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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화학

한 검사실 내에서 사용 중인 두 대의 자동임상화학검사기기
간 결과값의 동등성검증
Verification of Comparability among Quantitative Results Obtained Using Multiple
Instruments within a Health Care System
김보현·차영주

Bo Hyun Kim, M.D., Young Joo Cha, M.D.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comparability of results obtained for the same analyte using more than 1 instrument should be evaluated periodically. We used
a standardized guideline (C54-A) proposed by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 2008 to verify comparability of patient results between 2 automated biochemical analyzers used within 1 healthcare system.
Methods: Comparability between 2 automated biochemical analyzers [OLYMPUS AU5421 (Beckman-Coulter, USA)] were evaluated using patient
blood samples. The test parameters were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alanine transamin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blood urea nitrogen,
calcium, cholesterol, creatinine, direct bilirubin,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glucose, ionized phosphorus, lactate dehydrogenase, protein, total
bilirubin, and uric acid.
Results: Quality control data for 6 months were used to calculate the desired concentration. Biological variation was used to establish critical differences and determine the number of replicates. The calculated ranges of all test parameters were less than their critical differences, so comparability between the 2 instruments was considered acceptable.
Conclusions: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54-A guideline is useful for the verification of comparability of results obtained
with 2 instruments within 1 healthcare system.
Key Words: Bias, Quality control, Comparative study

서 론

의해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사의 자동화가 됨에 따라 시
간당 검체처리량 증가, 비용절감, 인력감소, 검사시간 단축, 정도관

최근 질병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학기술이 급격히 발

리 향상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1, 2].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검

전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사 결과를 얻기 위해 검사실에서는 한 장소 내에 대체장비(backup

있다[1]. 신속, 정확, 경제적인 검사는 검사실의 통합 및 자동화에

instrument)나 현장검사장비(POCT) 등 여러 대의 검사장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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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서로 다른 검사장비
간 동등한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은 환자의 진단이나 추적검사 결과
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검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정시약 제품번호(calibrator lot)와
시약제품번호(reagent lot)가 변경될 때 보정(calibration)과 유지관
리(maintenance procedure)가 수행되며, 그 외 환자의 검사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각 검
사장비 간에 서로 비교 가능한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
한 통계적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이고
일정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보증할 수 있고, 환자 검사 결과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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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사 결과의 동등성

검증에서는 두 대의 OLYMPUS AU5421로 검사 중인 임상화학검

검증은 양질의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3].

사항목 중 앞서 제시한 16항목에 대하여 높은 농도와 낮은 농도에

2008년 5월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가
한 검사실 내에서 정량검사 결과들의 비교검증방법에 대한 지침

대한 각각의 정도관리물질을 이용한 6개월간의 정도관리 데이터
를 이용하였다.

(C54-A)을 발간함에 따라 환자 검체에 대한 검사방법 간 검사 결과

2) 각각의 정도관리물질에 대한 두 장비 간 변이계수를 비교하

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

여, 그 차이가 2배 이하이면 스튜던트범위검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

었다. 이에 중앙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화학검사실에서

으므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한다.

사용하고 있는 두 대의 자동임상화학검사장비를 CLSI C54-A 지침
에 맞추어 동등성을 검증하여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3) 비교검사를 위한 농도의 근사치를 파악하기 위해 두 장비로
부터 얻어진 각각의 정도관리물질의 통합변이계수(pooled coefficient of variation, pooled CV) (%)를 계산한다. 통합변이계수를 계

재료 및 방법

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이때 CV1과 CV2는 각각의 장비로부터
얻어진 장비별 CV를 뜻한다. 본 연구의 검증대상인 16항목에 대한

1. 검사장비
중앙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2010년 6월부터 IDS 2000

각각의 통합변이계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Pooled CV = (CV12+CV22/2)1/2

plus (IDS Co., Ltd., Kumamoto, Japan)를 이용한 검사실자동화시스

4) 비교 검체 선정에 사용할 검체의 농도범위를 구한다. 두 장비

템(total laboratory automation, TLA)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로부터 얻어진 정도관리물질의 통합평균(pooled mean)을 다음과

동임상화학검사기기, OLYMPUS AU5421 (Beckman-Coulter, Ful-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통합평균의 ± 20% 이내의 농도를 갖는 검

lerton, CA, USA) 두 대를 이용하여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OLYM-

체를 선택한다. 본 검증대상인 16항목에 대한 각각의 통합평균 및

PUS AU5421은 시간당 4,100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의접근

농도범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방식의 자동임상화학검사기기이다.

Pooled mean = (Mean1+Mean2)/2
5) 동일한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른 장비를 이용해 측정하였을

2. 동등성 검증항목

때 얻어진 결과값에 대해 적용할 적합성기준의 적절한 수준을 설

알부민, 알칼리인산분해효소(ALP),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

정한다. 설정된 적합성기준에 근거하여 동등성검증에 적용할 허용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T), 혈액요소질소(BUN), 칼슘,

가능차이(임계차, allowable difference, or critical difference)를 설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직접빌리루빈,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정한다. CLSI C54-A 지침에서는 6가지 방법의 우선순위를 제시하

(GGT), 포도당, 이온화인(ionized phosphorus, IP), 젖산탈수소효소

고 있는데, 본 검증에서는 그중 Westgard QC database [4]에 근거한

(LDH), 단백질, 총빌리루빈, 요산의 16항목에 대하여 결과값의 동

생물학적변동성(biological variability)을 적합성기준으로 사용하

등성을 검증하였다.

였고, 이 경우 허용가능차이는 개인내변동성(within-subject variability)의 1/3 값이 된다. 금번 검증대상인 16항목에 대한 허용가능

3. 동등성검증에 사용한 검체

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CLSI C54-A 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로 동등성검사를 시행할 측

6) 측정반복횟수를 정한다. 비교하고자 하는 장비(또는 방법)의

정물질의 농도범위를 확인하여 그 농도범위에 속하는 결과값이 얻

수와, 각각의 정도관리물질에 대한 통합변이계수, 그리고 허용가

어진 환자 검체를 이용하여 동등성검사를 시행하였다.

능차이에 근거한 임계차(%) 표(Table 2)를 사용하여 측정반복횟수
를 결정한다. 금번 검증대상인 16항목에 대한 각각의 측정반복횟

4. 동등성 검증방법

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CLSI C54-A 지침(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결과의 동등성검

7) 각 검체마다 각각의 장비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을 구하고, 이

증: Verification of Comparability of Patient Results Within One

를 이용하여 전체 평균(grand mean), 범위(range), 범위(range, %)

Health Care System: Approved Guideline)에서 제시한 스튜던트범

를 구한다.

위검정방법(Studentized range test)에 따라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등성검증을 하고자 하는 검사 항목과 장비를 선택하고, 각
각의 장비에서 얻어진 장기간의 정도관리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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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위(%)값이 5)에서 설정한 허용가능차이보다 작은 값이면
두 장비 간의 동등성(comparability)은 적합하다고 판정한다. 만약
범위(%)가 허용가능차이보다 크다면 분석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
교를 반복한다.

http://dx.doi.org/10.3343/lmo.2014.4.2.65

김보현 외: Comparability Verification among Quantitative Results

Table 1. Calculated mea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analyte concentration, replication number, and critical differences for comparability
testing
Parameters (units)

Control 1 (Low concentration)

Control 2 (High concentration)

Pooled Mean

Pooled CV (%)

Pooled Mean

Pooled CV (%)

Low
concentration

High
concentration

1.84
1.82
2.64
2.64
2.59
1.38
1.35
1.67
3.33
1.60
1.40
1.52
4.45
1.27
5.13
1.31

3.80
753.50
122.00
136.00
51.80
13.15
293.60
4.99
2.00
141.00
227.00
7.00
479.00
6.35
4.22
8.90

1.57
1.75
1.58
1.82
1.69
1.30
1.35
1.60
2.05
1.33
1.28
1.13
3.30
1.26
2.01
1.17

2.16-3.24
140.80-211.20
32.40-48.60
36.00-54.00
12.64-18.96
7.56-11.34
118.32-177.48
0.96-1.44
0.24-0.36
39.60-59.40
78.00-117.00
2.64-3.96
103.20-154.80
3.46-5.18
0.62-0.94
3.68-5.52

3.04-4.56
602.80-904.20
97.60-146.40
108.80-163.20
41.44-62.16
10.52-15.78
234.88-352.32
3.99-5.98
1.60-2.40
112.80-169.20
181.90-272.40
5.60-8.40
383.20-574.80
5.08-7.62
3.37-5.06
7.12-10.68

Albumin (g/dL)
ALP (IU/L)
ALT (IU/L)
AST (IU/L)
BUN (mg/dL)
Calcium (mg/dL)
Cholesterol (mg/dL)
Creatinine (mg/dL)
Direct bilirubin (mg/dL)
GGT (IU/L)
Glucose (mg/dL)
Ionized phosphorus (mg/dL)
LDH (IU/L)
Protein (g/dL)
Total bilirubin (mg/dL)
Uric acid (mg/dL)

2.70
176.00
40.50
45.00
15.80
9.45
147.90
1.20
0.30
49.50
97.50
3.30
129.00
4.32
0.78
4.60

Replication
Critical
number difference (%)
6
5
2
4
5
6
5
5
4
2
5
5
6
6
5
4

1.03
2.13
8.10
3.97
4.10
0.63
1.80
1.76
12.26
4.60
1.90
2.83
2.86
0.90
7.90
3.00

Abbreviations: ALP, alkaline phosphatase; ALT, alanine transamin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BUN, blood urea nitrogen; GGT,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Table 2. Critical differences (%) for the range test adopted from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54-A, Appendix B*
Methods
2
2
2
2

Analytical CV (%)

Replicates
2
3
4
5

1

2

3

4

5

6

4.298953
2.266968
1.730228
1.458445

8.597906
4.533936
3.460456
2.916890

12.896860
6.800903
5.190683
4.375335

17.195810
9.067871
6.920911
5.83378

21.494760
11.334840
8.651139
7.292225

25.79372
13.60181
10.38137
8.75067

*For example, for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GGT), the number of instruments (or methods) to compare was 2, and the analytical coefficients of variation (CVs) of GGT
are 1.33% and 1.60%. Therefore, column 1 and column 2 of analytical CV are selected. The critical difference (%) for GGT was 4.60%, which lies between the critical difference values for 2 replicates. Therefore, the corresponding replicate number is 2.

결 과

로 이들 항목 또한 동등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의 항목들
(알부민, 칼슘, LDH, 단백질)은 각각 6회의 반복측정을 하였고, 계

16종의 임상화학검사항목에 대한 동등성검증결과는 Table 1 및

산된 범위(%)값이 허용가능차이값(알부민 1.03%, 칼슘 0.63%,

Table 3과 같다.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두 장비로부터 얻어진 정도

LDH 2.86%, 단백질 0.9%)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으므로 역시 동등

관리물질의 변이계수가 2배 이하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스튜던트

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상기 16항목에 대해 본원

범위검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ALT와 GGT는 각각 2회 반복

임상화학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두 대의 Olympus AU5421 장비로

측정하였고, 계산된 범위(%)값은 각 항목의 허용가능차이 값(ALT

분석한 결과는 동등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8.1%, GGT 4.6%)보다 작았으므로 동등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
었다. AST, 직접빌리루빈, 요산은 각각 4회 반복 측정하였고, 이로

고 찰

부터 얻어진 범위(%)값이 허용가능차이 값(AST 3.97%, 직접빌리
루빈 12.26%, 요산 3%)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으므로 동등성이 유

근래 검사실은 나날이 검사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

지됨을 확인하였다. ALP, BUN,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포도당,

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등 양질의 서비스

IP, 총빌리루빈은 각각 5회의 반복측정 후 계산된 범위(%)값이 허

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5-9].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한 검사실

용가능차이값(ALP 2.13%, BUN 4.1%, 콜레스테롤 1.8%, 크레아티

내에서 두 대 이상의 장비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닌 1.76%, 포도당 1.9%, IP 2.83%, 총빌리루빈 7.9%)보다 작았으므

는데, 이때 두 대 이상의 장비에서 얻어진 검사 결과를 비교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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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result of the calculated range with the critical difference determined in Table 1
Parameters (units)
Albumin (g/dL)
ALP (IU/L)
ALT (IU/L)
AST (IU/L)
BUN (mg/dL)
Calcium (mg/dL)
Cholesterol (mg/dL)
Creatinine (mg/dL)
Direct bilirubin (mg/dL)
GGT (IU/L)
Glucose (mg/dL)
Ionized phosphorus (mg/dL)
LDH (IU/L)
Protein (g/dL)
Total bilirubin (mg/dL)
Uric acid (mg/dL)

Grand mean
Low concentration

Range (%)

High concentration

Low concentration

High concentration

4.43
707.70
97.12
124.67
54.06
12.73
265.60
5.86
2.15
167.60
217.90
7.70
443.00
7.56
4.60
10.21

0.22
1.49
0.45
1.61
0.30
0.23
0.62
1.57
0.00
0.49
1.21
1.18
0.78
0.25
0.00
0.64

0.83
1.44
0.26
1.93
0.44
0.18
0.30
0.51
0.00
0.36
1.19
1.04
2.26
0.77
0.87
1.22

3.00
147.10
33.37
38.76
13.14
8.69
162.50
1.39
0.30
40.85
99.20
3.40
147.33
4.67
0.80
3.88

Critical
difference (%)
1.03
2.13
8.10
3.97
4.10
0.63
1.80
1.76
12.26
4.60
1.90
2.83
2.86
0.90
7.90
3.00

Statu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If the calculated ranges were less than or equal to the critical difference for both analyte concentrations, the comparability of the methods is acceptable.
Abbreviations: ALP, alkaline phosphatase; ALT, alanine transamin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BUN, blood urea nitrogen; GGT,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여 그 동등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검사기기는 매우 우수한 동등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관하는 우수검사

본 검증에서 사용한 CLSI C54-A 지침은 각 수행 과정마다 비교

실 신임인증시의 평가문항에는 동일검사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 상세한 예를 들어 가며 검증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실제로

방법이나 두 대 이상의 장비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장비 간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관

일치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매 6개월마다 검사 결

련되어 고려해야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 간 비교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0]. 이때 동일한 기

첫 번째는 동등성검증에 적용할 허용가능차이의 설정에 관한

종의 장비와 동일한 정도관리물질(동일 제조사, 동일한 제품번호)

부분이다. CLSI C54-A 지침에 따르면 장비 간 동등성검증을 위해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자료를 장비 간 비교에 이용할 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적합성기준이 없으므로 각 검사실 책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장비 간 일치도에 대한 기준으

임자가 적합성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적합성기준 선

로 특별히 추천되는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 CLSI가 한 기관에서 동

택에는 우선순위(hierarchy)가 있으므로 가능한 적합성기준 중 가

일한 검사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장비나 검사법을 사용할 때 장비

장 상위에 있는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3]. 적합성기준을 설정하

또는 검사법 간 동등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지침화(CLSI C54-A)함

는 우선순위로는 1) 잘 설계된 임상결과연구(well-designed clini-

으로써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침은 최대 10

cal outcome study), 2) 임상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 생물학

대의 장비에서 분석된 환자 검체의 검사 결과 간 동등성을 검증하

적 변이를 이용한 설정, 4) 전문가집단에 의해 출판된 추천지침이

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시약이나 보정시약의 제품번호가 바뀌는

나 승인된 기관들에 의해 정해진 목표, 5) 내부비정밀도데이터(in-

경우, 기기 구조물을 바꿀 때, 또는 유지보수정비절차가 바뀔 때,

ternal imprecision data) 또는 외부신빙도조사 데이터(external pro-

정도관리결과 또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

ficiency testing data)에 근거한 일반적인 허용범위 등의 순서로 고

우에 환자 검사 결과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려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잘 설계된 임상결과연구에 의해 설정

고 명시되어 있다[3]. 중앙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화학검

된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준이 된

사실에서 사용 중인 두 대의 자동임상화학검사기의 검사 결과에

다. 일례로 hemoglobin A1c의 경우, 임상적으로 당뇨 환자와 당뇨

대해 CLSI C54-A 지침에 따라 두 장비 간 동등성을 검증한 결과 적

가 아닌 환자의 구분을 위해서는 검사방법 간 총오차(total error)가

합한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알부민, 칼슘, 단백질 등 비

1% 이내여야 한다는 임상결과연구가 존재한다[11]. 그러나 대다수

교적 허용가능차이의 범위가 좁았던 항목에서도 동등성이 확인된

의 검사항목에서 잘 설계된 임상결과연구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검사실에서 사용 중인 두 대의 자동임상화

기 때문에 두 번째 우선순위인 설문조사로 얻어진 임상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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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검사의 질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을 허용가능차

dom error)를 줄이기 위해서는 측정횟수를 되도록 많이 하여 평균

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도출된 기준이므

값을 구함으로서 가장 확실성 있는 값을 추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로 실제 진료영역에서 적용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임상의들

있다[13]. 본 검증에서는 다수의 측정반복횟수 선택이 가능했던 경

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분석적 동등성(analytical comparabil-

우 그 중 가장 많은 반복횟수를 선택하여 그에 맞추어 검증을 진행

ity)의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내용이고, 그들이 기대하는 임상결

하였다. 또한 C54-A 지침의 부록 B에는 최대 5회의 측정반복횟수

과와 분석결과의 연관성을 성립하는 데에는 더욱 정밀한 방법이

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본 검증과정 중 5회 이상의 측정반복

요구된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

횟수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다. 지침의 예시에서는 3회의 반복으로

물학적 변동성(biological variability)을 이용하여 허용가능차이를

검증이 가능하였지만, 부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측정반복횟수가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생물학적 변동성에 의한 허용가능차이는

정해질 경우 몇 회를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 본 검

개인내변동성(within-subject variability)의 1/3로서, 이는 확실히

증에서는 5회 이상의 측정반복횟수가 필요한 경우 6회의 반복측

정의된 통계학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결과의 임상적인 해석에서 있

정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더 많은 검사실에서의 동등성 검증 경험

을 수 있는 측정오차의 범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

이 공유된다면 다양한 허용가능차이값을 포함한 더욱 폭넓은 자

나 임상적인 결과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고, 계산에 필요한 기준이

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오차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

모든 분석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간변동성(be-

는 측정반복횟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tween-subject variability)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

결론적으로, 본 검증을 통해 본원 임상화학검사실에서는 동일

나 현재 검사 중인 대부분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 두 대의 자동임상화학검사기기를 이용한 알부민, ALP, ALT,

임상연구의 결과가 거의 없고, 임상의들이 원하는 기준을 조사한

AST, BUN, 칼슘,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직접빌리루빈, GGT, 포

자료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생물학적 변동성을 이용한 허용

도당, IP, LDH, 단백질, 총빌리루빈, 요산의 16항목의 검사 결과가

가능차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더 많은 검사항목

적합한 동등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CLSI C54-A 지침은

에 대해 검증된 임상연구의 결과가 발표되고, 국내 임상의들을 대

전반적으로 실제 검사실에 적용하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들이 원하는 기준을 정립하여 동

다. 그러나 실제 검증 과정 중 CLSI C54-A 지침에는 특별히 언급되

등성검증에 사용한다면 좀 더 높은 우선순위 정보에 근거한 허용

어 있지 않은 고려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차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국제적인

다른 검사실들과 검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갑상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갑상선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각한다. 추후 저자들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

들의 갑상선호르몬 검사 결과와 각 환자들에게 시행된 임상적 진

화학검사항목 중 본 검증으로 평가한 16항목 이외의 나머지 항목

단 및 치료법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검사 결과와

들에 대해서도 동등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본 검증에서는 임

임상적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상화학검사 항목에서만 비교동등성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임상화

발표되었는데[12], 이를 응용하여 국내에서도 다기관 데이터베이스

학검사항목뿐만 아니라 두 대 이상의 장비로 동일한 항목의 정량

를 통해 검사 결과와 그에 해당하는 임상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CLSI C54-

유한다면 임상의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A 지침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측정반복횟수를 결정하는 부

요 약

분이다. 비교하려는 장비 또는 분석방법의 개수와 각 정도관리물
질에 대한 통합변이계수, 그리고 허용가능차이에 의해 CLSI C54-A

배경: 한 대 이상의 검사장비로 동일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검사하

지침의 부록 B에서 제공하는 표를 이용하여 측정반복횟수를 설정

는 경우 검사 결과 간에 동등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하게 된다. CLSI C54-A 지침에서는 한 가지 항목(AST)에 대한 동등

한다. 저자들은 2008년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성검증과정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제시된 예에 따라 한 가

(CLSI)에서 제안된 한 기관 내에서 환자 검사 결과의 동등성을 검

지의 특정 측정반복횟수(3회)를 선택하여 검증을 진행한 예를 보

증하는 것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C54-A)을 사용하여 중앙대학교

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번 비교분석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상당수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 중인 두 대의 자동임상화학검사기

의 항목에서 다수의 측정반복횟수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는

기 간의 결과값의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데, 이런 경우 몇 회를 선택해서 반복측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환자 검체를 이용하여 두 대의 자동임상화학검사기기인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연오차(ran-

OLYMPUS AU5421 (Beckman-Coulter, USA) 결과값의 동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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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검증항목은 알부민, ALP, ALT, AST, BUN, 칼슘, 콜레
스테롤, 크레아티닌, 직접빌리루빈, GGT, 포도당, IP, LD, 단백질, 총

2008.
4. Westgard JO, Ed. Desirable specifications for total error, imprecision,

빌리루빈, 요산이었다.

and bias, derived from intra- and inter-individual biologic variation.

결과: 6개월간의 정도관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물질의 농도범

http://www.westgard.com/biodatabase1.htm (Updated on 2012).

위를 계산하였다. 생물학적 변동성을 이용하여 허용가능차이와 측

5. La Porta AD, Bowden AS, Barr S. Impact of the Coulter LH 750 on

정반복횟수를 설정하였다. 모든 검증항목에 대하여 계산된 범위

productivity, turnaround time and workflow in a core laboratory. Lab

값이 허용가능차이값보다 작은 값을 보여 두 장비 간의 동등성은

Hematol 2002;8:218-24.
6. La Porta AD, Bowden AS, Barr S. Workflow improvement and impact

적합하였다.
결론: CLSI C54-A 지침은 한 검사실 내에서 여러 대의 검사장비로

of the new Beckman Coulter LH 1500 high throughput automated he-

부터 얻어진 검사 결과 간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matology workcell. Lab Hematol 2004;10:95-101.
7. Markin RS and Whalen SA. Laboratory automation: trajectory, tech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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