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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정량 검사에 있어서
ImmunoCAP과 HYTEC 288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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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vitro measurement of allergen-specific IgE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allergy diagnoses. HYTEC 288 system (Hycor Biomedical Inc., USA), which wa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is a fully automated immunoassay for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allergen-specific
IgE.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clinical utility of this in vitro allergy test with that of ImmunoCAP assay (ImmunoDiagnostics, Sweden).
Methods: To evaluate the reproducibility of HYTEC 288 system, 50 serum samples were tested in duplicate each for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1) and D. farinae (d2) specific IgE. To assess the agreement between ImmunoCAP and HYTEC 288 assays, 56 serum samples were tested for the other 21 allergen-specific IgE.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the range of quantitative analysis were observed between HYTEC 288 and ImmunoCAP assays for d1
and d2 (P = 0.65 and 0.55, respectively). The agreements of HYTEC allergen-specific IgE assay with ImmunoCAP within ± 1 class grade were
80% and 100% for d1 and d2,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HYTEC 288 and ImmunoCAP results within the range of quantitative analysis were overally 0.90, regardless of allergen, for d1 and d2 specific IgE, 0.91 and 0.98, respectively. Running times for the HYTEC 288
and Phardia 100 were 5.5 and 4.6 min per test, respectively.
Conclusions: Hycor HYTEC 288 showed a favorable agreement with ImmunoCAP and can be used for fully automated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allergen-specific IgE in the clinic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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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료에 이용되며, 검사의 종류로는 병력 청취 혹은 피부단자 시험
및 항원 유발 검사 등의 체내 검사와 혈청 내 알레르기항원특이

알레르기 질환에서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과

IgE 검사 등의 체외 검사가 있다[1, 2]. 체내 검사인 피부단자 시험
이 재현성이 낮고 환자 상태에 영향을 받는 반면, 혈액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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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검사는 검사의 재현성이 높고 영유아나 피부질환이 있는 환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중요한 진단 도구로 사용된다[1-3]. 혈청
내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항체의 측정 방법 중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MAST)는 화학발광법이나 면역블롯법을 이용
하여 혈청 총 IgE와 여러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항체를 동시에 측
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1], 검사 결과가 반정량적
이고, 검사법에 따라 민감도가 낮거나 여러 항원에 동시 양성을 보
이면 원인 알레르기항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3, 4]. 최
근에는 임상검사실에서 자동화 검사법을 사용하여 알레르기항원
특이 IgE 정량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각 검사원리나 시약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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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항원이 서로 달라서 검사 결과가 상이하다[5, 6]. 국내 대부분

과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고 β-galactosicase가 결합

의 임상검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Phadia ImmunoCAP (Immuno-

된 항 IgE 항체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2차 세척

Diagnostics, Uppsala, Sweden)은 3차원 중합체 형태의 항원이

후 기질액을 넣고 30분간 반응 후 반응정지 용액을 넣고 형광 강도

well에 공유결합되어 있어 알레르기항원특이 IgE의 결합이 용이

를 측정하면 보정곡선에 의해 0.0-100 IU/mL 범위 내에서 WHO 표

하고 형광효소면역분석법(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준 IgE 농도 값으로 보정되어 산출되었고 0.35 IU/mL (class 1) 이상

FEIA)을 사용하여 민감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약 700여 종의 알

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레르겐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7]. Hycor HYTEC 288 system (Hycor Biomedical Inc., Garden Grove, CA, USA)은 최근 국내에 도입

2. HYTEC 288을 이용한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항체의 측정

되었으며, 알레르기항원이 코팅된 디스크를 사용하여 분광광도법

HYTEC 288 system에 전용 시약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침대

으로 측정하는, 일종의 자동 효소면역분석(Enzyme immunoassay,

로 시행하였다. 장비 내의 검사과정은 혈청 50 µL를 알레르기항원

EIA) 장비로 검체 및 시약을 장착하면 이후의 모든 검사 과정이 자

이 코팅된 디스크와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세척 후 50 µL의

동으로 진행되어 여러 알레르기항원항원특이 IgE를 검사할 수 있

특이 IgE/총 IgE conjugate를 첨가한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켰

었고 약 950종의 알레르기항원이 있다[8]. 저자들은 환자군을 대

다. 세척 후 발색 용액과 50분간 반응 후 반응정지 용액을 넣고 흡

상으로 국내에 새로이 도입된 Hytec 288 system으로 측정한 알레

광도를 측정하면 보정곡선에 의해 0.35-100 IU/mL 사이의 농도가

르기항원특이 IgE 결과를 기존의 ImmunoCAP 결과와 비교하고,

산출되었으며, 0.35 IU/mL (class 1)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임상적 진단명이나 피부단자 시험(Allergopharma, Rein-bek, Germany) 결과 혹은 MAST (Advansure system, LG Life Science,

3. HYTEC 288 system의 재현성 평가

Seoul, Korea)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HYTEC 288 system의 임상적

50개의 검체로 d1과 d2 항원 특이 IgE를 각각 2회씩 측정하여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검사장비별로 각 검사과정에

HYTEC 288 system의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정량 결과를 반정량적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여 국내 임상검사실에서의

인 7단계 (class 0, < 0.35 IU/mL; class 1, 0.35-0.7 IU/mL; class 2,

적용 가능성에 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Table 1. Tested allergens and agreement between ImmunoCAP and
HYTEC assays

대상 및 방법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어 양산부산대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체외 검사를 시행한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0-74세, 연령 중간값은 16세였고, 남성
36명, 여자 29명을 포함하였다.
환자에게 의뢰된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검사를 기존 MAST나
ImmunoCAP으로 시행한 후, 잔여 혈청을 2-8°C에 냉장 보관하였
다가 1주일 이내에 육안으로 용혈 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사용하였
다. 또한, 항원별로 1-20개씩, 총 56개 검체에 대해서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1)와 D. farinae (d2) 이외의 21종의 항원
(Table 1)에 대해 총 163건의 특이 IgE 검사를 시행하여 ImmunoCAP과 HYTEC 288 system 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양
산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었다(IRB No. 02-2012-033).

1. ImmunoCAP을 이용한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항체의 측정
Phadia 100 (ImmunoDiagnostics, Uppsala, Sweden) 장비로 전용
시약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침대로 측정하였다. 장비 내의 검사
과정은 혈청 40 µL를 반응컵에 담긴 cellulose sponge 형태의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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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
code
D1
D2
E1
E5
F1
F2
F4
F13
F14
F23
F24
F26
F27
F49
F75
F83
G2
I6
M3
M6
T3
W1
W6

Allergen
common name

Sample
ImmunoCAP
± 1 class
No.
positive case No. agreement No. (%)

Dust mite
(D. pteronyssinus)
Dust mite
(D. farinae)
Cat dander
Dog dander
Egg white
Cow’s milk
Wheat
Peanut
Soybean
Crab
Shrimp
Pork
Beef
Apple
Egg yolk
Chicken
Bermuda grass
Cockroach
Aspergillus fumigatus
Alternaria alternata
Common silver birch
Short (common)
ragweed
Mugwort

50

34

10 (80.2)

49

36

49 (100.0)

12
12
19
20
12
11
11
8
15
5
2
1
1
3
2
12
1
9
1
3

6
5
5
4
3
3
3
5
4
0
0
0
0
0
1
6
0
4
1
0

11 (91.7)
7 (58.3)
16 (84.2)
19 (95.4)
12 (100.0)
11 (100.0)
11 (100.0)
6 (75.0)
13 (86.7)
5 (100.0)
2 (100.0)
1 (100.0)
1 (100.0)
3 (100.0)
2 (100.0)
11 (91.7)
1 (100.0)
8 (88.9)
1 (100.0)
3 (100.0)

3

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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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5 IU/mL; class 3, 3.6-7.5 IU/mL; class 4, 7.6-17.5 IU/mL; class

ing 회귀 상관식을 표기하고 Bland–Altman 도표를 그렸다[9, 10].

5, 17.6-100 IU/mL; class 6, >100 IU/mL)로 변환하여 2회의 측정결

결 과

과 간에 한 단계(±1 class) 이내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4. 상관성 평가

1. 주요 항원에 대한 ImmunoCAP 검사결과의 분포

ImmunoCAP과 HYTEC 288 결과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0명의 환자의 혈청에 대해 ImmunoCAP으로 검사한 50건의 d1

정량 결과를 위와 같이 반정량적인 7단계로 변환하여 ± 1 class 이

과 49건의 d2 항원 특이 IgE 정량 검사 결과를 얻었고, 그중 각각

내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두 검사 방법 간에 두 단계(2 class) 이상

34건과 36건에서 0.35 IU/mL 이상의 양성 결과를 보였다. 검사결

차이를 보이는 경우, 피부단자 시험 및 MAST 검사 결과와 임상적

과는 d1 특이 IgE는 0.2->100 IU/mL, d2 특이 IgE는 0.00->100

진단명을 참고하여 어느 쪽의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였다. 피

IU/mL로 나타나 측정 범위 전체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였고, 그 결

부단자 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항원 기호의 알레르기항원

과를 반정량 class로 변환하여도 d1, d2 특이 IgE 각각에 대해 각

에 대한 피부단자 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쪽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

class별로 2-16개의 결과치가 고르게 포함하였다. 그 외 다른 21종

로 판단하였다. 피부단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적

의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결과는 163건 중 50건이 양성 결과를 보

진단명이 알레르기 질환인 경우에는 두 검사결과 중 결과값이 양

였으며, 검체 수가 5개 이하인 10종을 제외한 11종의 항원에 대하

성인 쪽을, 임상적 진단명이 알레르기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여 20-73%의 양성률을 보였다(Table 1).

한 항원 기호의 알레르기항원에 대하여 MAST 검사 결과가 class 2
(0.7 kU/L) 이상의 반응을 보이더라도 ImmunoCAP이나 HYTEC

2. HYTEC 288의 재현성 평가 결과

288 결과 중 음성인 쪽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두 검

HYTEC 288 system으로 d1과 d2 항원에 대하여 각각 50개 검체

사벙법에 의한 결과가 모두 양성이고 임상적 진단이 알레르기 질

를 2회씩 반복 검사하여 얻은 결과에서 반정량적 구간으로 해석했

환인 경우에는 MAST 결과에 더 가까운 class를 보이는 쪽을 신빙

을 때 2 class 이상 차이 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고, d1에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부단자 시험은 홍반과 팽진의 크

대해서 2개, d2는 5개 결과 쌍의 결과가 1 class 차이를 보였다. d1

기가 양성대조군보다 크거나 3 mm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

과 d2 항원에 대한 2회의 반복 검사에서 정량구간인 0.35-100 IU/

하였다.

mL에 포함되는 결과를 보인 25개와 23개 결과 쌍으로 paired t-test
를 시행한 결과 P value가 각각 0.65, 0.5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5. 검사소요시간 측정

않았다(Table 2).

검사실에서의 유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system의 검사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HYTEC 288은 48개 검체를 사용하여 d1과 d2

3. ImmunoCAP과 HYTEC 288 결과의 상관성 비교

항원 특이 IgE를 각각 2회씩 검사하면서 각 단계별로 시간을 측정

HYTEC 288 검사 결과를 ImmunoCAP 결과와 반정량적으로 비

하여 평균을 내었다. ImmunoCAP은 48개 검체로 여러 알레르기항

교하였을 때 2 class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d1에 대해서 10건, d2

원특이 IgE를 한번에 검사하면서 각 단계별로 시간을 측정하였다.

는 0건으로, 각각 80%와 100%의 1 class 이내의 일치도를 보였다.
항원에 상관없이 정량 구간 내에 속한 84개의 두 검사법 간의 결과

6. 통계학적 분석
통계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Corporation, Red-

를 비교한 상관계수는 0.90으로 나타났고, 각각 1개씩의 이탈치
(outlier)를 제외한 d1, d2 항원별 특이 IgE 정량 결과의 상관계수(r)

mond, WA, USA)과 Analyse-it for Microsoft Excel version 2.30
(Analyse-it Software, Ltd., Leeds, UK)을 이용하였다. Hycor HYTEC 288 system의 항원 특이 IgE의 재현성 평가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P value <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판정하였다. 특히 양쪽 장비의 정량측정구간 0.35-100 kU/L에

Table 2. Reproducibility of Hycor HYTEC 288 test results in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and D. farinae
Allergens

해당하는 결과는 항원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Pearson 상관

Mean (IU/mL)
Mean difference (IU/mL)

계수(r)를 구한 후, 개별 결과가 통계량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많
은 d1과 d2 항원 특이 IgE의 경우에는 DR rule에 의해 이탈치(outlier)를 제외하고 상관계수(r)를 구하였다. 산점도에 Weighted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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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teronyssinus
1st Run
10.92

D. far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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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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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difference (%)

1.55

5.69

F-test P value

0.86

0.52

P value

0.6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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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serum specific IgE levels measured by ImmunoCAP and HYTEC assays. (A, B) Scatter plot with Deming fit and residual plot of
84 allergen-specific IgE results within the range of quantitative analysis. (C, D) Scatter plot with Deming fit and difference plot of d1-specific IgE.
(E, F) Scatter plot with Deming fit and difference plot of d2-specific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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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discrepant results between HYTEC 288 and ImmunoCAP compared with clinical diagnosis (N=26)
Allergens (code)

ImmunoCAP

HYTEC 288

Class

Conc. (IU/ml)

Class

Conc. (IU/ml)

1
3
1
0
0
1
1
2
1
3
2
1
1
1
3
1
2
2
2
2
5
6
5
5
6
6

0.36
8.54
0.47
0.28
0.03
0.44
0.51
0.71
0.58
6.7
0.94
0.43
0.43
0.36
12
0.61
0.90
0.71
0.71
0.94
63.30
> 100
68.30
72.90
> 100
> 100

0
0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4
3
3
4
4

< 0.35
< 0.35
< 0.35

Cat dander (E1)

Dog dander (E5)
Cockroach (I6)
Crab (F23)
Shrimp (F24)
Egg white (F1)
Alternaria alternata (M6)
Cow’s milk (F2)
Aspergillus fumigatus (M3)
Bermuda grass (G2)
D. pteronyssinus (d1)

1.73
1.49
< 0.35
< 0.35
< 0.35
< 0.35
< 0.35
< 0.35
< 0.35
< 0.35
< 0.35
< 0.35
< 0.35
0.19
< 0.35
< 0.35
< 0.35
15.52
24.31
16.30
13.29
48.88
49.62

Skin prick test

MAST

Clinical diagnosis

Cat fur 3+
NT
NT
Dog 1+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
6+
3+
N
2+
2+
2+
1+
2+
2+
2+
2+
2+
3+
0
2+
NT
6+
3+
3+
4+
3+
3+
4+
4+

Atopic disease
Atopic disease
Atopic dermatitis
Atopic disease
Allergic rhinitis
Pharyngotonsillitis
Atopic dermatitis
Allergic rhinitis
Allergic rhinitis
Allergic rhinitis
Parainfluenza infection
Atopic dermatitis
Atopic disease
Chronic pansinusitis
Cutaneous neurosis
Atopic rhinitis
Chronic cough
Urticaria, Eczematous dermatitis
Pruritis
Atopic dermatitis
Atopic rhinitis
Atopic disease
Atop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Bolded; clinically more significant results.
Abbreviation: NT, not tested.

Table 4. Running time of Phadia100 and HYTEC 288 systems

나타났다(Table 1).

Measuring Time (min)
Process
Pre-analysis
Sample loading and incubation
Washing
Conjugate addition
Incubation
Washing
Substrate addition
Incubation
Stop solution
Reading
Print-out
Total
Running time per test

HYTEC 288 System
(48 test)
2
64
45
2
30
45
2
60
2
5
5
262
5.5

Phadia100 System
(48 test)
44
35
4
5
30
15
9
30
15
23
10
221
4.6

는 각각 0.91, 0.98로 나타났다. 두 검사법 간 결과 차이는 d1과 d2

4. ImmunoCAP과 HYTEC 288 검사에서 불일치
23종의 항원에 대한 ImmunoCAP과 HYTEC 288 검사 결과, 총
253건의 짝을 이룬 결과 중에서 26건(10.3%)에서 2 class 이상 차이
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15건(56%)에서 HYTEC 288 검사결과
가 임상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Table
3). 26건 중 피부단자 시험을 시행한 경우는 4건으로 그중 3건에서
HYTEC 288 결과가 피부단자 시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피부단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22건 중 16건은 두 검사 결과 값이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졌으며, 그중 10건에서 HYTEC 288 결과가 임상적
진단과 일치하였다. 두 검사 결과가 모두 양성인 6건은 HYTEC 288
의 결과가 MAST결과와 가까워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검사소요시간 평가

특이 IgE에서 ImmunoCAP 대비 HYTEC 288의 결과가 -91.9%

Phadia 100과 HYTEC 288 장비에서 각각 48개의 검체를 분석하

(95% 신뢰구간 -104.5~-79.3%), -40.5% (95% 신뢰구간 -57.8~-23.1%)

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3시간 40분, 4시간 22분이었고, 수작업

의 편재(bias)를 나타내었다(Fig. 1). 그 외 다른 21종의 항원특이

에 소요되는 시간은 Phadia 100에서 79분, HYTEC 288에서 66분

IgE 결과의 1 class이내 일치도는 항원별로 58.3-100%로 다양하게

이었다. 검체 한 개당 검사 소요시간은 Phadia 100 약 4.6분,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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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288 약 5.5분이었다.

과와의 일치율이 각각 69%와 81%로 HYTEC 288쪽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총 23종의 항원 특이 IgE의 반

고 찰

정량 결과에서 2 class 이상 차이를 보인 결과들을 피부단자 시험,
MAST 결과 및 임상적 진단과 연관하여 해석하였을 때 56%에서

국내에서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질환의

HYTEC 288의 결과가 임상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을 위해 알레

났기에 검사의 성능을 평가할 때 임상적 자료 없이 ImmunoCAP

르기항원특이 IgE의 정량적 측정은 원인 알레르기항원의 확인을

결과만을 기준으로 민감도나 특이도를 산출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11-13].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자료일 수 있다. 실제로 장비간 비교 결과를 정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정량검사 시약으로는 Phadia ImmunoCAP

성적 혹은 반정량적으로 해석한 경우 일치도가 좋다는 보고는 많

system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Siemens Immulite

지만 Wang 등[17]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병력상 임상적

2000와 Hycor HYTEC 288 등의 시약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Col-

반응군에 속하는 15명의 환아에 대해 HYTEC 288의 전신인

lege of American Pathologist (CAP) survey에 따르면 정성적인 결

Turbo-MP의 임상적 반응도에 대한 결정점이 ImmunoCAP 값에

과해석으로는 이들 3가지 검사의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비해 결과가 계란에서는 비슷했으나, 우유에선 낮고, 땅콩에선 다

보였다[14]. 그러나 비록 항원 기호가 같다고 하더라도 검사 시약의

양하게 나타난 바가 있어, ImmunoCAP으로 연구된 정량 결과치를

제조원에 따라 검사방법 간의 정량 측정값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

다른 장비 결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음식 회피 등 치료적 결정에

차이를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때는 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전자동화 장비인

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상검사실에 의

Hycor HYTEC 288 system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기

뢰된 환자의 잔여 검체를 사용하였으므로 검체량이 부족한 경우

존에 사용하고 있는 Phadia ImmunoCAP system과 비교하였다.

여러 항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d1과 d2 이외의 항원에

본 연구에서 d1과 d2 항원을 대상으로 50개의 검체에 대해 실시

대해서는 정량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한 HYTEC 288의 재현성 평가에서 반정량적 구간으로 해석했을

진단의 확진검사인 피부단자 시험을 시행한 환자의 수가 적었고,

때 2 class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고, 정량구

임상진단명 외에 다른 기준이 없어 두 검사 결과 중 신빙성을 판단

간 0.35-100 IU/mL 내의 검체에 대해서 P value가 각각 0.65, 0.55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YTEC 288의 영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높은 재현성을 보였다.

보정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ImmunoCAP의 정량 한계를 확장하지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형 항원에 대해 두 system을 비교

못해 0.35 IU/mL 미만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으며, 일부 항원에

한 Corey 등[15]의 연구에서는 1 class 이내에서 HYTEC 288과 Im-

대해서는 검체수가 5개 미만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항원에 대한

munoCAP 결과 간에 69%의 일치율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d1

HYTEC 288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원별로 좀

과 d2 항원에 대한 1 class 이내의 일치율이 각각 80%와 100%로

더 많은 수의 검체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항원 특이 IgE 검사 결과가

본 연구에서는 두 검사 system의 검체당 검사소요시간과 수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약이나 장비의 기술적 차이뿐 아니라 항원

업 시간을 분석하여 임상검사실에서 다량의 검체를 처리 시 Hytec

물질의 원천이나 가공의 차이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6] 시약이 출

288 system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HYTEC 288 system에서 한번

시된 후 시간이 지나면 원료물질의 변경 등으로 검사 성능이 변할

에 장착할 수 있는 검체 수는 50개로 Phadia100의 48개와 비슷하

수도 있다.

지만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검사건수는 288건으로 5배 정도 많았

1997년 피부단자 시험 양성인 환자의 혈청을 대상으로 2447건

다. 각각 48개의 검체를 장착하여 여러 항원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의 HYTEC EIA 검사 결과를 분석한 Kontis 등[16]의 연구에서는

때 HYTEC 288 system의 수작업 시간이 더 짧아 많은 수의 검사

ImmunoCAP과의 상관계수(r)를 0.77로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

를 수행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에서는 HYTEC 288 system과 ImmunoCAP system을 비교하여 전

결론적으로 HYTEC 288은 기존의 ImmunoCAP system과 우수

체적으로나 d1과 d2 항원 특이 IgE에 대한 정량구간내의 두 검사

한 상관성을 보이고, 임상적 신빙도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많

간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두 검사 간의 우수한 상관성을 다시

은 건수의 알레르기항원특이 IgE 정량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에

확인하였다. 보통 항원 특이 IgE 검사의 평가를 위해서는 Immu-

서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검사 장비이다.

noCAP이나 피부단자 시험 결과와 비교하게 되는데[5], Corey 등
[15]의 연구에서 ImmunoCAP과 HYTEC 288의 피부단자 시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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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결론: HYTEC 288 system은 ImmunoCAP 결과와 높은 일치도를

bias estimation using patient samples; approved guideline-second edi-

보였으며 전 자동화된 알레르기항원특이 IgE의 정량검사로서 임

tion. CLSI document EP9-A2.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

상검사실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dards Institute, 2002.
11. Lee SI, Shin MH, Lee HB, Lee JS, Son BK, Koh YY, et al. Prevalen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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