the laboratory’s reference population be analyzed. If clinically in-

measurements, the claimed LOD is considered verified. If the ver-

dicated for the condition being tested, the normal control range

ification is rejected, the measurement results should be reviewed

should include both males and females with representative ethnic

for possible errors and, depending on the situation, verification or

backgrounds, age distributions, and other medical conditions.

validation of a new detection limit may be needed.
2) Verification steps
3) Data analysis

If more than 90% of the samples are within the stated reference

The percentage of positive results that are greater than or equal

interval, the reference interval is considered verified. If fewer than

to the LOD claim can be calculated. The observed percentage can

90% of the samples are within the interval, reevaluation of the ref-

then be compared to the minimum percentage (see Supplemental

erence range and qualifications of healthy volunteers are needed.

Data Table S1). If the observed percentage is greater than or equal

Twenty additional samples should be collected and evaluated. If

to the lower bound value, the claimed LOD is considered verified.

more than 90% of the additional samples are within the reference
range, the reference interval is considered verified. If fewer than

5. Reference interval
The reference interval is defined as the range of values typically

90% of the additional samples are within the reference range, a
new reference range needs to be established.

found in individuals who do not have the disease o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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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Data Table S1. Bounds for the observed proportion of
results relative to a detection capability claim
Minimum number of
Total number of measuremeasurements need for
ments in study (N)
verification
20
30
40
50
60
70
100

17
26
35
44
54
6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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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proportion
boundary (%)
85
87
88
88
90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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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종양핵산 검사의 임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Circulating Tumor DNA Analysis
원동주·허진호·김홍경·신새암·이승태
Dongju Won, M.D.*, Jinho Heo, M.D.*, Hongkyung Kim, M.D., Saeam Shin, M.D., Seung-Tae Lee, M.D.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Liquid biopsy using circulating tumor DNA help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tissue testing. Non-invasive molecular profiling using circulating tumor DNA is increasingly being used to diagnose cancer, stratify risk, and select targeted treatments. By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irculating tumor DNA and patient factors that can affect concentrations of circulating tumor DNA as well as optimizing the techniques, the clinical utilization of circulating tumor DNA tests can be improved. It is also necessary to formulate guidelines for the administration
and reporting of circulating tumor DNA tests.
Key Words: Cell-free nucleic acids, Circulating tumor DNA, Liquid biopsy

서 론

용도 증가하고 있다. 종양의 분자프로파일링은 전통적으로 조직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나, 혈액의 경우 조직에 비하여 덜 침습적으

1948년에 혈액 내 세포유리핵산(cell-free DNA, cfDNA)의 존재

로 검체 채취가 가능하여 조직검사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조직

가 보고되었고[1], 1977년에는 암환자의 혈액에 건강한 사람에 비

이 소량인 환자에서 유용하다. 또한 ctDNA는 전이 병소를 포함한

하여 높은 농도의 cfDNA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2]. 그 이후로

모든 종양 조직에서 혈액으로 유리되므로 종양 내 이질성(intra-tu-

분자 검사기법의 발전과 함께 혈액을 이용한 순환종양핵산(circu-

mor heterogeneity)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며, 반복 검사를 통하

lating tumor DNA, ctDNA) 검사, 즉 액체 생검(liquid biopsy)에 대

여 치료 중 발생하는 클론성 변이의 역동적인 변화도 추적이 가능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임상 검사 영역에서 사

하다는 장점이 있다[3-5]. 이러한 특성으로 ctDNA 검사는 암의 진
단 및 치료제 선택, 치료 반응 모니터링, 예후 예측 등에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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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종설의 목적은 최근 진료 영역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ctDNA 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ctDNA의 특징과 검사 방
법, 임상적 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순환종양핵산 검사와 임상적 활용
1. cfDNA의 생물학적 특징
cfDNA는 세포 밖을 떠다니는 분절화된 DNA조각으로 주로 크
기가160-170 bp이다[6-10]. 이들은 우리 몸의 혈액, 소변, 뇌척수액,
흉막액, 타액 등 체액에 존재하고 있으며, DNA가 유래된 세포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8-10]. 그리고 주로 세포자멸사(apoptosis), 괴사(necrosis) 및 활성분비(active release)에 의해 생성된다
고 알려져 있다(Fig. 1) [11, 12]. 유핵세포의 유전체는 히스톤(histone) 단백질을 DNA가 감싸고 있는 뉴클레오좀(nucleosome)이
반복된 형태로 되어 있다[13]. 뉴클레오좀을 구성하는 DNA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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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igin of cell-free DNA.

클레오좀을 연결하는 linker DNA의 길이의 합은 세포자멸사로 인

ctDNA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ctDNA의 검출률이 낮아지게 된

해 방출되는 cfDNA의 길이인 160-170 bp에 상응하며, 이것은 세포

다. ctDNA의 양이 많아지는 상황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

자멸사로 인해 세포 내의 DNA가 세포 밖으로 방출될 때 뉴클레오

로 ctDNA의 양은 종양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17, 18]. 이러한

좀 단위로 끊어짐을 암시한다[6, 10]. 반면 괴사나 활성분비는 대개

사실을 통해 ctDNA의 양을 확인하여 종양 부담을 예측하거나 반

이보다 더 큰 cfDNA 조각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14]. cfDNA는

복적으로 측정하면서 치료 반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뉴클레아제 활성, 신장 배설, 비장 및 간 흡수 등을 통해 제거되며

검출 가능한 수준의 ctDNA를 가진 환자 비율은 암 환자의 병기와

[6], 반감기는 15분-2.5시간으로 매우 짧다[6, 9, 10]. 건강한 사람의

도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초기 단계보다 진행된 병기

혈액에서는 cfDNA가 혈장 1 mL당 일반적으로 10 ng 이하로 발견

의 암에서 ctDNA의 양이 더 높았다[19]. 암의 종류에 따라 발견되

되며 30 ng 이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운동, 감염, 외상, 암 등의

는 ctDNA의 검출률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10,000명 이상

요인에 따라 양이 증가하기도 한다[6]. 암환자에서 종양세포는 세

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 암(pan-cancer) ctDNA 검사로부터 소세포

포자멸사와 괴사가 활발히 일어나 더 많은 DNA를 방출시키는데

성 폐암, 전립선암, 자궁암, 간암에서 높은 검출률 및 갑상선암, 신

이렇게 종양세포에서 유래한 cfDNA를 ctDNA라 부른다. ctDNA는

장암에서 낮은 검출률이 보고된 바 있다[20]. 이 밖에도 종양의 증

정상 세포에서 유래한 cfDNA 보다 짧다고 알려져 있으며[15, 16],

식 및 회전률, 위치, 혈관 분포 등과도 관련된다고 보고되었지만 더

체세포 돌연변이의 검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tDNA는 반감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21].

가 매우 짧기 때문에 현재의 종양 부담(tumor burden)을 실시간으
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ctDNA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ctDNA 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체는 혈액이다. 혈액의 성

2. ctDNA의 검출률

분 중에서는 혈장(plasma)이 혈청(serum)보다 ctDNA 검사에 적합

암 환자의 cfDNA에는 종양세포에서 유래한 ctDNA 뿐만 아니라

하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 백혈구가 손상되면서 세포유래 DNA

정상세포에서 유래한 DNA도 있기 때문에 정상 cfDNA에 비하여

(cellular DNA)가 유리되므로, 혈장보다 혈청에서 genomic D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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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이는 검사의 타겟인 cfDNA 검사의 민감도

하여 타겟 DNA를 많은 공간에 분리시키고 PCR 반응 후 증폭 여부

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22]. 이외에도 ctDNA 검사의 검사전 단계

를 계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digital PCR은 PCR 저해제(in-

(pre-analytical stage)에 고려할 부분들에 대하여 이전 문헌들을

hibitor)에 의한 영향 및 PCR 효율에 의한 오차가 적어 높은 민감도

참고할 수 있으며[23-25], 본 문헌에서는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와 특이도를 얻을 수 있으며 표준곡선(standard curve)이 없이도 절

혈액 이외에도 암이 발생한 장기에 따라서 인접한 부위에 존재

대 정량이 가능하여 ctDNA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34, 35]. NGS의

하는 체액(소변, 뇌척수액, 흉수, 복수)을 이용하여 ctDNA 검사를

경우 타겟의 범위에 따라 타겟 시퀀싱(targeted sequencing)과 엑솜

시행할 수 있다. 소변의 cfDNA (uninary cfDNA)는 요로(urinary

시퀀싱(whole exome sequencing) 혹은 전장유전체 시퀀싱(whole

tract)의 세포가 세포자멸사 혹은 괴사되면서 유리된 DNA와, 혈액

genome sequencing)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에 존재하다가 사구체 여과(glomerular filtration) 과정을 거쳐 소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variant, SNV), 유전자량변이(copy

변으로 나온 DNA (transrenal DNA)로 구성되어 있다[26]. Transre-

number variation), 구조변이(structural variation)의 검출이 가능하

nal DNA는 사구체 여과 장벽 때문에 10-150 bp 정도로 분자량이

다. 타겟 시퀀싱에서 원하는 부위를 타겟 선별(target enrichment)하

매우 작은(ultrashort) DNA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27,

는 방법은 앰플리콘(amplicon) 방법과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28], 혈액의 cfDNA에 비하여 반감기가 매우 짧았다는 보고도 있어

교잡(hybridization)하는 캡쳐(capture) 방법으로 나눈다. 앰플리콘

[29] 분석에 고려가 필요하다. 뇌종양의 경우 혈뇌장벽(blood-brain

방식은 캡쳐 방식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barrier) 때문에 혈액에서 ctDNA의 검출률이 낮을 수 있고[19], 뇌

DNA로 검사가 가능하다. 캡쳐 방식은 패널의 크기가 큰 경우에 더

척수액을 이용하여 혈액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들

선호된다. ctDNA 분석에 적합한 높은 민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NGS

이 있다[30, 31]. 폐암 환자에서는 흉수를 사용하여 종양유래변이

의 시퀸싱 리드(read) 수를 늘리고(deep sequencing), 시퀀싱 과정

의 확인이 가능하다[32, 33]. 체액을 사용한 ctDNA 검사의 경우 혈

에서 생기는 에러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

중 ctDNA 농도가 낮아 분석이 어려운 환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다. 에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분자바코드(mo-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혈액에 비하여 근거 데이터가 부족하며

lecular barcode), 즉 고유분자식별자(unique molecular identifier,

검체 처리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의 정립이 필요하다.

UMI)를 사용하는 것이다(Fig. 2) [12]. UMI는 무작위의 시퀀스로서,
주로 4-14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얻어진 시퀀싱 리

4. ctDNA 검사 방법

드를 원래의(original) DNA 주형(template)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한

ctDNA는 정상세포에서 유래한 cfDNA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 만약 같은 UMI가 연결된 리드의 일부에서만 변이가 나타난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을 사용해야 한다.

면, 이는 시퀀싱 과정에서 생긴 에러로 간주할 수 있어 DNA 중합효

ctDNA 분석에 사용되는 검사법은 하나 혹은 몇 개의 변이를 타겟

소나 고르지 않은 증폭에 의하여 생긴 에러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한

으로 하는 접근법과, 여러 변이 혹은 유전자 하나 이상의 단위로 넓

다[36].

은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

5. ctDNA 검사의 임상적 활용

tion, RQ-PCR)과 디지털중합효소연쇄반응법(digital PCR)이 대표적

1) 폐암

이며, 후자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폐암의 조직형은 크게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

NGS)이 대표적이다(Table 1). RQ-PCR의 경우 알려진 호발부위

cer, NSCLC)과 소세포암(small cell lung cancer)으로 나뉜다. 비소

(hotspot)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하며 다중화(multiplexing)를 통하

세포폐암에 속하는 선암(adenocarcinoma)은 EGFR, ALK, MET,

여 대상 변이의 수를 늘릴 수 있다. Digital PCR의 경우 주로 드롭렛

BRAF, ROS1, NTRK, RET 등의 종양유발 드라이버 돌연변이(on-

(droplet)을 사용하거나 미세유동 칩(microfluidic chip) 등을 사용

cogenic driver mutation)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대상 돌연변이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ques used for circulating tumor DNA analysis
Technique
Real-time PCR
Digital droplet PCR
Next-generation sequencing

Target
Known mutations
Known mutations
Known/unknown mutations

Types of mutations that
can be detected
SNV, indel
SNV, indel, CNV
SNV, indel, CNV, gene fusion

Analytical sensitivity

Relative cost

Relative turn-around
time

0.1–5% [75, 76]
0.01–1% [34, 35, 77, 78]
0.01–5% [79-82]

Low
Low
High

Fast
Fast
Long

Abbreviations: SNV, single nucleotide variant; indel, insertion/deletion; CNV, copy number 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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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합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암유전자중독
(oncogene-addicted)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진단 시에 조직을 사용한 유전자검사
와 동시에 시행하여 치료 타겟이 되는 돌연변이의 검출률을 높이
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소화되어 있을 경우 조
직검사는 비교적 어렵지 않다. 전립선 암세포가 남성호르몬에 의존
해서 성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는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결국
일정기간 이후에는 호르몬 불응성인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으로 진행
하게 된다[40]. 이런 경우 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
제 치료의 대상자 선정은 ctDNA 분석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2020년 5월 PARP 억제제인 olaparib은 상동 재조합 복구(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HRR) 유전자의 생식세포 또는 체
세포 돌연변이를 가진 mCRPC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았다[41]. 새로 진단된 전립선
암 환자의 약 10%에서 뼈 전이가 나타나며, 진행된 단계에서는
80%로 증가하지만[42, 43], 전이된 뼈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은 어
렵다. ctDNA 검사는 비침습적으로 HRR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
Fig. 2. Error correction using a unique molecular identifier.

하여 PARP 억제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거나 또는 호르몬

따라 서로 다른 표적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어 한번에 여러 유전자

치료를 하는 도중에 ctDNA 검사를 통한 AR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의 검사가 가능한 NGS 기반의 패널검사가 선호된다[37]. 비소세포

확인하는 것은 호르몬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44]. 이 밖에

폐암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조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우

국소 전립선암에서 일반적으로 ctDNA는 잘 검출되지 않는다고 알

가 약 18% 정도로 매우 적으며, 재조직검사를 시행하는데 시간 소

려져 있지만, 수술 전에 ctDNA가 검출될 경우 나쁜 예후와 연관되

요가 크다. 반면에 ctDNA 검사의 경우 검체를 얻기 쉽고, 검사소요

어 있다[45]. 또한 mCRPC에서 ctDNA의 발견과 정량은 PSA와 별개

시간이 짧으며, 추적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비소세포폐암

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46].

환자의 진단, 항암치료 반응평가, 약물내성 확인 및 향후 치료방침
결정에 매우 유용하다[38]. ctDNA 검사가 가장 먼저 임상검사로 도

3) 대장암

입된 것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EGFR 돌연변이를 확인하여

대장암 발생률은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서방국

EGFR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 적응

가들의 암 관련 사망률의 10%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증을 확인하기 위한 동반 진단(companion diagnostics) 목적이었

2018년 암 사망률의 3번째를 차지한다[47]. 대장 샘종의 조기 발견

다. 국제폐암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과 제거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Lung Cancer, IASLC)에서 2021년에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액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 검진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임상

체 생검에 대한 개정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39]. 합의문에서는 이

단계에서 진단되기도 한다[48].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전의 표적치료제 사용 이후 질환의 진행을 보일 때, 즉 획득 내성

antigen, CEA)과 탄수화물 항원 19-9 (carbohydrate antigen 19-9,

을 보이는 상황에서 ctDNA검사부터(plasma-first) 시행하는 방법

CA19-9)는 대장암의 종양표지자로 사용되지만 민감도와 특이도

이 조직 채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유용한

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48], 종양 생검은 대장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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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환을 포함한 양성 질환 또는 다른 악성 종양에 의해서 비특이적인

ctDNA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 수술 후 모니터링, 치료 반응 및

증가를 보일 수 있고 특정 혈액형을 가지는 환자에게서 위음성을

약물 내성 확인[49]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대장암의 조기 진단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62]. 췌장암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을 위한 일차적 방법으로 대변 잠혈 검사, 직장수지검사, 종양표지

발굴을 위해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ctDNA를 분석하여 췌장암의

자 검사를 이용한다. ctDNA 검출은 기존 종양표지자 검사와 병합

조기 발견, 진단, 예후 판정에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했을 때 진단에 이점을 줄 수 있었으며[50], ctDNA의 메틸화 정도

[63, 64]. ctDNA 분석을 통하여 90% 이상의 췌장암 환자에서 중요

가 대장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되

드라이버 유전자로 알려진 KRAS, TP53, SMAD4, CDKN2A로부

었다[51]. 또한 대장암 치료 직후 ctDNA 양의 변화는 치료 반응성

터 돌연변이가 검출되었고, DNA 손상반응결함(DNA damage re-

을 확인하게 해주고, 치료 이후 지속적인 ctDNA 양의 모니터링을

sponse defective, DDR defective)과 연관된 유전자를 포함하여 다

통해 대장암 재발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52]. 또

양한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치료 전

한 ctDNA를 통한 체세포 돌연변이 확인은 전이성 대장암에서 다

후 KRAS를 포함한 ctDNA 검출 여부가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

양한 표적치료제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KRAS, NRAS, BRAF

vival, OS) 및 무진행 질병 생존 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PFS)

돌연변이는 전이성 대장암의 cetuximab이나 panitumumab과 같

감소와 연관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스크리닝

은 EGFR 억제제에 저항성을 유발한다[53]. BRAF V600E 돌연변이

목적으로 시행되는 ctDNA 분석의 경우 민감도가 약 64%로 낮고

가 있는 대장암에서는 BRAF 억제제가 이용될 수 있고[54], HER 2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관찰될 수 있는 KRAS 돌연변이로 인한 위양

증폭이 있는 대장암에서는 HER 2 억제제가 이용될 수 있다[55]. 이

성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렇게 ctDNA 검사는 비침습적으로 특정 표적 치료제로 치료하거나

CA19-9와 조합하였을 때 민감도가 97%까지 향상되었으며, 다표적

특정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대장암 환자의 선정에

다적중모델(multitarget model)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개선하려는

도움을 준다.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63].

4) 유방암

6) 난소암

최근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상피세

난소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포성장인자수용체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는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치명적인 부인암이다[47,

HER 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과 조직을 사

65]. 20대, 30대 여성에서 4번째로 호발하는 암종이지만 난소암의

용한 PIK3CA 돌연변이 검사가 α-selective phosphatidylinositol

조기 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없으며, 환자의 70%가 초진 시

3-kinase (PI3K) inhibitor인 alpelisib 투여 적응증 확인을 위한 동

에 진행기(advanced stage) 진단을 받는다[47, 66]. 난소암의 치료는

반진단검사로 허가되었다[56]. ctDNA 검사는 선행화학요법을 시행

외과적 절제와 백금 기반 화학 요법(platinum-based chemother-

하는 유방암 환자들에서 위험도 평가 및 치료 반응 평가에 사용

apy)에 기초한다. 많은 난소암환자들은 첫 치료 후 완전관해를 보

될 수 있으며[57], 삼중음성 유방암(triple-negative breast cancer,

이지만, 50%에서는 궁극적으로 재발한다[67]. 현재 재발을 감시하

TNBC) 환자에서 PARP 억제제 치료의 근거를 제공한다[58]. 이외

는 방법으로 탄수화물 항원(carbohydrate antigen 125, CA 125)과

에도 표적 치료제 대상이 되는 변이를 확인하거나, 약물 내성 모니

인간부고환단백(human epididymis protein 4, HE4)과 같은 종양

터링[59, 60] 및 획득 내성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목

표지자와 CT (computed tomography) 촬영을 이용하고 있지만, 종

받고 있다[61].

양표지자가 상승하지 않거나 비특이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
며, CT촬영의 경우 재발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할 수 있다는

5) 췌장암

단점이 있다[68-70]. 난소암에서 ctDNA 검사는 종양에서 유래한

췌장암은 치명적인 암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암 관련 사망

돌연변이를 비침습적으로 추적관찰할 수 있어 기존 방법의 단점

원인 5번째이고 5년 생존율은 약 12.2%이다. 췌장암은 10-20% 환

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Fig. 3). 또한 2019년 미

자만이 절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며 췌장절제술을 받은 환자

국 FDA로부터 승인 받은 난소암 치료제인 PARP 억제제의 투여 대

들도 70-80%에서 재발한다[57]. 췌장암의 바이오마커(biomarker)

상 확인 목적으로 BRCA1/BRCA2 유전자로 대표되는 HRR 유전

로 널리 사용되는 CA19-9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증상이 있는 환자

자 변이를 검출하거나, 치료 내성과 관련된 변이를 확인하는 목적

에게서 각각 약 80%, 86%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낮은 양성예측

및 BRCA1/BRCA2 유전자의 복귀(reversion) 변이를 확인하는 목

도로 인해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담관폐쇄질

적으로도 ctDNA 검사가 이용되고 있다[6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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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patient case (ovarian cancer) showing the feasibility of ctDNA analysis. The patient underwent debulking surgery and chemotherapy after diagnosis. The increased ctDNA levels were detected four months earlier than conventional diagnostic methods, showing that
ctDNA could detect cancer recurrence earlier than CA-125 and PET-CT scans.
Abbreviations: VAF, variant allele frequency;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CA-125, carbohydrate antigen 125;
PARPi, poly (ADP-ribose) polymerase inhibitor.

7) 광범위 암(pan-cancer): MSI, TMB

과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진행성 고형암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높은 종양변이 부담(tumor mutation burden-high, T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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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유전자검사 결과 해석의 임상검사실 적용 권고안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Application of Pharmacogenetic Test Results
Interpretation by Clinical Laboratories
임정훈1*·김지은2*·조선미3
John Hoon Rim, M.D.1*, Jieun Kim, M.D.2*, Sun-Mi Cho, M.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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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nam, Korea

As various clinical genetic tests become widely available, th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in several medical fields, including clinical pharmacogenetics, can be dramatically improved based on genetic test results. Importantly, standardization and the appropriate result interpretation of pharmacogenetic tests are crucial steps toward successful clinical implementation. Among various guidelines published to support accurate clinical decisions, the most commonly utilized evidence is systematically organized in the Clinical Pharmacogenetics Implementation Consortium guidelines,
which are regularly updated. The establishment of accurate evidence for each drug-gene pair in pharmacogenetic test result interpretation is essential, but is a complicated and challenging issue. Herein, we provide up-to-date evidence for preparing professional interpretative comments in
clinical pharmacogenetic test reports. We provide therapeutic recommendations based on pharmacological genotype-phenotype annotations for a
total of 32 drug-gene pairs with sufficient clinical evidence. This document aims to provide reliable evidence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pharmacogenetic variant interpretation in routine clinical settings, to maximize the efficacy and minimize the side-effects of various pharmacotherapies.
Key Words: Pharmacogenetics, Pharmacogenomic variants, Practice guideline

권고안의 목적, 범위 및 개발 과정

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결과 설명 표준안 설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문헌 검토 및 의견 조율을 통해 작성하였다. 본

1. 권고안의 목적
본 권고안은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 약물유전자검사
중 Sanger 시퀀싱,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

권고안은 현재까지 밝혀진 약물유전학적 지식을 근거로 작성되었
으므로 추후 새로운 근거 및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적절한 수정이 필
요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ing, NGS) 등 다양한 유전검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물유전
자검사의 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임상검사실에서 해석함에 있어 정

2. 권고안의 범위
본 권고안은 약물유전자검사의 검사법 선정, 검사 수행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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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등 검사 전 단계(pre-analytical phase) 및 검사 단계(analytical phase)를 제외하고 검사 결과 해석 단계의 결과 설명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범위로 국한한다. 본 권고안은 약물유전학적으로 임
상검사실에서 적용하기에 그 유효성 및 결과 해석에 있어서 임상적
의의가 명확한 약물-유전자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약물유전자검
사 분석에 유효하다. 또한 약동학(pharmacokinetics) 및 약력학
(pharmacodynamics)과 연관된 환자별 특성(간기능 상태, 신기능 상
태)을 제외한 약물유전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한 표적 유전자의 결
과 해석 설명 작성에 유효하다. 그 외에 유사 질환 또는 신규 약물에
서 새로운 유전자 발굴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
유전자검사의 해석 및 결과 판독은 본 권고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ISSN 209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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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약물-유전자 조합 선정 방식

3. 권고안 개발 과정
본 권고안 개발은 대한진단유전학회 임상진단지침/권고안/성명
개발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의 관련 권고안 중 Clinical Phar-

신규 약물 개발 및 해당 약물에 대한 연관 유전자의 발견은 임

macogenetics Implementation Consortium (CPIC) 가이드라인을

상적 유효성이 평가된 이후에 임상검사실에서 검사를 도입할 수

중심으로 근거문헌을 추가하여 약제별로 또는 유전자별로 관련

있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임상적 유효성이 충분한 약물-유전자

문헌을 검색하였고, 최근 3년 이내의 영어로 표기된 문헌을 선별하

조합을 선별하는 것은 임상검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여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종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문헌 검색을

단계이며, 실제로 많은 임상검사실에서 검사 도입 시 가장 고민하

위해 PubMed, MEDLINE, Google scholar, KoreaMed 등의 데이터

는 부분이다. 따라서 약물유전자검사 수행을 위해 약물-유전자 조

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질환별 특수 데이터베이스도 이용하였다.

합의 임상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다음

권고안 초안 작성 후 저자들의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수정 및 보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였으며, 대한진단유전학회의 임상진단지침/권고안/성명 개발위
원회에서 상호검토하였다.

1. 보험 급여 참고
보험급여 상에 존재하는 약물유전자검사 관련 검사는 총 8가지

약물유전자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국제적
임상지침 가이드라인

가 있다(Table 1). 검사법에 따른 분류체계에 의해 약물유전자검사
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반의 검사가 대부분이며, 약물 종류
의 경우 약제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TPMT 같은 경우는 TPMT에

약물유전자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지침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임상지침들을

의해 대사되는 약물로 지칭하여 의료진에 의한 해석이 필요한 부
분이 있다.

제시하고 있다[1]; The Dutch Pharmacogenetics Working Group
(DPWG, The Netherlands), The Clinical Pharmacogenetics Imple-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가이드라인 참고

mentation Consortium (CPIC, USA), The Canadian Pharmacoge-

2016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발표된 “임상약물유전학 검사

nomics Network for Drug Safety (CPNDS, Canada), the French

와 적용: 진단검사의학 임상검사 지침[2, 3]”에서는 포괄적인 문헌

National Network of Pharmacogenetics (RNPGx). 각 전문가 집단

고찰을 통해 총 12개의 약물-유전자 조합에 대해 약물유전자검사

별로 약물유전자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지침을 여러가지 형태로

결과 해석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가지 항암

제안하고 있으나, 이 중 CPIC에서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최신 연구

제 연관 유전자들을 암종별로 약물유전자검사 권고안을 제시하

결과들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국내 임

고 있다. 해당 권고안은 약물-유전자 조합별로 권고안, 권고근거,

상지침 적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CPIC의 주요 지침을 기준으

약물 대사와 작용기전, 유전형에 따른 부작용 또는 치료효과, 대립

로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약물유전자검사 결과 설명 권고안에 대

유전자의 빈도, 유전형 검사 및 해석, 유전형에 따른 약물 투약 권

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CPIC 가이

고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내 임상검사실에서 약물

드라인에서는 약물-유전자 조합에 대해 표준화된 용어를 제정하

유전자검사 대상 약물-유전자 조합을 설정할 때 기본 지침이 되고

고 검사 결과 설명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

있다. 다만, 유전자별 돌연변이의 기능 연구 사항, 투약 권고에 대한

어서 국내 임상검사실의 대상 약물-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해 표준

근거 자료 등의 최신 연구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권고안 출판

화된 검사 설명 용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후의 과학적 및 임상적 근거 자료를 반영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

으로 생각하였다. 현재까지 임상검사실에서 검사하고 있는 대상
약물-유전자 조합이 제한적이며, 앞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임상
적 유효성이 충분한 약물유전자검사 대상 항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권고안을 기준으로 향후 임상적 유효성이 밝혀지면서
임상검사실에서 추가되는 대상 약물-유전자 조합에 대한 결과 설
명 권고안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권고안에서 적용하
는 방식을 바탕으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약물유전자검사 결과 해
석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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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유전자검사 항목
유전자
CYP2C9
CYP2C9
CYP2C9
CYP2C9
CYP2C9
TPMT
VKORC1
HLA-B5801

약물

수가코드

Warfarin
Phenytoin
Fluoxetin
Sertraline
Losartan

C5801
C5801
C5801
C5801
C5801
C5801
C5801
D8414

TPMT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 사용
Warfarin
Allopuri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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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 및 약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자료

전자검사의 대상 선정을 위한 약물-유전자 조합을 설정할 수 있도

들이 제시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 약물유전자검사 권고안

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동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본 권고안의 대상 약
물-유전자 조합은 기존 “임상약물유전학 검사와 적용: 진단검사의

• CPIC 유전자-약물 조합 등급 설정 과정:

학 임상검사 지침[3]”에서 제시한 조합 중 해당 지침이 출판된 이후

CPIC에서는 개별 유전자-약물 조합에 대해 4가지 등급을 설정

국제적인 지침에서 개정이 있었던 항목(CYP2C9/VKORC1-Warfarin, CYP2C19-Clopidogrel, TPMT-thiopurine drugs)만을 포함하
였으며, 그 외의 기존 지침에서 논의한 약물-유전자 조합은 해당

하고 있다(Fig. 1).
이 중 CPIC A 또는 B 등급만을 임상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약물유전자검사 대상 항목으로 권고하고 있다.

근거가 충분하여 본 권고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CPIC A/B 등급의 개별 약물-유전자별 가이드라인:

3. 국제적 가이드라인(CPIC) 참고
CPIC 소속 연구진들은 2009년부터 PharmGKB와 Pharmacogenomics Research Network (PGRN)의 연합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꾸준히 임상검사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약물유전 관련 가이드라
인 및 지침을 출판하였으며, 특히 2018년에 College of American

CPIC에서 개별 약물-유전자별 가이드라인을 별도의 지침 논문
형식의 문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우선순
위 기준은 다음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1) 약제 선택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
(Is there prescribing actionability?)

Pathologists (CAP)에서는 CPIC 지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2) 약물유전자검사 결과가 약물 처방에 활용되지 않았을 때 임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가장 신빙도 있는 전문가 합치 의견 기반

상적 결과(부작용 또는 무반응)의 중증도는 어떠한가? (What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CPIC에서는 유전자-약물 조합의

is the severity of the clinical consequences (adverse effects,

임상적 유효성 근거를 총 4개의 등급(A, B, C, D)으로 구분하고 있

lack of response) if genetics are not used to inform prescrib-

으며, 이는 FDA 승인 약물 표기 여부 및 CPIC 전문가 의견 조율을

ing?)

통해 등급의 검토 현황(Final, Provisional)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3) 해당 유전자가 이미 CPIC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하여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임상검사실에서 약물유

가? (Is the gene already subject to other CPIC guidelines?)

Fig. 1. 유전자-약물 조합에 따른 CPIC 등급 설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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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가? (Is there an
available genetic test for that gene?)
5) 관련 약물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 (How commonly used

다[4, 5]. 본 연구진은 대표적인 CPIC 가이드라인 및 양질의 문헌들
을 바탕으로 총 50가지 약물-유전자 조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 유전형별 해석 결과문 및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해당 자
료는 특정 약물 투여에 대한 유전형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을 전제

are the affected drugs?)
6) 고위험 유전자변이가 얼마나 흔한가? (How common are the

하여 유전형에 대한 임상적 해석으로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본 권고안에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유전자-약물 조

high-risk genetic variants?)
7) 약물 사용설명서에 유전자검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Is
there mention of genetic testing in drug labelling?)

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권고 수준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8) 다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약물유전학 기반의 처방 권고안이
존재하는가? (Are there pharmacogenetically-based prescrib-

• 약물 대사효소의 표현형

ing recommendations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유전형 검사결과의 해석을 통해 예측된 표현형은 약물대사효소
의 활성도에 따른 대사속도의 차이에 따라 초신속대사형(ultrar-

others?)
따라서 체계적으로 약물-유전자 조합들에 대해 일관된 평가 기

apid metabolizer, UM), 신속대사형(rapid metabolizer, RM), 정상

준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개정하는 방식으로 임상검사실에서 약물

대사형(normal metabolizer), 중간대사형(intermediate metabolizer,

유전자검사 대상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임상적 유효성 근거가 명

IM) 및 지연대사형(poor metabolizer, PM)으로 분류된다(Table 2).

확하며 합리적이고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방법이

이외에도 대립유전자의 조합으로부터 산출된 활성도 점수에 근

라고 할 수 있다.

거하여 약물대사효소의 표현형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다. 각 대립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은 임상검사실의 실정에 맞게 약물유

유전자 기능 상태(allele functional status)에는 0에서 1 사이의 활

전자검사 대상 항목 선정을 상기 방법들을 활용하여 시행할 것을

동 값이 할당되며(예: 기능이 없는 경우 0, 기능이 저하된 경우 0.5,

추천하며, CPIC A/B 등급 대상 약물유전자검사 중 결과 해석을 위

정상 기능인 경우 1.0), 이 값을 합산하여 각 이배체형에 대한 활성

한 CPIC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항목에 대해 국내 검사실에서 실제

도 점수를 계산한다.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 해석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시로서 CYP2C9의 활성도 점수는 다음 표와 같이 표현형 분
류 시스템으로 해석된다(Table 3). 활성도 점수가 0 또는 0.5인 개인

개별 약물-유전자 검사 결과 설명 권고안

은 지연대사형(poor metabolizer)이고, 1 또는 1.5인 경우 중간대사
형(intermediate metabolizer)이며, 2는 정상대사형(normal metab-

임상검사실에서 약물유전자검사의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기 위

olizer)이다.

해서는 해당 약물-유전자 조합의 검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한다. 약물과 연관된 유전자에 따라 새로운 돌연변

• 권고 수준 정의

이들이 급속도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유전자의 유전형-

권고 수준은 검사 결과 설명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고할 것인

표현형 관계(genotype-phenotype association)를 돌연변이의 생물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학적 기능 변화 결과별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적 연구단체에서 특정 약물유전자의

Table 3. CYP2C9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

돌연변이에 대한 기능 변화 여부를 대규모 단위의 세포실험 수준

표현형

으로 평가하고 선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MaveDB 등이 있

정상대사형
중간대사형

활성도
점수
2
1.5

Table 2. 약물 대사효소의 표현형 용어와 정의
용어

신속 대사형에 비해 증가된 효소 활성

신속 대사형

효소 활성이 정상 대사형에 비해 증가되었지만 초신속
대사형보다는 적음

정상 대사형

완전한 기능의 효소 활성

중간 대사형

효소 활성이 감소됨 (정상과 지연 대사형의 중간 활성)

지연 대사형

효소 활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44

예시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1/*1
*1/*2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기능적 정의

초신속 대사형

유전형

지연대사형

1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2개의 감소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1/*3,
*2/*2

0.5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2/*3

0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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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권고안에서 채택한 권고수준은 CPIC에서 제안한 방식에 기

1. star 유전형에 따른 약물 부작용 최소화
1) CYP2B6 -efavirenz [6]

반을 두고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하였다(Table 4).
최종적으로 본 연구진이 선별한 유전자-약물 조합에 대해 검사
목적 및 결과 해석을 바탕으로 임상적 권고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5

CYP2B6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efavirenz 치료 권고는 다음
과 같다(Table 5).

가지 분류로 구분하였다; (1) star 유전형에 따른 약물 부작용 최소
화, (2) star 유전형에 따른 약물 효과 극대화, (3) star 유전형에 따른

2) CYP2C19 -clopidogrel [7]

약물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 (4) 개별 돌연변이 유전형에
따른 약물 효과 극대화, (5)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약물 투여량 권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clopidogrel 치료 권고는 다
음과 같다(Table 6).

고. 특히 약물유전자에 대한 많은 기능 연구가 수행되어 유전형에
따른 활성도 점수(activity score)가 제시되어 명확한 지수 계산을

3) NUDT15/TPMT-azathioprine/mercaptopurine/thioguanine [8]

기반으로 한 약물 투여 권고가 적용되는 특수 약물-유전자 조합에

NUDT15/TPMT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는 다음과 같다(Ta-

대해서는 정확한 임상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지금까

ble 7).

지 알려진 문헌 및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임상현장의 경험을 바탕으

NUDT15/TPMT 표현형에 따른 mercaptopurine 치료 권고는 다

로 검사결과 해석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7. NUDT15/TPMT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
Table 4. 근거 수준에 따른 권고 수준
권고수준

표현형

유전형

설명

정상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강함

근거의 질이 높고 바람직한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보다
훨씬 큼

중간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중간

근거의 질이 높고 바람직한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불확실함

예상 중간대사형

1개의 불확실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
을 가지는 개인

선택

바람직한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와 비슷하거나 증거가
약하거나 외삽에 기반한다.
권장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다.

지연대사형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미결정형

2개의 불확실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불확실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권고사항 없음 임상에 적용하기에 근거, 신뢰도, 동의가 불충분함

Table 5. CYP2B6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efavirenz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초신속 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용량인 600 mg/day로 투약을 시작한다.

강함

신속 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용량인 600 mg/day로 투약을 시작한다.

강함

정상 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용량인 600 mg/day로 투약을 시작한다.

강함

중간 대사형

1개의 정상
또는 1개의
또는 1개의
또는 1개의

표준 용량보다 감소한 400 mg/day로 투약을
시작할 것을 고려한다.

중간

지연 대사형

2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감소된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용량보다 감소한 400 mg/day 또는
200 mg/day로 투약을 시작할 것을 고려한다.

중간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Table 6.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clopidogrel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초신속 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약물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는 용량 및 용법으로 투여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한다.

강함

신속 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강함

중간 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기능 소실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금기사항이 없는) 대체 항혈소판 치료제를 사용한다
또는 1개의 기능 소실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예, prasugrel 또는 ticagrelor).

중간

지연 대사형

2개의 기능 소실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금기사항이 없는) 대체 항혈소판 치료제를 사용한다
(예, prasugrel 또는 ticagrelor).

강함

248 www.labmedonline.org

약물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는 용량 및 용법으로 투여
한다.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44

임정훈 외: Pharmacogenetic Test Interpretation Recommendation

Table 8. NUDT15/TPMT 표현형에 따른 mercaptopurine 치료 권고
TPMT 표현형
정상대사형

중간대사형

지연대사형

NUDT15
표현형

치료 권고

권고수준

정상대사형 표준 시작용량 (75 mg/m2/day or 1.5 mg/kg/day)으로 시작하고, mercaptopurine에 대한 특별한 강조없이 mercaptopurine 및 기
타 골수억제 요법의 용량을 조정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최소 2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시작용량이 ≥ 75 mg/m2/day or ≥ 1.5 mg/kg/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3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다른 치료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작용량이 이미 < 75 mg/m2/day or < 1.5 mg/kg/
day 인 경우 감량은 권장하지 않는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10 mg/m2/day로 시작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
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정상대사형 시작용량이 ≥ 75 mg/m2/day or ≥ 1.5 mg/kg/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3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다른 치료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작용량이 이미 < 75 mg/m2/day or < 1.5 mg/kg/
day 인 경우 감량은 권장하지 않는다.

강함

중간대사형 시작용량이 ≥ 75 mg/m2/day or ≥ 1.5 mg/kg/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30-80%로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
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다른 치료방법으로 변
경하거나,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작용량이 이미 < 75 mg/m2/day or < 1.5 mg/kg/day 인 경우 감
량은 권장하지 않는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10 mg/m2/day로 시작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
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
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정상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
하면,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
하면,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
하면, mercaptopurine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Table 9. NUDT15/TPMT 표현형에 따른 azathioprine 치료 권고
TPMT 표현형
정상대사형

중간대사형

지연대사형

NUDT15
표현형

치료 권고

권고수준

정상대사형 표준 시작용량 (2-3 mg/kg/day)으로 시작하고,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최소 2주에는 항정 상
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시작용량이 2-3 mg/kg/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3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정상대사형 시작용량이 2-3 mg/kg/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3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시작용량이 2-3 mg/kg/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3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정상대사형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
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
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
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
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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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Table 8).

과 같다(Table 12).

NUDT15/TPMT 표현형에 따른 azathioprine 치료 권고는 다음

2. star 유전형에 따른 약물 효과 극대화

과 같다(Table 9).
NUDT15/TPMT 표현형에 따른 thioguanine 치료 권고는 다음
과 같다(Table 10).

1) CYP2C19 -amitriptyline [11]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amitriptyline 치료 권고는 다
음과 같다(Table 13).

4) SLCO1B1 -simvastatin [9]
SLCO1B1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simvastatin 치료 권고는 다
음과 같다(Table 11).

2) CYP2C19 -citalopram/escitalopram [12]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citalopram/escitalopram 치
료 권고는 다음과 같다(Table 14).

5) UGT1A1 -atazanavir [10]
UGT1A1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atazanavir 치료 권고는 다음
Table 10. NUDT15/TPMT 표현형에 따른 thioguanine 치료 권고
TPMT 표현형
정상대사형

중간대사형

지연대사형

NUDT
표현형

치료권고

권고수준

정상대사형 표준 시작용량 (40-60 mg/m /day)으로 시작하고, thioguanine에 대한 특별한 강조 없이thioguanine 및 기타 골수억제 요법의
용량을 조정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최소 2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시작용량이 ≥ 40-60 mg/m2/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5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
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다른 치료방법으로 변경하
거나,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간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표준용량의 25%로 감량하여 사용하고, 골수억제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정상대사형 시작용량이 ≥ 40-60 mg/m2/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5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
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다른 치료방법으로 변경하
거나,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간

중간대사형 시작용량이 ≥ 40-60 mg/m2/day 인 경우, 표준용량의 50-80%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
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2-4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다른 치료방법으로 변경하
거나,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중간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표준용량의 25%로 감량하여 사용하고,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면,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정상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하
면,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
제 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 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
생하면,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지연대사형 악성질환의 경우, 정상 일일 복용량을 크게 감소하여 시작한다(1일 복용량 10배 감량하고, 매일이 아닌 주3회 복용). 골수억
제정도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절한다. 각 용량 조정후에 4-6주에는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골수억제가 발생
하면, thioguanine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악성질환이 아닌경우 nonthiopurine 면역억제치료를 고려한다.

강함

2

Table 11. SLCO1B1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simvastatin 치료 권고
표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정상 기능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유전형

표준 근육병증
위험도

제시된 시작 용량으로 처방하고 질병 특이적 지침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
한다.

강함

중간 기능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

중간 근육병증
위험도

감소한 용량을 처방하거나 대체 statin을 고려한다 (예, pravastatin 또는
rosuvastatin). 정기적인 CK 감시 평가를 고려한다.

강함

2개의 감소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고 근육병증 위 감소한 용량을 처방하거나 대체 statin을 고려한다 (예, pravastatin 또는
험도
rosuvastatin). 정기적인 CK 감시 평가를 고려한다.

강함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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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P3A5 -tacrolimus [13]

3. star 유전형에 따른 약물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

CYP3A5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tacrolimus 치료 권고는 다음
과 같다(Table 15).

1) CYP2C19 -lansoprazole/omeprazole/pantoprazole [14]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lansoprazole/omeprazole/

Table 12. UGT1A1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atazanavir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신속대사형 2개의 기준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2개의 증가 기능 대
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rs887829 C/C로 동형접합자

치료권고

권고 수준

약물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환자들은 황달로 인해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환자는 5%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

강함

중간대사형 1개의 기준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 약물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환자들은 황달로 인해 약물을
인 또는 1개의 증가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 기능 대립형질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환자는 5%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
가지는 개인 또는 rs887829 C/T로 이형접합자

강함

지연대사형 2개의 감소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rs887829 T/T로 동
형접합자

황달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 대체 약물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약물
을 사용하였을 때는 황달이 발생하여 약물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
다(20-60%).

강함

Table 13.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amitriptyline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최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응의 가능성으로 인해 3차 아민 사용을
피한다.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을 고려한다.
주요 CYP2C19 대사를 거치지 않는 TCA는 2차 아민들로써 notriptyline과 desipramine이 있다.
3차 아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용량 조절을 안내한다.

선택

신속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 최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응의 가능성으로 인해 3차 아민 사용을
는 개인
피한다.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을 고려한다.
주요 CYP2C19 대사를 거치지 않는 TCA는 2차 아민들로써 notriptyline과 desipramine이 있다.
3차 아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용량 조절을 안내한다.

선택

정상대사형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강함

2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2개의 무기능 대 최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응의 가능성으로 인해 3차 아민 사용을

중간

초신속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중간대사형

강함

는 개인 또는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
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
을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
지는 개인
지연대사형

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감소된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피한다.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을 고려한다.
주요 CYP2C19 대사를 거치지 않는 TCA는 2차 아민들로써 notriptyline과 desipramine이 있다.
3차 아민의 경우 권고 시작 용량보다 50% 감량하여 시작할 것을
고려한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용량 조절을 안내한다.

Table 14.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citalopram/escitalopram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초신속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주로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을 고려한다.

중간

신속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기능 소실 대립형질을 가지는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개인 또는 1개의 기능 소실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
형질을 가지는 개인

강함

지연대사형

2개의 기능 소실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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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된 시작 용량의 50%로 감량할 것을 고려하여 반응에 따라 적정
용량을 조절하거나 주로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
물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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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YP3A5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tacrolimus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정상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권고된 시작 용량보다 1.5-2배 증량하여 치료를 시작한다.
총 시작 용량은 0.3 mg/kg/day를 초과하면 안 된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용량 조절을 안내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 권고된 시작 용량보다 1.5-2배 증량하여 치료를 시작한다.
형질을 가지는 개인
총 시작 용량은 0.3 mg/kg/day를 초과하면 안 된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용량 조절을 안내한다.

강함

지연대사형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강함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용량 조절을 안내한다.

Table 16.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lansoprazole/omeprazole/pantoprazole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초신속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시작 용량을 2배로 치료를 시작한다.
하루 총 투여량을 분배하여 투여 가능하다.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선택

신속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부식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 50-100% 증
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루 총 투여량을 분배하여 투여 가능하다.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중간

정상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부식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 50-100% 증
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루 총 투여량을 분배하여 투여 가능하다.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중간

가능성 높은 중간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대사형
가지는 개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
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2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12주 이상의 지속적 치료 효과를 위해 하루 투여량에서 50% 감량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선택

중간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표준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개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 12주 이상의 지속적 치료 효과를 위해 하루 투여량에서 50% 감량을
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고려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선택

가능성 높은
지연대사형

1개의 감소된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12주 이상의 지속적 치료 효과를 위해 하루 투여량에서 50% 감량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중간

지연대사형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표준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12주 이상의 지속적 치료 효과를 위해 하루 투여량에서 50% 감량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중간

미결정형

1개 혹은 2개의 불확실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권고사항 없음

pantoprazole 치료 권고는 다음과 같다(Table 16).

권고사항
없음

감염 미치료 환자에서 치료 효과 예측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IFNL3 변이 중 가장 흔한 변이는 rs12979860 및

2) CYP2C19 -voriconazole [15]
성인과 소아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권고안을 적용한다.
성인에서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voriconazole 치료
권고는 다음과 같다(Table 17).

rs8099917 이며 두 유전형을 기반으로 한 가능한 IFNL3 표현형은
다음과 같다(Table 19).
IFNL3 유전자형에 기반한 PEG-IFN-α 함유 요법 치료 권고는 다
음과 같다(Table 20).

소아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voriconazole 치료 권고는 다음과 같다(Table 18).

5.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약물 투여량 권고
1) CYP2C9 -NSAID [17]

4. 개별 돌연변이 유전형에 따른 약물 효과 극대화
1) IFNL3 -peginterferon α-2a/b [16]
IFNL3 (IL28B) 유전자는 항바이러스, 항증식작용 및 면역 조절
을 담당하는 interferon-λ 3 (IFN-λ 3) 단백을 합성하며, HCV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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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2C9 표현형에 따른 celecoxib, flurbiprofen, lornoxicam,
ibuprofen 치료 권고는 다음과 같다(Table 21).
CYP2C9 표현형에 따른 meloxicam 치료 권고는 다음과 같다
(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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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성인에서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voriconazole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치료권고

권고 수준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isavuconazole, liposomal
amphotericin B, posaconazole)을 고려한다.

중간

신속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isavuconazole, liposomal
는 개인
amphotericin B, posaconazole)을 고려한다.

중간

정상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
을 가지는 개인

중간

지연대사형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초신속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isavuconazole, liposomal
amphotericin B, posaconazole)을 고려한다.
임상적 판단에 따라 voriconazole이 가장 적합한 약제일 경우, 지연
대사형 환자는 표준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투여해야 하며, 치료
적 약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중간

Table 18. 소아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CYP2C19 표현형 및 유전형에 따른 voriconazole 치료 권고
표현형

유전형

초신속대사형 2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치료권고

권고 수준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liposomal amphotericin B,
posaconazole)을 고려한다.

중간

신속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 시작하고,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사용
는 개인
하여 치료 최저 농도로 용량을 적정한다.

중간

정상대사형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 권고된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인 또는 1개의 증가된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
을 가지는 개인

중간

지연대사형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중간

CYP2C19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대체 약물(liposomal amphotericin B,
posaconazole)을 고려한다.
임상적 판단에 따라 voriconazole이 가장 적합한 약제일 경우, 지연
대사형 환자는 표준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투여해야 하며, 치료
적 약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Table 19. IFNL3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
표현형

의미

유전형

rs12979860 대립유전자

좋은 예후의 유전형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PEG-IFN-α
및 RBV (ribavirin) 치료에 대한 반응 가능성 증가

두 개의 좋은 치료반응 대립유전자를 가진 개인

CC

좋지 않은 예후의 유전형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PEG-IFN-α 및
RBV 치료에 대한 반응 가능성 감소

한 개 이상의 안좋은치료반응 대립유전자를 가진
개인

CT 또는 TT

Table 20. IFNL3 표현형에 기반한 PEG-IFN-α 함유 요법 치료 권고
표현형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PEG-IFN-α 와 RBV 조합치료

권고 수준

24-48주간의 치료 후 SVR 에 도달할 확률이 90%이며 환자의
80-90%에서 치료 단축이 가능하다(24-28주 vs. 48주). PEGIFN-α와 RBV 함유 요법 사용에 무게가 실린다.

강함

좋지 않은 예후의 유전형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PEG-IFN-α 및 24-48주간의 치료 후 SVR 에 도달할 확률이 60%이며 환자의
RBV 치료에 대한 반응 가능성 감소(낮은 SVR 비율)
50%에서 치료 단축이 가능하다(24-28주 vs. 48주). PEG-IFNα와 RBV 함유 요법 시작 전에 임상적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강함

좋은 예후의 유전형

PEG-IFN-α 와 RBV 치료
48주간의 치료 후 SVR에 도달할 확률이 70%이며
PEG-IFN-α와 RBV 치료시작 전 임상적 영향을 고
려해야 한다.

SVR,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성’은 치료 종료 후 12-24주까지 혈청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함.

CYP2C9 표현형에 따른 piroxicam과 tenoxicam 치료 권고는 다

CYP2C9/HLA-B 표현형에 따른 fosphenytoin/phenytoin 치료

음과 같다(Table 23).

권고는 다음과 같다(Table 26).

2) CYP2C9/HLA-B -fosphenytoin/phenytoin [18]

3) CYP2C9/CYP4F2/VKORC1 -warfarin [19]

CYP2C9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는 다음과 같다(Table 24).
HLA-B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는 다음과 같다(Tab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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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YP2C9 표현형에 따른 celecoxib, flurbiprofen, lornoxicam, ibuprofen 치료 권고
표현형
정상대사형

치료 권고

권고 수준

비고

권장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권장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활성도 점수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1.5)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중간

중간대사형은 개인이 약물 청소에 영향을 미치는 간 장
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인 경우 약물로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에 대해 정상 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질 수 있
다. 특히 CYP2C9*2 유전형을 가진 개인은 CYP2C8*3
유전형과 연관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CYP2C8로도
대사되는 ibuprofen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대사형
(활성도
점수 1)

권장 최소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주의하며 용량을 임상적 적정 효과 또
는 최대 권장 복용량까지 증량한다.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치료 기간 동안 혈압 또는 신기능과 같은 부작용
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한다.

중간

중간대사형은 개인이 약물 청소에 영향을 미치는 간 장
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인 경우 약물로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에 대해 정상 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질 수 있
다. 특히 CYP2C9*2 유전형을 가진 개인은 CYP2C8*3
유전형과 연관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CYP2C8로도
대사되는 ibuprofen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연대사형

권장 최소 용량의 25-50%로 치료 시작. 주의하며 용량을 임상적 적정 효과
또는 최대 권장 복용량의 25-50%까지 상향함.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
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항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용량의 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지연대사형
에서 초기 투여 이후 celecoxib의 경우 8일, ibuprofen, flurbiprofen과 lornoxicam 의 경우 5일).
치료 기간 동안 혈압 또는 신기능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한다.
또한 CYP2C9에 의해 대사되지 않거나 CYP2C9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요법을 고려한다.

중간

CYP2C9에 의해 주로 대사 되지 않는 대체요법은 aspirin, ketorolac, naproxen, 및 sulindac가 있다. 치료는 환
자 개인의 치료 목표와 독성 위험도에 따라 선택된다.

미결정

권고사항 없음

권고사항
없음

Table 22. CYP2C9 표현형에 따른 meloxicam 치료 권고
표현형

치료 권고

권고 수준

비고

정상대사형

권장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강함

중간대사형
(활성도 점수
1.5)

권장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Meloxicam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
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중간

중간대사형은 개인이 약물 청소에 영향을 미치는
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인 경우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상 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질 수 있다.

중간대사형
권장 최소 용량의 50%로 치료를 시작한다. 주의하며 용량을 임상적 적정 효과 또
(활성도 점수 1) 는 최대 권장 복용량의 50%까지 증량한다. Meloxicam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
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항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용량의 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최소 7일). 치료
기간 동안 혈압 또는 신기능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한다. 또한
CYP2C9에 의해 대사되지 않거나 CYP2C9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요법을
고려한다. 또한 CYP2C9에 대사되지만 반감기가 짧은 다른 NSAID를 선택한다.

중간

중간대사형은 개인이 약물 청소에 영향을 미치는
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인 경우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상 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질 수 있다. CYP2C9에 의해 주로
대사 되지 않는 대체요법은 aspirin, ketorolac,
naproxen 및 sulindac가 있다. 치료는 환자 개인
의 치료 목표와 독성 위험도에 따라 선택된다.

지연대사형

CYP2C9에 의해 대사되지 않거나 CYP2C9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요법을
고려한다. 또한 CYP2C9에 대사되지만 반감기가 짧은 다른 NSAID를 선택한다.

2017년 CPIC 지침에서는 유전형 기반의 warfarin 투여 알고리즘

중간

rin 투약 권고

사용을 권고하며 나이, 성별, 인종, 체중, 신장, 흡연 상태, warfarin

소아의 경우 아시아 인종에서 VKORC1 및 CYP2C9 유전형 정

적응증, 목표 INR, 병용 약물 등의 임상적 요소를 반영한다. 한국

보가 거의 없어 적정 용량 투여를 위한 알고리즘을 권고할 수 없으

인에서는 VKORC1 -1639G > A 및 CYP2C9*2 또는 *3에 대한 정보

나 유럽인의 경우 CYP2C9*2와 *3 및 VKORC1 -1639 유전형 정보

를 바탕으로 CYP2C9가 지연대사형이거나(예, CYP2C9 *2/*3, *3/*3)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약물유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적정 용

VKORC1의 경우 -1639 A/A여서 민감도가 높은 경우 대체 항응고

량을 계산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Fig. 3).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CYP4F2 유전자에서 CYP4F2*3 (예,
c.1297A, p.433Met) 유전형으로 판정되는 경우, 용량은 5-10% 증량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권고안

한다(Fig. 2).
소아에서 CYP2C9, VKORC1 및 CYP4F2 유전형에 따른 wa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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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YP2C9 표현형에 따른 piroxicam과 tenoxicam 치료 권고
표현형

치료 권고

Piroxicam
권고 수준

Tenoxicam
권고 수준

비고

정상대사형

권장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강함

강함

중간대사형
(활성도 점수
1.5)

권장 시작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처방 내용에 따라 각 환자의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한다.

중간

중간

중간대사형은 개인이 약물 청소에 영향을 미
치는 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인 경우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상
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질 수 있다.

중간대사형
(활성도
점수 1)

CYP2C9에 의해 대사되지 않거나 CYP2C9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요법을 고려한다. 또한 CYP2C9에 대사되지만 반감
기가 짧은 다른 NSAID를 선택한다.

중간

선택

CYP2C9에 의해 주로 대사 되지 않는 대체요
법은 aspirin, ketorolac, naproxen 및 sulindac가 있다. 치료는 환자 개인의 치료 목표
와 독성 위험도에 따라 선택된다.

지연대사형

CYP2C9에 의해 대사되지 않거나 CYP2C9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요법을 고려한다. 또한 CYP2C9에 대사되지만 반감
기가 짧은 다른 NSAID를 선택한다.

중간

선택

CYP2C9에 의해 주로 대사 되지 않는 대체요
법은 aspirin, ketorolac, naproxen 및 sulindac가 있다. 치료는 환자 개인의 치료 목표
와 독성 위험도에 따라 선택된다.

미결정

권고사항 없음

권고사항 없음

권고사항 없음

Table 24. CYP2C9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
표현형

활성도 점수

정상대사형

2

중간대사형

1.5

유전형

예시

2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1/*1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1/*2

또는
1
지연대사형

0.5

1개의 정상 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2개의 감소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1/*3, *2/*2
*2/*3

1개의 무기능 대립형질과 1개의 감소된 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또는

0

형 및 예측 표현형 검사결과를 임상의 및 처방의에게 명확히

Table 25. HLA-B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정의
표현형
HLA-B*15:02 음성
HLA-B*15:02 양성

*3/*3

2개의 무기능 대립형질을 가지는 개인

유전형

예시

HLA-B*15:02 이외 *X/*X
의 동형접합
*X = HLA-B*15:02 이외의 HLA-B allele
이형 또는 동형접 *15:02/*X, HLA-B*15:02/ HLA-B*15:02
합 변이형
*X = HLA-B*15:02 이외의 HLA-B allele

제시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약물유전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검사실 전문의와 임상의 및 처방의 간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
한다.
2. 약물유전자검사의 의뢰 관련 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잘 입증된 유전자-약물 조합의 검사가 처방되었는

활용할 수 있는(drug-gene pair-specific) 일반적인 임상적 치료권

지 임상 진단명, 임상 정보, 약물 복용력 등을 바탕으로 검사

고를 제시하였으므로 그 외의 환자 개인별 추가 임상정보 및 동일

실 전문의가 자문 및 확인하여야 한다.

성분명 약물에 대한 다양한 상품명 약제 종류에 따른 추가 고려

3. 타 진단유전 검사와 동일하게 분자진단적 검사방법의 정보,

사항들은 개별 검사실에서 임상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형하

한계점 및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주의를 명시하고, 임상적으

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특히 결과 설명문 작성에 있어서 권

로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고수준에 대한 임상 의사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

4. 가능한 경우, 한국인 대립유전자 빈도 정보를 제공하여 약물

기적인 개정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주치의와의 활발한 의사 소통을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본 권고안을 활용한 약물유전자검사 결과 보고서

유전자검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야 하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은 다음과 같다.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16년 대한진단검사의학
회에서 발표한 “임상약물유전학 검사와 적용: 진단검사의학 임상
검사 지침” [2, 3]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 권고안의 내용 및 임상 근거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의 유전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44

1. 필수항목
1) 환자 관련 사항: 환자명, 등록번호, 성별/나이, 진단명, 처방
과, 처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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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CYP2C9/HLA-B 표현형에 따른 fosphenytoin/phenytoin 치료 권고
HLAB*15:02
표현형
양성

CYP2C9 표현
형
모든 표현형

의미

치료 권고

권고 수준

Phenytoin 유발 SJS/TEN의 Phenytoin 사용력이 없는 경우, phenytoin/fosphenytoin을 사용하지 않는다. Carbamazepine과 ox위험도 증가
carbamazepine의 사용도 피한다.
환자가 이전에 피부 이상반응 없이 3개월 이상 phenytoin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향후 phenytoin을 주의하여 고려한다. 약제 유발 SJS/TEN의 잠복기는 지속적 투약 및 치료 기간
(4-28일)인 경우 짧으며, 대부분 3개월 투약 이내에 발생한다.
정상대사

강함*
선택**

음성

정상대사형

일반적인 용량 전략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후속 용량은 치료 약물 모니터링, 반응 및 부작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HLA-B*15:02 음성이 phenytoin 유발 SJS/TEN 위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표준 지침에
따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함

음성

중간대사형(활 경도로 감소된 대사; 그 일반적인 용량 전략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후속 용량은 치료 약물 모니터링, 반응 및 부작용에
러나 부작용 증가를 의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성도 점수
미하지는 않는다.
HLA-B*15:02 음성이 phenytoin 유발 SJS/TEN 위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표준 지침에
1.5)
따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중간

음성

중간대사형(활 감소된 대사; 높은 혈장 일반적인 초기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인 유지용량 보다 약 25% 감량하여 사용한다.
농도로 인해 독성 가능 후속 용량은 치료 약물 모니터링, 반응 및 부작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성도 점수
성이 높아질 수 있다. HLA-B*15:02 음성이 phenytoin 유발 SJS/TEN 위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표준 지침에
1.0)
따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중간

음성

지연대사형

강힘

음성

미결정

감소된 대사; 높은 혈장 일반적인 초기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인 유지용량 보다 약 50% 감량하여 사용한다. 후
농도로 인해 독성 가능 속 용량은 치료 약물 모니터링, 반응 및 부작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성이 높아질 수 있다. HLA-B*15:02 음성이 phenytoin 유발 SJS/TEN 위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표준 지침에
따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권고사항
없음

* Eslicarbazepine, lamotrigine, phenobarbital을 포함한 다른 aromatic anticonvulsants는 HLAB*15:02 대립유전자로 인한 SJS/TEN의 근거가 약하지만, 주의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 이전의 phenytoin 내성이 다른 aromatic anticonvulsants에 대한 내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bbreviation: SJS/YEN, Stevens-Johnson syndrome/toxic epiderma necrosis.

Fig. 2. 성인에서 CYP2C9, VKORC1 및 CYP4F2 유전형에 따른 warfarin 투약 권고.

2) 검사결과 관련 사항: 확인된 변이 정보(cDNA, amino acid 변
환 및 zygosity), 변이 기반으로 star allele이 있는 경우 star allele 유전형 결과, 유전형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표현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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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해석 관련 사항: 검사 대상 유전자와 연관된 약제 정보
및 환자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천되는 약물 투여 정보
4) 검사정보 관련 사항: 검사 대상 검체, 검사대상 유전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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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소아에서 CYP2C9, VKORC1 및 CYP4F2 유전형에 따른 warfarin 투약 권고.

Fig. 4. CYP2B6-efavirenz 약물 유전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특정 SNP, 약물유전자검사 방법, 검사법의 한계

3) 결과해석 관련 사항: 확인된 변이의 기능적 활성도 예측 점수
또는 연관 연구결과 정보, 약물 투약 정보의 권고 수준, 추천

2. 선택항목
1) 환자 관련 사항: 관련 약제의 투약 정보, (가능한 경우) 투약
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 또는 약물효과 임상 반응 지표
2) 검사결과 관련 사항: 확인된 변이의 인종 특이적 검출 빈도,
유전형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표현형의 인구집단 예측 빈도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44

되는 추가 검사 또는 연관 검사(예, 치료적 약물 농도 검사)
4) 검사정보 관련 사항: 검사법의 민감도, 검사 방법의 외부정
도관리 또는 내부정도관리 시행 여부
특히 선택항목의 경우 정기적으로 최신 문헌 보고 및 가이드라
인 개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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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YP3A5-tacrolimus 약물 유전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Fig. 6. CYP2C19-voriconazole 약물 유전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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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FNL3- PEG-IFN-α, ribavirin 약물 유전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Fig. 8. CYP2C9-meloxicam 약물 유전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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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임상과와 활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적절한 보고 항목 및

가이드라인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범위를 정하도록 추천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근거이다. 각 약물-유전자 조합에 대한 정확

또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약물유전자검사 항목별 보
고서 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한 근거를 세우는 것은 약물유전자검사 결과 해석에서 중요하지
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본 권고안을 통해 저자들은 임상
약물유전자검사 보고서의 전문가적 해석적 판독문 작성에 도움

본 권고안을 활용한 약물유전보고서 작성 예시

이 될 수 있는 최신 지견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권고안에서
는 충분한 임상 근거가 있는 총 32개의 약물-유전자 조합에서 약

본 권고안 개발진은 권고안의 대상 약물-유전자 중 5가지 조합

리학적 유전형-표현형 설정에 기반한 약물 투여 권고안을 요약한

에 대하여 본 권고안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작성한 약물유전자검

다. 본 권고안은 임상검사실에서 다양한 약물 치료의 효용성을 극

사 결과보고서 예시를 제시한다. 다음의 예시들은 가상의 임상 상

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물유전학적 변이 해석

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로써 각 검사실의 환경과 상황에 알맞게 참

을 위한 신뢰할 만하고 실용적인 근거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5가지 예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CYP2B6-efavirenz, (2) CYP3A5-tacrolimus, (3) CYP2C19voriconazole, (4) IFNL3과 PEG-IFN-α 또는 ribavirin, (5) CYP2C9-

이해관계
저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

meloxicam (Figs. 4-8).

본 권고안을 적용할 시 유의할 점
현재까지 각 약물 및 유전자에 대한 실험적/임상적 연구가 활발

감사의 글
대한진단유전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본 권고안의 근거가 된 연구들에서 연
구 대상 약물 종류, 약물유전자 수, 인구 집단, 분석 기법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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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1. 주요 약물 관련 유전자의 유전형 (star allele)의 동아시안 인구집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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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진단혈액학회 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학회 전문의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
행한 바 있다. 희망하는 표준화 사업은 골수검사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 대부분은 골수검사 판독 보고서와 관련된 것이었고 해당 주
제로 2021년도에 진단검사의학회 학술지인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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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혈전 질환의 진단검사, 유세포검사 등의 순이었다. 체액세포
단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백혈구수의 정확한 감별 계수
는 임상적으로 진단과 치료 목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3].
자동혈구분석기를 이용한 체액세포검사가 도입되어 국내 현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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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지침 제안을 위하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주

2. 결과

최로 설문조사 및 학회 발표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국제 혈액학 표

1) 체액세포분석 검체 별 월 평균 검사건수

준화위원회의 지침을 필두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6].

월별 평균 검사건수에서 뇌척수액과 흉수는 51-100건이 가장 많

그러나 수기법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표준안이나 지침 제안 없이

았고 그 다음으로 31-50건과 101-300건순이었다(Fig. 1, Supple-

각 검사실 자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

mentary Table 1). 복강액은 1-10건과 51-100건이 가장 많았고 그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다음 31-50건순이었다. 기관지폐포세척액은 1-10건이 가장 많았고

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체

그 다음은 11-20건, 1건 미만순이었고 관절액은 1-10건, 11-20건,

액세포검사의 검체관리와 검사법, 정도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

21-30건 등의 순이었다. 심막액은 1-10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

고자 한다.

건 미만순이었다. 투석액은 각각 22기관에서 1건 미만과 1-10건 동
일하게 답변을 주었으며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기관도 12

설문조사

기관으로 다른 검체들보다 많았다.

1. 재료 및 방법

2) 검사 전 단계

연구대상자는 해당 연도 기준 진단혈액학회 회원 중 전문수탁

체액세포분석 검사의 검사처방, 검사용기 등에 대한 설문과 응

기관은 제외하고, 종합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임상검사실 진단혈

답은 Supplementary Table 2에 정리하였다.

액 담당 전문의이다. 2021년도 7월 15일에서 8월 25일 총 167명에게
(1) 검사처방

이메일을 발송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기관에서
전문의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을 선정하여 보냈으며 총 76기관의

체액세포분석 검사의 처방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7]의 수

76명(45.5%)에게서 회신을 받았다.

가코드 D0326 백혈구백분율(혈액 외), D0327 체액일반검사(뇌척

설문은 총 29문항으로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수액, 복수, 늑막액, 관절액 등)(색조, 비중, 세포수, 세포감별계산,

의뢰되는 검체 및 건수에 대한 8문항, 두 번째는 체액세포분석 검

산도), 그리고 D0329 체액염색검경(뇌척수액, 복수, 늑막액, 관절액

사의 처방, 검사용기, 검사소요시간 등 검사의 기본 정보에 대한 7

등)의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

문항, 세 번째는 혈구계를 이용한 세포 수 산정에 관한 8문항, 네

는 체액검사의 검사법은 Neubauer 계산 챔버(chamber) 혈구계산

번째는 세포침전(cytospin)에 관한 4문항, 마지막으로 정도관리 2

및 세포침전(cytospin) 두 가지를 시행하는 기관이 47.4% (36/7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을 검사 전 단계, 검사 단계, 검사 후 단

자동혈구분석, Neubauer 계산 챔버 혈구계산 및 세포침전, 세 가

계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각 문항별 설문 응답 빈도를 분석하고 주

지 검사법을 시행하는 기관이 28.9% (22/76), Neubauer 계산 챔버

관식 질문의 경우 별도로 기술하였다.

혈구계산만 시행하는 기관이 9.2% (7/76), 자동혈구분석기 및 세
포침전을 시행하는 기관이 7.9% (6/76)이었다. 대부분인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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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에서 Neubauer 계산 챔버 혈구계산을 시행하고 있었고, 세

응고된 검체, 양이 부족한 검체, 찌꺼기가 있는 검체, 장기간 실온

포침전도 85.5% (65/76)에서 시행하고 있었다(Fig. 2). 자동혈구분

에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되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 가지 이상

석기와 수기법 모두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에 대한 답변은

의 거절 기준이 있었다.

Table 1과 같았다.
3) 검사 단계
(2) 검사용기, 검체 거절기준

(1) 혈구계수기(hemocytometer)를 이용한 세포수 산정

체액검사를 시행하는 용기는 검체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기

수기법을 이용한 세포수 산정 방법의 국내현황 설문 및 응답은

관이 50% (38/76)이었으며, 단일 시험관으로는 EDTA 시험관을 사

Supplementary Table 3에 기술하였다. 검사 전 검체 혼합은 79.2%

용하는 기관이 44.7% (34/76)로 가장 많았다. 검체에 따라 시험관

(57/72)에서 수기 혼합(manual mixing)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16.7%

이 다른 경우, EDTA 시험관을 사용하는 검체의 경우, 흉수(89.7%),

(12/72)에서 자동 혼합기(automated mixer)를 사용하고 있었고 4%

복강액(87.2%), 관절액(87.2%), 심막액(76.9%) 등의 순이었다. 뇌척

(3/72)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수액의 경우에는 86.1% (31/38)에서 plain 시험관을 사용한다고 응

희석액은 97% (70/72)에서 사용 중이었으며 생리식염수(normal

답하였다. 검체의 거절 기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91%)이었는데,

saline) (81%)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용혈제는 81% (56/69)

Automated cell counter,
Neubauer chamber count
3.9% (3/76)

Automated cell counter
1.3% (1/76)

Cytospin slide microscopy
1% (1)

Automated cell counter,
Cytospin slide microscopy
7.9% (6/76)

Neubauer chamber count
9.2% (7/76)

Automated cell counter,
Neubauer chamber count,
Cytospin slide microscopy
28.9% (22/76)

Neubauer chamber count,
Cytospin slide microscopy
47.4% (36/76)

Responses, N=76

Fig. 2. Methods used for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in 76 clinical laboratories in Korea.
Table 1. Indications and applications of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in laboratories, using both automated cell counting and manual analyses
Indications

Responses, % (institution)

1. Dependent on sample properties
Manual analyses are performed if the cell count of total nucleated cells is ≤ 20.
Manual analyses are performed if samples have low cell count and high viscosity.
Automated analyses are performed if samples are unclotted.
2. Manual analyses are perform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observed after automated analyses.
Immature leukocytes or atypical lymphocytes ≥ 10%
WBC ≥ 10/μL
RBC < 100/μL
No result
Displaying flag signs
3. Dependent on test type
Cell counts are performed with automated cell counter, and the other tests except cell counts are performed with manual analyses.
The automated analyses are performed for stat tests.
4. If the manual analyses are not feasible due to numerous cells, automated analyses are performed.
5. Both the automated and manual analyses a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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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8/22)

31.8 (7/22)

18.2 (4/22)

9.1 (2/22)
4.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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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아세트산(acetic acid) (23%),

의 기관에서 각각 세포침전 및 직접도말(direct smear)을 시행하고

Turk’s 용액(14%), 빙초산(glacial acetic acid) (13%), 염산(hydro-

있었으며, 25% (18/72)에서는 세포침전 및 직접도말을 모두 사용하

chloric acid) 용액(13%)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 있었다. 세포 감별계산 슬라이드 제작의 예외 기준은 기관마다

희석 전 유핵세포를 계수하는 Neubauer 계산 챔버의 혈구계수

상이하였는데, 78% (31/40)에서는 유핵세포가 각 검사실별 설정한

기 영역의 경우 56% (39/70)에서 혈구계수기 모서리에 있는 4개의

세포수 미만인 경우 세포 감별계산을 시행하지 않아 슬라이드를

큰 사각영역(Fig. 3의 1, 3, 7, 9 영역)에서 계수한다고 응답하였으

제작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유핵세포가 10개 미만인

며, 26% (18/70)의 기관에서 전체 영역을 계수한다고 하였고, 11%

경우 세포 감별계산을 위한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는 기관이

(8/70)의 기관에서 세포수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유핵세포 측정

71% (22/31)로 가장 많았다. 또한 18% (7/40)에서는 모든 검체에 대

부위 선정 시의 예외 기준에 대해서는 38개 기관에서 응답하였으

해 슬라이드를 제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 (3/40)에서는 모든

며,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47% (18/38)에서 뇌척수액은 전체 영역

뇌척수액에 대해 세포침전을 시행하여 세포 감별계산 슬라이드를

에서 계수한다고 하였고, 37% (14/38)에서 세포수가 적은 경우 전

제작한다고 하였다.

체 영역에서 계수한다고 하였다. 희석 전 적혈구를 계수하는 혈구
계수기 영역의 경우 33% (23/70)에서 혈구계수기 중앙부 큰 사각

(2) 세포침전

영역(Fig. 3의 5 영역)에서 계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 (21/70)

세포침전 도말(cytospin slide)을 시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

에서 중앙부 큰 사각영역 내의 5개의 작은 사각영역(Fig. 3의 A, B,

였고 총 64기관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과 응답은 Supplemen-

C, D, E 영역)에서 계수한다고 하였고, 17% (12/70)에서 전체 영역

tary Table 4에 기술하였다. 세포침전 원심분리 조건에 대하여 51개

에서 계수한다고 하였다. 적혈구 측정 부위 선정 시의 예외 기준에

기관에서 상대원심력(relative centrifugal force, g-force) 단위와 시

대해서는 24개 기관에서 응답하였으며,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21%

간을 응답하였다. 응답 중 상대원심력의 범위는 28-3,041 g, 시간

(5/24)에서 뇌척수액은 전체 영역에서 계수한다고 하였고, 33%

의 범위는 2-10분이었으며, 100 g 미만, 2-5분 사이로 원심을 시행

(8/24)에서 세포수가 적은 경우 전체 영역에서 계수한다고 하였다.

하는 검사실이 27.5% (14/51)로 가장 많았다. 세포침전에서 악성 세

세포 감별계산 시 슬라이드 제작은 60% (43/72) 및 15% (11/73)

포가 의심될 경우 추가검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21.9% (14/64)
의 기관에서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악성 세포가 의심될 경우, 어
떤 추가검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수염색을 시행하는 기관
이 11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염색 중에서는 periodic acidSchiff (PAS) 염색을 시행하는 경우가 9기관으로 제일 많았다.
4) 검사후 단계
(1) 검사보고

① 혈구계수기를 이용한 세포수 산정
혈구계수기를 이용한 세포수 산정 검사에서 보고하는 항목에
대해서 73기관에서 응답하였는데 응답한 모든 기관에서 세포 계
수(cell count) 및 감별계산(differential count)을 시행한다고 하였
으며, 수소이온농도지수(pH), 색(color), 비중(specific gravity), 혼
탁도(turbidity)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보고한다고 하였다(Supplementary Table 3). 감별계산을 시행하는 경우 보고하는 항목에 대
해서는 84.9% (62/73)의 기관에서 림프구(lymphocyte), 67.1%
(49/73)에서 호산구(eosinophil), 60.3% (44/73)에서 중성구(neutrophil), 60.3% (44/73)에서 단구(monocyte) 항목을 보고한다고
Fig. 3. Schematic diagram of hemocytometer. The hemocytometer is
composed of nine large squares, and four squares (labeled as 1, 3, 7,
and 9) in the corners are divided into 16 smaller squares. The central
square (labeled as 5) is divided into 25 smaller squares, and each is
further divided into 16 smaller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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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기관마다 보고하는 항목에서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
였다. 87.3% (62/71)의 기관에서 악성세포가 의심될 경우 보고한다
고 응답하였다. 악성세포의 가능성을 보고하는 방식은 결과 코멘
트에 악성세포의 가능성을 기술하는 경우가 56.5% (35/62),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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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n quality control (QC) of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Responses, % (institution)

1. Are you performing internal quality control procedures? If yes, which method are you applying?*
1) Yes
Interobserver comparison
Automated hemocytometer measurement of QC materials for body fluid
Reagent management
Refractometer management
Background check
Comparison to the results from department of anatomical pathology/Review of electronic medical data
Centrifuge check
Other (WBC, RBC cell counts are performed every 8 hours with a daily selected patient’s sample for which the results are known.)
2) No
2. Are you performing external quality control procedures? If yes, which method are you applying?*
1) Yes
Hematology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survey
Interobserver comparison
Comparison with other laboratories
2) No

악성세포 보고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43.5% (27/62)였다.

69.7
36.8
23.7
14.5
10.5
5.3
5.3
1.3
1.3
30.3

(53/76)
(28/76)
(18/76)
(11/76)
(8/76)
(4/76)
(4/76)
(1/76)
(1/76)
(23/76)

75
68.4
15.8
6.6
2.6
25

(57/76)
(52/76)
(12/76)
(5/76)
(2/76)
(19/76)

5) 내부정도관리 및 외부정도관리
설문조사 결과 69.7% (53/76)의 기관에서 체액세포분석 검사의

② 세포침전

내부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Table 2). 내부정도관

세포침전에서 보고하는 항목에 대해서 64개 기관이 응답하였으

리로 검사자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경우가 36.8% (28/76)로 가장 많

며, 96.9% (62/64)의 기관에서 림프구, 93.8% (56/64)에서 호산구,

았으며 수행 주기는 월 1회부터 연 1-2회까지 다양한 답변을 보였

87.5% (56/64)에서 중성구, 78.1% (50/64)에서 단구, 76.6% (49/64)

다. 체액세포분석 검사에 자동혈구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

에서 대식세포(macrophage), 70.3% (45/64)에서 호염기구, 64.1%

혈구분석기 체액전용 정도관리물질을 이용하여 일 1회 내부정도

(41/64)에서 중피세포 항목을 보고한다고 하였다(Supplementary

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이 23.7% (18/76)였다. 그 외에 희석액, 용혈

Table 4). 세포침전에서 악성세포가 의심될 경우 96.9%의 기관

제 및 염색제 등 시약 관리(14.5%, 11/76), 굴절계 관리(10.5%, 8/76),

(62/64)에서 이를 보고한다고 응답하였다. 악성세포의 가능성을

배경신호 점검(background check) (5.3%, 4/76), 병리과 결과 및 임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항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상양상과 판독결과를 비교(5.3%, 4/76), 원심분리기 점검(1.3%,

50.0% (31/62), 결과 코멘트에 악성세포의 가능성을 기술하는 경우

1/76) 순으로 답하였다. 외부정도관리의 경우 75.0% (57/76)에서

가 50.0% (31/62)였다.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답하였고, 대한임상검사정
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68.4% (52/76)

(2) 검사 소요시간

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를 1시간 이내에 보고
하는 기관이 48.7% (37/76), 2시간 이내 보고하는 기관이 21.1%

로 가장 많았으며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survey에 참여하는 곳이 15.8% (12/76)였다. 타 기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2.6% (2/76)였다.

(16/76), 이외에 즉시 시행(3.9%)이나 4시간(3.9%), 24시간(2.6%)이
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Supplementary table 2). 검사/검체에 따라

지침 제안

다르다고 답변한 기관은 19.7% (15/76)였다. 검사 소요 시간의 경
우, 2시간 이내가 22.4% (17/76), 24시간 이내가 17.1% (13/76), 1시

설문 결과, 혈구계 이용 세포수 산정 및 감별계산, 세포침전 도말

간 이내가 15.8% (12/76), 4시간이 5.3% (4/76), 이외에 설정 안 된

의 검사법, 검사 보고 방법, 정도관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기관 3.9% (3/76)와 기타 의견이 있었다. 검사/검체에 따라 다른 경

있으며 처방에서부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우는 27.6% (21/76)였다.

할 수 있었다. 체액세포분석 검사 처방으로는 검사와 수가코드를
매칭할 수 있는 설문을 시행하지 못하여 제안에 한계가 있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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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체액일반검사와 세포침전검사+백혈구 감별계산 또는 체액일
반검사+백혈구 감별계산과 세포침전검사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침전은 D0329 체액염색검경(뇌척수액, 복
수, 늑막액, 관절액 등) 또는 C5627 체액 세포병리검사(주: 1. Cytocentrifuge를 이용한 경우)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Table 3. Counting of total nucleated and red blood cells based on the
cell count readings of the hemocytometer
Cells per square(s)
< 200 in 9 large squares
≥ 200 in 9 large squares

76기관의 체액세포분석 수기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단혈액학

≥ 200 in 1 large square

회 표준화위원회에서는 체액세포분석 수기법의 임상검사실 지침

Overlapping cells

을 검사 전 단계, 검사 단계, 검사 후 단계 및 정도관리로 나누어 제

Squares counted (see Fig. 3)
All 9 squares (1-9)
4 corner squares (1, 3, 7, 9)
5 small squares (A, B, C, D, E) within the
central large square
Consider a dilution

Volume
counted*
0.9 μL
0.4 μL
0.02 μL

안하고자 한다.

The total cells counted per μL. Total cells/μL = N of cells counted × dilution factor/
N of squares counted × volume of each square. Adapted from [8].
*Volume counted is shown, when the hemocytometer depth is 0.1 mm.

1. 검사 전 단계

2) 슬라이드 제작법

체액 검체의 경우, 항응고제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포 감별계산은 세포침전 후 염색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 권장

적절한 것을 사용해야한다[8, 9]. 세포계수, 감별계산 및 형태학적

된다. 세포침전은 15%의 기관에서 미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판독을 위해서, 뇌척수액의 경우, 혈관손상(traumatic tap)이 아니

직접도말에 비해 세포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세포를 약 20배 농축

라면 plain 시험관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액(serous fluid)은 EDTA

시키고[12], 보다 정확한 형태학적 감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권장

시험관을 이용하여 세포계수 및 감별계산이 필요하고 24시간 이

되고 있는 방법이다[8, 13].

내에 냉장된 검체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윤활액(synovial fluid)
의 경우에는 국내 대부분의 기관에서 답한 EDTA 시험관 또는 리

3. 검사 후 단계(검사보고)

튬 헤파린 시험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옥살레이트(oxalate) 시험관

감별계산을 보고하는 경우 백분율로 보고해야 하며 계수된 세

은 칼슘옥살레이트 결정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8].

포의 수가 100개 미만이라면 세포의 수를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뇌척수액, 장액은 실온에서 운반하여 최대한 빨리 검사를 시행하

[8]. 검사실에서 보고하는 세포 분류는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

는 것이 좋으며 윤활액, 기관지세척액의 경우도 실온에서 운반하

며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표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고 기관지세척액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세포 계수, 감별계산을 시행

있다[8]. 장액의 세포침전 검사의 경우, 장액 세포병리 국제시스템

하는 것이 좋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검

을 참고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14].

체 상태를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10].

4. 내부정도관리 및 외부정도관리
2. 검사 단계
1) 혈구계수기를 이용한 세포수 산정

체액검사의 내부정도관리를 위해 체액세포분석 검사에 사용하
는 시약 및 기구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 혈구계수기, 현미경

혈구계수 전에 자동 혼합기나 수기로 검체를 혼합하도록 한다

및 굴절계는 시각적으로 깨끗하고, 스크래치, 먼지 혹은 찌꺼기 등

[8]. 다양한 희석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식염수는 적혈구 및 백

이 없도록 관리한다. 체액 희석 시 검증된 파이펫이나 희석 장비를

혈구 희석에 사용할 수 있고 아세트산이나 저장성 식염수의 경우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희석액은 무균적으로 준비되어야

적혈구 용혈을 일으켜 백혈구 희석에 사용할 수 있다[8]. 혈구계수

하며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희석

기를 이용한 유핵세포수의 산정은 세포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액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15]. 희석액의 배경신호 점검을 시행한

것이 권장된다[3, 8, 9]. 혈구계수기의 9개의 큰 사각영역에 200개

다. 수기로 희석할 경우 매일 확인하고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미만의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9개의 큰 사각영역에 있는 세포를

정도관리 주기를 따른다. 체액 세포수 감별계산의 내부정도관리

모두 계수하며, 9개의 큰 사각영역에서 200개 이상의 세포가 존재

를 위해 적어도 하나의 정도관리 물질을 2회 반복 분석하거나 8시

하는 경우에는 모서리에 있는 4개의 큰 사각영역(Fig. 3의 1, 3, 7, 9

간 간격으로 분석한다. 측정값 간 일치도의 한계는 검사실마다 자

영역)에 존재하는 세포를 계수하는 것이 권장된다. 적혈구의 수는

체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정도관리 물질은 이전에 검사한

중앙부 큰 사각영역 내의 5개의 작은 사각영역(Fig. 3의 A, B, C, D,

환자 검체 혹은 표준화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말, 염색한 슬라이

E 영역)에서 계수하여 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8]. 혈구계수기의

드의 세포수와 상관성을 보이는 물질이어야 한다[16]. 체액세포 검

사각영역에 존재하는 세포수에 따라 유핵세포와 적혈구 모두 같

사의 외부정도관리를 위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

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Table 3) [11].

다.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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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환자 검체를 6개월마다 다른 검사

ICSH guidelines for the verification and performance of automated

실과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 병원 내에서 시행하는 다른 방법과 비

cell counters for body fluids. Int J Lab Hematol 2014;36:598-612.

교(자동화 장비 결과와 비교),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임상적 타당성

5. Koo MS, Lim J, Kim SY, Koo SH, Kwon GC. Comparison of red blood

을 검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검사자 간 비교를 실시한다고 답한

cell, white blood cell and differential counts between UF-5000 system

기관도 있었는데 이는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nd manual method. J Lab Med Qual Assur 2019;41:172-8.
6. Cho J, Oh J, Lee SG, Lee YH, Song J, Kim JH. Performance evaluation

요 약

of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using the Beckman Coulter Unicel DxH
800, Sysmex XN-350, and UF-5000 automated cellular analyzers. Ann

국내 체액세포분석 수기검사의 실태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

Lab Med 2020;40:122-30.

사에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76개 기관의 회신을 받았다. 설문 문

7.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ebruary 2021 Health

항은 체액세포분석에 대한 검사 전 단계, 검사 단계, 검사 후 단계

Insurance Health Care Benefits.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혈구계수기를 이용한 세포수 산정, 세포침전)에 대한 질문을 포함

Assessment Service, 2021.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관마다 체액세포검사의 검사법

8.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Body fluid analysis for

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단혈액학회 표

cellular composition; Approved guideline. CLSI guideline H56-A. Wayne,

준화위원회에서는 검사 전 단계(검체 채취 및 이송), 검사 단계(세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06.

포계수법, 슬라이드 제작법), 검사 후 단계(보고, 검사소요시간),

9.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Specimen preparation and

정도관리에 대한 임상검사실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

total cell counts. In: Laboratory medicine. 6th ed. Seoul: Panmunedu-

과와 지침이 향후 표준안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어 궁극적으로 환

cation, 2021:391-8.

자 진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길 기대한다.

10. Milevoj Kopcinovic L, Culej J, Jokic A, Bozovic M, Kocijian I. Laboratory
testing of extravascular body fluids: National recommendations on be-

이해관계

half of the Croatian Society of Medical Biochemistry and Laboratory
Medicine. Part I -Serous fluids. Biochem Med (Zagreb) 2020;30:010502.

저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

11. Hussong JW, Sorensen E, et al. Laboratory methods. In: Hussong JW,
Kjeldsberg CR, eds. Kjeldsberg’s body fluid analysis. Chicago, I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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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2015:3-30.
12. Jones CD and Cornbleet PJ. CE Update—Body Fluids I: Wright-Giemsa

대한진단혈액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문에 참

cytology of body fluids. Techniques for optimal cytocentrifuge slide

여하여 주신 76기관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preparation. Lab Med 1997;28:713-6.
13. Stransinger SK and Di Lorenzo MS, eds. Urinalysis and body fluids.

REFERENCES

Philadelphia, PA: F. A. Davis, 2021:254-9.
14. Pinto D, Chandra A, Crothers BA, Kurtycz DFI, Schmitt F. The inter-

1. Bang HI, Kim IS, Park SH, Lee ST, Hwang SM, Huh J, et al. Standards

national system for reporting serous fluid cytopathology-diagnostic

and guidelines for reporting diagnostic test results in acute leukemia

categories and clinical management. J Am Soc Cytopathol 2020;9:469-

patients: Bone marrow examination, flow cytometry, and cytogenet-

77.

ics/molecular genetics tests. Lab Med Online 2021;11:1-10.
2. Fleming C, Russcher H, Lindemans J, de Jonge R. Clinical relevance
and contemporary methods for counting blood cells in body fluids suspected of inflammatory disease. Clin Chem Lab Med 2015;53:1689-706.
3. Kim JM. Specimen preparation and total cell counts. In: Chi HS, ed.
Atlas of diagnostic cytology. Seoul: Panmuneducation, 2013:1-11.
4. Bourner G, De La Salle B, George T, Tabe Y, Baum H, Culp N, et al.

268 www.labmedonline.org

15.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ommission on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Hematology-coagulation checklist; 2017. Northfield,
IL: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2017.
16.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 42 U.S. Code
§ 263a, Oct. 31, 198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0-title42/pdf/USCODE-2020-title42-chap6A-subchapII-partF-subpart2-sec263a.pdf.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62

방해인 외: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in Korea

Supplementary Table 1.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s on the number of tests performed per month according to sample types in body fluid cellular analyses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1.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cerebrospinal fluid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2.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peritoneal fluid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3.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pleural fluid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4.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Responses, % (institution)
10.5
14.5
7.9
2.6
18.4
23.7
18.4
3.9
0.0
0.0

(8/76)
(11/76)
(6/76)
(2/76)
(14/76)
(18/76)
(14/76)
(3/76)
(0/76)
(0/76)

7.9
23.7
6.6
1.3
21.1
23.7
14.5
2.6
0.0
0.0

(6/76)
(18/76)
(5/76)
(1/76)
(16/76)
(18/76)
(11/76)
(2/76)
(0/76)
(0/76)

5.3
13.2
6.6
7.9
18.4
28.9
17.1
2.6
0.0
0.0

(4/76)
(10/76)
(5/76)
(6/76)
(14/76)
(22/76)
(13/76)
(2/76)
(0/76)
(0/76)

17.1
32.9
19.7
6.6
11.8
3.9
2.6
0.0
0.0
5.3

(13/76)
(25/76)
(15/76)
(5/76)
(9/76)
(3/76)
(2/76)
(0/76)
(0/76)
(4/76)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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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Continued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5.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pericardial fluid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6.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joint (synovial) fluid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7. Choose the average number of dialysis fluid tests per month.
1) < 1
2) 1-10
3) 11-20
4) 21-30
5) 31-50
6) 51-100
7) 101-300
8) 301-500
9) > 500
10) not performed

www.labmedonline.org

Responses, % (institution)
27.6
48.7
7.9
2.6
5.3
2.6
0.0
0.0
0.0
5.3

(21/76)
(37/76)
(6/76)
(2/76)
(4/76)
(2/76)
(0/76)
(0/76)
(0/76)
(4/76)

3.9
31.6
22.4
19.7
6.6
9.2
3.9
0.0
0.0
2.6

(3/76)
(24/76)
(17/76)
(15/76)
(5/76)
(7/76)
(3/76)
(0/76)
(0/76)
(2/76)

28.9
28.9
5.3
3.9
9.2
5.3
2.6
0.0
0.0
15.8

(22/76)
(22/76)
(4/76)
(3/76)
(7/76)
(4/76)
(2/76)
(0/76)
(0/76)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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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2.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s on sample preparation for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1. Please select body fluid cell analysis test items allowed in the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t your hospital. If there are other
test items besides the listed examples, please describe them in the 'others' column.*
1) C5627 Body fluid cytopathology (using cytospin)
2) D0327 Examination (CSF, Ascites, Pleural fluid, Joint fluid, etc.) (Color, Specific gravity, Cell count, Differential count, pH)
3) D0329 Stain and Microscopy (CSF, Ascites, Pleural fluid, Joint fluid, etc.)
4) D0326 WBC differential count (Others)
5) Others
2. What test tubes do you use for body fluid analysis (including color, specific gravity, cell count, differential count, cytomorphology)?
1) EDTA tube
2) Plain tube
3) Dependent on sample type
2.1. What samples are tested with the EDTA tube?*
1) Pleural fluid
2) Peritoneal fluid
3) Synovial fluid
4) Pericardial fluid
5) Dialysis fluid
6)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7) Cerebrospinal fluid
2.2. What samples are tested with the plain tube?*
1) Cerebrospinal fluid
2)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3) Dialysis fluid
3. Do you have any criteria for refusal of samples?*
1) Clotted samples
2) Inadequate volume of samples
3) Samples with debris
4) Do not have any criteria
4. If the test cannot be performed immediately, how many hours of storage are allowed prior to testing?
1) 1 hour
2) 2 hours
3) 4 hours
4) 24 hours
5) Dependent on the test/sample
6) Others
5. What is the turnaround time for body fluid analysis?
1) 1 hour
2) 2 hours
3) 4 hours
4) 24 hours
5) Dependent on the test/sample
6) Others
6. Choose all the methods used for body fluid analysis.*
1) Automated cell counter
2) Neubauer chamber
3) Cytospin slide microscopy
7. If both the automated cell counting and microscopy are being performed, please describe each indication.

Responses, % (institution)

43.4
93.4
64.5
56.6
7.9

(33/76)
(71/76)
(49/76)
(43/76)
(6/76)

44.7 (34/76)
3.9 (3/76)
50.0 (38/76)
89.7
87.2
87.2
76.9
59.0
53.8
28.2

(35/39)
(34/39)
(34/39)
(30/39)
(23/39)
(21/39)
(11/39)

86.1 (31/36)
41.7 (15/36)
30.6 (11/36)
78.9
71.1
31.6
9.2

(60/76)
(54/76)
(24/76)
(7/76)

48.7
21.1
3.9
2.6
19.7
3.9

(37/76)
(16/76)
(3/76)
(2/76)
(15/76)
(3/76)

15.8
22.4
5.3
17.1
27.6
11.8

(12/76)
(17/76)
(4/76)
(13/76)
(21/76)
(9/76)

42.1
89.5
85.5
34.2

(32/76)
(68/76)
(65/76)
(26/76)

*multiple choic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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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3.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s on manual cell count using hemocytometer in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Sample mixing technique used prior to testing?*
1) Hand mixing
2) Mixing using an automated mixer
3) Both
2.
What solution do you use if you need to dilute the specimen?
1) Yes
Normal saline
Cellpack® DCL (Sysmex, Japan)
Turk’s solution
Phosphate-buffered saline
2) No dilution
3.
What solution do you use if you need to lyse red blood cells?
1) Yes
Acetic acid (3%, 10%, etc.)
Turk’s solution
Glacial acetic acid (2%, 10%, etc.)
Hydrochloric acid solution (0.1 N, 1%, etc.)
Distilled water
Hypotonic saline (0.3%)
Others
2) No lysis
4 & 5. Which area of the hemocytometer do you perform cell counts on? (Fig. 3)
Nucleated cells
1) 1, 3, 7, 9
2) All area (1-9)
3) 5
4) 1, 3, 5, 7, 9
5) Dependent on the volume of cells
Red blood cells
1) 5
2) 5 red squares (A-E) on square-5 (central square)
3) All area (1-9)
4) 1, 3, 7, 9
5) Others
6.
What is the slide preparation method for differential cell counts?*
1) Cytospin
2) Direct smear
3) Both
7.
Would you please check all the items reported by the body fluid test?*
1) Cell count of RBC and WBC
2) Differential count
3) pH
4) Color
5) Specific gravity (S.G.)
6) Turbidity
7.1. If you implement a differential count, please check all the items you report.*
1) Lymphocyte
2) Eosinophil
3) Neutrophil
4) Monocyte

Responses, % (institution)

1.

79.2 (57/72)
16.7 (12/72)
4.2 (3/72)
97.2
85.7
10.0
4.3
2.9
2.9

(70/72)
(60/70)
(7/70)
(3/70)
(2/70)
(2/72)

81.2
23.2
14.3
12.5
12.5
5.4
5.4
26.8
18.8

(56/69)
(13/56)
(8/56)
(7/56)
(7/56)
(3/56)
(3/56)
(15/56)
(13/69)

55.7
25.7
4.3
2.9
11.4

(39/70)
(18/70)
(3/70)
(2/70)
(8/70)

32.9
30.0
17.1
8.6
11.4

(23/70)
(21/70)
(12/70)
(6/70)
(8/70)

59.7 (43/72)
15.3 (11/72)
25.0 (18/72)
100
100
79.5
78.1
71.2
60.3

(73/73)
(73/73)
(58/73)
(57/73)
(52/73)
(44/73)

84.9
67.1
60.3
60.3

(62/73)
(49/73)
(44/73)
(44/73)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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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3. Continued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8.

5) Macrophage
6) Polymorphonuclear cell
7) Others
8) Basophil
9) Mesothelial cell
10) Malignant cell/neoplastic cell/Tumor cell
11) Mononuclear cell
If malignant cells are indicated, do you report it?
1) Yes
2) No
8.1 If you report the possibility of malignant cells, how do you report them?
1) There are separate reporting items for the indication of malignant cells.
2) Describe the possibility of malignant cells in the comment.
8.2 In what category do you report cells suspected of being malignant?
1) "Others" category
2) "Malignant cell/neoplastic cell/Tumor cell" category
3) "Atypical cell"

Responses, % (institution)
54.8
49.3
49.3
47.9
42.5
37.0
26.0

(40/73)
(36/73)
(36/73)
(35/73)
(31/73)
(27/73)
(19/73)

87.3 (62/71)
12.7 (9/71)
56.5 (35/62)
43.5 (27/62)
46.4 (13/28)
46.4 (13/28)
7.1 (2/28)

*multiple choic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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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4.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s on cytospin data in body fluid cellular analysis
Questionnaires & Answer Options
1. What speed and time do you use to centrifuge when you make cytospin slides?
1) < 100 g, 2-5 min
2) < 100 g, 6-10 min
3) 100-200 g, 2-5 min
4) 100-200 g, 6-10 min
5) 200-300 g, 2-5 min
6) 200-300 g, 6-10 min
7) 300-500 g, 2-5 min
8) 500-1000 g, 2-5 min
9) 500-1000 g, 6-10 min
10) ≥ 1,000 g, 2-5 min
11) ≥ 1,000 g, 6-10 min
2. Please check all the items you report in the cytospin differential count.*
1) Lymphocyte
2) Eosinophil
3) Neutrophil
4) Monocyte
5) Macrophage
6) Basophil
7) Mesothelial cell
8) Malignant cell/neoplastic cell/Tumor cell
9) Polymorphonuclear cell
10) Mononuclear cell
3. If malignant cells are indicated, do you report it?
1) Yes
2) No
3.1. If you suggest malignant cells in the results, how do you report them?
1) There are separate reporting items for malignant cells indication.
2) Comment on the indication/possibility of malignant cells
3.2. In what category do you suggest malignant cells?
1) "Others" category
2) "Malignant cell/neoplastic cell/Tumor cell" category
3) "Atypical cell"
4. If malignant cells are indicated, are additional tests performed?
1) Yes
2) No
4.1. If malignant cells are suspected, what additional tests are performed?*
1) Flowcytometry
2) Special stain
3) Immunocytochemistry
4.2. For special staining, what kind of stain do you apply?*
1) Periodic acid-Schiff (PAS) stain
2)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stain
3) Leukocyte common antigen (LCA) stain
4) Cytokeratins (CK) stain
5) Papanicolaou stain

Responses, % (institution)
27.5
3.9
13.7
5.9
11.8
7.8
9.8
3.9
3.9
7.8
3.9

(14/51)
(2/51)
(7/51)
(3/51)
(6/51)
(4/51)
(5/51)
(2/51)
(2/51)
(4/51)
(2/51)

96.9
93.8
87.5
78.1
76.6
70.3
64.1
48.4
21.9
9.4

(62/64)
(60/64)
(56/64)
(50/64)
(49/64)
(45/64)
(41/64)
(31/64)
(14/64)
(6/64)

96.9 (62/64)
3.1 (2/64)
50.0 (31/62)
50.0 (31/62)
38.7 (12/31)
51.6 (16/31)
9.7 (3/31)
21.9 (14/64)
78.1 (50/64)
21.4 (3/14)
21.4 (3/14)
78.6 (11/14)
81.8
18.2
9.1
9.1
9.1

(9/11)
(2/11)
(1/11)
(1/11)
(1/11)

*multiple choic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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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혈구분석기 Mindray BC-6200의 성능 평가; Sys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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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Mindray BC-6200 Hematology Analyzer; Comparison with
Sysmex XE-2100 and Manual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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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mplete blood count (CBC) and white blood cell (WBC) differential are essential tests for various diseases. Related to this, the
Mindray BC-6200 automated hematology analyzer (BC-6200,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China) was recently launched in clinical laboratori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nalytical and flagging performance of BC-6200.
Methods: Using 688 whole blood samples, the precision and carryover of 12 CBC parameters were evaluated with BC-6200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s EP15-A3 and H26-A2, respectively. 11 CBC parameters of BC-6200 were compared
with Sysmex XE-2100 (XE-2100, Sysmex Corporation, Japan)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EP09c. To evaluate the flagging performance for blasts,
immature granulocytes (IG), atypical lymphocytes (AL), and nucleated red blood cells (NRBC) of BC-6200, sensitivity, specificity, and efficiency to
manual counts we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H20-A2.
Results: Precisions of WBC, red blood cells (RBC), hemoglobin (Hb), hematocrit (Hct), and platelets (PLT) were acceptable. Carryover was less
than 1% in WBC, RBC, Hb, Hct, and PLT. In WBC differentials, BC-6200 and XE-2100 showed very high correlations, except for basophils. Flagging
performances of BC-6200 showed excellent results in efficiency; 91.4% for blasts, 79.4% for IG, 75.5% for AL, and 98.6% for NRBC.
Conclusions: The analytical performances of BC-6200 were acceptable and comparable with those of XE-2100. The flagging performance was
also comparable with that of manual counts. BC-6200 would be a competent instrument in clinical laboratories.
Key Words: Performance evaluation, Hematology analyzer, Mindray BC-6200

INTRODUCTION

differentials, or the presence of immature blood cells are known
to be associated with hematologic disorders and a wide var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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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s and even metabolic disorders [1, 2]. For
these matters, laboratories need automated hematology analyzers
(HA) that can process a flurry of data rapidly, let alone with high
precision. Such HA should be able to identify abnormal results,
report them, and induce manual confirmation if required.
Since the 1970s, when 3-part WBC differentials were first availabl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led HA increasingly
complex, and various analyzers were developed using new methods such as fluorescent dye or flow cytometry in conjunction with
traditional methods like electrical impedance and laser light scattering [3, 4]. As a result, HA progressed to the stage where they
are capable of counting 5-part WBC differential, identifying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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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normal cells such as blasts, immature granulocytes (IG), atypical
lymphocytes (AL), or nucleated red blood cells (NRBC). These ab-

1. Study design

normal cells are mostly seen in hematology-related patients, as
well as due to the cellular interferences or technical problems of

From May to September 2018, 688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the system [5]. Nowadays, automated HA are one of the most es-

to conduct this study. In particular, 596 blood samples were col-

sential parts of clinical laboratories, and manufacturers worldwide

lected consecutively from outpatients and inpatients of Konkuk

are working to improve the instruments.

University Chungju Hospital (KUCH). For the assessment of flag-

The recently developed Mindray BC-6200 (BC-6200, Mindray

ging performance, an additional 92 blood samples from patients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Shenzhen, China) is an automated

at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KUMC) were included. These

HA that can measure not only peripheral blood samples but also

additional samples were from patients diagnosed with hemato-

numerous kinds of body fluid samples through various methods

logic diseases, such as acute myeloid leukemia, myelodysplastic

and multiple platfor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yndrome, or lymphoma, with most of them undergoing chemo-

basic performances and analytical abilities of BC-6200 for major

therapy. Samples from KUMC were transported to KUCH within 3

CBC parameters, including a comparison with the currently used

hours in a refrigerated state. Evaluated CBC parameters in this

HA, Sysmex XE-2100 (XE-2100, Sysmex Corporation, Kobe, Japan),

study were WBC, red blood cells (RBC), hemoglobin (Hb), hema-

and the assessment of abnormal cell flagging performance. As far

tocrit (Hct), red cell distribution width-coefficient of variation (RDW-

as we know, only one other evaluation study of BC-6200 was done

CV), platelets (PLT), reticulocytes, neutrophils, lymphocytes, mono-

previously [6]. However, the study lacked an evaluation for the flag-

cytes, eosinophils, and basophils (Table 1). The flow of the total

ging performance of NRBC. The presence of NRBC in the blood

study population is summarized as a diagram in Fig. 1. There was

is associated with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and often sug-

no restrictive sample collection regarding age or sex, and the sam-

gests bone marrow abnormalities [7]. Detecting NRBC also has

ples were not collected exclusively for this evaluation project. EDTA-

high prognostic power regarding mortality in critically ill patients

K2 and EDTA-K3 anticoagulant tubes were each used to collect

[8]. These reflect how important NRBC detection is in clinical lab-

venous blood samples in KUCH and KUMC, respectively. Sam-

oratories; therefore, our study included NRBC as part of the assess-

ples that were coagulated or became hemolytic were excluded in

ment for flagging performance.

the evaluation process. Samples from KUCH were run in BC-6200

KUCH samples
(N = 596)

Table 1. Evaluated CBC parameters and their value characteristics of
the total study population (N=688)
Parameter

Median

WBC (×109/L)
RBC (×1012/L)
Hb (g/dL)
Hct (%)
RDW-CV (%)
PLT (×109/L)
Reticulocytes (%)
Neutrophils (×109/L)
Lymphocytes (×109/L)
Monocytes (×109/L)
Eosinophils (×109/L)
Basophils (×109/L)

7.05
4.07
12.15
37.90
13.05
234.00
2.00
4.09
1.75
0.44
0.12
0.03

KUMC samples
(N = 92)

AML (N = 67)
Lymphoma (N = 9)
CML (N = 8)
MDS (N = 2)
PV (N = 1)
Miscellaneous (N = 5)

Interquartile range
5.55–11.63
3.18–4.54
9.60–14.00
30.60–43.40
12.45–14.50
168.38–293.75
1.51–2.56
3.07–7.76
1.19–2.31
0.32–0.60
0.05–0.21
0.02–0.05

Medians and their interquartile ranges presented are based on the values measured
by BC-6200.
Abbreviations: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s; RBC, red blood cells;
RDW-CV, red cell distribution width-coefficient of variation; WBC, white blood cells.

Precision
(N = 3)

Comparison
(N = 305)
Partial missing data
(N = 35)

Comparison
(N = 270)

Flagging performance
(N = 380)
Excluded due to improper
operation (N = 21)

Flagging performance
(N = 359)

372
373
374
375
376
377

Fig. 1. Diagram showing the flow of participants’ samples in the current study. Disease characteristics of the 92
Fig. 1. Diagram showing the flow of participants’ samples in the curthe comparison study, 35 samples had partial missing data. In the flagging performance study, 21 samples were
rent study. Disease characteristics of the 92 patient samples from KUMC
instrument.

are noted. AML,
In theacute
comparison
study,
35chronic
samples
hadleukemia;
partialKUCH,
missing
Abbreviations:
myeloid leukemia;
CML,
myeloid
Konkuk University Chu
Medical
Center;
myelodysplastic
syndrome;
PV, polycythemia
vera.
data. In
the MDS,
flagging
performance
study,
21 samples
were excluded
due to improper operation of the instrument.
Abbreviations: AML, acute myeloid leukemia; CML, chronic myeloid
leukemia; KUCH,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KUMC,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PV, polycythemia v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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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r XE-2100 analyzers within 4 hours after collection. Samples

4. Carryover

transported from KUMC were run also within 4 hours. This study

Carryover was evaluated using high and low levels of fresh whole

was exempted from deliberation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blood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ccording to the CLSI guide-

of KUCH (KUCH 2018-05-022).

line H26-A2 [14], high-level samples were measured three consecutive times followed by immediate measurements of three con-

2. Analyzer
BC-6200 is an automatic HA capable of quantifying CBC, WBC
5-differentiation (5-diff), reticulocytes, and NRBC. BC-6200 is ca-

secutive low-level samples. The percentage carryover was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below:
Carryover% = (L1-L3)/(H3-L3) × 100

pable of performing 110 tests per hour, which is enough to be
used in mid-level and secondary hospitals. It uses the new inno-

5. Comparison

vative “SF Cube” technology, a method based on the front and

A total of 305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s on both BC-

side scattering (S) and fluorescence (F) of the DNA and/or RNA in

6200 and XE-2100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EP09c [15]. How-

the target cell [9-11]. As a result, it ensures more accurate results

ever, 35 samples had partial missing data, and 270 samples were

by creating a greater distance between each cell group in building

evaluated as a resul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slope, intercept,

3D scattering diagrams. Through the DIFF channel, BC-6200 pro-

and P-value were each calculated for WBC, RBC, Hb, Hct, RDW-

vides information on major CBC parameters and that of blasts,

CV, PLT, and WBC differential parameters. Bland-Altman plots for

AL, IG, immature reticulocytes, and immature platelets. With the

each parameter were also drawn for visual comparison.

WNB channel, BC-6200 provides results of NRBC or basophils.
Through the RET channel, it measures reticulocytes, immature re-

6. Flagging performance

ticulocyte fraction, or immature platelet fraction by using the SF

Among 380 samples gathered for assessing flagging performances,

cell technology. Reticulocytes were included as a part of the pa-

21 samples were excluded due to improper operation of the in-

rameters tested for within-run precision, as the RET channel was

strument. For the remaining 359 samples, BC-6200 flagged blasts,

an added feature of BC-6200 to the previous version, BC-6000.

IG, NRBC, or AL.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H20-A2 [16],

Note that compared with the advanced version, BC-6800Plus, BC-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and the flagging was consid-

6200 is suitable in secondary hospitals due to its more compact

ered positive only when both samples had the same flags. For

size and lesser sample requirements.

manual microscopy, two separate blood smears were each exam-

The reference analyzer XE-2100 also measures samples in dif-

ined by two trained laboratory technicians. A third copy of the

ferent methods and channels. Fluorescence flow cytometry method

smear was reserved in case of any arbitration purposes. If blasts

is used in the DIFF and NRBC channels. WBC 5-diff and IG counts

≥1% were found in the manual microscopy of both technicians,

are derived from the DIFF channel, and a specific NRBC channel

the sample was considered blast-positive. Same was true for IG

is used to measure NRBC. Through the reticulocyte channel, the

(myelocyte ≥1%, metamyelocyte > 2%), NRBC ( ≥1%), and AL

direct current sheath flow method is used to measure RBC, reticu-

( > 5%). If there were any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man-

locytes, and PLT [12].

ual results, the third smear was reviewed by the arbitrator.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efficiency were calculated for each flag.

3. Precision
Within-run repeatability was evaluated with three samples ac-

7. Statistical analysis

cording to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CBC parameters of the total study population were presented

guideline EP15-A3 [13]. The three samples were each tested 10

in the form of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s. Precision results

consecutive times within a few minutes. The mean, standard de-

for the determined parameters were expressed in mean, SD, and

viation (SD),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the 12 CBC pa-

CV. Reviews by Vis et al. [17] were used in reference to verify whe-

rameters were calculated.

ther the measured CVs reached the current state-of-the-art criteria.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slope, and intercep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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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ed for the translation of the comparison study. Correlation

(version 20.015, MedCalc Software Ltd., Ostend, Belgium) was the

coefficient values were interpreted using the rule of thumb pro-

tool for achieving data analysis in this study.

vided by Mukaka [18] and were considered as follows: ≥ 0.90 as

RESULTS

very high correlation; 0.70–0.90 as high correlation; 0.50–0.70 as
moderate correlation; 0.30–0.50 as low correlation; and ≤ 0.30 as
negligible correlation. Bland-Altman analysis depicting mean dif-

The within-run precision results for WBC, RBC, Hb, Hct, RDW-

ferences and 95% limits of agreements was also used to aid in com-

CV, PLT, reticulocytes, and WBC 5-diff are shown in Table 2. Two

parison.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overall efficiency was cal-

samples had parameters within normal levels (samples 1 and 2),

culated from the number of true positives (TP), false positives (FP),

and one sample had cytopenic features (sample 3). For each sam-

true negatives (TN), and false negatives (FN) as follows: Sensitivity

ple, the CVs of WBC, RBC, Hb, Hct, RDW-CV, PLT, and reticulo-

(%) = TP/(TP+FN) × 100; specificity (%) =TN/(TN+FP) × 100; effici-

cytes were all acceptable. In WBC 5-diff, the CVs of the monocyte

ency = (TP+TN)/(TP+FP+TN+FN) × 100. P values of < 0.05 were

count were all acceptable, but others had different results. In sam-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Calc Statistical Software

ple 1, the lymphocyte, eosinophil, and basophil counts were out

Table 2. Within-run precision results of BC-6200 for two normal and one cytopenic sample, with the manufacturer’s requirements for each parameter
Parameter
WBC (×109/L)
RBC (×1012/L)
Hb (g/dL)
Hct (%)
RDW-CV (%)
PLT (×109/L)
Reticulocytes (%)
Neutrophils (×109/L)
Lymphocytes (×109/L)
Monocytes (×109/L)
Eosinophils (×109/L)
Basophils (×109/L)

Sample 1 (Normal)
Mean
6.67
4.17
12.15
38.12
13.42
161.10
1.05
4.31
1.73
0.46
0.14
0.03

Sample 2 (Normal)

SD

CV (%)

0.11
0.02
0.05
0.18
0.12
2.69
0.04
0.09
0.07
0.02
0.02
0.01

1.68
0.54
0.43
0.46
0.92
1.67
3.35
1.99
3.99
5.10
16.52
24.56

Mean
6.74
4.13
12.10
37.71
13.42
161.00
1.03
4.37
1.72
0.46
0.15
0.04

Sample 3 (Cytopenic)

CV (%) criteria

SD

CV (%)

Mean

SD

CV (%)

State-of-the art*

0.11
0.02
0.05
0.17
0.13
4.40
0.04
0.06
0.06
0.02
0.01
0.01

1.57
0.41
0.39
0.44
0.98
2.73
3.70
1.34
3.76
4.44
6.21
18.00

2.62
3.28
10.26
32.19
17.06
45.60
0.65
1.12
1.22
0.24
0.03
0.01

0.07
0.03
0.05
0.28
0.23
1.58
0.04
0.04
0.02
0.02
0.01
0.01

2.49
0.84
0.50
0.87
1.33
3.46
5.74
3.87
1.94
7.79
24.65
51.60

≤ 2.5
≤ 1.1
≤ 0.9
≤ 1.2
≤ 2.0
≤ 3.0 †
≤ 10.0
≤ 2.5
≤ 3.5
≤ 8.5
≤ 10.0
≤ 20.0

The three samples were tested 10 consecutive times each within a day for the above 12 parameters.
*Vis et al. [17]; † ≤ 4.5 for low range (~50 ×109/L) of PLT.
Abbreviations: CV, coefficient of variation;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RBC, red blood cells; RDW-CV,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coefficient of variation; PLT,
platelets; SD, standard deviation; WBC, white blood cells.

Table 3. Comparison of major CBC parameters between BC-6200 and XE-2100 (N=270)
Parameter

XE-2100 Median (IQR)

BC-6200 Median (IQR)

6.83 (5.56–11.64)
4.11 (3.25–4.62)
12.40 (9.90–14.10)
37.75 (31.10–42.80)
13.50 (12.90–15.05)
225.5 (163.0–285.0)
3.98 (2.94–8.22)
1.82 (1.26–2.42)
0.52 (0.38–0.73)
0.11 (0.05–0.19)
0.02 (0.01–0.03)

6.91 (5.53–11.94)
4.00 (3.16–4.52)
12.33 (9.80–14.00)
37.83 (30.60–43.10)
13.00 (12.38–14.23)
234.0 (171.0–293.0)
4.15 (3.08–8.67)
1.75 (1.19–2.31)
0.44 (0.33–0.61)
0.11 (0.05–0.19)
0.03 (0.02–0.04)

WBC (×109/L)
RBC (×1012/L)
Hb (g/dL)
Hct (%)
RDW-CV (%)
PLT (×109/L)
Neutrophils (×109/L)
Lymphocytes (×109/L)
Monocytes (×109/L)
Eosinophils (×109/L)
Basophils (×109/L)

Correlation coefficient

Slope

Intercept

P

1.00
1.00
1.00
1.00
0.92
0.99
1.00
0.98
0.96
0.99
0.66

1.01
1.01
1.00
1.05
0.95
1.04
1.03
0.97
0.79
1.00
1.50

-0.04
-0.14
-0.08
-1.72
0.19
0.11
0.07
-0.02
0.02
0.01
-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Abbreviations: CBC, complete blood count;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IQR, interquartile range; PLT, platelets; RBC, red blood cells; RDW-CV,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coefficient of variation; WBC, white bloo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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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ange. In sample 2, the lymphocyte count was out of range. In

were as follows: -0.04%, 0.41%, 0.00%, 0.00%, and 0.28%, respec-

sample 3, the neutrophil, eosinophil, and basophil counts were

tively. These results were all within the manufacturer’s acceptance

out of range.

criteria of ≤1% (data not shown).

The percentage carryovers for the WBC, RBC, Hb, Hct, and PLT

Of the 270 whole blood samples analyzed, a comparison of re-

2.0

0.3
0.2

1.0

RBC (×1012/L) difference

WBC (×109/L) difference

1.5

0.5
0.0
-0.5
-1.0

0.1
0.0
-0.1
-0.2

-1.5
-2.0

-0.3
0

20

40

60

80

1

2

3

Average WBC (×109/L)
0.5

4.0

0.4

3.0

5

6

7

2.0

0.2

Hct (%) difference

Hb (g/dL) difference

0.3
0.1
0.0
-0.1
-0.2
-0.3

1.0
0.0
-1.0
-2.0
-3.0

-0.4
-0.5

-4.0
0

5

10

15

20

10

20

Average Hb (g/dL)

30

40

50

60

Average Hct (%)

4.0

100

3.0

80
60

2.0

PLT (×109/L) difference

RDW-CV (%) difference

4

Average RBC (×1012/L)

1.0
0.0
-1.0
-2.0

40
20
0
-20
-40
-60

-3.0

-80

-4.0

-100
10

15

20
Average RDW-CV (%)

25

3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

Average PLT (×10 /L)

Fig. 2. Comparison results for 11 CBC parameters between BC-6200 and XE-2100 using Bland-Altman plot (N=270). Solid lines represent the mean
differences, and the dashed lines represent the mean difference±1.96 standard deviations (95% limits of agreements).
Abbreviations: CBC, complete blood count;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s; RBC, red blood cells; RDW-CV,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coefficient of variation; WBC, white bloo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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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sults between the two HA is shown in Table 3. The parameters

78 samples were confirmed to have at least 1% blast count by

showed correlation coefficients above 0.90, except for that of ba-

manual slide review, and the BC-6200 showed blast flagging in 69

sophils, which was revealed as 0.66. Fig. 2 shows the comparison

samples among them (sensitivity 88.5%). With 281 samples that

results between the two analyzers in Bland-Altman plots.

were negative for blasts in manual count slides, BC-6200 showed

The flagging performance results of BC-6200 compared to man-

blast flagging in 22 samples (specificity 92.2%). Microscopic evalu-

ual microscopy with 359 samples are shown in Table 4. A total of

ation revealed the presence of IG (myelocyte ≥1%, metamy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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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P, FP, TN, FN, sensitivity, specificity, and efficiency results obtained from comparing BC-6200 with manual microscopy (N = 359)
Flags

TP

FP

TN

FN

Sensitivity (%)

Specificity (%)

Efficiency (%)

Blasts
IG
AL
NRBCs

69
30
3
8

22
70
87
3

259
255
268
346

9
4
1
2

88.5
88.2
75.0
80.0

92.2
78.5
75.5
99.1

91.4
79.4
75.5
98.6

Abbreviations: AL, atypical lymphocytes; FN, false negative; FP, false positive; IG, immature granulocytes; NRBCs, nucleated red blood cells; TN, true negative; TP, true positive.

cyte > 2%) in 34 samples, and BC-6200 correctly flagged them in

ported in other previous studies and reviews [21, 22]. Additionally,

30 samples (sensitivity 88.2%, specificity 78.5%). The sensitivities

Kim et al. [23], with an evaluation study, including XE-2100, stated

of BC-6200 compared with a manual review for AL and NRBCs

that a low concentration of basophils in the blood samples may

were 75.0% and 80.0%, respectively. The specificities for AL and

explain the poor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s.

NRBCs were 75.5% and 98.6%, respectively.

BC-6200 demonstrated comparable CBC parameter results with
those of XE-2100 (Table 3). Each of the parameters, except for the

DISCUSSION

basophil count had very high correlations. Basophil count was
considered moderately correlated between the two HA, show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BC-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66 [17]. Mean differences and 95%

6200 in measuring CBC parameters and flagging abnormal re-

limits of agreement of the parameters showed no unusual trend,

sults. In particular, CBC parameters, including WBC 5-diff, were

as depicted in the Bland-Altman plots (Fig. 2).

compared to those of XE-2100, and the flagging performance was

Basophil results in terms of correlation evaluations were not sat-

evaluated compared to the manual slide review. HA requires high

isfactory as in the precision evaluation. This means that the man-

sensitivities for detecting abnormal cells, as they are primarily used

ual slide reviews are still crucial in confirming the presence of ba-

for screening. Therefore,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instruments

sophilia in peripheral blood. Note that among the samples ana-

should be evaluated before any use in laboratories. As the manag-

lyzed for correlation, the only basophilic sample was 0.28 × 109/L

ers of clinical laboratories, we are responsible for seeking improve-

measured by XE-2100, but the corresponding BC-6200 data were

ments and replacing any existing methods or hardware. Here we

0.05 × 109/L. In that sense, future evaluation studies for more baso-

report an evaluation following our recent launch of BC-6200 in

philic samples comparing BC-6200 with other HA or even man-

KUCH.

ual counts would be interesting.

Carryover is considered a basic performance characteristic in

In the flagging performance results (Table 4), specificities and

evaluating HA, as an increased carryover would cause medical

efficiencies of blasts, IG, AL, and NRBCs met the current state-of-

concerns such as falsely elevated results in subsequent cytopenic

the-art criteria of > 70% and > 75%, respectively, but sensitivities

samples [14]. Other studies regarding BC-6200 [6] and XE-2100 [19]

were slightly lower (criterion being > 90% [14]). However, even

have reported percentage carryover results for major CBC param-

though BC-6200 failed to flag blasts in 9 samples, it flagged them

eters, all less than 1% as well. We can also say that our almost com-

as IG instead. In this respect, BC-6200 did not miss any abnormal

plete absence of carryover gives credibility to the following results.

cells, making up for the slightly lower sensitivity values than the

The precision results for parameters other than the 5-diff were

state-of-the-art criterion. Similarly, in four samples that were false

perfect for reaching the current state-of-the-art criteria. The CVs

negative for IG, three samples had neutrophils > 80%, and one

were satisfactory for neutrophil, lymphocyte, and monocyte counts.

sample had a WBC count of 20.07 × 109/L. The sensitivity of AL is

However, eosinophil and basophil counts had outlying results.

hard to consider as there were only four samples detected by man-

That said, eosinophil and basophil counts were very low in these

ual microscopy. In the two samples that BC-6200 failed to identify

samples. Other authors admit that cell counting in samples with

NRBCs, both samples had IG and AL flags, meaning that those

extremely low cell concentration often yields high imprecision

samples were still regarded as abnormal ones.

[20]. Accurate basophil count is very hard to achieve by HA, a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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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First, we were unable to evaluate the comparison of

여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현미경 수기법과 비교하여 민감도, 특이

reticulocytes between BC-6200 and XE-2100 due to the absence

도,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of corresponding data from XE-2100. As mentioned above, RET

결과: 백혈구수, 적혈구수,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혈소판수의 정

channel is the only addition from BC-6000 to BC-6200. Given that

밀도 평가 결과는 허용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잔효는 모두 1% 미

a previous study by Shen et al. [24] used the research-user-only

만이었다. 백혈구 감별계산에서 BC-6200과 XE-2100은 호염기구

version of BC-6000 for evaluation, including reticulocytes, a com-

항목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BC-6200은 flag

parison study on this official product may have been useful. Sec-

지정능력 부문에서 모세포, 미성숙 과립구, 비정형 림프구, 유핵적

ond, our study evaluated the flagging performance of BC-6200 by

혈구에 대하여 각각 91.4%, 79.4%, 75.5%, 98.6%의 우수한 효율성

comparing it with manual microscopy but did not have data on

을 보였다.

the comparison of XE-2100 with manual microscopy. Especially

결론: BC-6200은 우수한 분석 수행능력을 보였고 기존 장비인

with parameters that showed a low correlation coefficient, such as

XE-2100과의 상관성도 높았다. BC-6200의 flag 지정능력 또한 현

the basophil count, a confirmed manual count would have made

미경 수기법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므로 BC-6200은 향후

the results more confident. In the previously mentioned study by

임상 검사실에서 활용할 만한 장비일 것이다.

Kulik et al. [6], flagging performances of BC-6200 were compared
with another HA and manual microscopy. XE-2100 has been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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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화학분석기 CYBOW R-600S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Urine Dipstick Analyzer CYBOW R-600S
김원주1·최현지1·유신애2·박민순1·이지영1·이선민1,3
Won-Joo Kim, B.S.1, Hyunji Choi, M.D.1, Shinae Yu, M.D.2, Min-Soon Park, M.T.1, Jiyoung Lee, M.T.1, Sun Min Lee, M.D.1,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3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1,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2, Haeunda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3,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Korea

Background: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ly marketed semi-automated urine analyzer CYBOW R-600S.
Methods: Precision was measured using two commercially available quality-control materials. A total of 300 urine samples were used to compare the results of CYBOW R-600S (DFI Co., Korea), UC-3500 (Sysmex, Japan), and AU5800 (Beckman Coulter, USA). uACR and uPCR were also
calculated to evaluate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CYBOW R-600S.
Results: The grade agreement rates of the 12 parameters for within-run and between-day precision were above 97.5%, except for high-level
creatinine, for which it was 94.4% between days. Compared to the results of UC-3500 and AU5800, the agreement within the ± 1 grade difference rate was 100% for all parameters, except for SG (99.7%), pH (99.3%), protein (96.7%), leukocyte esterase (99.3%), and albumin (99.7%).
The concordance rates of uACR and uPCR between the CYBOW R-600S and the reference analyzers were 95.0% and 96.3%,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kappa coefficients were 0.914 (95% CI, 0.872–0.956) and 0.819 (95% CI, 0.724–0.915), respectively. The sensitiv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NPV) of uACR converted from the quantitative value were higher than those of uPCR.
Conclusions: CYBOW R-600S showed good precision and concordance rate performance within ± 1 grade difference when compared with UC3500 and AU5800. Therefore, we conclude that CYBOW R-600S is suitable for clinical applications.
Key Words: Urinalysis, Autoanalyzer, Albumin-creatinine ratio, Albumin-to-protein ratio

서 론

어서, 일차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서 시행되
고 있다[3, 4]. 최근 요검사 장비와 시험지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요검사는 물리적, 화학적, 현미경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환자의

2019년도에는 국내 병 · 의원 검사실의 50% 정도는 국산 장비/시약

신장계, 요로계 질환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과 같은 전신성 질환

을 사용하고 여러 검사 장비/시약의 성능이 외산 제품과 동등한

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1-3]. 그중에서도 요화학 시험

수준임이 보고된 바 있다[5-10].

지를 이용한 화학적 검사는 간편하면서도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

요검사 결과는 1+, 2+ 방식의 반정량 등급 표기와 숫자로 정량
표기를 혼용하여 보고되는데, 비중이나 pH를 제외한 대부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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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반정량 결과로 보고된다. 제조사별 세부항목별 등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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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요검사 장비 CYBOW R-600S (㈜디에프아이, 김해, 경남, 대한민국)의 임상적 성능
을 평가하면서 등급별 결과와 단순 비교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검체 및 선정기준
2021년 2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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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에 접수된 소변 잔여 검체 30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체

rum albumin, beta-D-glucose, lithium acetoacetate, human he-

선별은 1)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회용 소변 수집용기에 채취하

moglobin, urobilinogen, sodium nitrite, esterase, creatinine (이상

여, 2) 검사 시행 후 냉장보관한 지 8시간 이내이며, 잔여 검체량이

Sigma-Aldrich, MO, USA)으로 용액을 만들어 이것을 희석하여 검

충분한 검체였다. 다양한 농도 범위에서 검사 항목의 성능을 평가

출한계로 예상되는 농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의 범위에 드는 5단계

하기 위하여 소변의 임상결과를 참고하여 검체를 선별하였다.

검체를 만들었다[12]. 세 개의 CYBOW R-600S 요화학분석기, 일련
번호가 다른 세 개의 CYOBOW 12AC 요화학 시험지 조합에 대하

2) 평가 장비와 전용 요화학 시험지
본 연구의 평가 장비인 CYBOW R-600S는 요화학 시험지의 발

여 각각 10회씩 검체를 측정하여, 95% 이상 양성 판독률을 보이는
농도를 각 검사항목별로 나타내었다.

색을 광전반사법으로 측정하여 반정량적으로 보고하는 체외진단

검출단계별 감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용액을 희석하여 반정

의료기기(체외 제신 20-424호)로 검사자가 소변 검체로 요화학 시

량 측정구간별 농도의 검체를 제조하여 세 개의 CYBOW R-600S

험지를 충분히 적신 후 시험지 장착부(strip loader)에 놓으면, 반사

요화학분석기, 일련번호가 다른 세 개의 CYOBOW 12AC 요화학

광을 측정하여 결과를 전송하는 반자동 기기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험지 조합에 대하여 각각 10회씩 검체를 측정한 후 전체 검사 수

는 요화학 시험지 CYBOW 12AC 및 평가 장비 CYBOW R-600S의

대비 검사결과가 일치한 검사 수를 %로 나타내었다.

비중(specific gravity, SG), pH, 단백(protein), 포도당(glucose), 케
톤(ketone), 잠혈(blood), 빌리루빈(bilirubin), 유로빌리노겐(urobi-

3) 상관성

linogen), 아질산염(nitrite), 백혈구(leukocyte esterase) 10가지 항목

잔여 소변 검체를 수집 후 두 개로 나누어 UC-3500 10가지 항목

결과를 요화학 시험지 MEDITAPE UC-9A 및 전자동 검사기 UC-

과 AU5800으로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정량 측정을 하였다. 기준 측

3500 (Sysmex, Kobe, Japan) 결과와 비교하였고, 알부민(albumin)

정법과 최대 2시간 이내에 CYBOW R-600S로 측정한 12가지 항목

과 크레아티닌(creatinine) 결과는 생화학 장비 AU5800 (Beckman

의 결과를 반정량 등급별 분할표로 나타내고, 항목별 완전일치율

Coulter Inc., Brea, CA, USA)과 전용 시약인 AU Creatinine (Kinetic

과 한 등급 내 일치율, 가중 카파계수(weighted kappa)를 산출하

Jaffe법, 보정), AU Urine/CSF Albumin과 각각의 전용 소변 calibra-

였다.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정량 결과는 CYBOW R-600S 제조사

tor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양산부산대학

에서 제시한 등급별 측정농도구간을 참고하여 반정량 결과로 환

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

산한 후 비교하였다. 다만, 요화학 시험지 CYBOW 12AC와 MEDI-

다(IRB No. 02-2020-047).

TAPE UC-9A는 7가지 항목(비중, pH, 단백질, 케톤, 잠혈, 유로빌리
노겐)의 등급별 측정 농도 값이 다르므로, Ko et al. [7] 연구를 참고

2. 방법

하여 서로 다른 측정농도구간은 상응하도록 보정하였고, 측정구

1) 측정 정밀도(Measurement precision)

간의 개수가 다른 항목은 Kwon et al. [8]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농

CLSI EP05-A2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도구간을 맞추면서 일부 두 등급을 한 등급으로 합산하였다. 끝으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정도관리물질 Quantimetrix Dipper Urine

로 평가 장비와 대조 장비를 이용하여 검체의 항목별 농도를 측정

Dipstick (Quantimetrix corporation, Redondo Beach, CA, USA)으

하고 결과를 등급별 분할표로 나타낸 뒤 완전일치율과 한 등급 내

로 측정하였다[11, 12]. 서로 다른 세 군데 장소, 두 가지 농도의 정

일치율, 카파 계수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 분할표에

도관리물질, 제조번호가 다른 세 종류의 요화학 시험지 조합으로

사용된 반정량 등급의 개수가 세 개 이하인 빌리루빈과 아질산염

하루 중에 10번씩 세 가지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사하여 수행 내 정

은 단순 카파계수로, 나머지 항목은 가중 카파계수로 계수값을 구

밀도(Repeatability, within-run precision)를 평가하고, 하루 한 번

하였다[13].

씩, 총 10일 동안 측정하여 일간 정밀도(Between-day precision)를
평가하였다. 결과는 각 검사항목의 검체별 완전 일치율(Exact agreement rate)을 %로 나타내었다[12].

4) 정량법과 비교
정량 측정법과 비교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AU5800
결과를 기준으로 교과서의 참고구간(단백 < 20 mg/dL, 포도당

2) 최소검출한계 및 검출단계별 감도
최소검출한계를 구하기 위하여 Thermo Scientific™ MAS™ Bilirubin Controls, Assayed를 사용한 bilirubin 항목을 제외하고 표준

< 30 mg/dL, 알부민 < 20 μg/mL) 미만은 음성, 참고구간 이상은

양성으로 정의하여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계산하였다[1, 2].

물질 - NaCl와 pH별 완충액(삼전화학, 서울, 대한민국), huma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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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ithin-run and between-day precision results of CYBOW R-600S
SG
Within-run precision (Agreement %) n = 90
Level 1 (Low)
100
Level 2 (High)
98.9
Between-day precision (Agreement %) n = 90
Level 1 (Low)
97.8
Level 2 (High)
98.9

pH

PRO

GLU

KET

BLD

BIL

URO

NIT

LEU

ALB

CR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8.9

100
100

100
98.9

100
98.9

100
100

100
98.9

100
100

100
100

98.9
97.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8.9

100
100

100
98.9

100
100

100
98.9

100
100

100
94.4

Abbreviations: BIL, bilirubin; BLD, blood; CRE, creatinine; GLU, glucose; KET, ketones; LEU, leukocyte; ALB, albumin; PRO, protein; URO, urobilinogen; NIT, nitrite; SG, specific
gravity.

Table 2. Limit of detection (LoD), the levels at which sensitivity meets
the criteria of > 95% detection, of parameters
Parameters

LoD

Protein
Glucose
Ketone
Blood
Bilirubin
Urobilinogen
Nitrite
Leukocyte esterase

15 mg/dL
100 mg/dL
5 mg/dL
5 RBC/µL
1 mg/dL
2 mg/dL
0.05 mg/dL
20 WBC/µL

Table 3. Sensitivity of CYBOW R-600S towards parameters at all semiquantitative levels
Levels

±

1+
2+
3+
4+

Creatinine Ratio (uPCR) 계산
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눈 후 평가 장비와 대조 장비 간의 완전일치
율을 구하였다. AU5800 알부민 결과는 상관성 비교에 사용하였
던, 정량 결과를 치환한 반정량 값으로 uACR, uPCR (mg/g creati-

KET

BLO

100
97.8
98.9
100
100
100

100
100
98.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G
Levels

uACR, uPCR 결과는 각각 30과 300 mg/g, 150과 500 mg/g을 기

GLU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BIL

URO

NIT

LEU

100

100

100

100

100
98.9
100

98.9
100
100

100

100
100
100

Sensitivity

Negative

Abbreviation: LoD, the limit of detection.

5) u
 rine Albumin-Creatinine Ratio (uACR), urine Protein-

PRO

pH
Sensitivity
100
97.8
97.8
96.7
98.9
100
100

ALB

Levels

Sensitivity

5.0
6.0
6.5
7.0
8.0
9.0

100
98.9
98.9
97.8
100
100

CRE

Levels

Sensitivity

10
30
80
150

100
100
97.8
100

Levels

Sensitivity

10
50
100
200
300

100
100
97.8
97.8
100

nine)을 계산하였다.
고농도에서 크레아티닌(5회)과 pH (2회)를 제외하면 비중, 케톤,

3. 분석도구

잠혈, 유로빌리노겐, 백혈구 다섯 항목이 1회씩 한 등급 차이를 보

통계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6 (Microsoft, Redmond, WA,

이고, 나머지 여섯 항목은 100% 일치하였다.

USA)과 Analyse-it for Microsoft Excel version 5.68 (Analyse-it Software, Leeds, UK)을 이용하였다.

2. 최소검출한계 및 검출단계별 감도
요단백과 동일한 물질을 사용한 알부민을 제외하고 음성(Nega-

결 과

tive) 보고할 수 있는 8개 검사항목의 최소검출한계 농도는 Table 2
와 같다. 백혈구는 최소검출한계(20 mg/dL)가 양성측정구간 중 제

1. 정밀도

일 낮은 농도인 +1 (25 mg/dL) 보다 낮았고, 나머지 항목은 최소검

저농도(Level 1)와 고농도(Level 2) 정도관리물질로 측정한 CY-

출한계와 제일 낮은 양성구간의 측정농도가 동일하였다. 검출단계

BOW R-600S의 정밀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행 내 정밀도는

별 감도는 Table 3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반정량 측정구간 표준검

저농도 물질에서는 모든 항목이 완전일치를 보였고 고농도에서는

체 농도와 검사결과가 일치하였다. 비중의 1.015 측정구간이 96.7%

비중, 케톤,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백혈구 다섯 항목이 각각 1회

(90회 중 87회)로 제일 낮은 감도를 보였다.

씩 한 등급의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는 완전 일치하였다. 검사일간
정밀도는 저농도에서 비중와 pH 두 항목 외 100% 일치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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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성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단백은 민감도와 음성예측도가 각

상관성 분석에 사용한 잔여검체 300개의 UC-3500, AU5800 결

각 77.2%, 89.6%로 제일 낮았고 95% 신뢰구간 범위도 넓었다. 포도

과값 분포를 항목별 측정구간에 따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단백,

당의 민감도는 95.5% (64/67), 특이도는 100% (233/233)로 우수하

포도당, 케톤, 잠혈,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아질산염, 백혈구 항

였다.

목의 분포는 UC-3500에 사용한 MEDITAPE UC-9A 요화학 시험지

CYBOW R-600S 결과와 AU5800로 측정한 크레아티닌 결과로

의 반정량 측정구간에 맞춰 나타내었다. 정량값으로 얻은 비중과

300개 검체의 uACR, uPCR 계산값을 등급별로 나누어 Table 7에

pH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정량 측정구간으로 변환한 후

서 비교하였다. CYBOW R-600S의 uACR 결과는 < 30 mg/g이 137

분포를 나타내었다. 정량값인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결과는 평가

건(45.7%), 30과 300 mg/g 사이 131건(43.7%), ≥300 mg/g은 32건

장비에 사용한 CYBOW 12AC 요화학 시험지의 반정량 측정구간

(10.7%)인 반면, AU5800의 uACR 계산값은 같은 구간에서 각각

에 맞춰 변환 후 분포를 나타내었다.
CYBOW R-600S와 UC-3500 혹은 AU5800의 검사항목별 완전일
치율과 한 등급 내 일치율, 카파계수는 Table 5와 같다. 완전일치율이

Table 5. Exact agreement rate and agreement rate within one grade
between CYBOW R-600S, UC-3500, and AU5800

95% 이상인 항목은 포도당(97.7%), 케톤(96.0%), 빌리루빈(99.7%),

Parameter

유로빌리노겐(99.0%), 아질산염(98.7%)이었다. 90% 이상 95% 미만

Exact agreeAgreement rate
ment rate (%) within one grade (%)

SG
pH
Protein
Glucose
Ketone
Blood
Bilirubin
Urobilinogen
Nitrite
Leukocyte esterase
Albumin
Creatinine

인 항목은 잠혈(91.7%), 백혈구(92.3%), 알부민(92.7%), 크레아티닌
(93.0%) 이었고, 90.0% 미만인 항목은 비중(86.7%), pH (80.3%), 단
백(69.7%)이었다. 한 등급 내 일치율은 단백이 96.7%로 가장 낮았
고, 비중, pH, 백혈구, 알부민은 99% 이상, 나머지 7개 항목은 모두
100%이었다. 아홉 개 항목의 카파계수는 0.921 이상, 두 개 항목은
0.886 이상, 제일 낮은 아질산염 항목은 0.661 (95% 신뢰구간, 0.3500.971)이었다.

4. 항목별 비교

86.7
80.3
69.7
97.7
96.0
91.7
99.7
99.0
98.7
92.3
92.7
93.0

99.7
99.3
9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99.7
100.0

κ coefficient*
0.971 (0.958–0.984)
0.921 (0.895–0.948)
0.894 (0.864–0.925)
0.989 (0.980–0.997)
0.959 (0.940–0.979)
0.952 (0.934–0.970)
0.962 (0.886–1.000)*
0.973 (0.947–1.000)
0.661 (0.350–0.971)*
0.886 (0.811–0.961)
0.975 (0.962–0.987)
0.963 (0.946–0.980)

*Data are simple κ coefficients.

단백, 포도당, 알부민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Table 4. Distribution of 300 samples according to UC-3500 and AU5800
PRO

Level

GLU

KET

BIL

URO

NIT

LEU

286 (95.3)

260 (86.7)

296 (98.7)

245 (81.7)

5 (1.7)
5 (1.7)
4 (1.3)

34 (11.3)
5 (1.7)
1 (0.3)

4 (1.3)

28 (9.3)
12 (4.0)
15 (5.0)

Samples (%)

Negative

140 (46.7)
59 (19.7)
43 (14.3)
35 (11.7)
17 (5.7)
6 (2.0)

±

1+
2+
3+
4+

233 (77.7)
14 (4.7)
10 (3.3)
7 (2.3)
10 (3.3)
26 (8.7)

SG
Level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BLO

250 (83.3)
24 (8.0)
17 (5.7)
9 (3.0)

173 (57.7)
50 (16.7)
33 (11.0)
18 (6.0)
26 (8.7)

pH

ALB

CRE

Samples (%)

Level

Samples (%)

Level

Samples (%)

Level

Samples (%)

1 (0.3)
49 (16.3)
52 (17.3)
58 (19.3)
52 (17.3)
38 (12.7)
50 (16.7)

5.0
5.5
6.0
6.5
7.0
7.5
8.0
8.5
9.0

65 (21.7)
102 (34.0)
56 (18.7)
31 (10.3)
27 (9.0)
11 (3.7)
2 (0.7)
3 (1.0)
3 (1.0)

10
30
80
150

136 (45.3)
59 (19.7)
19 (6.3)
86 (28.7)

10
50
100
200
300

21 (7.0)
79 (26.3)
123 (41.0)
62 (20.7)
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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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itivity, specificity, PPV, and NPV of the CYBOW R-600S strip test
Parameter
Protein
Glucose
Albumin

Sensitivity (%)

Specificity (%)

PPV (%)

NPV (%)

77.2 (68.1–84.3)
95.5 (87.6–98.5)
98.2 (94.8–99.4)

99.5 (97.2–99.9)
100 (98.4–100)
98.5 (94.8–99.6)

98.7 (93.2–99.8)
100 (94.3–100)
98.8 (95.6–99.7)

89.6 (84.9–93.0)
98.7 (96.3–99.6)
97.8 (93.8–99.3)

Abbreviations: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Table 7. Comparison of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and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between CYBOW R-600S and AU5800
CYBOW R-600S
uACR (mg/g)
AU5800 uACR (mg/g)

< 30
30–300
≥ 300

uPCR (mg/g)

< 30

30–300

≥ 300

136 (45.3%)
1 (0.3%)
0 (0.0%)

6 (2.0%)
124 (41.3%)
1 (0.3%)
95.0
0.914 (0.872–0.956)

0 (0.0%)
7 (2.3%)
25 (8.3%)

Exact agreement rate (%)
κ coefficient (95% CI)

UC-3500
uPCR*
(mg/g)

< 150
150–500
≥ 500

< 150

150–500

≥ 500

264 (88.0%)
3 (1.0%)
0 (0.0%)

2 (0.7%)
20 (6.7%)
2 (0.7%)
96.3
0.819 (0.724–0.915)

0 (0.0%)
4 (1.3%)
5 (1.7%)

Protein data used in the uPCR calculation were obtained from the middle value of the UC-3500 grading concentration.
Abbreviations: uACR,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uPCR,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8. Diagnostic performance of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and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determined by CYBOW R-600S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uACR (%)

uPCR (%)

99.4 (96.5–99.9)
95.8 (91.1–98.0)
96.3 (92.2–98.3)
99.3 (96.0–99.9)

91.2 (77.0–97.0)
99.2 (97.3–99.8)
93.9 (80.4–98.3)
98.9 (96.7–99.6)

Abbreviations: uACR,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uPCR,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The % values in parentheses are 95% confidence interval.

고 찰
12가지 검사 항목의 수행 내 정밀도와 일간 정밀도는 완전일치
율이 각각 최소 98.9%, 97.8% 이상으로 분석되어 CYBOW R-600S
의 정밀도는 우수하였다. 또한, 최소검출한계는 CYBOW 12AC 요
화학 시험지의 양성 반정량 측정구간 중 제일 낮은 구간의 측정 농
도 값과 동일하거나 좀 더 낮아 양성 검체 판별에 적합하였다. 검출
단계별 감도는 케톤과 잠혈, 아질산염, 백혈구 항목이 모든 구간에
서 100% 일치하여 가장 좋았다. 가장 낮은 감도는 96.7% (87/90)으

142건(47.3%), 132건(44.0%), 26건(8.7%)이었다. 따라서 두 장비의

로 비중의 1.015 단계에 해당하였다. 타 항목에 비하여 비중의 구간

uACR 완전일치율은 95.0% (285/300), 카파 계수는 0.914 (95% 신

별 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상관성 분석에 사용한 300개 검체

뢰구간, 0.872–0.956)이었다.

의 항목별 구간 분포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양성 검체 수를 산정

uPCR 구간 < 150 mg/g, 150–500 mg/g, ≥ 500 mg/g에 대하여

하기 어려운 비중과 pH, 크레아티닌을 제외하고, 단백 160개

CYBOW R-600S는 각각 267건(89.0%), 24건(8.0%) 9건(3.0%), UC-

(53.3%), 잠혈 127개(42.3%)의 충분한 양성 검체 수로 비교했으나 3

3500 단백 결과를 AU-5800 크레아티닌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각

차 의료기관임에도 빌리루빈과 유로빌리노겐, 아질산염 항목의 총

266건(88.7%), 27건(9.0%), 7건(2.3%)이었다. uPCR의 완전일치율은

양성 검체 수는 50개(16.7%)를 넘지 못하였다.

96.3% (289/300), 카파 계수는 0.819 (95% 신뢰구간, 0.724-0.915)이
었다.

평가 장비와 대조 장비의 상관성 분석 결과, 빌리루빈의 완전일
치율이 99.7%로 가장 좋았다. 하지만 빌리루빈은 양성 잔여 검체

uACR과 uPCR의 양성 판정치로 각각 30 mg/g, 150 mg/g으로 하

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충분한 수의 양성 검체를 확보하지 못한

였을 때, CYBOW R-600S 값으로 구한 두 항목의 분석능은 Table

점을 고려한다면 포도당의 완전일치율이 97.7%로 가장 좋았다. 단

8과 같다. uACR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는 차례

백과 pH의 완전일치율은 각각 69.7%, 80.3%, 한 등급 내 일치율은

대로 99.4%, 95.8%, 96.3%, 99.3%이었고, uPCR 항목은 각각 91.2%,

각각 96.7%, 99.3%으로, 12가지 항목 중에서 단백과 pH의 일치율

99.2%, 93.9%, 98.9%이었다. uACR의 위음성은 1건(0.3%), 위양성은

이 가장 낮게 나온, 2019년도 외부정도관리사업 결과와 일치하였

6건(2.0%), uPCR의 위음성은 3건(1.0%), 위양성은 2건(0.7%)이었다.

다[5]. 다만, 3회차로 구성된 2019년도 외부정도관리사업의 한등급
내 일치율 평균값이 pH는 88.2%, 단백은 90.5%인 것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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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 항목을 측정하는 성능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중의 완전일치율이 낮은 이유로는 반사광을 측정하는 CY-

등급도 함께 제공되는 CYBOW R-600S 장비는 임상검사로 사용하
기에 적절한 성능을 보였다.

BOW R-600S와 굴절률을 측정하는 UC-3500이 측정원리가 다르

요 약

고, 1.000-1.030까지 0.005 간격으로 반정량 보고되는 CYBOW R600S와 비교하기 위해 UC-3500의 측정 결과를 반정량적으로 치
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처럼 반정량 측정구간이 다를 경우 요화학 검사 장비/시

배경: 저자들은 새로운 반자동 요화학분석기 CYBOW R-600S의
성능을 평가했다.

약에 따라 다른 일치도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별 요검사

방법: 정밀도 평가에는 시판되는 정도관리물질 두 가지 농도를 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경우 외부정도관리에서 실패하는 현

용하였다. 총 300개의 소변 잔여 검체를 UC-3500 (Sysmex, 일본)

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검사 등급을 표현하는 방법을

과 AU5800 (Beckman Coulter, 미국)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으며,

표준화하거나, 결과는 되도록 정량 보고하되 반정량으로 보고 시

uACR 및 uPCR도 계산값도 포함하여 CYBOW R-600S의 분석 성

구간의 측정농도를 병기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능을 평가했다.

단백, 포도당, 알부민 항목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

결과: 시행 내 및 검사일간 정밀도에 대한 12개 항목의 동일등급

예측도는 단백만 제외하면 95.0% 이상으로 요화학 시험지 검사법

일치율은 고농도 크레아티닌의 검사일간 94.4%를 제외하고 모두

의 성능을 고려하면 CYBOW R-600S는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97.5% 이상이었다. UC-3500과 AU5800의 결과와 비교하여 비중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요화학 검사시약 성능평

(99.7%), pH (99.3%), 단백(96.7%), 백혈구(99.3%), 알부민(99.7%)을

가 가이드라인[12]과 UC-3500 전용 요화학 시험지인 MEDITAPE

제외하고는 ± 1등급 이내 일치율 100%였다. CYBOW R-600S와 대

UC-9A 제조사 설명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측정농도구간을 비교하

조 장비의 uACR과 uPCR의 일치율은 각각 95.0%, 96.3%였다. 이들

였을 때, 중간 등급에는 농도범위가 서로 다른 항목도 있지만 단백

중 uACR과 uPCR의 카파 계수는 각각 0.914 (95% 신뢰구간, 0.872-

뇨나 요당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치는 같았다. 임상검사실에서는

0.956)와 0.819 (95% 신뢰구간, 0.724-0.915)였다. 특히, 정량값에서

요화학 시험지 변경 시 먼저 세부항목별로 제조사에서 제시 정보

환산한 uACR 항목에서 민감도,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가

를 정량적 기준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uPCR보다 높았다.

보다 진단적 가치가 높은 소변 단백 혹은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결론: CYBOW R-600S는 UC-3500과 AU5800과 비교했을 때 ± 1

비율[1]인 uACR과 uPCR의 완전일치율은 MEDITAPE UC-11A 평가

등급 차이 내에서 정밀도와 일치율이 좋은 성능을 보였고, 임상 검

결과[14]와 비교해서 같은 결정치를 사용 시 uACR의 특이도는 더

사 적용에 적합하였다.

높고, uPCR의 민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변 검체의 단백이 대부
분 알부민이라고 가정할 때 uACR < 30 mg/g은 정량 결과로 환산

이해관계

하여 절반 이하(47.3%)인 반면, uPCR은 MEDITAPE UC-9A 시험지
결과를 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88.8%) < 150 mg/g 구

본 연구는 ㈜DFI의 연구비 및 장비/시약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간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습니다.

요화학 분석기 CYBOW R-600S의 성능은 정밀도가 적절하며
대조 장비들과의 상관성에서 적절한 일치도를 보였다. 다만, 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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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농도 기반 반코마이신 치료약물농도감시와
곡선아래면적 기반 반코마이신 치료약물농도감시 비교: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
Comparison of Trough-Based and Area Under the Curve-Based Therapeutic Drug
Monitoring of Vancomycin: An In Silico Study
윤응준·이현승·박형두·이수연
Eungjun Yoon, M.D., Hyun-Seung Lee, M.D., Hyung-Doo Park, M.D., Soo-Youn Lee, M.D.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nd Genetic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Recent American guideline published in 2020 recommend using 24-h area under the curve (AUC)/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instead of vancomycin serum concentration (Ctrough) for vancomycin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However, Ctrough-based TDM is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Thus, this retrospective study aimed to compare Ctrough-based and AUC-based TDM.
Methods: We evaluated patients’ TDM data with at least one vancomycin trough measurement. Patients younger than 18 years, admitted to an
intensive care unit, or on renal replacement therapy were excluded. The variables of Ctrough-based and AUC-based TDM were simulated using MwPharm++ (Mediware, Czech Republic) with vancomycin two-compartment model. The therapeutic range was 400-600 mg*h/L and 15-20 mg/L
for AUC and Ctrough, respectively. We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trough and AUC, the attainment rate of AUC target range, and changes in
vancomycin dose and Ctrough when AUC-based TDM is applied.
Results: One hundred and four patients were enrolled. Ctrough and AUC correlated moderately (R = 0.707, P < 0.001). Among 31 patients with Ctrough
of 15-20 mg/L, the AUC of only 18 patients was within the target range (18/31, 58.1%). In addition, most patients with Ctrough of 10-15 mg/L had
the AUC within the target range (57/66, 86.4%). The respective vancomycin dose and Ctrough were expected to be significantly lower in AUC-based
TDM simulation than those in Ctrough-based TDM simulation
Conclusions: Ctrough of 15-20 mg/L for vancomycin monitoring is not appropriate for attaining AUC target range. Targeting either AUC or lower
Ctrough is recommended for vancomycin TDM.
Key Words: Vancomycin,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rough concentration, Area under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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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is a glycopeptide antibiotic that inhibits bacterial
cell wall synthesis by binding to the D-alanyl-D-alanine terminus
of cell-wall precursors [1]. Due to its excellent antibiotic effect
against gram-positive bacteria, vancomycin is used as the first-line
therapy for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infection, and other various indications including neutropenic fever,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CoNS), and other grampositive bacterial infections [1]. However, since vancomycin has a
narrow therapeutic index,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is
necessary for improving efficacy while preventing possible side
effects, especially nephrotoxic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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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lease of the first consensus guideline on vancomy-

than 18 years, admitted to an intensive care unit, or on renal re-

cin monitoring, the 24-h AUC (AUC)/minimum inhibitory concen-

placement therapy were excluded. If patients were consulted mul-

tration (MIC) has been the primary pharmacokinetic (PK)/phar-

tiple times during the given period, data from first TDM consulta-

macodynamic (PD) index. Nevertheless, serum vancomycin trough

tion were used for analysis. For impact analysis when transition-

concentration (Ctrough) has been suggested to be a surrogate moni-

ing to AUC-based TDM from trough-based TDM, Ctrough data within

toring index because it is easily available [2, 3]. However, the in-

15-20 mg/L with the given regimen were included.

crease in vancomycin PK data raised concerns regarding Ctrough

The follow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inical informa-

use since Ctrough greater than 15 mg/L frequently caused high AUC,

tion, and laboratory data were obtained for analysis and TDM:

which was associated with frequent vancomycin toxicity. Vanco-

sex, age, height, body weight, diagnosis, vancomycin indication,

mycin TDM guidelines have been changed to reflect these new

vancomycin regimen, sampling time, serum vancomycin concen-

findings. The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tration, and serum creatinine. Creatinine clearance (CLCr) was cal-

(ASHP),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 the

culated from serum creatinine concentration using Cockcroft-Gault

Pediatric Infectious Disease Society (PIDS), and the Society of In-

equation. Vancomycin concentration was measured by the kinetic

fectious Disease Pharmacists (SIDP) published a new consensus

interaction of microparticles in solution immunoassay on Roche

guideline in 2020 suggesting the use of AUC/MIC instead of Ctrough

Cobas c702 analyzer (Roche, Basel, Switzerland). Based on our in-

for vancomycin monitoring in patients with serious MRSA infec-

stitution protocol, initial vancomycin measurements were per-

tion [4]. Moreover, the revised guideline of the Chinese Pharmaco-

formed prior to the third or fourth vancomycin injection. Follow-

logical Society included the recommendation for monitoring AUC

up vancomycin measurements, mostly prior to the third injection,

along with Ctrough for vancomycin TDM [5].

were performed at the physician’s discretion.

However, due to the many drawbacks of AUC-based TDM, par-

We used target AUC and Ctrough ranges recommended by the

ticularly the difficulty in obtaining AUC and unfamiliarity, many

American guidelines. The primary Ctrough target range was estab-

clinicians are still using Ctrough for vancomycin monitoring. Surveys

lished based on vancomycin indication: 15-20 mg/L for bactere-

on the implementation and perceptions of vancomycin monitor-

mia, sepsis, pneumonia, catheter-related blood stream infection

ing revealed that significant number of pharmacists, physicians,

(CLABSI),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and endocarditis, and

and institutions were unaware of the transition to AUC-based TDM

10-15 mg/L for neutropenic fever, skin infection, post-operative

or were not planning to adopt AUC-based TDM [6-9]. Therefore,

wound infection, otitis, and other non-complicated infections.

intuitive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UC and Ctrough

The therapeutic range for AUC was 400-600 mg*h/L for serious

and the AUC attainment rate of Ctrough-based TDM would help phy-

MRSA infection and was extrapolated to other indications to ex-

sicians use the adjusted TDM target in clinical practice.

plore the PK dynamics of vancomycin. The AUC attainment rate

This retrospective in silico study analyzed previous TDM data

wa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AUC within 400-

to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Ctrough and AUC, the attainment

600 mg*h/L divided by the total patients in the given Ctrough target

rate of AUC target range, and the change in vancomycin dose

range. Similarly, the rate of failure to obtain AUC therapeutic range

based on a recent American guideline and the commonly used

(failure rate) wa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did

Ctrough-based TDM in a Korean population.

not have AUC within the therapeutic range divided by the total
patients in the given Ctrough target range.

MATERIALS AND METHODS

Estimated Ctrough and AUC were calculated with commercial Bayesian PK software, MWPharm++ (MW) (Mediware, Praha, Czech

We evaluated the TDM data of patients who were referred for

Republic), using two-compartment vancomycin KKGT (Dutch As-

TDM consultation from April 1st, 2019, to April 30th, 2020, at the

sociation for Quality Assessment in TDM and Clinical Toxicology)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nd Genetics, Samsung Med-

population model [10].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K fit-

ical Center Seoul, Korea. Patients with at least one vancomycin

ting parameter were as follows: C01.V (L/KgLBMc) = 0.21 ± 0.04,

trough measurement were enrolled. Patients who were younger

C02.kxy (1/h) = 1.12 ± 0.28, C02.kyx (1/h) = 0.48 ± 0.12, and 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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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mL/min/1.73 m2)) = 0.00327 ± 0.00109. Patient covariates were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ge, sex, height, weight, and CLCr. For each patient, the recommended

Parameter

regimen for previous Ctrough-based TDM consultations was simu-

Age, years, mean ± SD
≥ 65 yr, N (%)
< 65 yr, N (%)
Sex
Male, N (%)
Female, N (%)
Weight, kg, median [IQR]
Height, cm, mean ± SD
BMI, kg/m2, mean ± SD
CLCr, mL/min/1.73 m2, median [IQR]
≥ 60 mL/min/1.73 m2, N (%)
< 60 mL/min/1.73 m2, N (%)
CLCr, mL/min median [IQR]
≥ 60 mL/min, N (%)
< 60 mL/min, N (%)
Target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N (%)
10-15 mg/L
15-20 mg/L
Pathogen
Staphylococcus aureus
MIC 1 mg/L
MIC ≤ 0.5 mg/L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MIC 2 mg/L
MIC 1 mg/L
MIC ≤ 0.5 mg/L
Enterococcus
Vancomycin resistant Enerococcus
Vancomycin susceptible Enterococcus
Other gram positive bacteria
Gram negative bacteria
Not detected
Indication of vancomycin treatment, N (%)
Bacteremia/Sepsis
Neutropenic fever
Pneumonia
Bone/joint infection
Post-operation wound infection
Intra-abdominal infection
Catheter related blood stream infection
CNS infection
Skin infection
Infectious endocarditis
Others
Total

l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trough and AUC was evaluated, and
the rate of failure to achieve AUC therapeutic range was calculated
for Ctrough target range with lower limit of 0-20 mg/L and range interval of 3.0 mg/L, 3.5 mg/L, 4.0 mg/L, 4.5 mg/L, and 5.0 mg/L.
Furthermore, to investigate the expected changes in dose and
trough when changing monitoring index from Ctrough to AUC, add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on patients with Ctrough of 15-20
mg/L. The doses needed to obtain AUC 400 mg*h/L (AUC400),
500 mg*h/L (AUC500), and 600 mg*h/L (AUC600) and the corresponding Ctrough values were calculated.
MedCalc® version 77.5.1.0 (MedCalc Software Ltd., Ostend, Belgium) and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IBM Corp., Armonk,
NY, US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r estimated Ctrough and AUC data from all enrolled patients was performed. Paired t-test and Wilcoxon signed rank test
were performed to demonstr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trough and vancomycin dose of AUC-based TDM. A Pvalue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IRB number. SMC 202102-125-001), and the need for informed consent was waived.

RESULTS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re described in Table 1.
Vancomycin TDM data from 104 patients were available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trough-based and AUC-based TDM. Under
the Ctrough-based recommended regimen, estimated Ctrough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less than 10 mg/L (n =7), 10-15 mg/L
(n = 66), and 15-20 mg/L (n = 31), as was estimated AUC: less than
400 mg*h/L (n =7), 400-600 mg*h/L (n =79), and 600 mg*h/L or
more (n = 18).
The AUC was within the therapeutic range in 18 of 31 patients
with Ctrough of 15-20 mg/L (18/31; attainment rate, 58.1%). On the
other hand, 57 patients with Ctrough of 10-15 mg/L had AUC within
the therapeutic range (57/66; attainment rate, 86.4%).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UC therapeutic range is difficult to obtain
with the previously suggested target range of Ctrough. Instead, a lower
Ctrough is needed to achieve the AUC therapeutic range. Pearson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85

Value
56.89 ± 17.22
66 (63.5)
38 (36.5)
59 (56.7)
45 (43.3)
58.9 [52.9, 68.3]
164.01 ± 9.63
22.41 ± 4.04
97.7 [70.8, 126.2]
84 (80.8)
20 (19.2)
101.1 [74.7, 136.8]
86 (82.7)
18 (17.3)
25 (34.0)
79 (76.0)
19 (18.3)
15 (78.9)
4 (21.1)
13 (12.5)
2 (15.4)
7 (53.8)
4 (30.8)
17 (16.3)
4 (3.8)
13 (96.2)
5 (4.8)
10 (9.6)
40 (38.5)
35 (33.7)
12 (11.5)
10 (9.6)
9 (8.7)
7 (6.7)
6 (5.8)
5 (4.8)
5 (4.8)
3 (2.9)
2 (1.9)
10 (9.6)
104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percentage).
* Target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based on different indications. As additional clinical judgement was involved in previous consultation,
there can be discrepancy between actual Ctrough and target Ctrough.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CLCr, creatinine clearance; CNS, central nervous system;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N,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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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esti-

vious TDM Ctrough target. Among them, data from 28 patients were

mated Ctrough and AUC (R = 0.707, P < 0.001) (Fig. 1).

included for the assessment of change in vancomycin dose and

In estimating failure rate when using Ctrough range, lower failure

Ctrough when using AUC-based TD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

rates were observed at target ranges of 11.9 mg/L-14.9 mg/L, 11.0

nificant decreases in both vancomycin dose and Ctrough when tar-

mg/L-14.5 mg/, 10.7 mg/L-14.7 mg/L, 10.2 mg/L-14.7 mg/L, and 9.5

geting AUC 400 mg*h/L and 500 mg*h/L compared to the values

mg/L-14.5 mg/L (Table 2). The upper limits of all suggested Ctrough

when targeting Ctrough of 15-20 mg/L (Fig. 2).

target ranges were near 15 mg/L, and the lower limits varied by

DISCUSSION

range interval. Each candidate Ctrough target range corresponded
with AUC therapeutic range in 90% of patients.
Of the 104 patients, 31 met the 15-20 mg/L target based on pr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comparing
AUC-based and trough-based TDM using data from real clinical

800

practices in Korean patients. In this retrospective study compar-

Estimated AUC (mg*h/L)

ing Ctrough-based TDM and AUC-based TDM, the achievement of
600

Table 2. Total failure rate, subtherapeutic AUC rate, and supratherapeutic AUC rate of candidate Ctrough target range

400
y=22.272x+225.968
R=0.707
200
5

10

15

20

Estimated Cthrough (mg/L)

Fig. 1. Correlation between estimated Ctrough and AUC (N=104). Regression line with 95% CI is shown.
Abbreviations: Ctrough, serum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AUC,
area under the curve for 24 h; CI, confidence interval.

Range interval
(mg/L)

Ctrough target
range (mg/L)

3.0
3.5
4.0
4.5
5.0
2009 guideline

11.9-14.9
11.0-14.5
10.7-14.7
10.2-14.7
9.5-14.5
15.0-20.0

Subtherapeutic
AUC rate (%)

Supratherapeutic AUC
rate (%)

10.6
10.2
9.3
11.5
11.5
41.9

2.1
4.1
3.7
6.6
6.6
0.0

8.5
6.1
5.6
4.9
4.9
41.9

Abbreviations: Failure rate, rate of failure to attain AUC therapeutic range; Ctrough,
serum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AUC, area under the curve for 24 h. Total failure rate is the sum of subtherapeutic AUC rate plus supratherapeutic AUC
rate.

70

25

60
50

Estimated Ctrouth (mg/L)

Vancomycin dosage per kg (mg/kg/day)

Total failure
rate (%)

40
30
20

20

15

10

10
0

5
Cthrough

AUC400

AUC500

AUC600

A

Cthrough

AUC400

AUC500

AUC600

B
Monitoring target
Monitoring target
Fig. 2. Comparison
Fig. 2. Comparison
of (A) vancomycin
of (A) vancomycin
dosage per
dosage
kg and
per (B)
kg and
serum
(B)vancomycin
serum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trough concentration
by monitoring
by monitoring
target (N
target
= 28).
(NThe
= 28). The

Fig. 2. Comparison of (A) vancomycin dosage per kg and (B) serum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by monitoring target (N=28). The monitoring

monitoring
target as
istarget
defined
is defined
asCtrough
follows:
as follows:
Ctrough
, serum
Ctrough,vancomycin
serum
trough concentration
trough
concentration
of
15-20
ofmg/L;
15-20AUC400,
mg/L; AUC400,
AUC/MIC
AUC/MIC
400;AUC/MIC
AUC500,
400; AUC500,
target ismonitoring
defined
follows:
, serum
vancomycin
troughvancomycin
concentration
of 15-20
mg/L;
AUC400,
AUC/MIC
400; AUC500,
500; and

AUC600, AUC/MIC 600, with MIC assumed to be 1 mg/L.
Abbreviations: AUC, area under the curve for 24 h;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Ctrough, serum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AUC/MIC
AUC/MIC
500; and500;
AUC600,
and AUC600,
AUC/MIC
AUC/MIC
600, with
600,
MIC
with
assumed
MIC assumed
to be 1 mg/L.
to be 1 mg/L.

Abbreviations:
Abbreviations:
AUC, area
AUC,
under
areathe
under
curve
theforcurve
24 h;for
MIC,
24 h;
minimum
MIC, minimum
inhibitory
inhibitory
concentration;
concentration;
Ctrough, serum
Ctrough,vancomycin
serum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troug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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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rang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trough and AUC were as-

infections compared to that recommended by the American guide-

sessed in a Korean population. A moderate correlation was ob-

line [3-5]. In this study, to assess whether simply lowering target

served between AUC and Ctrough. However, a considerable number

Ctrough is acceptable and explore the optimal target for Ctrough range,

of patients with Ctrough of 15-20 mg/L were over-treated based on

we evaluated the rate of AUC therapeutic range attainment with

the recent AUC therapeutic range guidelines. Moreover, most pa-

lower vancomycin Ctrough target range. Regardless of range inter-

tients with lower than recommended Ctrough had an AUC therapeu-

val, the upper limits of the optimal candidate ranges were near 15

tic range of 400-600 mg*h/L. This unsatisfactory compatibility be-

mg/L, which is lower than the Ctrough suggested by the 2009 Amer-

tween Ctrough target range and AUC target range was consistent with

ican guideline. Considering this low failure rate, using lower tar-

previous findings [4, 11-17]. Compared to trough-based TDM, AUC-

get Ctrough would be acceptable when AUC-based TDM is not con-

based TDM was expected to achieve lower vancomycin dose and

ducted.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if a low

Ctrough.

Ctrough target yields the same clinical outcome as AUC-based TDM.

For AUC-based TDM, the revised American guideline has shown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 as this study was

that lower vancomycin dosage could be adopted to prevent possi-

an in silico prediction, the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by

ble adverse effects of vancomycin, such as nephrotoxicity. The

TDM strategy was not performed. Moreover, when performing

current American guideline based on several studies suggests an

TDM simulation, we included all previous TDM consultation data

upper limit of AUC of 600 mg*h/L to prevent nephrotoxicity [4, 11,

including those with only one vancomycin measurement or non-

18-21], and AUC-guided dosing based on this target range reduced

steady state serum vancomycin concentration and real steady state

nephrotoxicity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treatment failure

Ctrough could not be obtained. However, as stated in the current

compared to Ctrough-based dosing [15, 20, 22-26]. Based on currently

guideline and other studies, vancomycin TDM with the Bayesian

published data, adopting AUC-based TDM would help prevent

approach can yield reliable prediction even with single non-steady

unnecessary risk of nephrotoxicity.

state concentration [4, 28]. In addition, by simulating TDM as it is

However, not all institutions have access to Bayesian PK soft-

applied currently in practice, the data reflect real-world practice.

ware, and some clinicians still use Ctrough for vancomycin monitor-

Finall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assumption of AUC 400-600

ing. Indeed, AUC is not intuitive as Ctrough because it requires addi-

mg*h/L as the accepted target range and assessed only PK factors

tional PK parameters and is derived from the calculation of such

affecting vancomycin administration. The actual applicability of

parameters. In the most recent survey conducted in 2020, 70% of

AUC for indications other than serious MRSA infection, such as

responding clinicians answered that they had not implemented

vancomycin-susceptible Enterococcus infection, was not addressed

AUC-based TDM and 43.0% were not planning to adopt AUC-based

in this study. A further large-scale prospective study on the ex-

TDM [6]. Therefore, although AUC-based TDM appears to be su-

trapolation of AUC target range is needed.

perior to trough-based TDM, alternative methods are needed to

In conclusion, targeting Ctrough of 15-20 mg/L is not appropriate

avoid the hesitancy associated with adopting AUC-based TDM.

for attaining the target AUC range and is associated with high AUC

One option could be establishing an individual target Ctrough based

values. Using AUC-based TDM could result in a lower vancomy-

on the initial AUC calculation using the first-order PK equation

cin dose. Applying a low Ctrough might be acceptable, but further

and monitoring according to an established target Ctrough range un-

large study on the actual clinical outcomes is needed.

til significant conditional change occurs [27]. Further practical assessment and adjustment of vancomycin monitoring would be

요 약

helpful.
Although this article mainly focused on the American guide-

배경: 2020년 발표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반코마이신 치료약

line, the Chinese guideline does not discourage the use of Ctrough

물농도감시(TDM)에 최저농도 대신 24시간 곡선아래면적(AUC)/

for monitoring vancomycin. This might be because the Chinese

최소억제농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임

guideline recommends a lower vancomycin Ctrough lower limit (10

상 환경에서는 최저농도 기반 TDM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mg/L) and higher AUC upper limit (650 mg*h/L) for serious MRSA

실정이다. 본 후향적 연구에서는 최저농도 기반 TDM과 AUC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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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을 비교평가 하고자 하였다.

Health-System Pharmacists,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

방법: 1회 이상 반코마이신 최저농도를 측정한 환자들의 TDM 자

ica, and the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Pharmacists. Pharmacother-

료를 분석하였다. 18세 미만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 신대체요

apy 2009;29:1275-9.

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최저농도 기반

4. Rybak MJ, Le J, Lodise TP, Levine DP, Bradley JS, Liu C, et al. Thera-

TDM과 AUC 기반 TDM 시뮬레이션에는 MwPharm++ (Mediware,

peutic monitoring of vancomycin for serious methicillin-resistant Staph

Czech Republic) 반코마이신 2 구획 모델을 이용하였다. AUC 및

ylococcus aureus infections: A revised consensus guideline and re-

최저농도의 치료목표범위는 각각 400-600 mg*h/L 및 15-20 mg/L

view by the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the In-

로 정의하였다. 예측된 최저농도와 AUC의 상관관계, AUC 치료범

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the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위 달성률, 최저농도 대신 AUC 기반 TDM을 채택하였을 때의 반코

Society, and the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Pharmacists. Am J Health

마이신 용량 및 최저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Syst Pharm 2020;77:835-64.

결과: 본 연구에는 총 104명 환자가 포함되었다. 예측된 최저농도

5. He N, Su S, Ye Z, Du G, He B, Li D, et al. Evidence-based guideline for

와 AUC는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707, P < 0.001). 최저

therapeutic drug monitoring of vancomycin: 2020 update by the divi-

농도가 15-20 mg/L인 31명 중 오직 18명만이 AUC 치료목표범위 이

sion of therapeutic drug monitoring, Chinese Pharmacological Society.

내인 반면(58.1%), 최저농도가 10-15 mg/L인 환자들의 대부분은

Clin Infect Dis 2020;71(S4):S363-71.

AUC 치료범위내에 포함되었다(86.4%). 또한, 치료목표를 최저농도

6. Bradley N, Lee Y, Sadeia M.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AUC

대신 AUC 기반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경우에 반코마이신

dosing and monitoring practices with vancomycin at hospitals across

투약용량 및 상응하는 최저농도가 의미 있게 낮았다.

the United States. J Pharm Pract 2021:8971900211012395.

결론: 최저농도 15-20 mg/L는 반코마이신 TDM에서 AUC 치료목

7. Gregory ER, Burgess DR, Cotner SE, VanHoose JD, Flannery AH, Gard-

표범위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하였다. AUC 또는 더 낮은 최저농도를

ner B, et al. Pharmacist survey: Pharmacist perception of vancomycin

반코마이신 TDM의 치료목표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

area under the curve therapeutic drug monitoring. J Pharm Pract 2021;

각된다.

34:272-8.
8. Kufel WD, Seabury RW, Mogle BT, Beccari MV, Probst LA, Steele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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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화학 분야의 정량 검사 결과는 정해진 자릿수(unit size)에
맞게 단위(unit)와 함께 보고된다. 단위나 자릿수는 해당 검사실에
서 오래도록 사용해 온 관습을 따르거나, 임상진료지침이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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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국가 또는 검사실마다 매우 다양하며 수치가 질병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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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정한다[1]. 실제 사용되는 정량 검사의 단위와 자릿수는
단기준이 되는 일부 검사항목(예, 당뇨 진단을 위한 당화혈색소)
을 제외하면 표준화(standardization) 또는 일치화(harmonization)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2, 3]. 국제적으로 통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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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 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unit)가 있지만

보험요양급여비용[12] 등재 목록을 참고하여 총 99개 검사항목을

여전히 많은 검사실에서 관습 단위(conventional unit)를 사용한다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혈액 검체 검사만 대상으

[4, 5]. 예를 들어 크레아티닌(creatinine), 총 콜레스테롤(total cho-

로 하였고 소변, 뇌척수액, 흉수 등의 체액 검사는 제외하였다.

lesterol), 포도당(glucose), 빌리루빈(bilirubin) 등의 임상화학 검사
항목에서 국내 대다수 검사실은 국제 표준단위 대신 mg/dL, mg/L,
μg/mL 등의 관습 단위를 사용한다[6].

2. 국내외 외부정도관리 제공기관 및 참고문헌의 자료 조사
및 비교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선정된 99개 항목에 대해서 국내외 외부정도관리 사업 보고서

다기관 임상연구를 수행할 때, 또는 외부정도관리 목적으로 검사

및 참고문헌에 명시된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해 조사하

실 간 비교(inter-laboratory comparison)를 시행하는 경우 등 다양

였다. 국내외 외부정도관리의 경우 국내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

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검사실의 진단검사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협회 신빙도조사사업[6] 자료를, 국외는 미국병리협회 설문조사[11]

동일 검사항목이라 하더라도 검사실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면

자료를 조사하였다. 참고문헌은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

결과 해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사실 간 트로포닌

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제6판과[13] Henry’s Clinical Diag-

(troponin) 결과를 비교할 때 두 기관의 단위가 각각 ‘ng/mL’와

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제24판을[14] 이용

‘pg/mL’일 경우 두 단위의 차이는 1,000배가 된다[7].

하였다. 이들 4가지 자료에서 검사 항목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량 검사 결과의 단위와 자릿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관습 단위 및 국제 표준단위와 비교

려해야 한다. 분석 물질(analyte)의 생물학적 변이(biological varia-

하였다. 교과서의 경우 후면의 부록(appendix)과 표(table)를 우선

tion)나 검사 자체의 분석 성능(analytical performance)을 고려해

으로 조사하였으나, 사용 단위와 자릿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

야 하며[8], 최소한의 구별 가능한 차이(minimum distinguishable

목은 본문을 참고하였다. 관습 단위와 국제 표준단위는 Tietz 제6

difference)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중요하다[9]. 예를 들어 전해

판[13] 교과서의 부록을 우선으로 참고하였고, 여기에서 관습 단위

질 검사항목 중에서도 연속 측정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와 국제 표준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https://unitslab.

따라 나트륨(sodium)은 정수로, 칼륨(potassium)은 소수점 첫째

com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자리까지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10]. 같은 측정종목에서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검사실마다 자릿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

3. 국내 임상 검사실 현황 조사

예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이다.

국내 임상검사실의 현황 조사를 위해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검사실에 따라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년 1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폼)을 이용하여 대한임상

자리 등 다양한 자릿수로 보고되고 있다[2].

화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각 정량 검

관의 기본 정보로 의료 기관의 소재 지역, 종별 형태, 병상 수, 연간

사 항목의 실제 보고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현황을

검사 건수 등을 조사하였고, 현황 조사로는 임상 화학 분야 세부

조사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실제 국내 임상 검사실들이 국내외 표

검사 항목별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보

준 혹은 지침에 맞는 보고 단위와 자릿수를 사용하는지 비교 평가

고 단위의 경우 설문 응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표준화

단위를 예시로 제시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였고, 예시와 다른 단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답가지에서 선택하거나 기타 항목으로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경우 모든 검사

재료 및 방법

항목에서 각 기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릿수(정수, 소수점 아래 1
자리, 2자리, 3자리)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 검사항목 선정
임상 화학 분야 검사 중에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검

4. 표준화된 소수점 자릿수 제안을 위한 시뮬레이션

사실에서 자동화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검

국내 임상 검사실 현황 조사를 통해 취합한 결과 중 검사실마다

사 항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Ko-

다양한 자릿수를 사용하는 일부 검사 항목에 대해 기존 문헌의 방

rean Association of Quality Assessment Service, KEQAS) 신빙도

법을 참고하여 표준화된 소수점 아래 자릿수 제안을 위한 시뮬레

조사사업[6] 자료와 미국병리협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

이션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 항목 중에 저자들은 총 빌리

gists, CAP) 설문조사[11] 자료,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

루빈(total bilirubin)과 총 전립선 특이항원(total prostate-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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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en, tPSA)을 선정하였다. 3개 대학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

위와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국제 표준단위와의 환산 계수가 1이었

원, 이대서울병원, 일산백병원) 검사실의 내부정도관리 목표값 설

다(예: mEq/L과 mmol/L, kU/L와 U/mL, IU/L와 mIU/mL, ng/mL

정 자료를 이용하여 Straseski 등[3]이 제안한 방법에 의거하여 비

와 μg/L, kIU/L와 IU/mL 등).

정밀도(imprecision) 기반 자릿수 선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 국내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세부 시뮬레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3개 검사실에서 각 항목당 2개 농도의 정도관리물질 20

설문 기간 동안 대한임상화학회 회원 기관 중에 총 99 기관에서

회 반복 측정 데이터로 반복 측정에 대한 표준편차(s)를 구하였다.

응답하였다. 각 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 63곳(63.6%), 영남권 17곳

반올림 간격(a, rounding interval)의 상한(bt, upper boundary)은

(17.2%), 충청권 7곳(7.1%), 호남권 7곳(7.1%), 강원권 2곳(2.0%), 제

s/2로 계산하였고, 반올림 간격 a는 bt를 넘지 않는 최대의 소수 단

주권 1곳(1.0%), 무응답 2곳(2.0%)의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위(decimal unit, 예: 1, 0.1, 0.01, 0.001 등)으로 정의하였다.

상급종합병원 31곳(31.3%), 종합병원 59곳(59.6%), 전문수탁기관 7

2단계로 CLSI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EP15-A3
지침[15]에 의거하여 카이제곱 검정 (χ test)을 시행하였다.
2

χ = (s ·R)/σ
(R: 반복측정 횟수(= 20), σ: 제조사 표준편차 목표치 혹은 검사
2

2

2

실 누적 표준편차)

곳(7.1%) 등이었으며, 의료 기관의 병상 수는 500병상 초과가 58곳
(58.5%), 1-500병상이 32곳(32.3%)이었다. 연간 검사 건수(2020년
기준)는 600만 건 이하가 45곳(45.5%), 600만 건 초과는 52곳(52.6%)
이었고, 전체 응답 기관 중 93곳(93.9%)은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
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를 받는 기관이었다.

여기서 각 정도관리물질별로 구한 χ 값이 CLSI EP05-A2에 제시

Table 2에 각 검사 항목별로 참여 기관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된 반복측정 횟수에 따른 95% 임계값[16]보다 작을 경우, σ보다 s

사용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 그리고 전체 참여 기관에 대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으며 앞서 1단계 방법에서 채택한 반올

최빈도 사용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

림 간격 a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관에 비율을 제시하였다. 전체 99개 검사항목 중에서 최빈도 사용

2

3단계로 판정(judgment) 행을 통해 기존의 “소수점(사용)”과 산

단위를 사용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항목은 총 93개(93.9%)였으

출된 “소수점(검증)”을 비교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소수점 아래 자

나, 최빈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사용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릿수를 그대로 사용할지, 확장할지, 조정(축소)할지를 판정하였다.

항목은 총 30개(30.3%)에 불과하였다.
기관별 보고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설문조사의 세

결 과
1. 국내외 외부정도관리 및 참고문헌의 자료 조사 및 비교

부 결과는 부록 표(Supplementary Tables 1과 2)에 제시하였다.

3. 비정밀도 기반 자릿수 선정 모의 실험

국내외 외부 정도관리 및 참고 문헌의 자료 조사 결과는 Table 1

Straseski 등[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밀도 기

과 같다. 4가지 참고자료 (KEQAS, CAP, Tietz 제6판, Henry 제24

반 자릿수 선정 모의 실험을 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총

판)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사용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

빌리루빈(total bilirubin)과 총 전립선 특이항원에 대해 저농도와

를 우측의 “Commonest” 열에 표기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최빈도

고농도 정도관리물질 20회 측정의 표준편차(s)를 검사실 누적 표

사용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4가지 참고자료 모두에서 일치

준편차(σ)와 비교하여 χ2 = (s2·R)/σ2을 구한 결과, χ2값이 3개 검사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최빈도 사용 단위 혹

실 모두에서 자유도 20에 대한 χ2의 95% 임계값인 31.4보다 작았

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를, 2개일 경우에

다[16]. 이에 Table 3의 ‘검정(Verification)’ 행에서 보듯이 전 영역에

는 둘 다 표기하였고, 3개 이상인 경우 ‘합의된 기준 없음(no con-

서 σ보다 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으며 산출된 반올림 간격(a)

sensus, NC)’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서 사용 단위 혹

이 적합(acceptable)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NA (not applicable)’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판정(judgement)’ 행에서는 산출된 반올림 간격과 현재
검사실에서 사용 중인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비교하였다. 총 빌리

조사 대상 99종목 중에서 54종목(54.5%)에서 사용 단위가 4가

루빈을 예로 들면, 저농도에서 Lab #2 검사실의 경우 반올림 간격

지 참고자료 모두에서 일치하였고, 28종목(28.3%)에서 소수점 아

과 현재 사용중인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3자리(0.001)로 일치하여

래 자릿수가 모두 일치하였다. 그리고 78종목(78.8%)에서 최빈도

그대로 “사용 가능(available)”으로 판정하였고, Lab #3 검사실의

사용 단위가 관습 단위와, 14종목(14.1%)에서 국제 표준단위와 일

경우 반올림 간격은 소수점 아래 3자리이나 현재 사용중인 소수

치하였고, 16종목(16.2%)에서는 최빈도 사용 단위가 국제 표준단

점 아래 자릿수가 2자리(0.01)이어서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확

294 www.labmedonline.org

https://doi.org/10.47429/lmo.2022.12.4.292

25-OH vitamin D, total
Adenosine deaminase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lanine aminotransferase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Alpha-fetoprotein
Ammonia
Amylase
Antimicrosomal antibody
Anti-mullerian hormone
Anti-thyroglobulin antibody
Apolipoprotein A1
Apolipoprotein B
Aspartate aminotransferase
Bilirubin, direct
Bilirubin, total
Blood urea nitrogen
B-type natriuretic peptide
CA 125
CA 15-3
CA 19-9
Carcinoembryonic antigen
Chloride
CK-MB
Complement C3
Complement C4
Cortisol
C-peptide
C-reactive protein
Creatine kinase
Creatinine
Cystatin C
Estradiol
Ferritin
Folic acid

ng/mL
NA
pg/mL
U/L
g/dL
U/L
ng/mL
μmol/L
U/L
IU/mL
ng/mL
IU/mL
mg/dL
mg/dL
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mol/L
U/L
mg/dL
mg/dL
μg/dL
ng/mL
mg/dL
U/L
mg/dL
NA
pg/mL
ng/mL
ng/mL

Units
0.1
NA
0.1
1
0.1
1
0.1
1
1
0.1
0.01
0.1
0.1
0.1
1
0.01
0.01
0.1
0.1
0.1
0.1
0.1
0.1
1
0.01
0.1
0.1
0.01
0.1
0.1
1
0.01
NA
0.1
1
0.01

Unit size

KEQAS*
Units
ng/mL
NA
pg/mL
U/L
g/dL
U/L
ng/mL
μmol/L
U/L
IU/mL
NA
IU/mL
mg/dL
mg/dL
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mol/L
ng/mL
mg/dL
mg/dL
μg/dL
ng/mL
mg/L
U/L
mg/dL
mg/L
pg/mL
ng/mL
ng/mL

CAP*
0.1
NA
0.1
1
0.1
1
0.1
0.1
1
0.1
1
0.1
0.01
0.01
1
0.1
0.1
0.1
1
0.1
0.1
0.1
0.1
1
0.1
0.01
0.01
0.1
0.01
0.1
1
0.01
0.01
1
1
0.1

Unit size

Units
ng/mL
IU/L
pg/mL
U/L
g/dL
U/L
ng/mL
μmol/L
U/L
U/mL
ng/mL
NA
mg/dL
mg/dL
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mol/L
U/L
mg/dL
mg/dL
μg/dL
ng/mL
mg/L
U/L
mg/dL
mg/L
pg/mL
ng/mL
ng/mL

Tietz*
1
1
1
1
0.1
1
0.1
1
1
1
0.1
NA
1
1
1
0.01
0.01
1
1
1
1
1
1
1
1
1
1
0.01
0.1
0.1
1
0.01
0.01
1
0.1
0.1

Unit size

Units
ng/mL
U/L
pg/mL
U/L
g/dL
U/L
ng/mL
μmol/L
U/L
NA
NA
NA
mg/dL
mg/dL
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Eq/L
U/L
mg/mL
mg/mL
μg/dL
ng/mL
mg/L
U/L
mg/dL
mg/L
pg/mL
ng/mL
ng/mL

Henry*
1
1
1
1
0.1
1
0.1
1
1
NA
NA
NA
1
1
1
0.1
0.1
1
1
1
1
1
0.1
1
1
1
1
0.1
0.1
0.01
1
0.1
NA
1
1
0.1

Unit size
1 or 0.1
1
1 or 0.1
1
0.1
1
0.1
1
1
0.1
NC
0.1
1
1
1
0.1 or 0.01
0.1 or 0.01
1 or 0.1
1
1 or 0.1
1 or 0.1
1 or 0.1
0.1
1
1
1
1
0.1 or 0.01
0.1
0.1
1
0.01
0.01
1
1
0.1

Commonest
unit size

Table 1. Results of reporting unit and unit size from some external quality assurance schemes and textbooks compared to common units

ng/mL
IU/L or U/L
pg/mL
U/L
g/dL
U/L
ng/mL
μmol/L
U/L
IU/mL
ng/mL
IU/mL
mg/dL
mg/dL
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mol/L
U/L
mg/dL
mg/dL
μg/dL
ng/mL
mg/L
U/L
mg/dL
mg/L
pg/mL
ng/mL
ng/mL

Common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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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nmol/L
NA
pmol/L
μkat/L
g/L
μkat/L
g/L
μmol/L
μkat/L
NA
pmol/L
NA
g/L
g/L
μkat/L
μmol/L
μmol/L
mmol/L
pmol/L
kU/L
kU/L
kU/L
μg/L
mmol/L
μkat/L
g/L
g/L
nmol/L
nmol/L
mg/L
μkat/L
μmol/L
mg/L
pmol/L
μg/L
nmol/L
(Continued to the next page)

ng/mL
U/L
pg/mL
U/L
g/dL
U/L
mg/dL
μg/dL
U/L
IU/mL
ng/mL
IU/mL
mg/dL
mg/dL
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Eq/L
U/L
mg/dL
mg/dL
μg/dL
ng/mL
mg/L
U/L
mg/dL
mg/L
pg/mL
ng/mL
ng/mL

Conventional

Units

조주영 외: Reporting Units and Unit Sizes of Clin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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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icle-stimulating hormone
Gamma-glutamyl transferase
Glucose
Glycated albumin
HbA1c-eAG
HbA1c-IFCC
HbA1c-NGSP
HDL cholesterol
Homocysteine
Human epididymis protein 4
Human growth hormone
IgE, total
Immunoglobulin A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Insulin
Insulin-like growth factor 1
Fe (iron)
K (potassium)
Lactate dehydrogenase
LDL cholesterol, calculated
LDL cholesterol, measured
Lipase
Lipoprotein(a)
Luteinizing hormone
Mg (magnesium)
Na (sodium)
Neuron specific enolase
NGAL
NT-proBNP
p2PSA
Parathyroid hormone (intact)
Phosphorus
PIVKA II
Procalcitonin
Prolactin

Table 1. Continued

mlU/mL
U/L
mg/dL
NA
NA
NA
%
mg/dL
μmol/L
pmol/L
ng/mL
IU/mL
mg/dL
mg/dL
mg/dL
μIU/mL
NA
μg/dL
mmol/L
U/L
mg/dL
mg/dL
U/L
mg/dL
mlU/mL
mg/dL
mmol/L
NA
NA
pg/mL
NA
pg/mL
mg/dL
mAU/mL
ng/mL
ng/mL

Units
0.1
1
1
1
NA
NA
0.1
1
0.01
0.1
0.01
0.1
0.1
0.1
0.1
0.01
NA
1
0.1
1
1
1
1
0.1
0.1
0.1
1
NA
NA
0.1
NA
1
0.1
1
0.01
0.01

Unit size

KEQAS*
Units
mIU/mL
U/L
mg/dL
NA
NA
NA
%
mg/dL
μmol/L
pmol/L
ng/mL
IU/mL
mg/dL
mg/dL
mg/dL
μIU/mL
ng/mL
μg/dL
mmol/L
U/L
mg/dL
mg/dL
U/L
mg/dL
mIU/mL
mg/dL
mmol/L
NA
NA
pg/mL
pg/mL
pg/mL
mg/dL
NA
ng/mL
ng/mL

CAP*
0.1
1
0.1
1
1
1
0.1
1
0.1
1
0.1
0.1
0.01
0.01
0.01
0.1
0.1
1
0.1
1
0.01
1
1
0.1
0.1
0.01
1
1
NA
1
0.1
0.1
0.01
1
0.01
0.1

Unit size

Units
mIU/mL
U/L
mg/dL
%
mg/dL
mmol/mol
%
mg/dL
μmol/L
pmol/L
ng/mL
kIU/L
mg/dL
mg/dL
mg/dL
μU/mL
ng/mL
μg/dL
mmol/L
U/L
mg/dL
mg/dL
U/L
mg/dL
mlU/mL
mg/dL
mmol/L
NA
ng/mL
pg/mL
NA
pg/mL
mg/dL
NA
NA
ng/mL

Tietz*
0.1
1
1
NA
1
1
0.1
1
1
NA
0.1
1
1
1
1
0.1
1
1
0.1
1
1
1
1
1
0.1
0.1
1
NA
1
1
NA
1
0.1
NA
NA
0.1

Unit size

Units
mU/mL
U/L
mg/dL
%
mg/dL
mmol/mol
%
mg/dL
μmol/L
NA
ng/mL
IU/mL
mg/dL
mg/dL
mg/dL
μU/mL
NA
μg/dL
mEq/L
U/L
mg/dL
mg/dL
U/L
mg/dL
mU/mL
mEq/L
mEq/L
NA
NA
pg/mL
NA
pg/mL
mg/dL
NA
NA
ng/mL

Henry*
1
1
1
NA
1
1
0.1
1
1
NA
0.1
1
1
1
1
0.1
NA
1
0.1
1
1
1
1
1
1
1
1
NA
NA
1
NA
1
0.1
NA
NA
1

Unit size
0.1
1
1
1
1
1
0.1
1
1
1 or 0.1
0.1
1 or 0.1
1
1
1
0.1
1 or 0.1
1
0.1
1
1
1
1
1 or 0.1
0.1
0.1
1
NA
1
1
NA
1
0.1
NA
0.01
0.1

Commonest
unit size
mIU/mL
U/L
mg/dL
%
mg/dL
mmol/mol
%
mg/dL
μmol/L
pmol/L
ng/mL
IU/mL
mg/dL
mg/dL
mg/dL
μIU/mL or μU/mL
ng/mL
μg/dL
mmol/L
U/L
mg/dL
mg/dL
U/L
mg/dL
mIU/mL
mg/dL
mmol/L
NA
ng/mL
pg/mL
NA
pg/mL
mg/dL
NA
ng/mL
ng/mL

Common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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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L
μkat/L
mmol/L
NA
mg/dL
mmol/mol
%
mmol/L
μmol/L
pmol/L
μg/L
μg/L
g/L
g/L
g/L
pmol/L
μg/L
μmol/L
mmol/L
μkat/L
mmol/L
mmol/L
μkat/L
g/L
IU/L
mmol/L
mmol/L
NA
NA
pmol/L
NA
pmol/L
mmol/L
NA
μg/L
mIU/L
(Continued to the next page)

mU/mL
U/L
mg/dL
%
mg/dL
mmol/mol
%
mg/dL
μmol/L
NA
ng/mL
kIU/L
mg/dL
mg/dL
mg/dL
μIU/mL
ng/mL
μg/dL
mEq/L
U/L
mg/dL
mg/dL
U/L
mg/dL
mIU/mL
mg/dL
mEq/L
NA
ng/mL
pg/mL
NA
pg/mL
mg/dL
NA
ng/mL
ng/mL

Convention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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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NA
NA
NA
IU/mL
NA
NA
ng/mL
ng/mL
ng/dL
μg/dL
ug/dL
mg/dL
mg/dL
mmol/L
mlU/mL
g/dL
mg/dL
ng/mL
NA
ng/mL
ng/mL
μIU/mL
NA
NA
mg/dL
pg/mL

Units
NA
NA
NA
NA
0.1
NA
NA
0.001
0.1
0.01
0.01
1
0.1
1
0.1
0.1
0.1
1
0.01
NA
0.001
0.001
0.01
NA
NA
0.1
1

Unit size

KEQAS*
NA
ng/mL
NA
ng/mL
IU/mL
NA
NA
ng/dL
ng/mL
ng/dL
μg/dL
ug/dL
mg/dL
mg/dL
mmol/L
mlU/mL
g/dL
mg/dL
ng/dL
NA
ng/L
ng/L
μIU/mL
NA
μg/L
mg/dL
pg/mL

Units

CAP*
1
0.01
1
0.01
1
1
1
0.1
0.1
0.1
0.1
1
0.01
0.01
1
0.01
0.1
0.01
0.1
NA
1
0.001
0.01
NA
1
0.1
1

Unit size
NA
μg/L
%
μg/L
IU/mL
NA
NA
ng/dL
ng/mL
ng/dL
μg/dL
μg/L
mg/dL
mg/dL
mmol/L
U/L
g/dL
mg/dL
ng/dL
μg/L
ng/L
ng/L
μIU/mL
NA
μg/L
mg/dL
ng/L

Units

Tietz*
NA
0.1
1
0.1
0.1
1
NA
0.01
0.1
0.01
0.01
1
0.1
1
1
1
0.1
1
1
0.001
0.1
0.1
0.01
NA
1
0.1
1

Unit size
NA
ng/mL
%
ng/mL
NA
NA
NA
ng/dL
ng/mL
ng/dL
μg/dL
μg/L
mg/dL
mg/dL
mmol/L
mlU/mL
g/dL
mg/dL
μg/dL
ng/mL
ng/L
ng/L
mIU/L
NA
μg/dL
mg/dL
pg/mL

Units

Henry*
NA
0.1
1
0.1
NA
1
NA
1
0.1
0.1
0.1
1
0.1
1
1
1
0.1
1
1
0.01
0.1
0.1
0.01
NA
1
0.1
1

Unit size
NA
0.1
1
0.1
0.1
NA
NA
NC
0.1
0.1 or 0.01
0.1 or 0.01
1
0.1
1
1
1
0.1
1
1
0.01 or 0.001
0.1
0.1 or 0.001
0.01
NA
1
0.1
1

Commonest
unit size
NA
ng/mL
%
ng/mL
IU/mL
NA
NA
ng/dL
ng/mL
ng/dL
μg/dL
μg/dL
mg/dL
mg/dL
mmol/L
mlU/mL
g/dL
mg/dL
ng/dL
NC
ng/L
ng/L
μIU/mL
NA
μg/L
mg/dL
pg/mL

Commonest

†

NA
ng/mL
NA
ng/mL
IU/mL
NA
NA
ng/dL
ng/mL
ng/dL
μg/dL
μg/dL
mg/dL
mg/dL
mEq/L
mlU/mL
g/dL
mg/dL
ng/dL
ng/mL
ng/L
ng/L
μIU/mL
NA
μg/dL
mg/dL
ng/L

Conventional

Units
SI
NA
μg/L
NA
μg/L
kIU/L
NA
NA
nmol/L
μg/L
pmol/L
nmol/L
μmol/L
mmol/L
mmol/L
mmol/L
IU/L
g/L
mmol/L
nmol/L
μg/L
NA
NA
mIU/L
NA
μmol/L
μmol/L
pmol/L

*Reporting units and unit sizes were obtained from the external quality assessment (EQA) schem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KEQAS) and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survey
and two major textbooks (Henry 24th ed. and Tietz 6th ed.); † The most commonly used units and unit sizes of the four references (two EQA schemes and two textbooks) are indicated. However, if there were two most commonly
used units or unit sizes, both are provided. Moreover, if there were more than two units or unit sizes, “NC” (no consensus) is displayed.
Abbreviations: m/c, most common; 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NA, not applicabl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NGAL,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TIBC, total iron-binding capacity; UIBC, unsaturated iron-binding capacity; CA, cancer antigen; CK-MB, creatine kinase-muscle/brain; HbA1c, hemoglobin A1c; eAG, estimated average glucose; IFC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Medicine; NGSP, 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T-proBNP,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PIVKA, protein induced by vitamin K antagonist; ROMA, risk of
ovarian malignancy algorithm; SCC, squamous cell carcinoma;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Prostate health index
PSA, free
PSA, free (%)
PSA, total
Rheumatoid factor
ROMA index
SCC antigen
Testosterone
Thyroglobulin antigen
Thyroxine, free
Thyroxine, total
TIBC
Total calcium
Total cholesterol
Total CO2
Total hCG
Total protein
Triglyceride
Triiodothyronine
Troponin I, conventional
Troponin I, high-sensitivity
Troponin T, high-sensitivity
TSH
TSH receptor antibody
UIBC
Uric acid
Vitamin B12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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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porting units and unit sizes from the domestic questionnaire survey
Unit
Analyte
25-OH vitamin D, total
Adenosine deaminase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lanine aminotransferase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Alpha-fetoprotein
Ammonia
Amylase
Antimicrosomal antibody
Anti-mullerian hormone
Anti-thyroglobulin antibody
Apolipoprotein A1
Apolipoprotein B
Aspartate aminotransferase
Bilirubin, direct
Bilirubin, total
Blood urea nitrogen
B-type natriuretic peptide
CA 125
CA 15-3
CA 19-9
Carcinoembryonic antigen
Chloride
CK-MB
Complement C3
Complement C4
Cortisol
C-peptide
C-reactive protein
C-reactive protein (high-sensitivity)
Creatine kinase
Creatinine
Cystatin C
Estradiol
Ferritin
Folic acid
Follicle-stimulating hormone
Gamma-glutamyl transferase
Glucose
Glycated albumin
HbA1c-eAG
HbA1c-IFCC
HbA1c-NGSP
HDL cholesterol
Homocysteine
Human epididymis protein 4
Human growth hormone
IgE, total

m/c
ng/mL
U/L
pg/mL
IU/L
g/dL
IU/L
ng/mL
μmol/L
U/L
IU/mL
ng/mL
IU/mL
mg/dL
mg/dL
I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mol/L
ng/mL
mg/dL
mg/dL
ug/dL
ng/mL
mg/dL
mg/dL
IU/L
mg/dL
mg/L
pg/mL
ng/mL
ng/mL
mlU/mL
IU/L
mg/dL
%
mg/dL
mmol/mol
%
mg/dL
μmol/L
pmol/L
ng/mL
IU/mL

Unit size

Frequency (%)
99
100
98
100
99
100
98
40
100
94
98
9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96
100
100
97
99
87
78
100
99
99
100
100
99
96
100
99
100
96
98
100
100
100
100
97
87

m/c

Frequency (%)

0.1
0.1
0.1
1
0.1
1
0.01
1
1
0.1
0.01
0.1
1
1
1
0.1
0.1
0.1
0.1
0.1
0.1
0.1
0.01
1
0.01
1
1
0.01
0.01
0.01
0.01
1
0.01
0.01
0.1
0.1
0.01
0.01
1
1
0.1
1
1
0.1
1
0.1
0.1
0.01
0.1

50
66
46
98
91
97
51
82
94
61
73
56
61
65
98
52
56
68
45
65
64
48
49
85
51
56
53
49
63
52
42
92
78
82
52
49
54
53
95
96
75
70
64
93
94
52
63
74
59

(Continued to the next)

298 www.labmedonline.org

Table 2. Continued
Unit
Analyte
Immunoglobulin A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Insulin
Insulin-like growth factor 1
Fe (iron)
K (potassium)
Lactate dehydrogenase
LDL cholesterol, calculated
LDL cholesterol, measured
Lipase
Lipoprotein(a)
Luteinizing hormone
Mg (magnesium)
Na (sodium)
Neuron specific enolase
NGAL
NT-proBNP
p2PSA
Parathyroid hormone (intact)
Phosphorus
PIVKA II
Procalcitonin
Prolactin
Prostate health index
PSA, free
PSA, free (%)
PSA, total
Rheumatoid factor
ROMA index
SCC antigen
Testosterone
Thyroglobulin antigen
Thyroxine, free
Thyroxine, total
TIBC
Total calcium
Total cholesterol
Total CO2
Total hCG
Total protein
Triglyceride
Triiodothyronine
Troponin I, conventional
Troponin I, high-sensitivity
Troponin T, high-sensitivity
TSH
TSH receptor antibody
UIBC
Uric acid
Vitamin B12

m/c
mg/dL
mg/dL
mg/dL
μIU/mL
ng/mL
μg/dL
mmol/L
IU/L
mg/dL
mg/dL
U/L
mg/dL
mlU/mL
mg/dL
mmol/L
ng/mL
ng/mL
pg/mL
pg/mL
pg/mL
mg/dL
mAU/mL
ng/mL
ng/mL
%
ng/mL
%
ng/mL
IU/mL
%
ng/mL
ng/mL
ng/mL
ng/dL
μg/dL
μg/dL
mg/dL
mg/dL
mmol/L
mIU/mL
g/dL
mg/dL
ng/dL
ng/mL
ng/mL
ng/mL
μIU/mL
IU/L
μg/dL
mg/dL
pg/mL

Unit size

Frequency (%)
100
100
100
79
97
100
100
98
99
100
100
81
96
92
100
100
97
100
96
100
98
100
99
100
84
100
93
100
99
96
100
95
100
99
99
99
100
100
92
99
99
99
60
79
52
85
94
98
99
99
98

m/c

Frequency (%)

1
1
1
0.1
0.1
1
0.1
1
1
1
1
0.1
0.01
0.1
1
0.1
1
1
0.01
0.1
0.1
1
0.01
0.01
0.1
0.01
0.01
0.01
0.1
0.1
0.1
0.01
0.01
0.01
0.01
1
0.1
1
0.1
0.1
0.1
1
0.01
0.01
0.01
0
0.01
0.01
1
0.1
1

69
71
67
51
70
91
88
96
89
93
84
55
57
64
84
66
49
42
64
61
91
50
60
64
48
61
51
53
56
80
68
62
56
82
49
96
90
94
54
62
91
92
64
58
43
68
54
71
89
93
66

See Table 1 for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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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w data of total bilirubin and total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results from three participating laboratories to determine significant
figure reporting units
Analyte
Total bilirubin
(mg/dL)

Replicate

Lab #2

Lab #3

Laboratory

Low

High

Low

High

Low

Hig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σ

0.98
1.03
0.99
0.97
1.00
1.00
0.98
1.00
1.00
1.02
0.96
1.05
1.02
1.02
0.97
1.01
1.00
1.02
0.97
1.01
0.060
0.02328
0.01164
0.01
0.01
3.01016
Acceptable
Available

3.71
3.72
3.60
3.63
3.60
3.70
3.61
3.74
3.66
3.64
3.73
3.64
3.79
3.76
3.57
3.70
3.68
3.79
3.79
3.86
0.230
0.06766
0.03383
0.01
0.01
1.73054
Acceptable
Available

0.459
0.453
0.445
0.470
0.422
0.424
0.452
0.459
0.440
0.440
0.458
0.462
0.424
0.421
0.418
0.445
0.434
0.392
0.443
0.438
0.019
0.01895
0.00947
0.001
0.001
19.894875
Acceptable
Available

6.653
6.599
6.731
6.783
6.637
6.592
6.773
6.891
6.796
6.711
6.733
6.561
6.541
6.669
6.651
6.667
6.632
6.605
6.773
6.721
0.101
0.08925
0.04463
0.01
0.001
15.61867
Acceptable
Adjustment required
0.01
39.50
40.50
39.80
40.00
40.00
39.90
40.10
40.50
40.80
40.30
39.30
40.70
39.90
40.40
39.80
40.30
40.70
41.30
40.80

0.68
0.70
0.69
0.70
0.68
0.69
0.69
0.69
0.69
0.69
0.71
0.70
0.71
0.69
0.69
0.70
0.69
0.69
0.68
0.69
0.020
0.00793
0.00396
0.001
0.01
3.14377
Acceptable
Expandable

7.01
7.00
6.89
6.78
6.89
6.95
7.01
7.00
7.10
6.97
6.94
7.07
7.16
6.98
7.03
6.94
6.98
7.02
7.01
6.98
0.120
0.07882
0.03941
0.01
0.01
8.62896
Acceptable
Available

s
bt
a
u
χ2

Total PSA (ng/mL)

Lab #1

Verification
Judgment
Final recommend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01
0.90
0.83
0.80
0.81
0.80
0.91
0.83
0.80
0.90
0.81
0.80
0.79
0.77
0.78
0.81
0.78
0.79
0.81
0.82

20.37
21.37
21.50
19.74
20.30
19.45
21.24
20.24
19.84
21.09
19.65
20.50
19.12
20.22
21.62
20.30
19.12
20.84
19.87

4.07
4.12
4.06
4.12
4.10
4.10
4.12
4.14
4.13
4.14
4.10
4.11
4.06
4.12
4.09
4.13
4.09
4.15
4.10

0.01
0.10
0.10
0.11
0.09
0.10
0.10
0.09
0.10
0.10
0.10
0.11
0.11
0.10
0.11
0.10
0.10
0.09
0.10
0.11

4.33
4.27
4.44
4.26
4.37
4.47
4.52
4.42
4.29
4.47
4.45
4.49
4.28
4.53
4.45
4.51
4.52
4.35
4.45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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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Analyte

Replicate

Lab #1

Lab #2

Lab #3

Laboratory

Low

High

Low

High

Low

High

20
σ

0.81
0.07
0.04008
0.02004
0.01
0.01
6.55549
Acceptable
Available

20.06
1.69
0.75383
0.37692
0.1
0.01
3.97932
Acceptable
Adjustment required
0.1

4.12
0.29
0.02546
0.01273
0.01
0.01
0.15630
Acceptable
Available

40.90
2.82
0.48809
0.24404
0.1
0.01
0.59913
Acceptable
Adjustment required
0.1

0.10
0.01
0.00557
0.00278
0.001
0.01
6.20166
Acceptable
Expandable

4.24
0.25
0.09025
0.04512
0.01
0.01
2.60632
Acceptable
Available

s
bt
a
u
χ2
Verification
Judgment
Final recommendation

0.01

σ is the claimed standard deviation (SD) by the manufacturer, and s is the calculated SD determined by 20 replicates.
bt is the upper boundary of the rounding interval (a) and calculated as s/2. Moreover, a is the largest decimal unit (e.g., 1, 0.1, 0.001, etc.), which does not exceed the bt.
u is the currently used decimal unit by each laboratory.
χ2 = (s2·R)/σ2 (R: the number of replicates ( = 20))
a is verified as “acceptable” when χ2 < 31.4 (31.4 is the 95% cutoff value for 20 degrees of freedom).
Judgment: available (a = u), expandable (a < u), and adjustment required (a > u).
Final recommendation: It suggests the largest decimal unit that satisfies all conditions by comparing the rounding intervals determined by the replicate results of low and
high concentration samples.

장 가능(expandable)”하다고 판정하였다. 모의 실험해 본 두 종목

습 단위와 국제 표준단위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모두 저농도에서는 모든 검사실에서 “사용 가능” 혹은 “확장 가

국내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하면 임

능”으로 판정되어서 현재 사용중인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통계적

상화학 분야 검사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동일 단위를 사용하는

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농도의 경우 검사실에 따라

것을 알 수 있었다. KEQAS, CAP, Tietz 제6판, Henry 제24판에서

현재 사용중인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산출된 자릿수보다 더 많아

모두 U/L로 기재하는 효소 검사 9종의 경우 실제 검사실에서는

“조정 필요(adjustment required)”로 판정된 경우가 있었다. 한 가

IU/L와 혼재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이 둘

지 종목에서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의 자리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을 동일한 단위로 간주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mEq/L = mmol/L,

서 “최종 추천(Final recommendation)” 행을 추가하여 각 검사실

kU/L = U/mL, IU/L = mIU/mL, ng/mL = μg/L 등 환산 계수가 1인 단

별 저농도와 고농도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한 소수점 아래 자릿수

위들 역시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를 제시하였다.

하였다. 단위가 다르더라도 환산 계수가 1이면 수치가 같으므로 결

각 검사실이 내부정도관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밀도에 기반한
자릿수 선정 모의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부록 파일(Supplementary File 1)에 양식을 담았다.

과를 비교할 때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별로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 수치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주
요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암모니아(μmol/L 37기관 vs. μg/
dL 55기관), C-반응 단백(mg/dL 78기관 vs. mg/L 11기관), 고감도

고 찰

C-반응 단백(mg/L 35기관 vs. mg/dL 10기관), 지단백(a) (mg/dL 59
기관 vs. nmol/L 11기관), T3 (ng/dL 53기관 vs. ng/mL 34기관), 트

본 연구는 임상화학 분야 99개 정량 검사 항목의 결과 보고 단

로포닌 I (ng/mL 26기관 vs. ng/L 3기관), 고감도 트로포닌 I (ng/

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국내 현황에

mL 29기관 vs. ng/L 21기관), 고감도 트로포닌 T (ng/mL 47기관 vs.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적으로 자릿수 선정에 대한 모의 실험

ng/L 6기관), 테스토스테론(ng/mL 73기관 vs. ng/dL 2기관 vs. nmol/

을 시행한 국내 첫 연구이다. 이전에 Hawkins 등[2]이 일부 임상화

L 2기관) 항목은 검사실별로 사용하는 단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학 항목에 대해 Tietz 교과서(제3판)에서 제시한 소수점 아래 자릿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83 기관에서 Mg을 mg/dL로 표기하지만

수를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국

mmol/L (혹은 mEq/L)로 표현하는 6기관도 있었으며, 이는 Mg을

내외 외부정도관리(KEQAS, CAP) 및 교과서(Tietz 제6판, Henry

ionized Mg과 통일하여 보고하는 기관으로 생각된다. 종합해 보면

제24판)의 자료를 모두 조사하였고, 이들 자료에서 제시되는 보고

고감도 검사가 추가된 항목(트로포닌, C-반응 단백)과 암모니아,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자료별로 서로 일치하는지, 또한 관

지단백(a), T3, 테스토스테론은 국내에서도 기관마다 보고 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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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다기관 연구, 환자 전원, 검사실 비교 평가에서 결과치를 비교

거 수술 후에 잔존 암 병변 또는 재발 여부 판정을 위해 총전립선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이다.

특이항원을 측정하는데, 이때 검출 민감도 및 소수점 아래 몇째 자

C-반응단백이나 고감도 트로포닌 등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대

리까지 보고하는지는 중요한 임상적 관심사다[25, 26]. CLSI EP15-

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조사사업에서도 국제표준단위는

A3 지침[15]에 따른 카이제곱(χ2) 검정을 시행하여 모의 실험에 참

물론 관습 단위와도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국제

여한 3개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소수점 자릿수의 적합성을 확인하

적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국내 검사실이 이를 따르도록 권고할 필

였으나, 모든 검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결과보고 자릿수를

요가 있다. C-반응단백은 기존 문헌[13, 14] 및 CAP 조사[11]에서 모

제안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 및

두 단위를 mg/L로 사용한다. 고감도 C-반응단백은 더 낮은 농도

검사 시약이 다양하고 검사 결과에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

를 표시해야 하고[17, 18], 최근의 C-반응단백 검사 시약은 저농도

에 모든 검사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보고 소수점 아

와 고농도 범위를 모두 측정하는 전범위 시약이 많기에 기존의 C-

래 자릿수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

반응단백검사와 고감도 C-반응단백검사 모두 단위를 mg/L로 통

용한 방법 외에 측정 불확도를 활용하여 정량 검사의 보고 자릿수

일할 필요가 있다[19, 20]. 고감도 트로포닌은 유럽[21] 및 미국[22]

를 결정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7]. 향후 학회를 중심으로

심장학회의 지침에서 ng/L로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고, 건강인에서

시약 제조사 및 임상 검사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

도 정량 값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민감도가 향상되었으

보고 단위 및 소수점 자릿수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므로 낮은 농도의 수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23]. 이에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임상화학 분야 99개 정량 검사 항목의 결

종전의 ng/mL 단위로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과 보고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국

에 ng/L 혹은 pg/mL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7].

내 임상 검사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보고 단위 및 자릿수에 대한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각 기관별로 매우 다양했다. 나트륨, 칼

현황을 최초로 파악한 조사 연구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임

륨, 염소 등의 전해질이나 총 단백, 알부민, 콜레스테롤을 제외하면

상 검사실들이 국내외 표준 혹은 지침에 맞는 단위와 소수점 아래

대부분의 종목에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기관별로 차이가 컸다.

자릿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보고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크레아티닌의 경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 조사사업에

연구는 적절한 자릿수 선정에 대한 통계적 시도를 국내에서 처음

서 정확도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결과 보고 자릿수가

으로 시행하고, 결과 보고 방식에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소수점 둘째 자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심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표준안을 제안할

조사에서는 9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소수점 첫째 자리 혹은 정

수는 없었으나, 이 연구는 앞으로 임상화학 보고 단위 및 소수점

수로 보고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자릿수의 표준화 논의를 위한 시작점이자 기초 자료가 될 것

정량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임상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적절

으로 기대한다.

한 자릿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1990년에 Hawkins 등[1], Straseski 등[3]이 검사의 비정밀도(imprecision)를 감안한 적절한 결과

요 약

보고 자릿수 설정에 대한 통계 방식을 고안하여 발표하였으나 계
산방식이 복잡해서 현재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실제 국내 임

배경: 정량 검사 결과의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각 검사실 별

상검사실에서는 많은 검사 항목이 검사실별로 서로 다른 단위와

로 다양하여, 아직 표준화나 일치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소수점 아래 자릿수로 보고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화학 분야에서 국내 임상 검사실에서 사용

정확한 실상을 반영한 연구자료가 없었다. 또한 Hawkins [1] 및

하는 각 정량 검사 결과의 단위와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현황

Straseski [3]가 발표한 통계적 자릿수 설정 방식을 실제 환자 결과

을 조사하고 표준화된 단위 및 자릿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로 검증한 연구결과도 없었다. 앞서 보고된 결과값으로 이루어진

방법: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 조사사업과 미국병리협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를 이용한 임상 연구가 점차 확대되

회 조사 자료 및 교과서(Tietz 제6판과 Henry 제24판)을 고찰하였

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 그리고 대한임상화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플랫

그 중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폼을 사용하여 총 99개 검사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분이다[24].

총 99기관이 응답하였다. 일부 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소수점 아래

본 연구에서는 Straseski 등[3]이 제시한 비정밀도 기반 분석 방

자릿수 제안을 위한 모의 실험을 시행하였다.

식에 따라 총 빌리루빈과 총 전립선 특이항원의 소수점 자릿수 설

결과: 54종목(54.5%)에서 사용 단위가 4가지 참고자료 모두에서

정을 위한 모의 실험을 시행하였다. 전립샘암 환자에서 전립샘 제

일치하였고, 28종목(28.3%)에서 자릿수가 일치하였다.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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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단위의 경우 최빈도 사용 단위를 사용하는 기관의 비율이

9. Sadler WA, Murray LM, Turner JG. Minimum distinguishable difference

80% 이상인 항목이 93개(93.9%)였으나, 자릿수의 경우 30곳

in concentration: a clinically oriented translation of assay precision

(30.3%)에 불과하였다. 자릿수 제안을 위한 모의 실험 결과 참가 검

summaries. Clin Chem 1992;38:1773-8.

사실 3곳 모두 현재 사용 중인 자릿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화학 분야 99개 정량 검사 항목의 결과보고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문헌 고찰과 일부 모의 실험

10. Badrick T, Wilson SR, Dimeski G, Hickman PE. Objectiv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reporting intervals. Ann Clin Biochem 2004;41:38590.

과 함께 국내 현황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 자료가 앞

11.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Surveys and Anatomic Pathology

으로 국내외의 정량 검사 결과보고 단위 및 소수점 아래 자릿수 설

Education Programs―Laboratory Quality Solutions (2021). Northfield.

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l, USA: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2021.
12.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Medical Care Benefit

이해관계

Cos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March 2021) [건강보
험요양급여비용 2021년3월판]. Wonju, Korea: Health Insuranc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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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ifai N, Horvath AR, et al. eds.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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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Result of reporting units by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alyte
25-OH Vitamin D, Total
Adenosine deaminase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lanine Aminotransferase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Alpha-fetoprotein
Ammonia
Amylase
Antimicrosomal antibody
Anti-Mullerian hormone
Anti-thyroglobulin antibody
Apolipoprotein A1
Apolipoprotein B
Aspartate aminotransferase
Bilirubin, direct
Bilirubin, total
Blood Urea Nitrogen
B-type natriuretic peptide
CA 125
CA 15-3
CA 19-9
Carcinoembryonic antigen
Chloride
CK-MB
Complement C3
Complement C4
Cortisol
C-peptide
C-reactive protein
C-reactive protein (high-sensitivity)
Creatine kinase
Creatinine
Cystatin C
Estradiol
Ferritin
Folic acid
Follicle-stimulating hormone
Gamma-glutamyl transferase
Glucose
Glycated albumin
HbA1c-eAG
HbA1c-IFCC
HbA1c-NGSP
HDL cholesterol
Homocysteine
Human epididymis protein 4
Human growth hormone
IgE, total
Immunoglobulin A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Unit of
example
ng/mL
U/L
pg/mL
IU/L
g/dL
IU/L
ng/mL
μmol/L
U/L
IU/mL
ng/mL
IU/mL
mg/dL
mg/dL
IU/L
mg/dL
mg/dL
mg/dL
pg/mL
U/mL
U/mL
U/mL
ng/mL
mmol/L
ng/mL
mg/dL
mg/dL
μg/dL
ng/mL
mg/dL
mg/L
IU/L
mg/dL
mg/L
pg/mL
ng/mL
ng/mL
mlU/mL
IU/L
mg/dL
%
mg/dL
mmol/mol
%
mg/dL
μmol/L
pmol/L
ng/mL
IU/mL
mg/dL
mg/dL
mg/dL

No. of responses
Institutions
Total rewith the insponses
house tests
92
93
91
95
95
95
93
95
94
92
93
93
95
95
95
95
95
95
91
93
93
93
93
95
93
95
95
92
92
95
71
94
95
95
93
93
93
91
94
95
95
89
88
93
95
95
92
92
93
95
95
95

85
79
66
95
94
95
92
93
93
69
66
68
78
81
95
94
94
94
55
90
80
91
91
94
92
77
77
71
74
90
45
91
93
77
78
91
81
76
94
94
69
49
46
89
94
83
64
63
79
78
78
77

Reporting unit (No. of responses)
Same as the
g/mL
example
84
79
65
95
93
95
90
37
93
65
65
66
78
81
95
94
94
94
55
90
80
90
91
94
88
77
77
69
73
78
35
91
92
76
78
91
80
73
94
93
69
47
45
89
94
83
64
61
69
78
78
7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g/dL

g/L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μmol/L mmol/L mEq/L μKat/L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U/L or
Others
IU/L
0
0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2
55*
0
3
1
2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2
1
12 †
10 ‡
0
0
1
0
0
0
0
0
0
0
2
1
0
0
0
0
2
2
0
0
0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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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Continued
Analyte

Unit of
example

Insulin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ron
K (potassium)
Lactate dehydrogenase
LDL cholesterol, calculated
LDL cholesterol, measured
Lipase
Lipoprotein(a)
Luteinizing hormone
Magnesium
Na (sodium)
Neuron specific enolase
NGAL
NT-proBNP
p2PSA
Parathyroid hormone (intact)
Phosphorus
PIVKA II
Procalcitonin
Prolactin
Prostate health index
PSA, free
PSA, free (%)
PSA, total
Rheumatoid factor
ROMA index
SCC antigen
Testosterone
Thyroglobulin antigen
Thyroxine, free
Thyroxine, total
TIBC
Total calcium
Total cholesterol
Total CO2
Total hCG
Total protein
Triglyceride
Triiodothyronine
Troponin I, conventional
Troponin I, high-sensitive
Troponin T, high-sensitive
TSH
TSH receptor antibody
UIBC
Uric acid
Vitamin B12

μIU/mL
ng/mL
μg/dL
mmol/L
IU/L
mg/dL
mg/dL
U/L
mg/dL
mlU/mL
mg/dL
mmol/L
ng/mL
ng/mL
pg/mL
pg/mL
pg/mL
mg/dL
mAU/mL
ng/mL
ng/mL
%
ng/mL
%
ng/mL
IU/mL
%
ng/mL
ng/mL
ng/mL
ng/dL
μg/dL
μg/dL
mg/dL
mg/dL
mmol/L
mIU/mL
g/dL
mg/dL
ng/dL
ng/mL
ng/mL
ng/mL
μIU/mL
IU/L
μg/dL
mg/dL
pg/mL

No. of responses
Institutions
Total rewith the insponses
house tests
91
92
95
95
95
93
95
95
94
92
95
95
91
95
93
90
92
94
93
92
92
90
93
90
90
95
92
92
93
92
93
92
95
94
95
95
92
95
95
93
89
91
93
93
92
95
95
93

77
58
94
94
94
72
93
93
73
73
90
94
62
38
85
23
82
93
73
86
72
31
75
42
86
91
55
57
77
64
89
69
91
93
94
87
76
94
94
89
33
56
55
89
65
84
94
84

Reporting unit (No. of responses)
Same as the
g/mL
example
61
56
94
94
92
71
93
93
59
70
83
94
62
37
85
22
82
91
73
85
72
26
75
39
86
90
53
57
73
64
88
68
90
93
94
80
75
93
93
53
26
29
47
84
64
83
93
8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1
1
0
0
0
0
1
1
0
1
0
0
0
0
1
1
0

g/dL

g/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
21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2
1
0
0
0
0
0

μmol/L mmol/L mEq/L μKat/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3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U/L or
Others
IU/L
9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4
0
0
0
0

7
0
0
0
0
1
0
0
11§
0
1
0
0
0
0
1
0
1
0
0
0
5
0
3
0
1
2
0
0
0
0
0
0
0
0
0
0
0
0
34∮
1
4
1
1
1
0
0
1

*For ammonia, 50 institutions answered "μg/dL" and 1 institution answered "μg/mL"; † For C-reactive protein, 11 institutions answered as "mg/L"; ‡ For C-reactive protein
(high-sensitivity), 10 institutions answered "mg/dL"; §For Lipoprotein(a), all of 11 institutions answered "nmol/L"; ∮For triiodothyronine, all of 34 institutions answered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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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2. Result of unit sizes by participating institutions
No. of responses
Analyte

25-OH Vitamin D, Total
Adenosine deaminase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lanine Aminotransferase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Alpha-fetoprotein
Ammonia
Amylase
Antimicrosomal antibody
Anti-Mullerian hormone
Anti-thyroglobulin antibody
Apolipoprotein A1
Apolipoprotein B
Aspartate aminotransferase
Bilirubin, direct
Bilirubin, total
Blood Urea Nitrogen
B-type natriuretic peptide
CA 125
CA 15-3
CA 19-9
Carcinoembryonic antigen
Chloride
CK-MB
Complement C3
Complement C4
Cortisol
C-peptide
C-reactive protein
C-reactive protein (high-sensitivity)
Creatine kinase
Creatinine
Cystatin C
Estradiol
Ferritin
Folic acid
Follicle-stimulating hormone
Gamma-glutamyl transferase
Glucose
Glycated albumin
HbA1c-eAG
HbA1c-IFCC
HbA1c-NGSP
HDL cholesterol
Homocysteine
Human epididymis protein 4
Human growth hormone
IgE, total
Immunoglobulin A

www.labmedonline.org

Reporting unit (No. of responses)

Total
responses

Institutions with
the in-house
tests

Whole
number

1st decimal
place

2nd decimal
place

92
94
88
94
94
94
94
94
93
89
90
88
91
91
94
94
94
94
87
94
92
94
94
94
94
92
92
87
89
93
66
92
94
90
87
92
90
88
94
94
88
86
86
93
94
91
90
86
92
93

86
83
69
94
94
94
93
93
93
72
62
70
82
83
94
94
94
94
56
91
80
92
92
94
93
79
79
73
76
89
43
91
94
78
77
90
84
76
93
93
69
46
45
87
94
84
65
61
79
80

11
27
8
92
2
91
3
76
87
8
5
12
50
54
92
0
0
29
21
11
3
9
4
80
7
44
42
3
3
1
1
84
3
2
11
19
3
1
88
89
12
32
29
3
88
13
2
1
19
55

43
55
32
1
86
2
43
13
5
44
9
39
28
26
1
49
53
64
25
59
51
44
41
12
35
27
28
34
21
38
16
5
18
10
40
44
36
35
4
3
52
11
13
81
5
44
41
13
47
18

32
1
29
1
6
1
47
3
1
20
45
19
4
3
1
45
41
1
8
21
26
36
45
2
47
8
9
36
48
46
18
2
73
64
26
27
45
40
1
1
5
3
3
3
1
27
22
45
12
7

3rd decimal
place

Other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2
1
1
1
0
0
4
0
0
0
0
0
0
0
4
0
4
0
7
1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0
0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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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2. Continued
No. of responses
Analyte

Reporting unit (No. of responses)

Total
responses

Institutions with
the in-house
tests

Whole
number

1st decimal
place

2nd decimal
place

3rd decimal
place

Others

93
92
89
86
93
93
94
90
93
94
89
88
92
93
88
86
92
84
93
94
92
91
87
83
90
82
93
93
86
87
89
87
93
89
94
94
93
93
89
94
94
91
84
87
88
94
88
92
94
91

80
79
77
57
93
93
94
71
92
94
78
75
90
93
64
41
85
28
85
93
76
87
74
33
74
37
90
91
55
59
78
66
88
73
90
94
93
87
74
94
93
86
33
56
53
91
68
82
94
85

57
53
5
14
85
4
90
63
86
79
30
2
4
78
1
20
36
1
11
2
38
1
1
3
0
4
1
33
1
1
3
2
0
1
86
3
87
39
6
3
86
5
1
0
4
1
2
73
4
56

17
19
39
40
6
82
3
7
5
14
43
29
58
13
42
18
32
5
52
85
18
16
23
16
10
12
14
51
44
40
10
22
8
34
2
85
5
47
46
86
6
21
8
17
4
9
13
7
87
15

6
7
31
3
2
7
1
1
1
1
5
43
28
2
21
3
15
18
19
6
20
52
47
11
45
19
48
6
7
17
48
37
72
36
2
6
1
1
17
5
1
55
19
24
9
49
48
1
3
13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0
0
16
2
2
17
1
25
0
1
1
15
4
8
2
0
0
0
0
4
0
0
5
3
12
36
26
4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2
2
0
0
0
2
1
1
2
1
2
1
2
0
2
1
0
0
0
0
0
0
1
0
0
0
2
3
0
6
1
1
0
1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Insulin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ron
K (potassium)
Lactate dehydrogenase
LDL cholesterol, calculated
LDL cholesterol, measured
Lipase
Lipoprotein(a)
Luteinizing hormone
Magnesium
Na (sodium)
Neuron specific enolase
NGAL
NT-proBNP
p2PSA
Parathyroid hormone (intact)
Phosphorus
PIVKA II
Procalcitonin
Prolactin
Prostate health index
PSA, free
PSA, free (%)
PSA, total
Rheumatoid factor
ROMA index
SCC antigen
Testosterone
Thyroglobulin antigen
Thyroxine, free
Thyroxine, total
TIBC
Total calcium
Total cholesterol
Total CO2
Total hCG
Total protein
Triglyceride
Triiodothyronine
Troponin I, conventional
Troponin I, high-sensitive
Troponin T, high-sensitive
TSH
TSH receptor antibody
UIBC
Uric acid
Vitamin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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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le 1. Excel file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significant figure reporting limits based on the imprecision of 20 repeated measurements of quality contro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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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두 검체의 비타민 D분류 상태의 변화에 따른 혈청
부갑상선호르몬과 골대사 산물의 변화
Changes in the Serum Levels of Parathyroid Hormone and Bone Metabolites in Two
Serial Samples with Different Vitamin D Status
박필환1·박일규2
Pil Whan Park, M.D.1, Ile Kyu Park, M.D.2
가천대학교 길병원 진단검사의학과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진단검사의학과2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1,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2,
Guri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uri, Korea

Background: Vitamin D increases serum calcium levels by promoting calcium absorption in intestines. Vitamin D deficiency raises the serum
levels of parathyroid hormone (PTH) and bone metabolites. Generally, vitamin D status i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named deficiency, insufficiency, and adequacy by its level. Deficient level affect bone health, while insufficient level influence the soft tissue disease. We observed the effect of changes in vitamin D status on serum PTH and bone metabolite levels using two different samples taken from the same individual.
Methods: Serum PTH, osteocalcin (OST),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CTX), and 25(OH) vitamin D was evaluated in 857 patients. The levels were measured again after six months or later. The changes in the levels of each biomarker based on the change in vitamin D status in two serial samples were estimated through paired t -test. Vitamin D status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deficiency ( < 10 ng/mL), insufficiency (10-30 ng/mL), and adequacy ( > 30 ng/mL).
Result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TH, OST and, CTX levels were found in the group without altered vitamin D status. The same biomarkers were decreased in the group where vitamin D status improved from deficiency or insufficiency to adequacy.
Conclusions: Maintaining vitamin D at the adequate level was not only helpful in preventing soft tissue disease but also seemed to promote
bone health as indicated by the change in PTH and bone metabolites levels during the transition of vitamin D status from both deficient and insufficient states to the adequate state.
Key Words: 25(OH) vitamin D, Parathyroid hormone, Osteocalcin,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서 론

의 감소는 혈중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을 증
가시키며 증가된 혈중 PTH는 골대사를 촉진하여 뼈에서 칼슘을

비타민 D는 주로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 칼슘의 혈중

혈중으로 끌어오며 결과적으로 osteocalcin (OST), carboxy-termi-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인한 혈중 칼슘

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CTX) 등 골대사 산물의 혈중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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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시킨다[1].
체내 비타민 D 양의 적정성은 혈청 25(OH) Vitamin D (25(OH)
VD)의 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25(OH)VD의 농도
가 10 ng/mL (25 nmol/L)미만이면 부족한 비타민 D 상태로 삼으
며 뼈의 무기질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한편,
25(OH)VD의 농도가 30 ng/mL을 넘지 않는 경우 뼈 이외의 질환
을 잘 일으켜 장기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10-30 ng/mL 범위를 불충분한 비타민 D 상태로 정의하고 30
ng/mL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체내 비타민
D 상태를 부족(deficiency), 불충분(insufficiency), 적정(adequacy)
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

eISSN 2093-6338

박필환 외: Serum PTH, Bone Metabolites, and Vitamin D Status

비타민 D 상태와 PTH, 골대사산물의 혈중 농도를 비교한 기존

ng/mL에서 5.5%, 0.45 ng/mL에서 2.0%이었다.

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환자들이 연구 시작 단계에서 비타민
D 부족증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 D 투여 후 적정 농도로 호전된

3. 통계 방법

분류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5]. 우리는 같은 사람

25(OH)VD, PTH, OST, CTX의 농도 변화의 평가는 같은 사람에

에서 기간 차이를 두고 25(OH)VD를 2회 측정한 환자에서 첫 번째

서 이후에 측정된 검사결과에서 이전 검사결과를 뺀 차이 값을 구

측정 결과의 비타민 D분류 상태가 부족인 상태뿐 아니라, 불충분,

하고 그 값이 0 이라는 가설하에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 test)으로

적정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두 번째 측정한 비타민 D 분류 상태가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군에 대하여는 유의

호전된 환자들뿐 아니라 변화가 없거나 상태가 나빠진 환자군을

한 통계적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최소 검체 크기를 구하였다. 통계는

포함하여 비타민 D 분류 상태의 변화에 따른 PTH와 골 지표들의

IBM SPSS Statistics software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검체 크기는 인터넷상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하였다[6].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결 과
857명의 첫 번째 검사 당시 검사 실험자의 나이는 68.0 ± 10.4이

본 연구는 환자 진료기록을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2015년 4월부

었고 남자는 43명 여자는 814명이었다. 이 중 부족군 70명, 불충분

터 2020년 12월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25(OH)VD와 함께

군 434명, 적정군 353명이었다. 두 번째 검사에서 실험자의 나이는

PTH, 골대사 산물 중 OST, CTX를 동시에 측정한 후 최소 6개월

69.9 ± 10.4이었고 부족군 7명, 불충분군 299명, 적정군 551명이었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같은 검사를 시행한 857명의 환자를 대상으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의 25(OH)VD, PTH, OST, CTX의 농도

로 하였다. 857명 중 122명이 입원한 상태에서 첫 검사를 실시하였

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고 나머지는 외래에 방문하여 검사하였으며 검사를 의뢰한 진료

총 857명의 2회 연속 검사 사이의 비타민 D의 상태의 변화를 9

과는 정형외과 618명 내분비내과 234명 기타 과 5명이었다. 비타민

가지로 구별했을 때 연구 분석에 충분한 개체를 가진 군이 5군이

D의 분류 상태는 25(OH)VD의 혈액 농도에 따라 10 ng/mL 미만은

있었으며 이들은 분류 상태가 변하지 않은 불충분→불충분, 적정

부족군, 10-30 ng/mL 불충분군, 30 ng/mL 이상 80 ng/mL 미만인
경우 적정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전 검사의 비타민 D의 분류 상태
와 비교하여 이후 검사의 비타민 D 분류상태의 변화에 따른
25(OH)VD, PTH, OST, CTX의 두 번째 검사 결과에서 첫 번째 검
사 결과를 뺀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관 내 연구 윤
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문서 번호; 2022-05-011).

2. 검사 방법
25(OH)VD와 PTH, OST, CTX의 측정은 자동면역화학장비인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Diagnostics, Basel, Switzerland)으
로 측정하였다. 측정 원리는 전기화학적 발광 면역 분석법(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CLIA)이었고 시약 이름은 각
각 25-hydroxy vitamin D total, Parathyroid hormone Intact, N-mid
osteocalcin, Beta-CrossLaps이었다. 25-hydroxy vitamin D total 경
우 D2와 D3 분획의 구별없이 25(OH)VD를 모두 측정하였다. 각 검
사의 측정 범위는 25(OH)VD와 PTH, OST, CTX의 순으로 3-70
ng/mL, 1.20-5,000 pg/mL, 0.5-300 ng/mL, 0.010-6.00 ng/mL이었
다. 정밀도는 25(OH)VD는 CV가 15.8 ng/mL에서 5.2%, 28.3 ng/mL
에서 2.78%, PTH는 21.9 pg/mL에서 2.0%, 35.0 pg/mL에서 1.2%,
OST는 6.95 ng/mL에서 0.7%, 24.8 ng/mL에서 0.5%, CTX는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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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concentrations of 25(OH)
vitamin D, parathyroid hormone, osteocalcin, and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in samples collected from the subjects
at different Vitamin D statuses
First sample
N
Age †
Sex, male (%)
VD (ng/mL) †
PTH (pg/mL) †
OST (ng/mL) †
CTX (ng/mL) †
Second sample
N
Age †
Sex, male (%)
VD (ng/mL) †
PTH (pg/mL) †
OST (ng/mL) †
CTX (ng/mL) †

Deficiency*

Insufficiency*

Adequacy*

Total

70
72.6 ± 10.7
4.3
6.90 ± 2.16
64.4 ± 33.0
20.2 ± 15.4
0.53 ± 0.35

434
66.9 ± 10.7
5.8
20.8 ± 5.72
48.4 ± 22.1
17.9 ± 9.72
0.37 ± 0.25

353
68.4 ± 9.79
4.2
40.4 ± 9.7
43.3 ± 19.2
14.9 ± 7.05
0.29 ± 0.19

857
68.0 ± 10.4
5.0
27.8 ± 13.5
47.6 ± 22.3
16.8 ± 9.51
0.35 ± 0.25

7
77.1 ± 7.84
0.0
7.02 ± 2.14
124.3 ± 97.6
18.3 ± 8.43
0.44 ± 0.15

299
69.3 ± 10.5
6.4
23.7 ± 5.23
46.4 ± 23.5
15.4 ± 9.23
0.31 ± 0.24

551
70.2 ± 10.3
4.4
40.1 ± 8.53
44.4 ± 22.5
14.6 ± 7.84
0.29 ± 0.23

857
69.9 ± 10.4
5.0
34.1 ± 11.1
45.8 ± 25.2
14.9 ± 8.36
0.31 ± 0.23

*Vitamin D status: Deficiency ( < 10 ng/mL), Insufficiency (10-30 ng/mL), Adequacy
( > 30 ng/mL); †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VD, 25(OH) vitamin D; PTH, parathyroid hormone; OST, osteocalcin;
CTX,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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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um levels and differences in serum levels of 25(OH) vitamin D, parathyroid hormone, osteocalcin, and C-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between two serial samples collected at different vitamin D statuses
Parameters
†

Age
Sex, male (%)
Duration (yr) †
VD (ng/mL) † 1st
2nd
Diff
PTH (pg/mL) † 1st
2nd
Diff
OST (ng/mL) † 1st
2nd
Diff
CTX (ng/mL) † 1st
2nd
Diff

Insuf → Insuf* (N = 183)

Ade → Ade* (N = 257)

Def → Ade* (N = 43)

66.6 ± 10.9
68.7 ± 9.9
71.2 ± 11.0
8.7
4.4
4.7
2.0 ± 1.25
2.0 ± 1.34
1.9 ± 0.96
20.9 ± 5.8
41.1 ± 10.3
6.82 ± 1.94
23.2 ± 5.3
41.0 ± 9.3
41.6 ± 10.1
2.28 ± 6.72 (P < 0.001) ‡ -0.08 ± 9.78 (P = 0.895) ‡ 34.81 ± 10.36 (P < 0.001) ‡
47.5 ± 21.8
42.8 ± 18.7
60.8 ± 27.7
45.5 ± 22.8
43.0 ± 22.8
45.6 ± 22.8
-2.05 ± 20.81 (P = 0.185) ‡ 0.12 ± 17.03 (P = 0.913) ‡ -15.18 ± 28.53 (P = 0.001) ‡
17.2 ± 10.0
14.7 ± 6.1
21.9 ± 17.7
15.9 ± 9.5
13.9 ± 6.8
15.6 ± 10.5
-1.26 ± 10.05 (P = 0.092) ‡ -0.83 ± 7.44 (P = 0.077) ‡ -6.32 ± 19.57 (P = 0.040) ‡
0.36 ± 0.28
0.29 ± 0.18
0.57 ± 0.39
0.34 ± 0.24
0.29 ± 0.20
0.32 ± 0.39
-0.02 ± 0.28 (P = 0.253) ‡ -0.01 ± 0.22 (P = 0.690) ‡
-0.26 ± 0.51 (P = 0.002) ‡

Insuf → Ade* (N = 251)

Ade → Insuf* (N = 96)

67.1 ± 10.6
67.7 ± 9.4
4.0
3.1
2.0 ± 1.30
2.1 ± 1.12
20.8 ± 5.6
38.6 ± 7.7
38.8 ± 7.2
25.2 ± 4.2
17.98 ± 9.50 (P < 0.001) ‡ -13.33 ± 8.40 (P < 0.001) ‡
49.1 ± 22.3
44.6 ± 15.6
45.7 ± 22.2
47.7 ± 24.4
-3.40 ± 18.29 (P = 0.004) ‡ 3.06 ± 24.45 (P = 0.223) ‡
18.5 ± 9.5
15.4 ± 9.2
15.1 ± 8.3
14.2 ± 9.2
-3.42 ± 8.98 (P < 0.001) ‡ -1.16 ± 10.48 (P = 0.281) ‡
0.37 ± 0.23
0.29 ± 0.21
0.30 ± 0.23
0.30 ± 0.21
-0.08 ± 0.24 (P < 0.001) ‡
0.01 ± 0.20 (P = 0.582) ‡

*Vitamin D status: Deficiency ( < 10 ng/mL), Insufficiency (10-30 ng/mL), and Optimum ( > 30 ng/mL); †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P value: Paired
t-test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amples.
Abbreviations: VD, 25(OH) vitamin D; PTH, parathyroid hormone; OST, osteocalcin; CTX,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1st, First sample; 2nd, Second sample
Diff, Difference (subtraction of first value from second value); Def, deficiency; Insuf, insufficiency; Ade, Adequacy.

→적정군이 각각 183명과 257명이었고, 분류 상태가 적정 상태로

OST, CTX의 전후 평균값은 각각 순서대로 49.1 pg/mL → 45.7 pg/

변한 부족→적정, 불충분→적정이 각각 43명과 251명이었으며 적정

mL, 18.5 ng/mL → 15.1 ng/mL, 0.37 ng/mL → 0.30 ng/mL로 대응

에서 불충분으로 변한 96명이 있었다. 한편, 부족→부족(7명), 부

표본 t 검정 결과 각각 순서대로 P value 0.004, < 0.001, < 0.001로

족→불충분(20명), 불충분→부족(0명), 적정→부족(0명)군 등 4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한편, 적정에서 불충분으로

의 총 27명의 경우 실험대상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충분

바뀐 96명의 경우 PTH, OST, CTX의 전후 평균 값은 각각 순서대

한 개체를 가진 5군 각각의 전후 검사 사이의 간격, 25(OH)VD, PTH,

로 44.6 pg/mL → 47.7 pg/mL, 15.4 ng/mL → 14.2 ng/mL, 0.29 ng/

OST, CTX의 전후 두 검사 농도값, 농도 간의 차이와 통계적 유의

mL → 0.30 ng/mL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각각 P value 0.223,

성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0.281 0.582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검사 후 두 번째 검사를 실시한 기간 간격은 6개월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최소 검체 크기는 유의수준 0.05에서

5년 7개월까지 다양하였으며(평균 2.0 ± 1.2년) 두 검사 사이에 비

10%의 2형 오류를 허용한 경우 PTH, OST, CTX 각각 순서대로 불

타민 D분류 상태가 변하지 않은 183명의 불충분→불충분군에서

충분→불충분군에서 1,085, 671, 2,062명이었고 적정→적정군에서

PTH, OST, CTX의 전후 평균값은 각각 순서대로 47.5 pg/mL →

211,626, 847, 5,088명, 적정→불충분군에서 673, 860, 4,205명이었다.

45.5 pg/mL, 17.2 ng/mL → 15.9 ng/mL, 0.36 ng/mL → 0.34 ng/mL
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순서대로 각각 P value 0.185, 0.092, 0.25

고 찰

이었고, 257명의 적정→적정군에서 PTH, OST, CTX의 전후 평균
값은 각각 순서대로 42.8 pg/mL → 43.0 pg/mL, 14.7 ng/mL → 13.9

25(OH)VD의 혈액 농도에 따라 체내 비타민 D 상태를 부족, 불

ng/mL, 0.29 ng/mL → 0.29 ng/mL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순서대

충분, 적정의 3가지로 분류하고 평균 2년의 기간을 두고 2회 측정

로 각각 P value 0.913, 0.077, 0.69로 분류 상태가 변하지 않은 두군

한 결과 비타민 D의 상태 분류가 불충분, 적정에서 변화없이 그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적

로 유지된 경우 PTH, OST, CTX의 농도의 변화가 없으며 비타민 D

정 상태로 변한 43명의 부족→적정군의 PTH, OST, CTX의 전후 평

의 상태가 부족과 불충분에서 적정으로의 변화를 보일 때 PTH의

균 값은 각각 순서대로 60.8 pg/mL → 45.6 pg/mL, 21.9 ng/mL →

농도와 함께 OST, CTX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

15.6 ng/mL, 0.57 ng/mL → 0.32 ng/mL 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각

나, 비타민 D의 상태가 적정에서 불충분으로 변화한 경우는 PTH,

각 순서대로 P value 0.001, 0.040, 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OST, CTX 모두에서 농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진 것이 관찰되었고 251명의 불충분→적정으로 변경된 군의 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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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없이 다양하다. Peacock 등[7]이 1985년 불충분증의 개념을

도가 낮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8] 백인 산모를

도입할 때, 비타민 D 투여에 대해서 활성형인 1,25(OH)2 Vitamin D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와 PTH의 상관 관계는 상관계수

(1,25(OH)2VD)의 반응을 기준으로 비타민 D 농도의 혈액 상태를

r = -0.311, P < 0.001 [19], 한국인에서 남성 r = -0.249 여성 r = -0.228을

분류하였다. 1,25(OH)2VD 농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보였으며[20]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OH)

25(OH)VD 농도인 20 ng/mL 이상을 적정 상태, 1,25(OH)2VD의 농

VD 농도가 높을수록 PTH 농도가 낮은 것을 보고하며 PTH 혈중

도의 변화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25(OH)VD 농도 10 ng/mL

농도가 부갑상선호르몬 증가증의 기준인 65 pg/mL보다 높은 사

이하를 부족증 상태로 분류하고, 그 사이인 10-20 ng/mL을 불충

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25(OH)VD 의 상대 수행능 곡선

분증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8년 Malabanan 등[8]이 25(OH)

에서 곡선하 면적 0.69를 보였다[21].

VD 농도가 기존의 불충분증인 약 11-19 ng/mL 인 사람에게 비타

비타민 D를 투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기존의 비타민 D 혈중

민 D를 투여한 경우 PTH 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므로 이 범위도 뼈

상태와 비교하여 PTH와 골대사산물의 혈중 농도를 쌍을 지어 비교

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불충분증이 아니라 부족증이

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기저 비타

라고 규정하고 그 이상을 적정으로 하였다. 2006년 골밀도, 골절예

민 D 상태가 부족증이었다[3-5]. Björkman 등[3]의 연구에서 25(OH)

방, 구강건강, 대장 암 등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25(OH)VD 농

VD 농도 중앙값 9.1 ng/mL으로 비타민 D 부족증 환자를 대상으로

도가 약 30 ng/mL 이상은 되어야 이득을 얻는 시작점이라고 발표

6개월간 비타민 D 복용 후 25(OH)VD 농도 중앙값 28.7 ng/mL을

하였고[9,10] 이후 관련 전문가가 모여 심혈관 질환과 자가면역 질

보였으며 전후의 PTH, CTX 결과를 비교한 결과 PTH는 비타민 D

환까지 고려하여 비타민 D 적정 기준 농도를 30 ng/mL으로 상향

농도 증가와 연관성을 보였으나 CTX는 연관성이 약하였다. Wam-

조정하였다[11]. 이상의 결과 2011년 미국 내분비 학회의 비타민 D

berg 등[4]의 연구에서는 25(OH)VD 농도가 평균 13.7 ng/mL에서

임상진료 가이드의 제시값인 21-29 ng/mL이 비타민 D 불충분증

비타민 D 투여 6개월 후 평균 44.0 ng/mL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때

의 구간으로 통용된다[12]. 그러나 2011년 미국 내과 학회의 비타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PTH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CTX는 변화

민 D 섭취 참조(Dietary Reference Intake, DRI)는 12-20 ng/mL을

가 없었다. Zittermann 등[5]의 연구에서는 25(OH)VD 중앙값이

불충분증의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5(OH)VD 농도 30 ng/mL

14.0 ng/mL에서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40.9 ng/mL으로 증가하

이상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13]. 이에 따라 영

였는데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PTH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OST

국 왕립 골다공증 학회 가이드는 지금도 여전히 11-20 ng/mL을 불

와 CTX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위의 보고들은 PTH 감소는 대부

충분증의 구간으로 규정한다[14]. 또한, 미국 국립 신장 재단의 16-

분 관찰되었으나 CTX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

30 ng/mL 경우처럼 다른 학회와 약간 다른 범위의 불충분증의 구

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 불충분에서 적정 상태로 변한 두 군 모두

간을 제시하는 가이드도 있다[15].

에서 PTH 뿐 아니라 OST와 CTX도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유의한

부족증의 기준이 25(OH)VD 10 ng/mL에서 20 ng/mL으로 상향

감소를 보였다. 폐경기 여성 대상으로 비타민 D 투여 6개월 후

조정하게 된 Malabanan 등[8]의 연구에서 비타민 D 투여 시 25(OH)

25(OH)VD 농도가 평균 10 ng/mL에서 25 ng/mL로 증가 시 PTH

VD 농도가 11-19 ng/mL인 사람과 달리 20-25 ng/mL인 사람은

가 48 pg/mL에서 42 pg/mL로, OST가 27 ng/mL에서 24 ng/mL로

25(OH)VD 농도가 66% 증가했음에도 PTH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

우리 결과처럼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관찰한 보고도 있다[22].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들의 연구 대상이 7명으로 너무 적은

한편, 적정에서 불충분으로 변화한 경우는 PTH, OST, CTX의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부족증의 기준을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100-200명이

25(OH)VD 20 ng/mL으로 상향조정한 연구를 신뢰할 수 없었으며

아닌 최소 600명 이상은 되어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것

비타민 D 혈액 상태 분류 기준이 다양하여 영국 등에서 10 ng/mL

으로 보아 검체 크기 96명이 너무 작아서 생긴 결과는 아닌 것으로

이하를 부족증 상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25(OH)

사료되었다. 일단 적정 상태에 도달한 경우는 비타민 D가 약간 감

VD의 혈액 농도에 따라 10 ng/mL 미만은 부족군, 10-30 ng/mL 불

소되어도 뼈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거나 영향의 결과가 인지되기

충분군, 30 ng/mL 이상 80 ng/mL 미만인 경우 적정군으로 분류하

까지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으며 다

였다. 국내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른 연구자들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으로 알려져 있으며[16], Nah 등[17]의 연구에서 비타민 D 분류 상

본 논문의 약점은 다른 조건(비타민 D 투여 여부, 투여 양 및 종

태별 유병률을 구하는 기준으로 우리처럼 25(OH)VD 10-30 ng/

류, 투여 기간, 칼슘 투여 정도, 기저 질환 유무 및 종류)을 모르는

mL을 불충분군의 농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상태에서 최종 검사결과인 비타민 D 상태만 가지고 분류를 했다

단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25(OH)VD 농도가 높을수록 PTH 농

https://doi.org/10.47429/lmo.2022.12.4.304

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병원에서 직접 임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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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양방향 부적합 신장이식 후 발생한
일과성림프구증후군 1예 보고
A Case Report of Passenger Lymphocyte Syndrome Following Bidirectional ABOmismatched Kidney Transplantation
김지연1·송준협1·권순성1·김신영1·허규하2·김현옥1
Jiyeon Kim, M.D.1, Junhyup Song, M.D.1, Soon Sung Kwon, M.D.1, Sinyoung Kim, M.D.1, Kyu Ha Huh, M.D.2, Hyun Ok Kim, M.D.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1, 외과학교실2
Departments of Laboratory Medicine1 and Surgery2,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assenger lymphocyte syndrome (PLS) is a subtype of graft-versus-host disease caused by the production of antibodies by transferred donor Blymphocytes against red blood cells (RBCs) of the recipient. A 64-year-old male diagnosed with stage five chronic kidney disease underwent bidirectional ABO-mismatched kidney transplantation. The blood groups of the recipient and the donor were A+ and B+, respectively. After transplantation, hemoglobin (Hb) levels were eventually reduced to 6.3 g/dL on postoperative day (POD) 25. Elevated lactate dehydrogenase levels and
positive direct antiglobulin test results indicated immune-mediated hemolysis as a possible cause of anemia. After switching RBC transfusion from
type-A to type-O and conducting plasma exchange four times, on POD 35, Hb levels of the patient recovered up to 9.1 g/dL, and the patient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without complication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PLS in a bidirectional ABO-mismatched solid organ transplantation has been reported once in India, and this is the first case to be reported in Korea.
Key Words: ABO antibodies, Bidirectional ABO mismatch, Passenger lymphocyte syndrome, Kidney transplantation

서 론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설은 1964년 Starzl 등[3]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Beck 등이 장기이식 후 환자 본인의 적혈구에 대

일과성림프구증후군(passenger lymphocyte syndrome, PLS)은

한 고역가의 ABO 항체를 처음 확인하였고, Stevens 등이 최초로

이식편대숙주병의 한 종류로 장기이식 후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passenger lymphocyte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여자에서 유래한

ABO 불일치 장기이식 후에는 10일에서 14일 후 나타나는 것으로

일과성 림프구가 수혜자의 적혈구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생성

알려져 있다[1]. 이는 공여자의 장기 내 존재하는 B 림프구가 수혜

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4, 5].

자의 혈액 내로 유입되면서 항체를 형성하여 혈청학적, 임상적 증

ABO 불일치 장기이식에서 PLS 진단의 근거가 되는 임상적, 검사

상을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이다[2]. ABO 불일치 장기이식 시 용혈

실적 소견으로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용혈성 빈혈, 직접항글로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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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양성, 적혈구 항원에 대한 공여자 유래 항체 등이 있다[6, 7].
PLS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방법이 사용되며, 혈색소 수치
회복을 위해 수혜자 및 공여자의 혈액형에 모두 적합한 적혈구를
수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8, 9]. 증상이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
우,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 rituximab 등의 면역억제제 또는 정주
용 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bulin),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8].
PLS는 조혈모세포이식과 고형 장기이식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
다[10, 11]. 고형 장기이식의 경우 신장이식보다는 간이식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으며, ABO, Rh, Kidd, Duffy 등 다양한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용혈을 일

eISSN 209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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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경우는 ABO 항원에 대한 항체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이었다. 환자의 혈색소 수치는 수술 후 10일째 9.0 g/dL, 15일째 7.3

가장 많다[12]. ABO 불일치 장기이식에 의한 PLS의 증례는 대부분

g/dL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에 수술 후 15일째 A형 적혈구 1단위

ABO 부부적합(minor mismatch) 이식에 한정된다[2, 13]. 이에 ABO

를 수혈하였다. 수혈 후 혈색소 수치는 8.2 g/dL로 증가하였으나 수

양방향 부적합(bidirectional mismatch) 신장이식 후 발생한 용혈

술 후 17일째 6.6 g/dL로 감소하여 A형 적혈구 1단위를 추가로 수혈

성 빈혈로 일과성림프구증후군을 진단하였던 드문 증례를 소개하

하였고, 수혈 후 7.5 g/dL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였다. 수술 후

고자 한다.

20일째 A형 적혈구 출고 시까지 시행된 혈액형 검사에서 정상적인
A+ 소견을 보였고,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음성이었으며, 실온 생리

증 례

식염수단계의 교차시험 결과는 적합하였다. 수술 후 25일째 수혈
후 혈색소 수치 상승이 없어 진단검사의학과 협의진료가 의뢰되었

만성 신부전 상태의 64세 남자 환자가 ABO 불일치 신장이식을

으며, 당시 시행한 혈액형검사상 환자의 혈장이 A1 혈구와 응집 반

위해 입원하였다. 환자의 혈액형은 A+형, 공여자의 혈액형은 B+형

응(2+)을 보였다. 또한, 직접항글로불린 검사는 polyspecific 약양

이었다. 환자는 과거력상 고혈압, 척추관협착증 및 관상동맥질환

성, anti-IgG 음성, anti-C3d 약양성, anti-IgM 음성, anti-IgA 음성

이 있었다. 환자는 10여년 전 만성신부전 진단 후 2개월 전부터 혈

소견을 나타내었다. 이에 항체용출검사를 시행하였고, 용출된 항

액투석 중이었으며, 입원 시 크레아티닌 수치는 8.2 mg/dL이었다.

체가 A1 혈구와 응집하는 것으로 공여자 유래 anti-A 항체에 의해

Anti-B 역가는 연속희석법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IgG 역가의 경우

수혜자 적혈구가 감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빌리루빈 수

dithiothreitol 처리를 통해 IgM의 활성을 제거한 뒤 측정하였다. 입

치는 수술 후 25일째 1.4 mg/dL (참고범위 0.5–1.8 mg/dL), 망상적

원 시 측정한 anti-B 역가는 1:16/1:2 (IgM/IgG)였으며, 수술 전 면

혈구수는 수술 후 23일째 2.83% (참고범위 0.50–2.85%)이었고 합

역억제를 위해 prednisolo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토글로빈 수치는 측정범위 이하로 검출되지 않았으며(< 5.0 mg/dL),

basiliximab을 투여하였다. 수술 전 혈장교환술은 수술 4일 전 환

젖산탈수소효소는 수술 후 25일째 253 IU/L (참고범위 119–247

자 혈장 용량의 1.2배에 해당하는 신선동결혈장 29단위를 사용하

IU/L)로 증가된 소견으로 PLS에 의한 용혈성 빈혈에 합당한 소견

여 1회 시행되었으며, 수술 당일 시행한 검사 결과 anti-B 역가는

을 보였다.
이후 적혈구제제의 혈액형을 A형에서 O형으로 변경하여 수혈하

1:4/1:2 (IgM/IgG)였다.
수술 전 날 혈색소 12.0 g/dL이었으며 수술 직후 시행한 혈액 검

였으며, 혈색소 수치는 수술 후 25일째 6.3 g/dL에서 O형 적혈구 제

사상 혈색소 10.5 g/dL, 백혈구 수 11,850/μL, 혈소판 수 96,000/μL

제 1단위 수혈 후 8.2 g/dL로 상승하였다(Fig. 1). 용혈에 의한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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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b and LDH levels of the patient after renal transplantation. The light blue line indicates postoperative Hb level observed over time, and the
orange vertical bars indicate LDH levels (LDH reference range: 119–247 IU/L). Yellow, red, and green arrows indicate transfusion of type-A RBCs,
transfusion of type-O RBCs, and therapeutic plasma exchange, respectively.
Abbreviations: Hb, hemoglobin; LDH, lactate dehydrogenase; RBC, red bloo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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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25

POD 28

POD 32

POD 42

POD 49

POD 71

Fig. 2. ABO typing of the patient after renal transplantation. The test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observed using an automated column
agglutination technique by VISION Max (Ortho Clinical Diagnostics, Männedorf, Switzerland).
Table 1. Agglutination strengths with A1 cells and anti-A titer results
of the patient serum after renal transplantation

들에서의 증례도 보고되고 있다[14-17]. 장이식의 경우 비교적 덜

Day

이는 해당 장기에 포함된 림프 조직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18]. 신

POD 25
POD 28
POD 32
POD 42
POD 49
POD 57
POD 71
POD 78

A1 cell

Anti-A (IgM)

Anti-A (IgG)

2+
1+
1+
1+
1+
2+
-

1:2
1:1
1:1
1:1
1:1
1:1
1:1
N/T

1:2
1:2
< 1:2
1:2
1:2
1:2
< 1:2
N/T

Abbreviations: POD, postoperative day; N/T, not tested.

보고되었지만 이식 수술 수 대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장이식의 경우 발생 빈도가 간이식보다는 낮으며, 1991년 이전의
ABO 불일치 장기이식 증례들을 문헌 분석한 Ramsey 등[12]의 보
고에 따르면 ABO 불일치 신장이식 환자의 17%에서 공여자 유래
항체의 생성, 9%에서 용혈 현상이 관찰되었다.
2013년까지 신장이식 환자에서 보고된 99건의 PLS 증례를 문헌
분석한 Nadarajah 등[13]의 연구에 따르면, 이식 수술 후 용혈이 관
찰되기까지 기간은 5일에서 23일 사이로 최빈값은 17일이었다. 용
혈의 지속기간은 최단 3일에서 최장 183일로 다양하였다. 상기 연

신장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장교환술을 총 4회 시행하였

구에서 다루었던 99건의 증례 중 ABO 항원에 대한 항체에 의한

다. 수술 후 25일째 혈장교환술 전 시행한 anti-A 역가는 1:2/1:2

증례는 80건이었으며, 그 중 44건이 수혜자 A형에게 O형 장기를,

(IgM/IgG)이었고, 수술 후 혈장교환술 3회 시행 후 32일째 anti-A

23건이 수혜자 B형에게 O형 장기를, 6건이 수혜자 AB형에게 B형

역가는 1:1/1:2 이하(IgM/IgG)로 감소하였다. 혈색소 수치는 점차

장기를, 5건이 수혜자 AB형에게 A형 장기를, 2건이 수혜자 AB형에

회복하였고, 특이 합병증 없이 환자는 35일째 퇴원하였으며 이후

게 O형 장기를 이식한 경우였다.

외래를 통해 경과 관찰하였다. ABO 혈액형 검사상 A1 혈구에 대한

ABO 불일치 장기이식 시 PLS는 현재까지 보고된 거의 모든 증

응집 반응은 49일째까지 1+로 유지되다가 71일째 음전되었다(Ta-

례에서 ABO 부부적합 이식일 때 발생했다. 특히 A형 수혜자가 O형

ble 1, Fig. 2).

장기를 받았을 때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A형과 O형
이 일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더불어, A형 적혈구

고 찰

에 발현된 A형 항원의 숫자가 AB형 적혈구의 A형 항원 혹은 B형
적혈구의 B형 항원보다 많아 O형 공여자의 림프구가 생성한 anti-

PLS는 전통적으로 간이식과 연관된 증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어

A가 용혈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13]. 본 증례와 같은

왔으나, 소장, 심장, 폐, 췌장, 신장 등을 포함한 다른 고형 장기이식

ABO 양방향 부적합 장기이식에서의 PLS는 2020년 Prethika 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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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초로 보고하였는데, 본 증례와는 반대로 B형 수혜자가 A형

답한 34개 기관 중 19개 기관(55.9%)에서 수혜자의 혈액형과 동일

공여자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그들의 증례에서는 탈감작을 통해

한 적혈구를, 15개 기관(44.1%)에서 O형 적혈구를 ABO 양방향 부

anti-A IgG 역가를 1:64에서 수술 직전 1:4까지 낮추었고 이식 후

적합 고형 장기이식 시에 수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요 배출과 정상 범위의 크레아티닌 수치로 공여받은 신

고형 장기이식 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빈혈, 용혈에 합당한 검사

장의 기능은 확인되었으나, 수술 후 4일째 5.9 g/dL로 갑작스러운

실적 결과, 직접항글로불린 검사 양성 등의 소견을 보일 때 PLS를

혈색소 수치 감소가 관찰되었다. 추가 검사 상 직접항글로불린 검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후 용출검사를 통해 수혜자의 적혈구를 둘

사 2+ 양성, 젖산탈수소효소 271 IU/L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혈색

러싼 공여자 유래항체를 동정하여 PLS를 진단할 수 있다[19]. 간이

소 수치 감소, 혈액도말검사상 구상적혈구(spherocyte) 소견 등을

식 혹은 신장이식 시 PLS를 유발할 수 있는 항체로는 anti-A 혹은

종합하여 면역용혈빈혈 및 PLS를 진단하였고, 환자는 O형 적혈구

anti-B가 가장 흔하였으나, anti-D를 포함하여 Rh 항원에 대한 항체

수혈을 포함한 대증 치료 후 회복되어 수술 후 8일 째 퇴원하였다.

에 의한 사례들도 보고되었으며 드물게는 anti-K, anti-Fy(a), anti-

일반적인 ABO 부부적합에 의한 일과성림프구증후군의 경우 공

Jk(a), anti-Kp(b)에 의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8, 17]. 따라서 환자

여자 유래 림프구에 의한 용혈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자 혈액형의

및 공여자의 항원 표현형을 고려하여 원인 항체의 정확한 동정을

적혈구를 수혈하지만, Prethika 등[19]의 증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

위한 신중한 탐색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럼 양방향 부적합의 경우 공여자 혈액형의 적혈구를 수혈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ABO 불일치 장기이식 중에서도 양방향 부적합

수혜자 본인의 항체에 의해 용혈이 발생하므로 공여자와 수혜자

신장이식 환자에서 나타난 PLS 1예를 보고하였다. 양방향 부적합

모두에게 적합한 O형 적혈구의 수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이식에 의한 PLS의 증례는 이전에 한 번 보고된 바 있으며[19]

ABO 양방향 부적합 장기이식 시 PLS의 발생은 흔치 않은데, 이

한국에서의 증례로는 최초 보고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공여자 유

에 대한 이유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PLS와

래 B 림프구가 사멸할 때까지 O형 적혈구의 수혈 및 알부민 용액

연관되어 발견되는 항체는 IgM보다 IgG인 경우가 많은데, IgG 타

을 이용한 혈장교환술을 통해 치료받았다.

입의 anti-A와 anti-B는 A형이나 B형보다는 O형 공여자에서 그 역
가가 훨씬 높다[4, 12]. 둘째로 림프구의 경우 ABO 항원이 직접 발

요 약

현되는 것이 아니라 분비자(secretor) 여부에 따라 혈장 내에 분비
된 항원이 림프구에 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PLS가 이식편

일과성림프구증후군(passenger lymphocyte syndrome)은 이식

대숙주병의 일종이며 고형 장기이식 시 면역거부반응을 예방하기

편대숙주병의 아형으로, 공여자에서 유래한 B 림프구가 수혜자의

위해 ABO 항원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적혈구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여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 질환이

때, A형이나 B형 공여자로부터의 양방향 부적합 장기이식의 경우

다. 일과성림프구증후군의 진단은 직접항글로불린(direct antiglob-

공여자의 림프구가 수혜자 체내의 면역반응에 의해 빠르게 제거될

ulin test) 검사 양성 소견을 비롯하여 용혈성 빈혈을 시사하는 소

가능성이 높다[20, 21].

견과, 원인이 되는 공여자 유래 항체의 동정을 포함한다. 치료는 보

ABO 부적합은 전통적으로 신장이식의 가장 큰 면역학적 장애

존적 치료를 주로 하며, 공여자 혈액형의 적혈구 수혈과 면역억제

물 중 하나였으나, 1985년 이식 전 탈감작을 통해 최초의 ABO 부

제 투여, 그리고 필요 시 혈장교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성 신

적합 신장이식에 성공한 뒤로 해외 및 국내에서 ABO 부적합 신장

부전 상태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64세 남성이

이식의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탈감작 방법의 발전과 이식

ABO 양방향 불일치 신장이식을 받았다. 수혜자의 혈액형은 A+형

장기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그 비율이

이었으며, 공여자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이식 후, 환자의 혈색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22].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와 신종 감염병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A형 적혈구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색소 수치

유행으로 인한 헌혈량 저하로 적혈구 제제의 수급과 분배는 갈수

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수술 후 25일째, 혈

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BO 불일치 고형 장기이식 후

색소 수치는 6.3 g/dL까지 감소하였다. 젖산탈수소효소 수치의 증

수혈을 위한 적혈구 제제의 혈액형 결정은 혈액형별 재고량을 포

가와 직접항글로불린 검사 결과 양성, 항체용출검사상 anti-A가 검

함한 현실적인 혈액 관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0년

출되어 일과성림프구증후군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적혈구

Kim 등[23]은 ABO 양방향 부적합 고형 장기이식 시 주부적합

수혈을 A형에서 O형으로 전환하였으며,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

(major mismatch)에 준하여 수혜자의 혈액형에 맞춘 적혈구 제제

고 혈색소 수치는 다시 회복하여 수술 후 35일째 특이 합병증 없이

를 수혈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2년 Chung 등[24]의 보고에 따르

퇴원하였다. 본 증례는 ABO 양방향 불일치 장기이식에서의 일과

면, 한국의 77개 대형 병원으로부터 취합한 설문 결과 설문에 응

성림프구증후군 증례로서 한국에서 첫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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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검체를 이용하여 Wright 염색 및 BioFire FilmArray
Gastrointestinal 패널 검사로 진단한 람블편모충증 1예
A Giardiasis Case Diagnosed by Wright’s Stain and BioFire FilmArray Gastrointestinal
Panel Assay Using Stool Sample
윤귀현
Kui Hyun Yoon, M.D.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anbon Hospital, Gunpo and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ksan, Korea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은 오염된

성위장관염 소아환자 대변 검체 378건에서 의사 처방에 의한 병원

물과 음식을 통한 경구감염으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체 검출률은 46%였으며, BioFire FilmArray Gastrointestinal (GI)

있다. 주로 어린이와 면역저하자에서 기회감염을 야기하고, 전세계

패널(BioFire Diagnostics, Salt Lake, UT, USA) multiplex PCR 검사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발

에서 병원체 검출률은 65%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저자

생빈도가 높아 여행자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는 설사 환자의 대변 검체를 이용한 Wright 염색법과 증상별 접근

람블편모충에 의한 감염빈도는 0.18%로 매우 낮고 감소추세에 있

법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람블편모충 감염을 규

지만[1], 작은와포자충(Cryptosporidium parvum), 이질아메바

명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Entamoeba histolytica),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과

2021년 9월에 28세 남자 환자가 5일전 가리비와 오징어 회를 먹

함께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4급 감염병으로

고 발생한 복통과 메스꺼움, 하루 10회 이상의 설사를 주소로 개

분류되어 표본감시감염병으로 감시되고 있다. 람블편모충에 의한

인 병원 치료에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검사 소

감염은 무증상부터 복통을 동반한 설사, 오심, 구토, 체중감소와

견은 백혈구 6,900/μL (호중구 54.6%), 혈색소 16.2 g/dL, 혈소판

만성 설사의 원인으로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다. 설사 원인

291,000/μL, 적혈구침강속도 9 mm/hr,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

병원체를 찾기 위한 검사에는 배양법, 항원검사법, 현미경 검사법,

효소(AST) 23 I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T) 29 IU/L, 감마글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LIS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방법

루타밀전이효소(GGT) 52 IU/L, 나트륨/칼륨/염소: 138/3.8/103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검사를 병원체 별로 수행하기가 어려워 최

mmol/L로 특이사항이 없었다. C-반응단백질은 0.8 mg/dL (참고범

근에는 증상별 접근법(syndromic approach)으로 다중중합효소연

위 < 0.3), 섬유소원은 563.5 mg/dL (참고범위 249-486)로 상승하였

쇄반응(multiplex PCR)법이 이용되고 있다. Stockmann 등[2]은 급

고, 프로트롬빈시간(PT)과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P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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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범위였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독소 B PCR 검사 음성,
대변배양검사에서 살모넬라와 이질균 배양 음성이었다. 증상별 접
근법으로 BD MAX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 Enteric Virus 패널 5종(Norovirus, Rotavirus, Sapovirus, Astrovirus, Adenovirus)과 BD MAX Enteric Bacterial 패널 8종(Salmonella species, Shigella species, Campylobacter species, Shiga
toxin 1 & 2, Yercinia enterocolitica, Enterotoxigenic E. coli, Ple
siomonas shigellioides, Vibrio species)에 대한 다중중합효소연쇄
반응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환자의 대변 검체를 이용하여 직접
도말과 Wright 염색을 시행하였다. 대변 직접도말 검사상 편모충의
영양형이 의심되었으며, Wright 염색에서는 서양배 모양의 핵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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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현: Giardia Lamblia Diagnosed by Wright’s Stain

A

B

Fig. 1. (A) Numerous trophozoites of Giardia lamblia (Wright stain ×200), (B) Pear-shaped trophozoites with two nuclei and flagella (Wright stain
× 1,000).

모 등을 보이는 12-17 × 7-10 μm 크기의 영양형을 확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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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블편모충으로 진단하였다(Fig. 1). 이에 추가적으로 BioFire FilmArray GI 패널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람블편모충 유전자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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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환자는 metronidazole 750 mg을 하루 3회 투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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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LMO 2022:12(4)

1. 6
 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측정한 혈청 25(OH) Vitamin D의 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체내 비타민 D 상태가 불충분(insufficiency)에서
적정(Adequacy)으로 변화한 환자에서 예측되는 혈청 검사 결과의 변화가 아닌 것은?
① 25(OH) Vitamin D 농도 증가
② parathyroid hormone 농도 증가
③ parathyroid hormone 농도 감소
④ osteocalcin 농도 감소
⑤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농도 감소

2. 다음 중 체액에서의 혈구계수기를 이용한 세포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과정은 어떤 것인가?

① 혈구계수 전 자동 혼합기나 수기로 검체를 혼합한다.
② 희석액의 경우, 생리식염수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혈구계수기의 9개의 큰 사각 영역에 200개 미만의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9개의 큰 사각 영역에 있는 세포를 모두 계수한다.
④ 혈구계수기의 9개의 큰 사각 영역에 200개 이상의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모서리에 있는 4개의 큰 사각영역(1, 3, 7, 9)에 존재하는
세포를 계수한다.
⑤ 적혈구의 수는 중앙부 큰 사각영역 내의 5개의 사각 영역(A, B, C, D, E)에서 계수하여 산정한다.

3. A
 병원 검사실에 B사의 자동혈구분석기를 도입하고자 한다. 해당 장비를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guideline에
따라 평가하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잔효(Carry-over) 평가를 위해 저농도 샘플을 3번 연속 측정 후 고농도 샘플을 3번 연속 측정하였다.
② 정밀도(Precision) 평가를 위해 20개의 환자 샘플을 1회씩 측정 후, 다음 날 동일 검사자가 동일 샘플을 1회씩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③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사의 자동혈구분석기와의 비교 평가를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를
구하였으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약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④ 검사 항목에 대해 B사가 제시한 참고치(Reference interval) 검증을 위해 10명의 건강인과 10명의 환자 샘플을 측정하였다.
⑤ 모세포(Blast)에 대한 flag 지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D병원으로부터 백혈병 환자 샘플을 요청하여 입수 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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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과성 림프구 증후군(Passanger lymphocyte syndrome)은 이식편 대 숙주 병의 한 종류로 장기 이식 이후에 일어나는 용혈 현상을
뜻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여자의 장기 내에 존재하는 림프구가 수혜자의 혈액으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② 간, 신장, 심장, 폐 이식 등 다양한 고형 장기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다.
③ ABO 불일치에 의한 경우 양방향(bidirectional) 불일치(mismatch) 이식 시 가장 흔히 발생한다.
④ 일반적으로 용혈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⑤ 공여자의 혈액형과 동일한 적혈구를 수혈하는 것이 빈혈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

5. 다
 음 중 CPIC (The Clinical Pharmacogenetics Implementation Consortium)에서 임상적 유효성 근거를 기반으로 분류한 4개 등급 중
Class A에 속하는 약물-유전자 조합이 아닌 것은?
① CYP2B6-efavirenz
② CYP3A5-tacrolimus
③ UGT1A1-voriconazole
④ IFNL3-PEG-IFN-α
⑤ CYP2C9-meloxicam

  6. 다음 중 (A)와 (B)에 들어갈 단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C-반응단백(C-reactive protein)은 정상인의 혈장에서 중앙값이 1 (A)이고, 99백분위수 값은 약 10 (A)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감도(high-sensitivity) C-반응단백 측정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의 C-반응단백 검사 시약은 저농도과 고농도 범위를
모두 측정하는 전밤위 시약이 많기에 C-반응단백검사의 단위를 (A)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고감도 트로포닌(troponin)의 경우 유럽 및 미국 심장학회 지침에서 (B)로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고, 검사의 민감도가 향상되어
종전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할 시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에 (B)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A)
① mg/dL
② mg/dL
③ mg/dL
④ mg/L
⑤ mg/L

(B)
ng/mL
ng/dL
ng/L
ng/mL
ng/L

7. 다
 음 중 퓨린계 약물의 대사에 작용하며 변이가 있을 시 백혈구 감소증, 간독성, 위장불내성 등의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기에, 약물 사용
전 유전검사를 통해 약물 용법 변경의 고려가 권고되는 유전자의 조합으로 알맞은 것은?
① CYP2C9, VKORC1
② CYP2D6, NUDT15
③ NUDT15, UGT1A1
④ NUDT15, TPMT
⑤ TPMT, R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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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
 음은 검사실에서 정량 분자유전 검사를 도입할 때 검정 항목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한가지
고르시오.
<다음>
규정된 조건에서 동일 분석물질을 반복측정하여 얻은 독립된 값들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① 정밀도(Precision)
② 직선성(Linearity)
③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④ 참고구간(Reference intervals)

9. 우
 리나라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원충류 4종을 제4급감염병으로 분류하여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작은와포자충(Cryptosporidium parvum)
②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
③ 이핵아메바(Dientamoeba fragilis)
④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
⑤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10. 소변 화학(요시험지) 검사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소변 화학 검사는 반정량적으로 보고되므로 비교 평가 시 동일 등급이 나와야 한다.
② 시약(요시험지봉)마다 발색 정도가 다르고, 측정 장비마다 결과 등급이 다를 수 있다.
③ 요 침사나 단백 정량 측정 등 보다 정량성이 높은 검사법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한다.
④ 단백 등급을 크레아티닌 등급으로 나누는 경우 오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7. Comparison of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and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between CYBOW R-600S and AU5800
CYBOW R-600S
uACR (mg/g)
< 30

AU5800 uACR (mg/g) < 30
30–300
≥ 300

Exact agreement rate (%)
κ coefficient (95% CI)

uPCR (mg/g)

30–300

≥ 300

136 (45.3%)

6 (2.0%)

0 (0.0%)

1 (0.3%)

124 (41.3%)

7 (2.3%)

0 (0.0%)

1 (0.3%)

25 (8.3%)

< 150

UC-3500 < 150
264 (88.0%)
uPCR* 150–500
3 (1.0%)
(mg/g)
0 (0.0%)
≥ 500

150–500

≥ 500

2 (0.7%)

0 (0.0%)

20 (6.7%)

4 (1.3%)

2 (0.7%)

5 (1.7%)

95.0

96.3

0.914 (0.872–0.956)

0.819 (0.724–0.915)

Protein data used in the uPCR calculation were obtained from the middle value of the UC-3500 grading concentration.
Abbreviations: uACR,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uPCR,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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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혈
 액에서 세포 밖 혈장(plasma)에 존재하고 암세포에서 유래한 DNA로서, 암의 진단, 치료제 선택, 예후 예측, 치료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는 ㉠에 들어갈 용어는?

㉠

㉠

12. 2
 020년 미국에서 발표된 심각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의 반코마이신 치료적약물농도감시(TDM)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반코마이신 감시지표와 목표로 알맞은 것은?
(Ctrough: 최저농도, Cpeak: 최고농도, AUC: 곡선아래면적, MIC: 최소억제농도)
감시지표
① Ctrough
② Ctrough
③ Cpeak
④ AUC/MIC
⑤ AUC/MIC

목표
10-15 mg/L
15-20 mg/L
30-40 mg/L
400-600
600-800

12권 4호 Quiz 답	1. ②

2. ②
3. ⑤
6. ⑤
7. ④
8. ①
11. 순환종양핵산(circulating tumor DNA, ct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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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③
9. ③
12. ④

5. ③
1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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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2010년 5월 1일 제정)
(2020년 1월 1일 최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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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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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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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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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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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s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되, 25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Uniform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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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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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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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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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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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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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x virus
4) 유전자의 명칭은 이탤릭체(기울임꼴)로 표시한다. (예) BCR-ABL m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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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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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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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uenza diagnosis. https://www.who.i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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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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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quenc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예)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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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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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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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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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of adeG, adeB, adeE, adeY, abeM, and adeJ ef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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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marza P, Arrobas-Velilla T, Romero-Román C, et al. Removing lipe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예)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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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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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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작성의 예)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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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3.3–19.4 †

5.7–26.3 †

0.59 (0.26–1.65)*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G5 (kidney failure) (N = 9)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Kappa/lambda ratio

†

*Data are medians (min-max);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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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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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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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논문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 책임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 본문파일을 해
당 전문분야 3명의 심사위원에게 각각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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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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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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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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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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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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SSN 209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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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recommendations_dec2018.html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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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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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점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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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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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저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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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임원명단
회장

채 석 래 (동국의대)

중소병원봉직의대표이사

정 태 은 (서산의료원)

이사장

전 사 일 (울산의대)

국제협력이사

박 효 순 (성균관의대)

총무이사

이 우 창 (울산의대)

대외협력이사

노 경 호 (일산공단병원)

재무이사

김 명 신 (가톨릭의대)

산학관협력이사

문 희 원 (건국의대)

학술이사

윤 여 민 (건국의대)

감염관리이사

성 흥 섭 (울산의대)

고시이사

정책/보험정책이사

엄 태 현 (인제의대)

수련이사

정책이사

이 경 아 (연세의대)

특임이사(유전자검사)

안 정 열 (가천의대)

ALM 편집이사

이 수 연 (성균관의대)

LMO 편집이사

신 정 원 (순천향의대)

(진단검사의학재단)

이 영 경 (한림의대)

보험이사

박 형 두 (성균간의대)

(진료지침)

송 은 영 (서울의대)

유 수 진 (인제의대)

(질향상지표)

남 명 현 (고려의대)

교육이사

김 유 경 (경북의대)

(근거중심진단검사의학)

신 정 환 (부산의대)

법제이사

서 동 희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적정성관리)

조 용 곤 (전북의대)

홍보이사

이 용 화 (순천향의대)

충청지회이사

손 보 라 (충북의대)

정보이사

최 규 태 (충남의대)

호남지회이사

조 용 곤 (전북의대)

개원의대표이사

백 세 연 (서울의과학연구소)

영남지회이사

김 상 경 (대가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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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화학회 임원명단
회장

이 제 훈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총무이사

박 형 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박 일 규 (한양의대 구리병원)

재무이사

조 성 은 (GC녹십자의료재단)

박 해 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학술이사

김 솔 잎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송 정 한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편집이사

박 필 환 (가천의대 길병원)

이 선 민 (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육이사

이 용 화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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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of the second journal stating the primary reference and the duplicate na-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the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

ture of the paper.

munology, and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ry published quarterly (at

Only those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prepa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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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are eligible for authorship and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Each author should sign the Authorship Responsibility and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attesting that he or she fulfills the

GENERAL CONSIDERATIONS

authorship criteria after acceptance for publication. Authors are required to

1. The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The journal publishes
Original Articles, Case Reports, Brief communications, Letters, Review articles,
Photo Essays, Guidelines, and Perspectiv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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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s are intended for the presentation of brief observations that do not
warrant full-length papers, but have sufficient originality and utility to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The information must be presented in sufficient detail so
that reader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material presented. Brief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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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associated academic society or a related research group. The name of the society or research group should be included in the author list. Original Articles
and Case Repor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8 specific areas, and
the author should state the appropriate area of interest in their manuscripts.
However, the executive editor of each field may request to the author to change
the area of interest and resubmit the manuscript, if necessary.

script.

Specific areas include:
Diagnostic Hematology
Clinical Chemistry
Clinical Microbiology
Diagnostic Immunology
Transfusion Medicine
Diagnostic Genetics
Laboratory Informatics
General Laboratory Medicine

identify their contributions to the work described at the title page of the manu-

3.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Each author is responsible for disclosing
to the Publisher all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garding this manuscript (including sources of support, consulting fee or honorarium, stocks, etc.). Even in
case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should declare it: None
declared. Each author also should sign a statement disclosing any conflicts of interest after acceptance of the manuscript.
4. Acknowledgements: General acknowledgements and research grant are described between 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references.
5. Reporting Sex and Gender: The term sex and gender sh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guidelines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016-0007-6). This includes th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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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tained from all subjects. Identifying information including names, or hospital
numbers should not be published in written description, or photographs. The authors must demonstrate tha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institution wher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p-

2. Authorship: The manuscripts are accepted only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y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The manuscripts published in this journal
cannot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the author(s) wishes a duplicate or a secondary publication, for example, for the readers of a different language, the author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editors-in-chief of both the
first and second journals. Furth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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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J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 Furthermore, all process of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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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o be adjusted to the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of Index Medicus

Research misconduct occurs when a researcher fabricates or falsifies data, or pla-

(http://www.nlm.nih.gov/mesh/MBrowser. html), when possible. When a

giarizes information or ideas within a research report. The definition of miscon-

reagent or instrument is described in the abstract, the author should only

duct can also extend to authorship/publication violations.

mention the name, company, and country, and not the manufacturing city.
4) Introduction: Research hypothesis and specific aim should be described

(1) Fabrication is making up data or results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briefly.

(2) Falsification i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5) Methods: The explanation of experimental methods, devices or apparatus,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and procedures should be concise and sufficient for repetition by other inves-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tigators,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statistical meth-

(3) 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4) Inappropriate authorship includes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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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s should be described.
6) Results: The results should be presented logically using text, tables, and figures.
*4)-6) can be combined in Case Reports.
7) Discuss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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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licts of interests should

PREPARATION OF MANUSCRIPTS
1. The manuscript must be typewritten double-spaced using a 12-point font size on
A4-sized paper using Microsoft (MS) Word. The number of pages should be less
than 21 excluding table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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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legends in the case of
Brief Communications. Acknowledgments should be presented similar to that
in full-length papers. The number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also be kept to a
minimum in the case of Brief Communications. Insert the page number in series at the bottom of each page in manuscrip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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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ed for Brief Communications and Case Reports.
12) Tables and Figures: Each table and figure should be written concisely and
the content of the table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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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s
can be uploaded via the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system in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or 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file formats. 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or bitmap (BMP) files can be uploaded
for the accepted manuscript. The print resolution should be 300 dots per inch

2. Manuscript fil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n the given order:
1) Cover letter: In cover letter, describe the type of manuscript, the specific
area, title, institutional affiliation(s), the highest degree(s), and name of the
author(s), the corresponding author’s information (complete address,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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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affiliation,
position, and year in school to the editorial board. If the authors are affiliated
to different institutions, their names and affiliations should be stated the superscripts 1, 2, 3, etc starting from the first author. We permit only one co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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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 of words in abstract should be plac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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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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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in 250 words or less, and include the subheadings Background,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Each subheading should be summarized in 1
paragraph. Select 3 to 10 key words in English and insert them below the abstract. For Case Reports and Brief Communications, the abstract is limited
to 250 words in a single paragraph without the subheadings. The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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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 or more. For the citation of the contents of tables or figures, indicate
them with Table 1 or Fig. 1. If there are more than 1 insets in the figure, each
one of them should be identified alphabetically i.e. (A), (B), (C), etc. with a corresponding legend. The appropriate location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marked with <Insert Table 1>, <Insert Figure 1>, etc. using the “Memo”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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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2005 or “The Collection of Medical Terms, 4th
edition,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2001 (http://kamje.
or.kr/term) or Laboratoy medicine terminology in 2010 by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2)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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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me of a microorganism should be spelled out the first mention in the
abstract, and original text (example: Eschericia. coli). The names of the genus can be abbreviated subsequently (example: E. coli). However, do no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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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ate the name of the genus if 2 or more genera starting with the same let-

(Example)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

ter are being referred to. Scientific names should always be italicized.

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Example 1] To be italicized: Escherichia coli, Papovaviridae, Hepadnavi-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rus, and Simplex
[Example 2] Not be italicized: streptococci,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virus, and herpes simplex virus
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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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the abbreviation completely at
first mention in the abstract, and original text. Do not use an abbreviation in
the title. The terms listed at the end of the KSLM journal or its website need
not b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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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heses.
[Example 3]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thrombosis (HITT)

(2) Books

7) For an instrument or equipment, mention the name of its model; manufac-

(3)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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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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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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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23rd ed.
St. Louis, MO: Elsevier, 2017:1360-76.

turer, city, (state), and country of an insturmentor equipment in parentheses.

Author, website address,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and the date of

The general name of a reagent should be used. If a trade name is expressed

recent update.

with a general name, it should be placed after it in parentheses. When using a

If the update date is not clear, the references should include the date on which

trade name, indicate the manufacturer, city, state, and country in parenthe-

the author accessed the URL.

ses. Do not use the symbols TM or ® unless necessary. At subsequent mentions
after the first, instruments and equipments can be referred to indicating only

(Exampl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fluenza diagnosis. https://www.who.

the manufacturer in parentheses.

int/influenza/resources/documents/rapid_testing/en/ (Updated

[Example 4] Coulter STKS (Coulter Electronics Inc., Hialeah, FL., USA),
vancomycin (Sigma Chemical Company, St. Louis, MO, USA)

on Jul 2005).
(Example) Epitope Diagnostics, Inc.. Quantitative fecal calprotectin ELISA

8) should be uppercase and italicized to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kit ttp://www.epitopediagnostics.com/kt849 (Last accessed on

9) In the case of numbers greater than 3 digits, a comma should be insert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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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2019).
(4) Government/Organization publications
The full name of organization, title, report number, th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4.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tyle.
1)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in English. All the references in other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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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6
authors followed by et al. if the number of authors is 7 or more. If the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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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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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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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ing lipe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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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terpretive criteria for identif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quenc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Exampl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Exampl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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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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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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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abmedonline.org xv



투고규정

3) An abstract is not permitted to be cited as a reference. For accepted articles

indicating ranges, “±” and × symbols should be the datum point. Numbers

pending publication, those should be cited and described as “in press”. How-

with different units should be aligned to the right in all columns. If there are

ever, the author should have a letter permitting the citation from the author(s).

parentheses, the start of the parentheses and the last letter before it should be

If an author would like to cite a paper that has been submitted but has not been

the datum point.

accepted yet, it should be described as an unpublished data in the text and also

4) Only numbers can be used without parentheses or a period if it represents a

should get a permit letter from the author(s). We do not recommend 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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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communications. If the author(s) cannot provide the reference paper, this reference can be requested to be deleted from the reference list even

5) Explanations below should be in the order of superscripts and abbreviations.

after the acceptance of the paper.

There should be a linebreak between the explanations of each superscript
and/or abbreviations.

5.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1) Number the tables and figures according to their order of citation in the text.
The heading should be inserted above the tables, but the legends should be located below the figures. Periods should not be used in the headings of tables
but are required at the end of figure legends.
2) Only the first letter and proper nouns of the headings and legends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in capital letters.

6) The superscript should be placed on the right side of a word and should be
used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 etc.’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using superscript: *not tested; P<0.05.
7) All nonstandard abbreviations should be explained below. Define them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Abbreviations: NT, not tested and SAA, severe aplastic anemia
8) If a figure is a microphotograph, the staining methods and the magnifica-

3)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should be omitted as much as possible. Text in

tion should be indicated.

the first column of a table should be aligned to the left. Single letters should be

9) If a figure comprises 2 or more pictures, each should be explained either separately as “(A), explanation and (B), explanation” or together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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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mple of Table]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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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3.3–19.4 †

5.7–26.3 †

0.59 (0.26–1.65)*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G5 (kidney failure) (N = 9)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Kappa/lambda ratio

*Data are medians (min-max); †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SUBMISSION, PEER-REVIEW, EDITING, AND PUBLICATION
OF MANUSCRIPTS

2. The authors should indicate 3 or more suggested reviewers and non-preferred
reviewers, if necessary, in the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system.

1. Every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as an electronic file through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along
with the completed “Author’s Checklist” including 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Each author should upload the separate files: Cover letter, title page and
the manuscript file for peer-review exclud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authors and their affiliations. Before uploading the manuscript for the first time,
the authorshould create a new account for “the manuscript submission and review system for LMO”. After the acceptance, each author should sign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and 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Form”. “Author’
s Checklist” and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and Disclosure of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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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ditorial assistant will request to an appropriate executive editor for the relevant
area. The executive editor reviews and sends the manuscript to 3 appropriate
peer-reviewers. On the basis of the comments of the peer reviewers, the executive editor determines whether the article is acceptable or not preliminarily. After the author responds to comments of all reviewers, the (revised) manuscript is
sent to the editor-in-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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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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fied to
the concerned authors, reviewers, or editors by e-mail.
5.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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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nuscript is rejected by 2 reviewers.
2) The author does not respond to the executive editor within 3 months after
request for the correction. The authors will be notified of such rejection by
e-mail.
8. The publication of the article is mainly decided by the executive editor after considering the comments of the reviewer. The final decision and order of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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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submission of a written request signed duly by all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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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ny errors discovered in the article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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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ordinary printing processe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The corresponding author is charged a fee for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CrossRef.
2. The KSLM has the copyright of every submitted manuscript approved for publication in this journal.
3.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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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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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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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s.
 4. Manuscript file is written in the order of abstract (not necessary for Letters to the Editor),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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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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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ili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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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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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s are not superfluous or overlapping, if any.
 20. Tables and figures are consistent with the submission rules, if any.
 21. The location of tables and figures are marked with ‘Memo’ function in MS Word or ‘Note’ function in Adobe Acrobat, if any.
 22. Each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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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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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093-6338

www.labmedonline.org xix

Editorial Board
Editor-in-Chief

Jeong Won Shin, M.D., Ph.D.,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ssistant Editor

Hae In Bang, M.D.,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ecutive Editors
Diagnostic Hematology
Hee Jin Huh M.D., Ph.D.,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Informatics
Pil-Whan Park M.D., Ph.D., Gachon University Gil Hospital

Clinical Microbiology
Jaehyeon Lee, M.D., Ph.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iagnostic Immunology
La-He Jearn, M.D., Ph.D., Hanyang University

Transfusion Medicine and General Laboratory Medicine
Moon Jung Kim, M.D., Ph.D., Myongji Hospital

Diagnostic Genetics
Jung-Sook Ha, M.D., Ph.D.,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ditors

Ji Myoung Kim, M.D., Ph.D. (Diagnostic Hemat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nah Kim, M.D., Ph.D. (Diagnostic Hematology) Konkuk University Hospital
Yeongsic Kim, M.D., Ph.D.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Informatics) The Catholic University
Sang-Kon Lee, M.D., Ph.D.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Informatics) Green Cross Medical Foundation
Jooyoung Cho, M.D., Ph.D.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Informatics) Yonsei University
Young Ree Kim, M.D., Ph.D. (Clinical Microb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 Su Park, M.D., Ph.D. (Clinical Micro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 Young Song, M.D., Ph.D. (Diagnostic Immu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ic Mihn, M.D., Ph.D. (Diagnostic Immunology) Seegene Medical Foundation
Sejong Chun, M.D.(Transfusion Medicine and General Laborator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Sim Park, M.D., Ph.D. (Diagnostic Genetics) Wonkwang University
Eul-Ju Seo, M.D., Ph.D. (Diagnostic Genetics) Asan Medical Center

Scientific Editor

Myoung Hee Park, M.D.,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Ho Kim, M.D., Ph.D., Yonsei University

Editorial Assistants
Yu Jean Le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Sae Rom Kim, M.T.,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xx www.labmedonline.org

eISSN 2093-6338

대한진단검사의학온라인
2022년 10월 1일 발행
				

제12권 제4호
통권 제48호

채석래
신정원
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 행 인:
편 집 인:
발 행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A동 1105호
TEL : (02) 795-9914
FAX : (02) 790-4760
E-mail : kscp2@kams.or.kr
http://www.kslm.org
편집대행: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TEL : (031) 389-8811~6
FAX : (031) 389-8817
E-mail : journal@academya.co.kr

Laboratory Medicine Online
Vol. 12 No. 4

Publisher : Seoklae Chae
Editor : Jeong Won Shin
Published by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Room A-1105, Centreville Asterium Seoul, 37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04323, Korea
TEL : (02) 795-9914
FAX : (02) 790-4760
E-mail : kscp2@kams.or.kr
http://www.ksl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