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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CL-5000으로 측정된 전립선특이항원 검사의 성능평가
Analytical and Clinical Assessment of Prostate Specific Antigen Using an HISCL-5000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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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state cancer (PCa) is the leading cause of cancer-related death worldwide.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is a useful biomarker that can be screened for the diagnosis and prognosis of PCa. We evaluated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PSA test using an HISCL-5000 immunoassay (Sysmex, Japan).
Methods: The analytical and clinical evaluation of PSA was performed using an HISCL-5000 chemiluminescent enzyme immunoassay. For analyzing the precision, linearity, trueness, limit of detection (LOD), limit of blank (LOB) and for comparing the method with UniCel DxI-800 ACCESS (Beckman Coulter, USA), 510 samples of PSA were collected. Clinical analyses were performed for benign prostate hyperplasia (BPH) and PCa.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 was used for evaluating the diagnostic potential.
Results: The within-laboratory coefficient of variation (CV) for low- (3.81 ng/mL) and high- (18.19 ng/mL) level PSA was 5.46% and 8.50%, respectively. Linearity was verified from 0.002 to 189.900 ng/mL for PSA. LOB and LOD were 0.007 and 0.020 ng/mL, respectively. Bias between
the expected true and measured values was -9.70-11.16%. The regression equation by method comparison was y = -1.0605+0.9223x (R2 = 0.99).
AUROC values for diagnosis of PCa and BPH compared to non-malignant disease were 0.52 and 0.75,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healthy subjects, AUROC values were 0.96 and 0.97, respectively.
Conclusions: PSA analysis using an HISCL-5000 immunoassay is reliable and can be used in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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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선암의 선별검사, 진단 및 예후 예측을 위해서 전립선특이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을 종양 표지자로 사용하는데[2],

전립선암(prostate cancer, PCa)은 전세계적으로 남성에서 두번

PSA는 정액 액화를 위해 전립선에서 특이적으로 방출되는 세린

째로 흔한 암이며 암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 중 8번째이다[1]. 전립

단백분해효소이며[3, 4]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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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n prostate hyperplasia, BPH)이나 전립선염(prostatitis)과 같은
양성 전립선 질환에서도 증가한다. 또한 비만군에서는 혈액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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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PSA가 감소하고 일부 전립선암군에서는 혈청에서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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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지만[7], 유럽의 무작위 임상연구 및 기타 연구에서는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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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8-10], 일본에서도 PSA에 기반한 선별검사를 통해 PSA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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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6].
PSA를 이용한 전립선암 선별검사는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논
선별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
높은 암 비율이 감소하고 전립선암의 예후 향상에 기여했다는 보
고가 있다[11, 12]. 미국의 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55세에서 69세의 남성에 대해서 C등급(최소한 중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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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신으로 전립선암 선별검사를 통한 이득이 적다고 보며, 전문

검체를 혼합하여 5단계 농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저농도(L),

적인 판단 및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권장함), 70세 이상에서는 D

0.25*L+0.75*H (저농도와 고농도 1:3 혼합), 0.5*H+0.5*L (저농도와

등급(전립선암 선별검사에 대해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확신으로

고농도 1:1 혼합), 0.75*L+0.25H (저농도와 고농도 3:1 혼합), 고농도

선별검사를 통한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클 것으로 보아 권

(H) [18]. 각 검체를 4회 측정하고 평균값과 기대값을 비교했으며

장하지 않음)으로 보고하였다[13]. 한편, 전립선암 치료 후 모니터

1차, 2차, 3차 다항식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허용 가능한 비직선성

링에는 PSA가 유용하고 중요한 검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4]

(non-linearity)은 PSA의 바이어스(bias) 기준인 18.70%로 하였으며

특히, 수술 후 8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두 번 연속 측정한 PSA

[17], 제조사에서 제시한 PSA의 직선성의 범위는 0.003-200 ng/mL

수치가 0.2 ng/mL 이상인 경우 생화학적 재발을 의심할 수 있다

이다.

[15]. 이와 같이 PSA 결과는 환자들의 임상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PSA의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성은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검출한계
두 개의 공시료 검체(P1, P2) 및 4단계로 희석된 검체(P3-P6)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HISCL-5000 장비(Sysmex,

사용되었다. 모든 검체는 6일 동안 10회 측정되었다[19]. P3-P6는

Kobe, Japan)의 PSA 전용 시약을 이용하여 PSA 검사의 분석능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희석액을 사용하였다. 제조사가 제시한 공

평가했다. 또한 PSA의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진단능을 수신기

시료 검출한계(limit of blank, LOB) 및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작동특성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

LOD)는 각각 0.00037, 0.08000 ng/mL이며, LOB와 LOD는 95% 신

istic curve, AUROC)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뢰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LOB = μB + 1.645σB (μB, 공시료 검체의 평균, σB; 공시료 검체의

재료 및 방법

표준편차)
LOD = LOB + 1.645σs (σs; 최저 농도의 표준편차).

1. 연구 대상군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기관심의위원회의 승

4) 정확성(Trueness)

인을 받아서 진행되었으며(OC170ISE0020), 2017년 3월부터 2018년

WHO의 국제 표준 PSA (NIBSC code 96/668)가 정확성 평가에

2월까지 PSA 검사가 진행된 환자의 결과 및 각 환자의 혈청 510개를

사용되었다. 제조사 지침에 따라 PSA는 2 mL의 증류수로 희석하

수집하였다. 510개의 검체는 각각 건강검진을 시행한 사람 중 의무

였고, 각 표준물질은 PSA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 혈청 검체로 희석

기록 상 확인된 정상인 검체 147개, 전립선암 환자 검체 79개, 전립

하였다. PSA의 희석 기대값은 24.27, 11.65, 5.83, 4.00, 2.79 ng/mL이

선비대증 환자 검체 187개, 전립선염 환자 9명, 다른 악성 질환 12개,

다[20]. 각 농도는 실행 당 5회 반복으로 2회 측정되었으며, 허용 기

그리고 다른 양성 질환(요로 감염 등) 검체 76개이며(Supplemen-

준은 PSA 바이어스 기준인 18.70%로 하였다[17].

tary Table 1), 각 검체의 PSA 결과는 Beckman Coulter UniCel DxI
800 (Beckman Coulter, Miami, FL, USA) 장비로 측정된 것이다.

5) 장비 간 비교평가(Method comparison)

2. 방법

자 검체 187개, 전립선염 환자 9명, 다른 악성 질환 환자 검체 12개,

1) 정밀도(Precision)

그리고 다른 양성 질환(요로 감염 등) 환자 검체 76개를 사용했다.

장비 간 비교를 위해 전립선암 환자 검체 79개, 전립선비대증 환

정밀도는 CLSI EP05의 20일 정밀도 평가기준에 의해 검사 마다

PSA 검체는 직선성 설정을 위해 사용되었다(0.003-200 ng/mL).

2회씩 반복 측정하여 하루에 2번, 20일 동안 평가했으며[16],

HISCL-5000 장비 및 UniCel DxI 800 장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

HISCL-5000 장비에 포함된 저농도(3.81 ng/mL) 및 고농도(18.20

며, PSA는 0.01에서 541.56 ng/mL까지 측정되었고 UniCel DxI 800

ng/mL) 정도관리물질을 사용했다. 검사차례내, 검사차례간, 날짜

장비의 변이계수 값은 2.16-3.85%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선형적

간 및 검사실내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산출했다.

합(linear fit)직선을 구하였다[21].

이를 PSA에 대한 비정밀도(imprecision) 기준인 9.10%와 비교하였
다[17].

6) PSA의 임상적 평가
정상, 양성 질환, 악성 질환 그룹에서 각각 무작위로 57개의 검체

2) 직선성(Linearity)
직선성은 저농도(0.002 ng/mL) 및 고농도(189.900 ng/mL) 환자

https://doi.org/10.47429/lmo.2022.12.1.26

를 선택하여[22] 각 그룹의 PSA 농도를 곡선하면적(AUROC) 분석
으로 비교했다.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PSA의 진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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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용 범위 안에 있었으며 가장 큰 바이어스(11.16%)는 최저 농도에서
확인되었다(Table 2). 장비 간 비교를 위해 질환군(363개)의 PSA

7) 통계분석 프로그램

검체를 사용하였고, 상관계수는 0.99 (P < 0.001), 회귀 방정식은 y =

분석능 계산에 R 소프트웨어, 버전 3.4.4(Free Software Founda-

−1.0605 + 0.9223x (R2 = 0.99)이었는데 농도에 따른 계통오차는 없

tion, Inc., Boston, MA, USA)가 사용되었으며, 메드칼크, 버전 18.2.1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2).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을 사용하여 장비 간 비

2. 임상적 평가

교 및 곡선하면적을 계산했다. 곡선하면적 분석을 위해 표본 크기
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제1종 오류, 0.05; 제

PSA의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진단능 평가를 위해 각각 57개

2종 오류; 음성/양성 그룹의 검체 크기 비율이 1인 경우 57개의 대

의 검체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57개의 다른 양성 질환 검체 및 57개

조군 및 질환 검체가 필요. 대조군 및 질환 검체는 무작위로 선택

의 정상인 검체와 비교하였다. 다른 양성 질환 검체와의 비교에서

되었다[22].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200

혹은 피셔정확검정(Fischer’s exact test)을 수행했다.

결 과
PSA (ng/mL)

150

1. 분석능
정밀 분석 결과 검사차례내, 검사차례간, 날짜간 및 검사실내변
이계수 범위는 1.47-8.50%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분석된 모든

100

50

변이계수는 9.10% 이하로 이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직선성은 저
농도와 고농도 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 1). 기대

0

값(x)과 측정값의 회귀 분석은 y = 0.002+0.9999x (R2 = 0.99)였다.

0

바이어스 범위는 -9.70에서 11.16%까지였으며 생물학적 변이
(18.70%) 내에 해당되었다. 공시료 검출한계 및 검출한계는 다음과

50
100
150
PSA, Expected value (ng/mL)

Fig. 1. Linearity of the HISCL-5000 immunoassay for PSA. The red line
and green lines indicate regression lines with linear and non-linear fit,
respectively. Linearity was measured from 0.002 to 189.900 ng/mL.

같이 각각 0.007 ng/mL, 0.020 ng/mL로 산출하였다. 정확성 평가
에서 측정값은 기대값의 검증 간격 내에 있었고 바이어스 또한 허

Table 1. Precision of analyzing PSA. Two PSA concentration levels were evaluated for duplicated samples and were measured two times a day for
20 working days (20×2×2 protocol)
PSA level
1
2

Repeatability

Between-run

Between-day

Within-laboratory

Mean
(ng/mL)

SD (95% CI)

CV (%)

SD (95% CI)

CV (%)

SD (95% CI)

CV (%)

SD (95% CI)

CV (%)

3.80
18.19

0.15 (0.12–0.19)
1.06 (0.87–1.36)

3.83
5.84

0.06 (0.05–0.07)
0.51 (0.42–0.66)

1.47
2.82

0.14 (0.11–0.18)
1.00 (0.82–1.28)

3.59
5.50

0.21 (0.17–0.27)
1.55 (1.27–1.98)

5.46
8.50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Table 2. Trueness of analyzing PSA
PSA level
1
2
3
4
5

Expected value
(ng/mL)

Measured mean*
(ng/mL)

SD
(ng/mL)

CV (%)

24.27
11.65
5.83
4.00
2.79

24.59
10.52
6.48
3.86
2.80

0.34
0.21
0.32
0.03
0.13

0.01
1.99
4.88
0.64
4.63

Verification Interval
Low

High

22.93
8.86
4.82
2.19
1.14

26.25
12.18
8.14
5.52
4.46

Bias

Bias (%) †

0.32
-1.13
0.65
-0.14
0.01

1.32
-9.70
11.16
-3.50
0.36

*Measured mean: average of two measurements with five repetitions per run; † Bias (%): bias value divided by the expected value.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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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0

500
PSA, Difference, BC DXISysmex HISCL

PSA (ng/mL, Sysmex HISCL)

600

400
300
200
100

50
40
30

+1.96 SD
19.0
Mean
3.0
-1.96 SD
-13.0

20
10
0
-10

0

-20
0

100

200

300

400

PSA (ng/mL, BC DXI)

500

600

0

A

100

200

300

400

500

600

PSA, Mean, BC DXI and Sysmex HISCL

700

B

Fig. 2. Method comparison for HISCL-5000 immunoassay and UniCel DxI-800 immunoassay for PSA (N=363, R2=0.99). (A) Measured range was
from 0.01 to 541.56 ng/mL. The slope (95% confidence interval) was 0.92 (0.91-0.93) for PSA. The intercept (95% confidence interval) was -1.06
(-1.71~-0.40). (B) Bland-Altman plot shows the mean difference and upper and lower limit of 1.96 SD.
Table 3.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 of PSA
PSA

AUROC

Cut off (ng/mL)

Sensitivity (95% CI)

Specificity (95% CI)

PPV (95% CI)

NPV (95% CI)

Accuracy (95% CI)

7.27
7.27

71.43 (57.80–82.70)
71.43 (57.80–82.70)

42.11 (29.10–55.90)
76.79 (63.60–87.00)

55.04 (49.84–60.13)
74.74 (67.13–81.18)

59.15 (49.67–68.00)
72.38 (65.42–78.40)

56.50 (49.33–63.48)
73.50 (66.81–79.48)

1.07
1.07

94.74 (85.40–98.90)
94.64 (85.10–98.90)

91.23 (80.70–97.10)
91.23 (80.70–97.10)

91.26 (84.82–95.13)
91.26 (84.82–95.13)

93.81 (87.44–97.06)
93.81 (87.44–97.06)

92.50 (87.93–95.74)
92.50 (87.93–95.74)

Non-malignant disease group as control
BPH
0.52
Prostate Ca.
0.75
Healthy group as control
BPH
0.96
Prostate Ca.
0.97

Abbreviations: AURO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Ca., cancer;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의 곡선하면적은 각각 0.75, 0.52였다(Ta-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1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ble 3). 정상인의 검체와의 비교 시에는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PSA는 기관 특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PSA가

의 곡선하면적은 각각 0.97, 0.96이었다(Fig. 3).

전립선염, 요로 질환 등 양성 질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곡선하면적 분석에 의한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의 곡선하면

고 찰

적은 각각 0.75, 0.52였다.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는 전립선암과 전립
선비대증의 곡선하면적이 0.97과 0.96이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HISCL-5000 장비의 분석능을 평가하고 PSA의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진단능을 곡선하면적을 사용하여 분석

는 전립선염, 요로 질환 등의 양성 질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SA의 전립선암 진단 유용성은 떨어질 수 있다.

했다. 총 변이계수는 1.47-8.50%로서, 비정밀도 기준인 9.10% 내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PSA의 임상적 검증이 완전히 평가되지

있었으며[23] 이전 보고들과도 일치하였다[24, 25]. 직선성은 저농도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표준화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료

(0.002 ng/mL)에서 고농도(189.900 ng/mL)까지 관찰하였고, 이는

효과 평가, 수술 혹은 항암 후의 전립선암 환자의 예후를 확인하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직선성 구간 내에 포함되었다. 정확성 검증을

데 유용하다.

위한 기대값은 검증 간격 내에 있었다. 일치도 평가를 위해 383개

결론적으로, HISCL-5000 장비에 의한 PSA 측정은 신뢰할 수 있

의 비정상 PSA 검체가 사용되었으며, PSA의 상관계수는 이전의 연

는 성능을 보였으며 결과값은 평가 기준 내에 있었다. PSA의 임상

구와도 유사한 수준(0.99, P < 0.001)으로 확인되었다[26]. 이와 같

적인 적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은 높은 수준의 검출 한계와 낮은 농도에서의 정밀도는 다른 보고
의 결과와 비교해도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PSA 보고에 적합하다

요 약

[27, 28].
전립선암 선별 검사에서 PSA의 임상적 유용성은 여전히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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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AUROCs in the BPH group with control group of non-malignant disease (A). PCa group with control group of non-malignant
disease (B). BPH group with control group of healthy population (C). PCa group with control group of healthy population (D).
Abbreviations: BP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PCa, prostate cancer.

이며,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암

11.16%까지의 범위였으며, 장비 간 비교평가에 의한 회귀 방정식은

선별검사, 진단 및 예후 예측에 유용하다. 저자들은 HISCL-5000

y = -1.0605 + 0.9223x (R2 = 0.99)이었다. 전립선암 그룹을 양성 질환

(Sysmex, Japan) 장비에서 PSA 검사의 분석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룹과 비교했을 때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의 곡선하면적은 각

방법: 화학발광효소면역검사법에 기반한 HISCL-5000 장비의 분

각 0.75, 0.52이었고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는 전립선암과 전립선비

석능 및 PSA의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진단시 적용 가능성을

대증의 곡선하면적은 0.97과 0.96이었다.

평가하였다. 분석능 평가를 위해 510검체가 수집되었으며, 정밀도,

결론: HISCL-5000 장비를 이용한 PSA 검사는 적절한 분석능을 보

직선성, 검출한계, 정확성, 장비 간 비교평가를 확인하였다. PSA의

였다.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진단능을 곡선하면적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해관계

결과: 저농도(3.81 ng/mL) 및 고농도(18.19 ng/mL)에서 PSA의 변
이계수는 각각 5.46, 8.50%였다. 직선성은 0.002-189.900 ng/mL 구

HISCL-5000으로 측정한 PSA 검사 시약을 Sysmex로부터 제공받

간에서 계산되었으며, 공시료 검출한계와 검출한계는 각각 0.007,

았다.

0.020 g/mL이었다. 기대값과 측정값의 바이어스는 -9.7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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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Sample for evaluation of PSA
PSA
Normal
BPH
Prostate Ca.
Other malignant disease
Other benign disease
Prostatitis
Urinary tract disease

N = 510

Median
(ng/mL)

min
(ng/mL)

max
(ng/mL)

147
187
79
12
85
9
21

0.001
5.36
20.3
4.65
5.656
3.99
7.53

0
0.33
0.01
1.23
0.45
3.22
0.17

24.83
278.29
541.56
130.39
39.24
32.57
158.77

Urinary tract disease includes urinary tract infection, end stage renal disease and
ureter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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