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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검사실에서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의 활용

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임상검사 분야로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임상화학 분야 대부분의 검사항

목에 있어서 질량분석 검사법은 표준 측정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질량분석법을 사용한다는 사실 만으로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성

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LC-MS/MS 검사법이 기존 자동화검

사법보다 오히려 더 큰 검사실 간의 결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는 검사 도입 이후 질량분석장비의 운용 및 검사의 품질 관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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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in clinical laboratories is increasing and is likely to expand into even 
more clinical venues in the future. Mass spectrometry is the standard method for analyte identification in the clinical chemistry field; however, dif-
ferences in mass spectrometry protocols and handling affec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se tests and prevent direct comparisons of results 
between laboratories. For example, the results of laboratories using LC-MS/MS methods are less likely to be reproducible than those of laborato-
ries using conventional, automated methods. This is due to inadequate handling of the equipment and/or poor quality control after the implemen-
tation of the method, which may result in unnecessary medical expenditures or even adverse outcomes for the patients. Unfortunately, guidelines 
to monitor the accuracy of LC-MS/MS-based clinical tests are still lacking. In general, the quality control methods used in conventional clinical tests 
could also be applied to LC-MS/MS. However, additional quality control methods specific to LC-MS/MS techniques must be continuously employed 
to maintain the same quality level achieved during method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This report is intended to help clinical laboratories that 
operate LC-MS/MS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ir testing by providing guidance for quality assurance and improvement, based on a 
collection of existing guidelines and expert opinions from the literature.

Key Words: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Recommendation, Clinical testing,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Post-implementa-
tion monitoring, Clinical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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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자

에게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임상검사실은 검사실 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

tem)의 구축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목표(quality goal)를 

만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질관리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

소 중 2가지는 정도관리(quality control, QC)와 질 보증(quality as-

surance, QA)이다. 일반적으로 QC는 질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

는 과정으로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C-MS/ 

MS 검사법에서는 QC를 통해 보정(calibration)의 적절성을 평가하

고, 측정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가 의도한 임상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이내인지를 평가 한다. 이보다 넓은 의미의 

QA는 검체의 전처리 단계에서부터 결과 보고 및 해석까지 검사의 

전체 단계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monitoring) 활동들

로 정의할 수 있다[1].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는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을 

획득한 통상적인 검사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질관리 가이드라인

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LC-MS/MS 검사법을 이용한 임상 검

사들의 검사법 도입 후의 질관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

toring)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통상적인 검사에 

적용되는 질관리 방법이 LC-MS/MS를 이용한 검사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LC-MS/MS의 특성을 고려한 특징적인 

질관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검사법 개발 및 검증 당시의 분석 성

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2].

이 권고안은 기존의 권고안을 포함한 문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을 기반으로 LC-MS/MS를 운영하는 임상 검사실의 질 보증 

및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적인 임상 검사실 환경

에서 LC-MS/MS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권고안의 도입부에서는 다른 검사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내부정도관리 방법의 LC-MS/MS 검사법에서의 적용에 대해 간략

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LC-MS/MS 검사법에 특징적인 주요 질관리 

지표와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항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C-MS/

MS 검사법을 이용한 임상 검사 항목들에 대한 외부정도관리에 대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LC-MS/MS를 이용한 검사의 질 보증

1. 일상적 정도관리 및 검사수행

1) 내부정도관리물질을 이용한 내부정도관리

(1) 내부정도관리물질의 선정

일반적인 자동 화학 및 면역 분석기를 사용한 정량검사의 경우 

최소 2가지 농도의 내부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하여 검사일마다 내

부정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정량검사 또한 

2가지 농도 이상의 내부정도관리물질이 필요하며, 특히 질량분석

법을 이용한 검사는 측정가능범위가 일반 검사법에 비해 상당히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3가지 이상 더 많은 농도의 내부정도

관리물질을 사용할 것이 추천된다. 만약 3가지 농도의 정도관리물

질을 사용한다면, 저농도 물질은 측정가능범위(analytical mea-

surement range, AMR) 하한 값의 3배 정도의 농도를 갖는 물질을, 

고농도 물질은 AMR 상한 값 근처의 물질을, 다른 하나는 AMR의 

중간 농도 근처의 물질을 사용한다. 그 외에 의학적 결정농도(med-

ical decision point) 근처의 물질, AMR 하한 값 근처의 물질을 추가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부정도관리물질로서 상품화된 물질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화된 물질은 동결건조된 제품이 대부

분이고 기질이 환자 검체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3]. 내부정도관리물질의 검사 시에는 환자 검체와 

동일하게 검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 분석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2) 허용범위의 설정

질량분석법에서의 정도관리물질의 허용범위 설정은 두 가지 방

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통상적인 검사법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Levey-

Jennings (L-J) chart를 사용하여 Westgard multi-rule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허용범위는 검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5

일 이상에 걸쳐 2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4]. 

두 번째 방법은 목표값으로부터 허용되는 차이를 고정된 비율

(�xed percent)로 설정하는 것이다. FDA에서 출간한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Guideline에 따르면 내부정도관리물질은 목표

값의 15% 이내의 결과를 보여야 하며, 최소정량한계(lower limit of 

measuring interval, LLMI) 농도의 경우 20%까지가 허용된다[5].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허용 비율은 목표값의 10-20%이며

[6], 개별 검사실에서 측정 항목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정된 허용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사용하기 쉽

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LC-MS/MS 소프트웨어는 허용 기준을 초

과한 정도관리 결과에 대해 �ag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검사자가 쉽게 내부정도관리의 실패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하지

만 내부정도관리 결과의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워 경향을 파악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고정비율을 이용한 방법은 첫 

번째 제안한 Levey-Jennings chart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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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MS/MS 검사법의 주요 관리지표(Table 1)

(1) 시스템 적합성 평가(System suitability test, SST)

SST의 목적은 환자 검체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LC-MS/MS 시스

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SST에는 분석물질(analyte)과 내부

표준물질(internal standard, IS)이 순수 용매에 녹아 있는 표준용

액(reference solution)을 사용하게 된다. SST는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처리와는 독립적으로 시스템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준다. SST는 장비의 유지보수, 전원 중단, 진공 파괴, 튜닝/질량 

보정 후에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CLSI-C62A에서는 환자 검체 

분석 전 3회 이상의 SST 검체를 사용하여 시스템 성능을 평가할 

것을 추천한다[6, 7].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상검사실에서 매 정규 

검사 시마다 다양한 SST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정도관리를 통해 시스템 문제를 간접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내부정도관리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장비의 유지보수, 

전원 중단, 진공 파괴, 튜닝/질량 보정을 시행한 경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SST 검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체크할 것을 권장한다. 이 

때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리 지표들로는 정확한 피크의 존재(pres-

ence of correct peak), 배경신호(background signal) 및 분석 신호

(analyte signal)의 강도(intensity), 피크 해상도(peak resolution),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RT), 피크 대칭성(peak symmetry) 등

이 있다. 각 지표에 대한 허용범위는 검사법 검정(method veri�ca-

tion) 중에 설정해 두어야 한다. 

(2) 이중 공시료(Double blank samples) 및 공시료(Blank samples)

이중 공시료는 분석물질과 IS를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은 전처

리를 마친 검체를 의미한다. 이중 공시료 검사의 목적은 LC-MS/

MS 시스템의 배경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 분석으

로부터의 오염이나 고농도 검체 분석 후의 오염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 공시료는 배치(batch)의 시작과 끝, 그리고 고농도의 

보정물질(calibrator) 또는 정도관리물질의 분석 후에 검사하는 것

이 추천된다. 이중 공시료 분석 시 분석물질에 특이적인 다중반응

모니터링(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에서 피크가 나타나

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크가 발생하였고, 이 배경 피크가 분석 물

질의 RT 시점에서 보이는 경우, 이 피크의 면적은 LLMI 수준의 농

도를 갖는 검체의 피크 면적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IS의 RT 

시점에서 피크가 보이는 경우, 검체 내 IS 피크 면적의 5% 미만이어

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법이 배경 신호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공시료는 분석물질은 없지만 IS는 포함하고 있는 전처리를 마친 

검체를 의미한다. 공시료는 IS의 분해(IS에서 중수소의 가수분해 

등으로 인한)로 인해 분석물질의 피크 면적이 증가하는 오류를 확

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시료에서 검체의 분석물질의 

RT 시점에 배경 피크가 보이는 경우에도 역시 이 피크의 면적은 

LLMI 수준의 농도를 갖는 검체의 피크 면적의 20% 미만이어야 한

다[6]. 

(3) RT 감시

RT의 이동은 흔히 컬럼 온도의 변화, LC 펌프의 이상으로 인한 

유속의 변화, 이동상의 변질이나 증발 등으로 인한 화학적 조성의 

변화, 또는 분석 물질 내 불순물에 의한 컬럼 내 침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분석의 정확

성에 대한 지표로서 중요하다. 분석 중에는 모든 피크에 대한 RT를 

Table 1. Post-implementation monitoring parameters for LC-MS methodologies [5]

Monitoring Parameter CLSI-C62A Recommendation

System suitability test • Analysis of system suitability sample at least three times* before each analytical run
• Establishment of acceptable criteria for retention time, peak height, peak width, ion ratio, and signal-to-noise 

ratio

Double blank • Analyte peak area in double blank <20% in peak area for the sample at the LLMI 
• IS peak area in double blank <5% of peak area for the sample

Blank • Analyte peak area in blank <20% of peak area for the sample at the LLMI 

Calibrator accuracy • Bias ≤15% for all calibrators above the LLMI, ≤20% for LLMI 
• r2 of calibration curve >0.995

IS peak area • Establishment of acceptable criteria for IS peak area range
• Comparable IS peak area across calibrators and controls in the same run (CV of 5-10%*)
• Consistent IS peak area of calibrators between runs

Retention time (Rt) and/or Relative retention time (RRt) • Rt or RRt in sample within 2.5% of the mean Rt/RRt of the calibrators in the same batch (and between batches) 

Ion ratio • Establishment of acceptable criteria for ion ratio
• Comparable ion ratio across calibrators in the same run 
• Comparable mean ion ratio of calibrators between run 
• Ion ratio in the patient samples within 20%* of the mean ion ratio of the calibrators, if the signal of the qualifier 

ion is >50% that of the quantifier ion 

*These figures are not compulsory, but are recommended.
Abbreviations: IS, internal standard; LLMI, lower limit of measuring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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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여야 한다. RT의 허용범위는 검사법 검증 시에 정해져야 하

며, 표준검사지침서에 명기되어 QA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한다. RT

는 동일한 수행(run)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행과 수행 사이에서도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는 RT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경향성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석물

질의 RT 외에 분석물질과 IS의 RT의 상대적 비율(relative retention 

time, RRt)도 추가적인 모니터링 지표가 될 수 있으나[6, 8], 보편적

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4) IS 피크 면적 감시

개별 환자 검체에서의 IS 피크 면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추출 과

정의 차이 또는 간섭물질의 존재 및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

만 IS 피크 면적의 차이가 IS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

문일 수도 있으므로 환자 검체에 대한 IS 피크 면적의 허용범위, 즉 

IS 피크 면적의 상한 및 하한은 검사법 개발 단계에서 정해져야 한

다. 환자 검체들을 혼주(pooling)하여 만든 보정물질이나 정도관

리물질은 기질의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IS 피크 면적의 변화가 

개별 환자 검체들보다 적다. 따라서 수행 내에서의 보정물질과 정

도관리물질 간의 IS 피크 면적은 유사해야 한다. 이들 물질에서 IS 

피크 면적의 변이계수 백분율(%CV)은 미리 정해진 목표값보다 적

어야 하며 CLSI-C62A에서는 5-10% 사이의 목표값을 추천한다. 하

지만 이 목표값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검사실마다 그리고 검

사항목마다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수행 간에

는 IS 피크 면적의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컬럼이나 시스템 

조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특정 환자 검체에서의 IS 피크 면적

의 큰 차이는 중복된 IS의 첨가나 오염을 시사할 수 있고 재검사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검체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

거나 대사체가 존재할 경우, 검체 마다 IS 피크 면적의 변이는 더 심

하게 나타날 수 있다.

IS 피크 면적은 수행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

하지만, 수행과 수행 사이에서도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이 좋다. IS 

피크 면적의 점진적인 감소는 IS의 변성, 이온화 감소, 검출기(de-

tector)의 성능 저하 또는 검사법이나 시약의 문제 발생 등을 반영

한다. 피크 면적의 감소가 IS에 국한된 것인지 분석물질에도 함께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보정물질의 정확도 

보정물질의 기대값 대비 측정값의 허용오차는 LLMI 초과의 모

든 값에서 15% 미만이어야 하며, LLMI에 해당하는 값에서는 20% 

미만이어야 한다[5, 6]. 특정 분석물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

이 적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허용기준은 생물학적 변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임상지침, 각 국가의 규정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개

별 보정물질 측정값이 허용오차를 벗어났을 때 해당 보정물질을 

제외하는 기준이나, 제외할 수 있는 보정물질의 최대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가장 높거나 낮은 농도의 보정물질도 보정선(calibra-

tion curve)에서 제외될 수 있고, 남은 범위에서 생성된 보정선을 

이용하여 해당 범위의 결과값을 보고할 수 있다.

보정물질의 피크 면적은 수행과 수행 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다. 연속된 수행에서의 보정물질 피크 면적의 점진적인 감

소는 보정물질의 변성을 시사한다. IS나 정도관리물질에서도 동일

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보정물질에 국한된 것인

지 일반적인 문제인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정물질에 국한된 

문제라면 검사결과에 비율적인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

각한 문제일 수 있다. 각 보정물질에서 분석물질과 IS의 피크 면적 

비율을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보정물질 측정의 

오차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6) 보정선 기울기 감시

보정선 기울기의 감시는 각 분석 수행 마다 시행되어야 하고 미

리 정해진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또한 보정선의 결정계수(r2)는 

0.995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한 후 환자 검체의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보정선 기울기가 허용범위 내에 드는 것은 환자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도관리물질의 

결과, RT 감시 결과, IS 신호 강도도 모두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울기의 감소가 나타날 경우 보정물질의 손상 

또는 검출기 민감도의 감소가 원인일 수 있다.

(7) 이온 비율(Ion ratio) 감시

이온 비율은 정량이온(quanti�er)과 정성이온(quali�er)의 피크 

면적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온비율 감시는 검사의 선택성(selec-

tivity)을 검증하는데 중요하다. 분석물질과 IS 모두 수행 내, 수행 

사이에서 이온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각 환자의 검체

를 분석할 때 간섭이 있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각 분석물질에 대한 이온 비율의 허용범위는 검사

법 개발 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질량분석기 제조사

들은 이온 비율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

공해 준다. 만약 특정 검체에서의 이온 비율이 허용범위를 벗어났

을 때는 자동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는 간섭물질의 존

재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수행 사이에 보정물질의 이온 비율의 

유의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온화 과정의 문제를 시사하며, 문제를 

찾아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정량 이온의 피크 면적이 상

당히 작고 정성 이온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검체가 있다면 결과

를 보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실 책임자의 결과 검토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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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하다[6]. 독성학 검사에서는 정량이온과 정성이온이 반드

시 관찰되어야 하고, 두 개의 이온 피크 중 하나라도 관찰되지 않

는다면 결과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고려 사항

(1) 다중 측정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한 동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질량분석

법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신생아선별검사에서는 수십 가지

의 아미노산 및 아실카르니틴 성분이 포함되며, 약물 검사에 있어

서도 한 가지 성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약제 성분들 및 관련 대사체들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검사법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중 측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다. 이를테면, 각 성분에 대해 검체 전처리 시의 

회수율이나 기질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표준 물질 하나로 동시 분

석하는 모든 성분의 정량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정

선과 정도관리물질은 각각의 측정대상 항목들에 대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농도가 포함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성

분에 대해 정도관리 결과 상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동시에 검사가 

이루어진 다른 성분들에 대한 검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허용할 

경우도 있겠으나, 관련 대사체 성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도

록 한다[4]. LC-MS/MS를 이용한 신생아선별검사의 경우 다중동시

측정을 감안한 별도의 정도관리 허용기준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

며 이에 대해서는 CLSI NBS04 [9]를 참조하여 각 검사실에서 지침

을 마련하기 바란다. 

(2) 배치 크기(Batch size)

각 검사법에 대해서 해당 보정선과 정도관리가 유효하며 검체오

염이 없고 일정한 IS 신호강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검사 배치

의 최대한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여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검사

물량이 많거나 크로마토그래피 시간이 길어서 전체 분석소요시간

이 긴 경우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며, 검사물량과 검사주기도 

감안해서 적절한 배치 크기로 계획 및 평가한다. 검사물량의 증가

로 예상보다 배치 크기가 커지면 검체 처리과정부터 실수나 사무

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배

치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3, 6]. 

(3) 수행 순서(Run order)

검체 측정 순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원칙과 실행 

기록은 검사실 인증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9, 10]. 모

든 배치에는 환자 검체와 함께 공시료, 보정물질, 정도관리물질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검사 배치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순서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 예로, 공시료는 

배치 처음과 고농도 보정물질 다음에 넣어서 검사하면 기저 크로

마토그램과 LLMI, 잔효를 확인할 수 있겠다. 정도관리물질은 환자 

검체 분석 전과 후, 그리고 배치가 클 경우 중간에도 삽입하면 검

사 진행 과정 상의 동향 파악에 유리할 것이다.

(4) 재분석

재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정량범위한계 초과, 보정 또는 정

도관리 상 문제 발생, 크로마토그램 이상, 장비 오류나 고장, 검체 

처리과정의 문제가 의심되거나, 검체량 부족으로 시료 주입에 문

제가 발생한 경우, 임상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결과를 보일 때 등이 

있겠다[5, 16, 17]. 임상검사실에서는 전문의 지도감독 하에 재분석

에 대한 기준과 결과 보고에 대한 원칙을 사전에 정립해 두고 이에 

따라 검사를 수행함은 물론, 재분석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와 일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긴다.

(5) 사무적 오류

질량분석 검사들은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및 용매의 조제에서

부터, 검체 처리 및 취급, 결과 분석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의 과정에서 수작업 의존도가 높으며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자동화 검사들에 비해 사무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 각 단계에서 레이블(label) 표기와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결과 보고 단계에서는 변화치(delta value) 검색 

및 경고치(panic value) 확인이 중요하며, 향후 바코드 인식 및 자

동화 분석시스템이 개발 적용되고 결과 보고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다면 사무적 오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6]. 

2.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항목

1) 장비 유지관리

(1) 질량 보정(Mass calibration) 및 튜닝(Tuning)

질량 보정 및 튜닝은 질량분석 장비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핵심

적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동시에 수행된다[2]. 질량 보정이란 특

정 이온 피크에 정확한 질량 값을 할당하는 절차를 말하며 질량 

보정용 표준 용액을 주입하여 수행한다. 튜닝은 피크 강도를 최적

화하기 위해 전압 및 가스 유량과 같은 장비 변수를 조정하는 절

차를 의미한다. 보통 질량 보정에 사용되는 물질은 양이온 및 음이

온 모드 모두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며, 전체 기기 질량 범위 또는 

주요 분석에 사용될 질량 범위를 포괄하는 이온을 생성해야 하며, 

기억 효과(memory effect)나 비휘발성 물질의 도입을 통한 이온 발

생원(ion source)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표

준 용액으로는 polypropylene glycol (PPG), polyethylene glycol 

(PEG) 등의 고분자 물질, per�uoroalkyl triazines, 단백질, 알칼리 

금속염, 폴리에테르 및 아세테이트염 등이 있다[11]. 질량 보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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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은 매일 시행하거나 제조사의 권장 주기대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10]. 일반적으로 장비에 자동 튜닝 기능이 있는 경우 매

일 튜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시

행하는 예방적 유지보수 시에 질량 보정 및 튜닝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주기는 분석 질량의 정확도 및 장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펩티드와 단백질의 정확한 질량 측정을 위해서는 

매일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작은 분자의 정량 분석은 장비 성능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기를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다[12].

(2) 장비의 예방적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PM)

유지 보수는 프로브(probe) 위치 조정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전반적인 PM

은 며칠 간의 작업이 필요하며, 장비를 정지시키고, 이온 교환, 부

분 해체 및 광범위한 청소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반기 

또는 매년마다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제조사의 전문 기술자에 의

해 수행된다. 정기적 PM 시에 일반적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역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 PM은 

검사실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을 

전부 대체하지는 않는다. 각 검사실은 임상 검사실에서의 경험과 

제조업체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유지 보수 지침서를 개

발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 관리방법은 환자 검체 유형과 전처리, 

검체의 양 및 장비의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임상검사실 환경에서는 진공, 질소 및 충돌 가스(colli-

sion gas) 압력을 매일 점검하며, 정확도, 피크 폭, 신호 강도 및 질

량 보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매일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온 

발생원은 앞단 부분 조립을 포함해서 매주 청소하는 것이 권장된

다[8]. 보조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확인사항으로는 진공 펌프 오일 

교환 및 컴퓨터 디스크 관리가 있는데, 이는 매달 또는 분기별 일

정한 간격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검사 방법 파

일의 손실은 검사실 운영 및 환자 진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백업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구현하는 것이 

좋다. 유지 보수 및 문제 해결 작업은 수행될 때마다 문서화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유지 보수 지침서에 더해질 필요가 있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9]. 

2) 시약 및 재료 변경 시 평가

(1) 컬럼(Column) 변경 시 평가

초기 분석방법 검증 시 사용된 컬럼과 동일한 조건(제조업체 및 

고정상 유형)의 새로운 컬럼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약 로트(lot) 변

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른 고정상이나 다른 제조업체의 컬럼

을 사용하려면 이때에는 새로운 분석법 검증이 필요하다. 동일한 

조건의 새 컬럼으로 변경 시 유효성 검증은 HPLC 또는 MS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전에 분석되었던 동일한 기질의 환자 검체 최소 5 

개 이상을 분석하여 수행할 수 있다[2]. 이때 환자 검체의 농도는 

전 분석범위에 걸쳐 있어야 한다. 적당한 환자 검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직선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12]. 유효성 검증 

시험의 허용 기준은 사전에 설정된 크로마토그래피 허용 기준(예: 

RT, 배경 신호, 피크의 면적/높이, 해상도 및 부정확한 피크 없음) 

및 분석적 성능 요구사항에 근거해야 한다. 

(2) 시약 변경 시 평가

새로운 내부정도관리물질, 보정물질 및 시약은 CLSI 문서 C24에 

따라 임상적 사용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검증되어야 하며, 기본적

으로 내부정도관리물질, 보정 물질 및 모든 시약의 로트 변경 시에

는 CLSI 문서 EP26에 따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4, 6, 14]. 

새로운 보정물질 사용으로 인해 환자 검체 결과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새로운 로트의 보정물질(상품

화된 물질은 물론 자가제조 물질도 포함됨)은 검증되어야 한다. 새

로운 로트의 보정물질은 이전 보정물질을 사용하여 보정이 된 분

석법으로 환자 검체를 분석한 후 새 로트를 사용하여 분석법을 보

정하여 동일한 환자 검체를 재분석하여 검증하게 되는데, 이 때 기

존 및 새 로트에 대한 환자 결과의 차이를 분석방법 검증 중에 확

립된 분석 수행능 기대치에 기초하여 미리 결정된 허용 기준과 비

교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전 로트를 사용하여 보정한 

후 새 로트의 보정물질을 값이 알려지지 않은 환자 검체로 간주하

여 분석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새 로트의 보정물질을 측정한 결과

값과 기대값과의 차이를 미리 설정된 허용 기준과 비교할 수 있다. 

임상 질량 분석을 위한 시약에 있어서 “신규 로트(new lot)”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동상의 다

른 모든 성분이 동일하면서 formic acid와 같은 한가지 성분의 로

트가 변경될 때 이를 신규 시약 로트로 간주해야 하는지, 또는 모

든 구성 성분의 로트 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의 이동상

을 신규로 제조하는 경우, 이를 신규 시약 로트로 간주해야 할 것

인지 결정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검사실은 시약 성분을 변경함으로써 예상되는, 분석능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신규 로트를 정의할 것이 권장된다[6]. 즉, 분석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시약 성분의 로트

가 변경되었을 경우, 검사실에서는 이것을 시약 로트 변경으로 정

의할 수 있다. 검사법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 구성 요소 및 컬럼에 

대한 임상 영향 평가(clinical outcome assessment, COA)는 검사실

에서 관리해야 하며, 모든 새로운 로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 

시작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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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간, 방법 간 비교

(1) 다수의 질량분석 장비 간 평가 

분석 의뢰 건수 및 소요시간(turn-around time, TAT) 때문에 동

일한 검사를 여러 질량분석기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각각의 질량분석 시스템은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동일한 모델인 경우에도 고유하게 생각해야 하며, 각각의 장비에

서 모든 분석방법 검증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나, 이보다 제한된 검증 방법이 허용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분

석 성능의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만 정당

화될 수 있다. 제한적 검증의 최소 요구사항은 LLMI, 정확도, 정밀

도(precision) 및 AMR에 대한 평가이며[6], 이에 대한 결정과 시행

은 검사실 책임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장비 간 상관성 평가는 적어도 매 6개월마다 수행되어야 하며, 

CLSI 문서 EP09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10, 11, 15]. 평가를 시행할 

때 주의할 사항은 같은 동결-해동 주기 및 입증된 안정성 조건(실

온, 전처리 후 안정성 등) 내의 환자 검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 두 장비에서 각각 분석된 검체의 결과는 회귀 분석(일반적으로 

데밍 회귀 분석)에 의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울기는 

0.9-1.1이며, 상관계수(r) 값이 0.95 이상인 경우 양호한 상관 관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기종의 장비와 동일한 내부정도관리물질(제조

사, 로트 번호 동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부정도관리 자료를 

장비 간 비교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환자 검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3]. 각 장비

에서 두 가지 농도의, 동일 로트의 정도관리물질을 각각 분석한 결

과는 이미 일별 변동성이 반영된 자료로서 동일 기종의 장비 간 비

교에 비교적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기기에서 얻은 환자 검

체 혹은 내부정도관리물질 분석 결과 간 허용 가능한 편차는 검사

항목 별로 설정된 생물학적 변동 등에 근거한 허용가능한 오차범

위(desirable allowable error) 등으로부터 설정된 분석적 성능평가 

기준, 또는 결과의 임상적 사용에 근거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10 % 

미만을 허용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6].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장비를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이온화 전위(ionization potentials) 

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조정하는 것, 즉 계산식에서의 상대반응계

수(relative response factor, RRF)를 조정하거나 각 장비마다 다른 

결정치(cut off)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

(2) 검사실 내 다른 검사법 간 평가

서로 다른 분석법으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법 간 상

관성 평가는 검사법 검증 이후로도 매 6개월마다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CLSI 문서 EP31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10, 11, 18]. 검사

법 간 비교 시에도 역시 교환가능성(commutability)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 없는 환자 검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나, 양성 검체

를 구하기 어렵고 특히 인증 표준 물질(certi�ed reference mate-

rial, CRM) 또한 없는 경우, 사용된 평가용 물질의 교환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용 표준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질량분석법은 측정 가능한 기질이 다양하나, 면역 측정

법 등은 대부분 측정 가능한 기질에 제한점이 많다. 숯으로 제거한 

혈청이나 유기용매는 특정 검사법에서는 정확한 회수율(recovery)

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검사법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모든 결과가 각 분석의 AMR 내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AMR을 벗어난 검체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면역 측

정법의 간섭 현상 또는 HPLC-UV 분석법의 비선택성과 같은 특정 

기술에 내재된 결함에 대한 이해가 특정 이상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기타 주기적 필수 평가 항목

모든 정량 검사의 AMR은 검사법 도입 시와, 매 6개월마다 평가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 밖에도 주요 시약의 로트 변경 시 환자 

검체 및 정도관리물질 결과가 허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장비의 주요 부품 교체 시에도 AMR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10, 11]. 

LC-MS/MS 시스템 내에서 잔효(carryover)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 오염원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출처는 자동분주

기(autosampler)의 주입 포트, 특히 전기분무 이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 소스로 연결되는 관(tubing)이다. 따라서 질량분석

기의 자동분주기에 대한 잔효 역시 6개월마다 평가하도록 권장되

며, 그 외에도 대규모 기기 점검 혹은 보수 후에는 반드시 평가하

도록 권장된다[10, 11]. 

주기적 정확도 평가 역시, 최소 6개월마다 또는 새로운 로트의 

보정 물질을 사용할 때 수행할 것이 권장된다. 가능한 경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

ogy, NIST) 또는 JCTLM (Joint Committee for Traceability in Labo-

ratory Medicine)에 나열된 참고 검사법으로부터 추적 가능한 값

이 지정된 보정물질의 사용이 권장된다. 교환 가능한 CRM이 있는 

경우, 검사실은 자체 제조된 보정물질이나 NIST 또는 JCTLM에 나

열된 참고검사법으로부터 추적할 수 없는 상품화된 보정물질에 

대한 교정 값을 할당하여 추적 가능성(treaceability)을 검증해야 

한다(추적 가능성 및 측정법의 표준화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은 

CLSI 문서 EP32를 참조). 6개월 단위로 표준화 프로그램 -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NIST - 또는 정확도 기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 예: 덴마

크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cheme, 미국 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등 - 에 참여하여 보정 물질의 추

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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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기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결정치 검증 및 조정인데, 이

는 특히 신생아 선별검사 등의 선별검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초

반 결정치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정상인의 농도 분포 및 질병의 유

병률을 고려하여 99.0%에서 99.999% 사이에서 결정을 할 수 있으

며, 이후로 위양성률 및 위음성률을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주기적

으로 감시하여 이들이 기대수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 결

정치를 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9]. 이 외에도 검사장비의 주요 변

동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 방법 혹은 IS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 등에서 반드시 결정치를 검증하여야 한다. 

3. 외부정도관리 

1) 외부 신빙도조사 프로그램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임상검사의 정확도 평가와 기관 간 및 검

사법 간 비교를 위해서는 외부정도관리 신빙도조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할 것이 권고된다[6, 10, 11]. 질량분석 

임상검사항목들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외 신빙도조사 프로그램들

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포함된 검사항목과 검체

의 종류 및 개수, 시행 주기, 참여기관 수, 결과 판정 및 보고 방식, 

참가비용 및 운송 비용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참가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한다. 결과에 대한 세부적 통계나 판정이 제공되지 않는다

든지 해당 검사법에 대한 비교 집단이 부적절한 경우 등 외부 신빙

도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허용범위와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는 부족

하며, 신빙도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확도 기반의 신빙도조사인 경우는 집

단 평균값과의 비교보다는 목적값(target value) 확인이 중요할 수 

있다. 검사실에서 보고한 이전의 결과값들에 대한 시계열적 검토

를 통해 치우침(shift)이나 추세(trend)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

다. 만일 평균값 대비 항상 양 또는 음의 오차가 발견된다면 CRM 

혹은 NIST 표준물질을 활용한다든가, 보정 및 전처리나 검사법상

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외부 신빙도조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대중적인 검사항목이 아닌 경우 아예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거나, 동일 검사법을 사용하는 참여기관 수가 너무 적

어 외부 신빙도조사가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실 자체적으로 외부 신빙도조사

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타 검

사실과의 비교, 검사자 간 비교, 다른 검사방법과의 비교, 참고물

질이나 다른 보정물질 분석, 보관된 임상 검체를 사용한 주기적 검

증, 환자검사결과 분석, 연관 검사결과 및 임상적 타당성 확인 등이

다[19]. 대체 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검체의 종류 및 개수, 농도 구간, 허용범위 등

을 사전에 정의하고 표준 지침을 문서화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도

록 한다.

요  약

임상검사실에서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의 활용

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임상검사 분야로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임상화학 분야의 대부분의 검사

항목에 있어서 질량분석법이 표준측정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질

량분석법을 사용한다는 사실 만으로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LC-MS/MS 검사법이 기존 자동화검사

법보다 오히려 더 큰 검사실 간의 결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검사 도입 이후 질량분석 장비의 운용 및 검사의 품질 관리가 미흡

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자에

게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

지만, LC-MS/MS를 이용한 임상 검사들의 검사법 도입 후의 질관

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임상검사에 적용되는 질관리 방법

이 LC-MS/MS를 이용한 검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

지만, LC-MS/MS 검사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질관리 방법을 

통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완성한 검사법이 개발 및 검증 당시

와 동일한 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권고안은 기존의 권고안을 포함한 문헌 및 전문가들

의 의견 수집을 기반으로 LC-MS/MS를 운영하는 임상 검사실의 

질 보증 및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적인 임상 검사

실 환경에서 LC-MS/MS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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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 has not been completely established [2]. Serum IgD concen-

tration can be increased in some clinical situations, such as IgD 

monoclonal gammopathy, hyper-IgD syndrome, and autoimmune 

disease [3, 4]. IgD multiple myeloma accounts for approximately 

2% of multiple myeloma cases. Although IgD multiple myeloma is 

rare, early diagnosis is important because of its association with 

young age and advanced stage at the time of diagnosis [5]. Partic-

ularly, IgD monoclonal peak is small or undetectable on electro-

phoresis,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gD quanti�cation 

for diagnosis and disease monitoring [6]. 

Serum IgD concentration shows a wide variation between nor-

mal individuals [7, 8].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several 

factors, such as age, sex, and smoking habit, can affect IgD con-

centration [9-11], although these �ndings are controversial [12, 13]. 

Herein, we evaluated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SPAPLUS 

(The Binding Site, Birmingham, UK) for IgD quanti�cation and es-

tablished a reference interval for IgD in the Korean population. 

INTRODUCTION

IgD, one of the immunoglobulin isotypes, was �rst discovered 

in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in 1965 [1]. IgD accounts for 

<1% of the total serum immunoglobulin, and its clinical si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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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gD is an immunoglobulin isotype that accounts for <1% of the total serum immunoglobulin, and IgD level changes can be ob-
served in specific clinical situations. Herein, we evaluated the analytical performances of serum IgD quantification by the SPAPLUS turbidimetric 
analyzer (The Binding Site, UK), and determined a reference interval of IgD in the Korean population.
Methods: Precision, linearity and comparison with BNII (Siemens Healthineers, Germany) were assessed, and a reference interval was estab-
lished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guidelines.
Results: Repeatability ranged from 0.78% to 2.14%, and the within-laboratory precision ranged from 4.10% to 5.40% for three concentration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9996 for the analytical measurement range. The IgD concentration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SPAPLUS and BNII (y=0.890x-1.852, r =0.984). However, IgD concentrations tended to be lower in SPAPLUS compared to those in BNII at con-
centrations >100 mg/L. The established upper limit of the reference interval was 53.6 mg/L.
Conclusions: The SPAPLUS shows good analytical performance for serum IgD quantification.

Key Words: Analytical performance, IgD, Monoclonal gammopathy, Reference interval, Turbidimetry 

1 / 1CROSSMARK_logo_3_Test

2017-03-16https://crossmark-cdn.crossref.org/widget/v2.0/logos/CROSSMARK_Color_square.svg

https://orcid.org/0000-0003-1798-773X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3/lmo.2020.10.2.#&domain=pdf&date_stamp=2020-03-00


조은혜 외: Performance of SPAPLUS for IgD

https://doi.org/10.3343/lmo.2020.10.3.197198   www.labmedonline.org

MATERIALS AND METHODS

1. Reagents and instruments 

The SPAPLUS was us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

tions, using the SPAPLUS IgD Kit (product code: LK013.S, The Bind-

ing Site). The BNII system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

many) was us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using 

IgD Latex Kit for use on the Siemens BNII (product code: LK013.T, 

The Binding Site). 

At the standard 1/10 dilution, the measuring range is 7–210 mg/L. 

If the result was lower than the lower limit of the measuring range, 

the test was performed without dilution. If the result was higher 

than the upper limit of the measuring range, further dilution was 

performed to widen the measuring range to 16,800 mg/L. There-

fore, the clinical reportable range is 0.7–16,800 mg/L. 

2. Precision

Two control materials and one pooled serum were used for 

precision assessment. The estimated concentrations of control 

material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were 23.1 mg/L and 97.7 

mg/L. They were measured in duplicate per run, and two runs 

per day for 20 days. Repeatability and within-laboratory precision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EP05-A3 guideline [14].

3. Linearity

Linearity was assessed according to the CLSI EP06-A guideline 

[15] using the SPAPLUS calibrator, which consist of pooled human 

serum. The highest and lowest calibrators (0.6 mg/L and 20.8 mg/L, 

respectively) were mixed at ratios of 5:0, 4:1, 3:2, 2:3, 1:4, and 0:5. 

Each of the six concentrations was measured in duplicate. From 

these result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rst-, sec-

ond-, and third-order polynomials, and the coef�cient of determi-

nation (R2) was calculated.

4. Comparison 

Comparison with the BNII system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CLSI EP09-A3 guideline [16]. A total of 36 leftover patient sam-

ples evenly distributed at the analytical measurement range were 

included: 20 were within the reference interval claimed by the 

manufacturer, and 16 were outside the reference interval claimed 

by the manufacturer.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Passing-Bablok 

regression analysis, and Bland-Altma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MedCalc for Windows version 15.0 (MedCalc Software, Os-

tend, Belgium).

5. Reference interval

The reference interval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LSI 

EP28-A3C guideline [17] using MedCalc for Windows version 15.0 

(MedCalc Software). A total of 120 samples from healthy individu-

als were included. The reference interval claimed by the manu-

facturer is 7.7–132.1 mg/L.

RESULTS

1. Precision

The results of the precision evaluation are summarized in Table 

1. Repeatability ranged from 0.777% to 2.135% coef�cient of vari-

ation (CV), and within-laboratory precisions ranged from 4.100% 

to 5.402% CV in three concentrations. Only within-laboratory pre-

Table 1. Precision of the SPAPLUS in serum IgD quantification

Materials
Mean  
(mg/L)

SD
CV (%)

Repeatability Within-laboratory

Low level QC 23.7 0.939 1.089 4.100

High level QC 101 4.224 0.777 4.289

Pooled serum 15.9 0.812 2.135 5.402

Fig. 1. Linearity of the SPAPLUS in serum IgD quantification. Linearity 
was observed within the tested concentration range (0.6–20.8 mg/L)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0.9996.

20

15

10

5

0

M
ea

su
re

d 
va

lu
e 

(m
g/

L)

Expected value (mg/L)

 5 10 15 20

1st
2nd
3rd



조은혜 외: Performance of SPAPLUS for IgD

https://doi.org/10.3343/lmo.2020.10.3.197 www.labmedonline.org   199

cision of pooled serum exceeded 5% CV. 

2. Linearity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st-order equation was the best-

�tting line. Linearity was observed within the tested concentra-

tion range (0.6–20.8 mg/L) with a coef�cient of determination (R2) 

of 0.9996 (Fig. 1).

3. Comparison

The IgD concentration showed a sign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PAPLUS and BNII (P<0.0001) (Fig. 2). The difference was 

not evident at concentrations <100 mg/L. In contrast, IgD con-

centrations tended to be lower in SPAPLUS than BNII at concen-

trations >100 mg/L. The correlation coef�cient (r) between SPA-

PLUS and BNII was 0.984. The slope and intercept of the regres-

sion line were 0.890 (95% con�dence interval, 0.790 to 0.966) and 

-1.852 (95% con�dence interval, -3.167 to -0.647), respectively (Fig. 3). 

4. Reference interv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120 healthy individuals are summa-

rized in Table 2. The histogram of IgD concentration from 120 

samples showed a nonparametric distribution (Fig. 4). Among the 

120 samples, 65 were out of the reference interval claimed by the 

manufacturer; 64 were lower than the lower limit of the reference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120 healthy individuals

Characterization Value

Mean age (range), yr 52 (20–78)

Sex, N (%)

   Male 47 (47.5)

   Female 63 (52.5)

Smoking history, N (%)

   Current smoker 17 (14.2)

   Ex-smoker 19 (15.8)

   Never smoker 52 (43.3)

   Not evaluated 32 (26.7)

Fig. 2. Bland-Altman plots of serum IgD concentrations for compari-
son of the SPAPLUS and BNII. The IgD concentration showed a signif-
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PAPLUS and BNII (P<0.0001). The solid 
line is the mean difference, the dashed line is the limit of agreement, 
and the dotted line is the zero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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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and one was higher than the upper limit of the reference 

interval. Because the IgD distribution was skewed to the left and 

high concentrations are important for clinical decision-making, 

the right-sided 95% reference interval was calculated using non-

parametric statistics. The established reference interval was <53.6 

mg/L.

DISCUSSION

IgD is considered a relatively non-signi�cant immunoglobulin 

isotype.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IgD is re-

lated to several clinical situations, such as IgD monoclonal gam-

mopathy, hyper-IgD syndrome, and autoimmune disease, the clin-

ical signi�cance of IgD is still unknown [2]. However, IgD quanti-

�cation is important in the diagnosis and monitoring of IgD mono-

clonal gammopathy [6]. Therefore, we evaluated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SPAPLUS turbidimetric analyzer for IgD quan-

ti�cation. 

Our study demonstrated good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SPAPLUS turbidimetric analyzer for IgD quanti�cation. The evalu-

ation of precision, linearity, and comparison between the SPAP-

LUS and BNII showed satisfactory results. Although SPAPLUS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BNII (r =0.984), IgD concentration 

showed a sign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PAPLUS and BNII 

(P<0.0001). The difference was evident at concentrations >100 

mg/L on the Bland-Altman plot. At this range, IgD concentration 

tended to be lower in the SPAPLUS than in the BNII, which could 

affect patient assessment, especially in IgD monoclonal gammop-

athy. The stability issue of high concentration samples might be 

possibl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instruments. Be-

cause it was extremely dif�cult to collect a suf�cient number of 

high concentration samples for comparison, we used high con-

centration samples kept by other institutions, which might affect 

the stability of the samples. 

The reference interval established in this study (0–53.6 mg/L) 

was narrower than that claimed by the manufacturer (reagents 

LK013.S and LK013.T, 7.7–132.1 mg/L and 1.3–152.7 mg/L, respec-

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intervals claimed by the 

manufacturer (reagents LK013.S and LK013.T) and those estab-

lished in this study might be due to differences in several factors 

in individuals included in each study. Because smoking is a well-

known factor affecting IgD concentration [9-11],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smoking history of 120 individuals included in the 

reference interval establishment in this study. Of 120 individuals, 

32 had no information on smoking history. The remaining 88 in-

dividuals consisted of 59.1% (52/88) never smokers, 19.3% (17/88) 

current smokers, and 21.6% (19/88) ex-smokers. Applying the ref-

erence interval claimed by the manufacturer (LK013.S), 64 indi-

viduals had concentrations not within the lower limit of reference 

interval: 29 never smokers, 9 current smokers, 8 ex-smokers, and 

18 individuals without information on smoking history. Except for 

the 64 individuals, median IgD concentrations were higher in ex-

smokers and current smokers than in never smokers (30.5 mg/L, 

30.4 mg/L, and 22.0 mg/L, respectively). This �nding was consis-

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indicated positive association be-

tween IgD concentration and smoking [9-11]. However, unfortu-

nately, because the package insert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did not include smoking information for individuals included in 

the reference interval establishment, we could not conclude that 

smoking was the contributing factor to the difference in reference 

intervals. Some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 in�uence of sex on 

IgD concentrations: IgD concentrations were higher in men [10, 

12]. However, some studies show no signi�cant difference in IgD 

concentrations between men and women [2, 9]. Therefore, we ad-

ditionally compared the IgD concentrations in men and women 

using 120 healthy individuals, but there was no signi�cant differ-

ence (P =0.0746). 

Ethnicity was another possible factor causing a difference in 

reference intervals. The reference intervals claimed by the manu-

facturer (reagents LK013.S and LK013.T) were based on the US 

and UK populations, respectively. In contrast, this study was con-

ducted in the Korean population. Although a previous study of 

Gerrard et al. showed different IgD concentrations in different 

ethnic populations [18],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have ad-

dressed the association of IgD concentration and ethnicity. Fur-

ther studies are needed to establish an association between IgD 

concentration and ethnicity. 

In conclusion, the SPAPLUS turbidimetric analyzer shows good 

analytical performance for IgD quanti�cation. At a high concen-

tration, results from the SPAPLUS and BNII showed a signi�cant 

difference. In addition, because the reference interval for IgD can 

be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se 

factors when establishing a refer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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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경: IgD는 혈청 총 면역글로불린의 1% 미만을 차지하는데, 특정

한 임상 상황에서 농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혼

탁면역법을 이용하는 SPAPLUS 분석기(The Binding Site, UK)의 

혈청 IgD 정량에 대한 성능 평가 및 한국인에서 IgD의 참고구간을 

설정하였다. 

방법: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가이드라

인에 따라 정밀도와 직선성을 평가하였으며 참고구간 설정을 진행

하였다. 또한 BNII (Siemens Healthineers, Germany) 장비와의 비

교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결과: 세 가지 농도 검체에 대하여 반복정밀도(%CV)는 0.78-2.14%, 

검사실 내 정밀도(%CV)는 4.10-5.40%의 결과를 보였으며, 분석측

정범위 내에서 직선성을 유지하였다(R2 =0.9996). SPAPLUS와 BNII 

장비 간 IgD 측정값은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보였다(y=0.890x- 

1.852, r =0.984). 하지만 100 mg/L 이상의 농도에서는 SPAPLUS가 

BNII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설정된 참고구간의 

상한치는 53.6 mg/L이었다.

결론: SPAPLUS 장비는 혈청 IgD 정량에 대해서 우수한 검사 수행

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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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MDRD) 공식을 이용한 사구체여과율 

추정(estimation of the glomerular �ltration rate, eGFR) 계산법이 널

리 이용되고 있다[2]. 신장 질환들 중 조영제 유발 신부전과 같이 급

성으로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신기능 평가를 통해 

신 기능 이상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이를 위해 

최근에는 검사실이 아닌 진료 현장에서 전혈(whole blood)로 직접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하는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4]. 현장검사는 대형 

장비를 이용한 검사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빠르게 질병의 진단 및 처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재현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적용

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기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ABL90 FLEX PLUS (Radiometer, Brønshøj, Denmark) 장비는 크

레아티닌 검사가 가능한 동맥혈 가스 검사용 현장 검사 장비로서, 

본 연구는 ABL90 FLEX PLUS 장비에서 측정된 크레아티닌 결과의 

정밀도와 직선성에 대한 장비성능평가와 기존 장비와의 상관성 

분석을 시행하여 검사 결과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서  론

크레아티닌은 근육 내의 크레아틴인산(creatine phosphate)의 분

해 산물로, 비교적 일정한 양이 생성되기 때문에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신기능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1], Modi�ca-

현장검사 분석 기기인 ABL90 FLEX PLUS의 크레아티닌 
분석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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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o diagnose acute renal failure, creatinine levels in whole blood are typically assessed using point-of-care testing (POCT) method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newly developed POCT blood gas analyzer, the ABL90 FLEX PLUS (Radiometer, Denmark), 
which can measure creatinine in blood.
Methods: Precision and linearity of the ABL90 FLEX PLU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Beckman Coulter AU5800 (Beckman 
Coulter, USA),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s for creatinine measurement performance. 
Results: For the ABL90 FLEX PLUS, the total imprecision (%CV) levels of two control materials were measured to be 0.0% and 0.8%, while lin-
earity was evaluated, with the R2 value measured to be 0.9993 (0.4-8.4 mg/dL). Compared to the AU5800, the ABL90 FLEX PLUS correlation coeffi-
cient (r) was found to be 0.989. The 95% limits of agreement were determined to be -0.649 and 0.643 mg/dL (-18.8% and 17.8%).
Conclusions: The ABL90 FLEX PLUS exhibited good performance for creatinine test. This indicates that the ABL90 FLEX PLUS can be potentially 
useful in clinical laboratories.

Key Words: Creatinine, ABL90 FLEX PLUS, Point-of-care testing, Kidney func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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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검체, 장비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정도관리 물질과 함께 일반 

검사 후 남은 잔여 검체로 전혈 및 혈청이 함께 확보된 124명의 환자 

검체를 이용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현장검사 장비인 ABL90 FLEX 

PLUS에 장비 전용 시약(944-369, 혈액가스분석 및 전해질검사시

약)을 이용하여 헤파린 처리된 전혈 검체로 크레아티닌을 제조사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2. 방법

1) 정밀도

정밀도(precision) 평가를 위해 제조사에서 제공한 3가지 농도의 

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하여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EP5-A3 [5]에 제시된 예시 중 QC-like 5×5 design에 따라 하

루 총 5회씩 5일간 측정하여 검사실 측정 반복정밀도, 총비정밀도

를 산출하여 제조사 제시 반복정밀도 및 총비정밀도와 비교하였

다. 정도관리 물질 세 가지 레벨 중 level 1은 전체 측정값이 제조사 

제시 측정값인 0.0으로 측정되었으나 제조사에서 제시한 ABL90 

FLEX PLUS의 검출 한계는 0.1 mg/dL이었기 때문에 level 1은 분석

에서 제외하고 level 2, level 3에 대한 측정값만 분석하였다.

2) 직선성

직선성(linearity) 평가를 위해 CLSI EP6-A [6]에 따라 분석 가능

범위 상한치 및 하한치 농도 내외의 검체 2종류를 비율 4:0, 3:1, 2:2, 

1:3, 0:4로 혼합하여 5가지 농도로 제조하고 각각 2회 반복 측정하

여 직선성을 검증하였다. 

3) 상관성

상관성(comparison) 평가를 위하여 크레아티닌 농도가 직선성

이 검증된 범위 이내로 측정된 124명의 환자로부터 동일 시점에 채

취된 전혈과 혈청을 이용하였다.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CLSI EP9-

A3 [7]에 따라 ABL90 FLEX PLUS를 이용한 전혈의 크레아티닌 측정 

결과를 Beckman Coulter AU5800 (Beckman Coulter, Brea, CA, 

USA) 장비와 전용 시약인 AU creatinine reagent (Beckman Coul-

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비교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을 위하여 CLSI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계분석이 가능한 

Labostats version 1.5.2.0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 Seoul, 

Republic of Korea)과 함께,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Seat-

tle, WA, USA)과 Analyse-it for Microsoft Excel Method Evaluation 

Edition version 3.70.1 (Analyse-it Software, Ltd., City West Business 

Park, Leeds, UK)을 이용하였다. 정밀도 평가를 위해 반복정밀도

(repeatability), 총비정밀도(total imprecision)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와 변이계수(coef�cient of variation, CV)를 계산하

였다. 직선성 평가를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 방정식과 

결정계수(R2)를 도출하였다. 상관성 평가를 위하여 Passing-Bablok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상관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의학적 결정 수

준(medical decision level)에서 예측치를 구한 후, 그 측정 예측치

가 95% 신뢰구간에 포함되는지를 평가하였고 추가로 Bland Alt-

man plot으로 제시하였다. 의학적 결정 수준은 Westgard에서 제

시한 농도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정밀도

정밀도 평가 결과 검사실 측정 반복정밀도 변이계수는 level 2, 

level 3이 각각 0.0%, 0.7%로 제조사 기준 0.8%보다 낮았으며, 검사

실 측정 총비정밀도 변이계수는 각각 0.0%, 0.8%로 제조사 제시 

총비정밀도 4.5%, 3.5%보다 낮았다(Table 1). 

Table 1. Precision of ABL90 FLEX PLUS

Le vel (expect-
ed value) 
(mg/dL)

Mean 
(mg/
dL)

SD  
(mg/
dL)

Repeatability (%CV) Total imprecision (%CV)

Sr σr
Maximum 

range
St σt

Maximum 
range

Level 2 (0.8) 0.8 0 0 0.8 1.072 0 4.5 4.585

Level 3 (4.9)   5.39 0.04 0.7 0.8 1.072 0.8 3.5 5.895

Abbreviations: Sr, measured repeatability; σr, expected repeatability; St, measured 
total imprecision; σt, expected total imprecision.

Fig. 1. Linearity curve of measured vs. expected value for creatinine 
using the ABL90 FLE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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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BL90 FLEX PLUS with Beckman Coulter 
AU5800 at the medical decision level by Passing Bablok regression

Slope  
(95% CI)

Intercept 
(95% CI)

Decision 
level (mg/dL)

95% CI (mg/dL) Expected value 
(mg/dL)Low High

1.000 (0.980 
to 1.029)

0.000 (-0.036 
to 0.024)

0.600 0.576 0.616 0.600

1.600 1.578 1.628 1.600

6.000 5.890 6.155 6.000

Fig. 2. Scatter plots and regression lines comparing the ABL90 FLEX 
PLUS and the Beckman Coulter AU5800.

8

6

4

2

0

AB
L9

0 
FL

EX
 P

LU
S

AU5800

 2 4 6 8

Passing Bablok Regression Fit

Passing Bablok Regression Fit (N=124)
0+1*AU5800
Identity

Pearson’s r=0.989

Fig. 3. Estimated bias of ABL90 FLEX PLUS at the medical decis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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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측정값을 가장 잘 반영하는 회귀식은 1차 

함수였고, 0.4-8.4 mg/dL 범위에서 결정계수(R2)가 0.9993으로 도

출되었다(Fig. 1). 

 

3. 상관성

상관성 평가를 위해 Beckman Coulter AU5800 장비를 이용하

여 124명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측정값의 평균값은 2.44 mg/dL, 표

준편차 2.39로 분석되었고, 같은 시간에 채혈한 전혈을 이용하여 

측정한 ABL90 FLEX PLUS 장비의 결과값은 평균 2.44 mg/dL, 표준

편차 2.43으로 분석되었다. Passing-Bablok 회귀분석을 이용한 두 

기기간 결과값의 상관계수는 0.989로 0.975 이상이었으며(Fig. 2, 

Table 2), Passing-Bablok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회귀식을 이용하

여 계산한, 의학적 결정 수준에서의 예측값은 0.6 mg/dL, 1.6 mg/dL, 

6.0 mg/dL에서 각각 0.6 mg/dL, 1.6 mg/dL, 6.0 mg/dL로 도출되어 

2. 직선성

직선성 평가를 시행하여 측정된 5가지 농도의 평균값은 0.4 mg/

dL, 2.3 mg/dL, 4.3 mg/dL, 6.2 mg/dL, 8.4 mg/dL로 나타났으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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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5% CI 범위 이내에 포함되었다(Fig. 3). 또한 Bland Altman 

plot을 이용하여 도출한 95% 일치한계 경계값은 -0.649 mg/dL 

(-18.8%)와 0.643 mg/dL (17.8%)이었다(Fig.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현장검사 장비인 ABL90 FLEX PLUS에 대한 크레

아티닌 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정밀도 평가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두 농도의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 반복정밀도와 

총비정밀도의 변이계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나 우수한 정밀도를 

보였다. 이는 5가지의 크레아티닌 현장검사 장비를 비교분석한 기

존 논문의 결과와 비교할 때(3.0%, 2.1%, 2.7%, 3.7%, 14.3%) 상대

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8]. 직선성 평가에서 결정계수(R2)

는 0.9993으로 의학적 결정 수준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우수한 

직선성을 보였다. Beckman Coulter AU5800 장비와의 상관성 평가

에서 크레아티닌 측정값 사이의 상관계수(r)가 0.989로 CLSI EP9-

A3에서 제시한 0.975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을 이용하여 유

추한 의학적 결정 수준에서의 측정 예측값이 모두 95% CI 범위에 

포함되어 상관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크레아티닌 측정을 위한 검사법으로 흔히 크레아티닌과 피

크르산(picric acid)이 반응하여 발색반응을 일으키는 Jaffe 반응

을 이용하는데 이 검사방법은 크레아티닌 이외의 크로모겐(non-

creatinine chromogen)에 의하여 위양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9] 

검체의 종류 또는 조성에 따라 측정되는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10]. 본 연구의 상관성 평가에서 사용한 AU5800 장비 검사는 Jaffe 

반응을 이용한 키네틱 발색시험법(kinetic color test)을 사용하는 

반면 ABL90 FLEX PLUS 장비는 크레아티닌의 반응과정 중 발생하

는 과산화수소(H2O2)를 전기분해 하여 형성되는 두 백금 전극 사

이의 전류값을 이용하여 크레아티닌의 농도를 도출하기 때문에 전

혈 검체를 이용하여도 Jaffe 반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레아티닌 

이외의 크로모겐에 의한 간섭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AU5800 장비를 이용한 혈청 크레아티닌 측정 검사는 ID-MS (Iso-

tope Dilution Mass Spectroscopy) 방법의 검사소급성(traceability)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LB90 FLEX PLUS 장비를 이용한 

전혈 크레아티닌 측정 검사는 NIST SRM 967a를 이용한 역상 크로

마토 그래피(reversed phase-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

raphy) 검사법에 검사소급성이 있는 것으로 제조사는 제시하고 있

으나 백금 전극을 이용한 크레아티닌 측정법을 ID-MS로 검사소급

성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검사방법의 검사소급성

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조영제와 신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조

영제 투여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은 원내에서 발생하는 신

부전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때로는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11]. 

조영제 유발 신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참고

해 보면 환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의 기저 신기능 감

소이다[12]. 하지만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현장에서는 5% 이상의 

환자들이 검사 전 신기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

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현장에서 현장검사 장

비를 이용하여 신기능 평가를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13]. 특히 응급실에서 응급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영상검사 시행 이전에 검사실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신기능 평가를 하게 되면 응급영상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신기능 

평가를 마치고 필요한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량과 검사 속도에 관련된 분

석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제조사에서 제시한 ABL90 FLEX PLUS 장

비의 필요 검체량이 65 μL로 소량이고, 크레아티닌을 포함한 전체 

분석 시간이 35초로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본 연

구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ABL90 FLEX PLUS는 적절히 진료현장에 

배치하여 이용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기능 평가가 가능하며 

크레아티닌 측정 성능 또한 우수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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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경: 크레아티닌은 신기능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조영제 

유발 신부전과 같은 급성 신기능 저하를 진단하기 위해 전혈을 이

용하여 크레아티닌을 현장검사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검사 장비인 ABL90 FLEX PLUS (Ra-

diometer, Denmark)의 크레아티닌의 측정 성능을 평가하여 임상

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법: ABL90 FLEX PLUS의 크레아티닌 측정 성능 평가를 위해 

CLSI 지침에 따라 정밀도, 직선성,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상관성 평

가는 혈청을 이용하여 측정한 Beckman Coulter AU5800 (Beck-

man Coulter, USA)의 결과와, 동일한 환자의 전혈을 이용하여 측

정한 ABL90 FLEX PLUS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정밀도 평가 결과 총 정밀도 변이계수는 두 정도관리 물질에

서 각각 0.0%, 0.8%였다. 직선성 평가 결과(측정범위 0.4-8.4 mg/dL) 

회귀식을 이용하여 도출 한 결정계수(R2)가 0.9993이었다. Beckman 

Coulter AU5800와 상관성 비교 평가 결과, 상관계수(r)가 0.98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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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어 95% CI 범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95% 일치한계 경계값

은 -0.649 mg/dL (-18.8%)와 0.643 mg/dL (17.8%)였다. 

결론: 현장검사 장비인 ABL90 FLEX PLUS의 크레아티닌 측정값에 

대한 평가결과 정밀도, 직선성, 상관성 모두 우수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고려할 때 ABL90 FLEX PLUS는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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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biomarker for diagnosis of heart failure and monitoring 

treatment [2]. BNP is a biologically active hormone composed of 

32 amino acids produced in the myocardium [2]. BNP increases in 

response to an increased myocardial wall stress [3]. Plasma BNP 

levels of 100 pg/mL and 400 pg/mL are helpful for exclusion and 

consideration of heart failure in untreated patients with symptoms 

of a heart failure, respectively [1, 3]. 

Various commercial BNP tests are performed using automated 

analyzers in many clinical laboratories [2]. The point of care (POC) 

test continues to be needed because it can reduce the clinical po-

tential decision time in emergency situations by providing test re-

sults within approximately one hour [1]. However, the POC test 

should be veri�ed to have a good correlation and precision com-

pared to those in the clinical laboratory assays [1]. 

A new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assay (SelexOn 

INTRODUCTION

Heart failure is a major global cause of disease and death [1]. B-

type natriuretic peptide (BNP) is currently regarded as a cli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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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assay (Osang 
Healthcare Inc., Korea), a new rapid lateral flow immunoassay for point of care (POC) testing using whole blood. 
Methods: The imprecision, linearity, and method comparison of SelexOnTM BNP assay were evaluated. Two commercial BNP assays, the ADVIA 
Centaur® BNP (Siemens Health Care diagnostics Inc., USA) and the Triage® BNP assays (Alere, USA), were included for method comparison using 
100 whole blood samples from patients. The reference interval was verified using 120 residual samples from health examination participants. 
Results: The SelexOn BNP had total CVs of 20.3%, 13.3%, and 10.3% in BNP concentrations of 89.44 pg/mL, 480.71 pg/mL, and 1,201.84 pg/
mL of control materials, respectively. Linearity was observed from 56 pg/mL to 1544 pg/mL. The SelexOn BNP (y) regression equation was 
y=0.9706x-21.68 with Centaur BNP (x) (r =0.930) and y=0.7600x+0.0506 with Triage BNP (x) (r =0.845), respectively. The predicted mean differ-
ence (%) of the SelexOn BNP at the clinical decision levels (100 pg/mL) was up to 25% lower than the two comparative methods. The SelexOn 
BNP levels were below 50 pg/mL in 114 (95%) of the 120 samples. 
Conclusions: The SelexOn BNP using EDTA was developed as a POC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r treatment monitoring for acute heart fail-
ure. However, clinical decision values must be improved to be compatible with other BNP methods.

Key Words: Point of care testing, B-type natriuretic peptide, Lateral flow immun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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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 (Osang Healthcare Inc., Anyang, Korea) was recently devel-

oped for POC testing. It consists of a single-use, disposable Selex-

OnTM cartridge and a portable automated analyzer system. The 

principle for quantifying BNP is a rapid sandwich immunoassay 

using gold particles conjugated with a speci�c antibody on a test 

cartridge using lateral �ow with K2EDTA-anticoagulated whole 

blood. The camera inside the analyzer detects the signal line in-

tensity. The integrated software converts the signal intensity to a 

quantitative result by comparing with an internal calibration curve 

(Fig. 1).

MATERIALS AND METHODS

We evaluated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SelexOn BNP 

compared to two BNP assays based on the Clinical and Labora-

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Catholic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OC16-

DISI0012). 

1. Imprecision 

Imprecision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EP15-

A3 [4]. Low, medium, and high levels of the quality control materi-

als wer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The control materials were 

measured in �ve replicates a day for �ve days. Repeatability and 

within-laboratory imprecision at each level were assessed. Within-

laboratory imprecision was compared to the desirable impreci-

sion speci�cation (15%) recommended by Apple et al. [5]. In addi-

tion, two K2EDTA-anticoagulated whole blood samples near a 

clinical decision level of 100 pg/mL were measured in 20 repli-

cates a day per sample to obtain repeatability since BNP should 

be measured within 4 h of collection at room temperature [5].

 

2. Linearity 

Linear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CLSI guideline EP6-A [6]. 

The claimed measuring interval ranged from 50 pg/mL to 2,000 

pg/mL. Two patient samples with low (L) and high levels (H) were 

mixed as follows: 0.75*L+0.25*H, 0.5*L+0.5*H, 0.25*L+0.75*H. Each 

sample was measured three times using the SelexOn, and the mean 

values were compared to the expected values. Linear �t, second 

order, and third order polynomial regression analyses were per-

formed. The regression equation was obtained (y, measured con-

centration; x, expected concentration) using a linear �t model. 

3. Method comparison 

Method comparis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CLSI guide-

line EP9-A3 [7]. Two BNP assays, the ADVIA Centaur® XPT BNP 

(Centaur BNP) (Siemens Health Care Diagnostics Inc., Tarrytown, 

NY, USA) and the Triage® BNP test (Triage BNP) (Alere, San Di-

Fig. 1.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assay system. (A) The disposable cartridge uses a lateral flow immunoassay to detect BNP. 
Control and test lines are visible on the nitro-cellulose membrane. The control line indicates that the sample has migrated across the membrane as 
intended. (B) The camera inside the analyzer detects the signal line intensity. The integrated software converts the signal intensity to a quantitative 
result and shows it on th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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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assay system. (A) The disposable cartridge 
uses a lateral flow immunoassay to detect BNP. Control and test lines are visible on the nitro-
cellulose membrane. The control line indicates that the sample has migrated across the membrane 
as intended. (B) The camera inside the analyzer detects the signal line intensity. The integrated 
software converts the signal intensity to a quantitative result and shows it on th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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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assay system. (A) The disposable cartridge 
uses a lateral flow immunoassay to detect BNP. Control and test lines are visible on the nitro-
cellulose membrane. The control line indicates that the sample has migrated across the membrane 
as intended. (B) The camera inside the analyzer detects the signal line intensity. The integrated 
software converts the signal intensity to a quantitative result and shows it on th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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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CA, USA), were selected. The Centaur BNP is an automated 

sandwich immunoassay using EDTA plasma for central laboratory 

testing. The Triage BNP is a �uorescence immunoassay using EDTA 

plasma or whole blood for POC testing. K2EDTA-anticoagulated 

whole blood in a plastic tube was used to perform the SelexOn 

BNP and the Triage BNP, and the corresponding EDTA plasma 

was used to perform the Centaur BNP. Regression equations be-

tween the compared assays were obtained using the Passing-Bablok 

�t. 

4. Reference interval verification

A total of 120 EDTA whole blood residual samples obtained 

from individuals (aged from 22 years to 75 years; mean, 57 years), 

including 48 males (aged from 24 years to 75 years; mean, 60 years) 

and 72 females (aged from 22 years to 74 years; mean, 54 years) 

who participated in a health examination program without a med-

ical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or renal disease, were included 

to verify the reference interval (RI) of 100 pg/mL as a clinical deci-

sion point claimed by the manufacturer [1, 3, 8]. 

5. Statistics 

Analyze-it version 5.20 (Analyze-it Software, Ltd., Leeds, UK) 

was used to analyze imprecision, linearity, and method compari-

son. 

RESULTS

1. Imprecision 

The repeatabilities were 15.8%, 9.0%, and 8.1% for three mean 

BNP control levels of 89 pg/mL, 481 pg/mL, and 1,202 pg/mL, re-

spectively (Table 1). The total CV was 20.3% at 89.44 pg/mL, ex-

ceeding the desirable imprecision specification (15%), 9.0% at 

480.71 pg/mL and 8.1% 1201.84 pg/mL, which met the desirable 

imprecision speci�cation advised by Apple et al. [5]. However, 

mean BNP levels in two clinical samples were 91 pg/mL and 116 

pg/mL, with repeatabilities of 4.6% and 6.9%, which were lower 

than 15.8% of the 89 pg/mL for the control material. 

2. Linearity 

Linearity was observed from 56 pg/mL to 1544 pg/mL (Fig. 2).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he measured (y) and the assigned 

values (x) was y=16.38 + 0.9728x based on a linear �t (R2 =0.992, 

recovery rate: 95.8%-112.6%). The expected bias for non-linearity 

between the linear �t and the nonlinear (third order polynomial) 

�t was -20.6% (95% CI, -78.3% to 37.1%), 8.5% (0.1% to 16.8%), -1.1% 

(-4.6% to 2.4%), -3.9% (-6.9% to -0.8%), and 1.9% (-0.2% to 4.0%) at 

56 pg/mL, 428 pg/mL, 800 pg/mL, 1,172 pg/mL, and 1,544 pg/mL, 

respectively. 

3. Method comparison 

A total of 100 patient specimens within the measuring range in-

structed by the SelexOn BNP manufacturer (50 pg/mL to 2,000 

pg/mL) were available for method comparison (Table 2 and Fig. 

3). The SelexOn BNP (y) showed correlation coef�cients of 0.930 

with the Centaur BNP (x) and 0.845 with the Triage BNP (x). The 

Table 1. Precision of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SelexOn 
BNP) assay 

Material
Mean BNP 

(pg/mL)

Repeatability Within-laboratory

SD CV SD CV

Control 1*  89 14 15.8% 18 20.3%

Control 2  481 43 9.0% 64 13.3%

Control 3 1,202 98 8.1% 124 10.3%

Sample 1†  91 4 4.6% - -

Sample 2 116 8 6.9% - -

*CLSI guideline EP15-A3 (five repeats a day for five days) for control materials.
†20 repeats a day for the K2EDTA-whole blood samples.

Fig. 2. Linearity of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assay. The 
red and green regression lines represent the linear and polynomial fits, 
respectively.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he measured (y) and the 
assigned values (x) was y=16.38+0.9728x based on a linear fit (R2=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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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Linearity of the SelexOnTM B-type natriuretic peptide assay. The red and green regres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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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thod comparison of the SelexOnTM BNP with the Centaur® BNP and the Triage® BNP assays (N=100)

Methods compared (y vs. x) Intervals measured (y, pg/mL) r Passing-Bablok fit equation y-intercept (95% CI) Slope (95% CI)

SelexOn vs. Centaur 52-1995 0.930 y=0.9706x-21.68 -49.27 to -5.654 0.8969 to 1.108

SelexOn vs. Triage 52-1995 0.845 y=0.7600x+0.0506 -22.60 to 30.62 0.6217 to 0.8576

Table 3. Distribution of BNP results from non-heart failure samples participating in the health examination program (N=120) 

Age group
All (%)

All ages (N=120) <45 years (N=22) 45-54 years (N=22) 55-64 years (N=37) 65-75 years (N=39)

BNP (pg/mL)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50 114 (95) 45 69 3 18 9 10 14 22 19 19

50-74 1 (0.8)   1   0 - - - - -   1 

75-100 2 (1.7)   1   1  1 - - 1 -

101-160 3 (2.5)   1   2 - - 1 1 - 1 

Fig. 3. Scatter plot of method comparison for the SelexOn BNP, the Centaur BNP, and the Triage BNP assays. The red line represents the linear re-
gression equation by the Passing-Bablok fit (left) and difference plots (right). The SelexOn BNP (y) regression equation was (A) y=0.9706x-21.68 
with Centaur BNP (x) (r=0.930), and (B) y=0.7600x+0.0506 with Triage BNP (x) (r=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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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equations were y=0.9706x-21.68 with the Centaur BNP 

and y=0.7600x+0.0506 with the Triage BNP, respectively. The 

predicted mean difference (%) ((y–x)/y×100) of the SelexOn BNP 

(y) was -24.63% at 100 pg/mL and -8.63% at 400 pg/mL, respec-

tively, compared to the Centaur BNP (x). The predicted mean dif-

ference (%) of the SelexOn BNP (y) was -24.0% at 100 pg/mL and 

-24.0% at 400 pg/mL,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Triage BN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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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erification of reference interval 

Out of the 120 samples, 95.0% were less than 50 pg/mL, 96.3% 

were less than 75 pg/mL, and 97.5% were less than 100 pg/mL. 

The distribution of BNP results by age and gender have been sum-

marized in Table 3. Of the 120 individuals across all ages, 45 males 

and 69 females showed BNP results below 50 pg/mL.

DISCUSSION

We evaluated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SelexOn BNP 

for imprecision, linearity, method comparison, and veri�cation of 

reference interval based on CLSI guidelines. 

The total imprecision in the control material ranged from 10.3% 

to 20.3%, and the CV (20.3%) at 89 pg/mL exceeded 15% of a de-

sirable speci�cation for imprecision [5, 9]. Although repeatability 

was only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BNP stability in whole blood 

[5], similar low concentration clinical samples had lower repeat-

ability (4.6%-6.9%) than control (15.8%). This may be because the 

substrate of the manufacturer-provided control material wa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clinical sample. On the basis of the intra-

individual biological variation (CVI), the goal for imprecision should 

be less than or equal to half of the CVI [5, 10]. BNP has a very wide 

intra-individual biological variation (CVI, 30%-50%) like other hor-

mones, and the total imprecision of the SelexOn BNP is consid-

ered less than the minimum requirement of analytical imprecision 

goal (25%) [9-12, 14]. 

BNP usually increases in heart failure, and patients with a higher 

BNP value (≥100 pg/mL) in the acute setting should be evaluated 

via further work-up to rule out heart failure [1, 3, 13]. If the BNP 

level rises above 35 pg/mL in patients with a suspected heart fail-

ure in the non-acute setting, additional echocardiography should 

be recommended for heart failure [13]. BNP can also increase in 

various cardiac and non-cardiac conditions like acute coronary 

syndrom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ulmonary embolism, hy-

perthyroidism, renal failure, or septic shock [11, 13]. Therefore, 

BNP is reportedly a useful biomarker for ruling out rather than di-

agnosing heart failure because BNP at clinical decision levels has 

high negative predictive values in both the acute and the non-acute 

settings [13]. In addition, High BNP during heart failure follow-up 

and monitoring is also reportedly associated with adverse out-

comes [13]. 

He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lexOn BNP with the other 

two BNP assays was not high (r =0.930 for the Centaur BNP; r =  

0.845 for the Triage BNP), and the predicted mean difference (%) 

of the SelexOn BNP at clinical decision levels the 100 pg/mL and 

400 pg/mL was up to 25% lower than that in the two comparable 

assays. Th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methods agree with 

the previous BNP immunoassay comparison studies [1, 2, 10, 14, 

15]. Similar results have been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com-

paring the Triage and the Centaur BNPs [10, 14]. The main puta-

tive cause of the non-harmonized BNP assays is that there are no 

primary reference materials for BNP measurements; many manu-

facturers use different antibodies and calibrators for BNP immu-

noassays [1, 2, 16].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har-

monize the systematic differences in BNP assays, and more ap-

propriate clinical decision thresholds may be necessary for the in-

dividual BNP assay [2, 14]. If the BNP assay has a negative system-

atic bias, it may be interpreted as a false negative in disease differ-

ential diagnosis at low concentrations near 100 pg/mL. Our re-

sults suggest that calibration adjustments may be necessary to im-

prove the negative systematic bias of the SelexOn BNP. Variations 

between lots can have a signi�cant impact on the test results for 

cartridge-type POT tests, but the lot-to-lot variability was not eval-

uated in the present study. 

In the reference interval veri�cation, most (95% of the 120 indi-

viduals) with the SelexOn BNP exhibited values below 50 pg/mL. 

There was no difference observed between gender and age in the 

ratio outside the reference interval for the clinical decision point, 

but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for strati�ed reference intervals. 

The BNP reference intervals for the healthy elderly are higher than 

the clinical decision level used for the heart failure guidelines [13, 

17, 18]. Therefore, for the elderly, data should be interpreted in re-

lation with the clinical symptoms [17, 18].

In summary, the SelexOn BNP using EDTA whole blood was 

developed as a POC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r treatment 

monitoring for acute heart failure. However, harmonizat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o ensure that clinical decision values are 

compatible with other BNP methods. 

요  약

배경: 이 연구는 전혈을 이용한 현장검사용 새로운 신속 측방유동

면역분석법인 SelexOnTM B형 나트륨이뇨펩티드(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검사(Osang Healthcare, Korea)의 분석적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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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SelexOnTM BNP 검사의 비정밀도, 직선성 및 검사법 비교를 

평가하였다. 방법 비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상업용 BNP 분석법인 

ADVIA Centaur® BNP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USA)

와 Triage® BNP (Alere, USA) 검사를 100명의 환자 전혈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참고구간은 건강검진 참가자 120명의 잔여 검체로 

검정하였다. 

결과: SelexOn BNP는 BNP 농도가 각각 89.44 pg/mL, 480.71 pg/

mL 및 1,201.84 pg/mL인 경우 총 변이계수(CV)가 20.3%, 13.3% 및 

10.3%였다. 직선성은 평가된 56 pg/mL-1,544 pg/mL범위에서 관찰

되었다. SelexOn BNP (y)의 회귀 방정식은 각각 Centaur BNP (x)와 

y=0.9706x-21.68 (r =0.930), Triage BNP (x)와 y=0.7600x+0.0506 

(r =0.845)이었다. 임상적 의사결정농도(100 pg/mL)에서 SelexOn 

BNP의 예측 값은 두 개의 비교 가능한 분석법보다 최대 25% 낮았

다. 120 검체 중 114 (95%) 검체에서 SelexOn BNP 수치가 50 pg/

mL 미만이었다. 

결론: SelexOn BNP가 EDTA 전혈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급성 심

부전의 감별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검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BNP 분석법과 호환가능한 임상적 의사결정농도를 

갖도록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None declared.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

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

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

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16C0821).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ranslational R&D 

Project through the Institute for Bio-Medical Convergence, Incheon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e are grateful to Sang Gil Bae, Hyeji You, and Seon-Hwa Kim 

for excellent technical assistance. 

REFERENCES

1. Fu S, Ping P, Zhu Q, Ye P, Luo L. Brain natriuretic peptide and its bio-

chemical, analytical, and clinical issues in heart failure: A narrative re-

view. Front Physiol 2018;9:692. 

2. Semenov AG, Tamm NN, Apple FS, Schulz KM, Love SA, Ler R, et al. 

Searching for a BNP standard: Glycosylated proBNP as a common cal-

ibrator enables improved comparability of commercial BNP immuno-

assays. Clin Biochem 2017;50:181-5. 

3. Dickstein K, Cohen-Solal A, Filippatos G, McMurray JJ, Ponikowski P, 

Poole-Wilson PA, et al.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2008: The task force for the diagno-

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2008 of the Euro-

pean Society of Cardiology.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Heart 

Failure Association of the ESC (HFA) and endorsed by the European 

Society of Intensive Care Medicine (ESICM). Eur J Heart Fail 2008;10: 

933-89. 

4.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User veri�cation of preci-

sion and estimation of bias; Approved guideline—Third edition. CLSI 

document EP15-A3.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

stitute, 2014. 

5. Apple FS, Panteghini M, Ravkilde J, Mair J, Wu AH, Tate J, et al. Qual-

ity speci�cations for B-type natriuretic peptide assays. Clin Chem 2005; 

51:486-93.

6.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Evaluation of the linearity 

of quantitative measurement procedures: A statistical approach; Ap-

proved guideline. CLSI document EP06-A.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03. 

7.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Measurement procedure 

comparison and bias estimation using patient samples; Approved guide-

line—Third edition. CLSI document EP09-A3.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3. 

8.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De�ning, establishing, 

and verifying reference intervals in the clinical laboratory; Approved 

guideline—Third edition. CLSI document EP28-A3c. Wayne, PA: Clini-

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0.

9. Plebani M and Siest G. Natriuretic peptides and evidence-based qual-

ity speci�cations. Clin Chem Lab Med 2006;44:355-7. 

10. Wu AH, Packer M, Smith A, Bijou R, Fink D, Mair J, et al. Analytical 

and clinical evaluation of the Bayer ADVIA Centaur automated B-type 

natriuretic peptide assay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 multisite study. 

Clin Chem 2004;50:867-73.

11. Clerico A, Carlo Zucchelli G, Pilo A, Passino C, Emdin M. Clinical rele-

vance of biological variation: the lesson of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and NT-proBNP assay. Clin Chem Lab Med 2006;44:366-78. 

12. Bruins S, Fokkema MR, Römer JW, Dejongste MJ, van der Dijs FP, van 

den Ouweland JM, et al. High intraindividual variation of B-type natri-



제갈동욱 외: Evaluation of the SelexOnTM BNP Assay

https://doi.org/10.3343/lmo.2020.10.3.207 www.labmedonline.org   213

uretic peptide (BNP) and amino-terminal proBNP in patients with sta-

ble chronic heart failure. Clin Chem 2004;50:2052-8. 

13. Ponikowski P, Voors AA, Anker SD, Bueno H, Cleland JGF, Coats AJS, 

et al. 2016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The task forc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Developed with the special contribution of the Heart Failure 

Association (HFA) of the ESC. Eur Heart J 2016;37:2129-200. 

14. Prontera C, Zaninotto M, Giovannini S, Zucchelli GC, Pilo A, Sciacov-

elli L, et al. Pro�ciency testing project for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and the N-terminal part of the propeptide of BNP (NT-proBNP) immu-

noassays: The CardioOrmocheck study. Clin Chem Lab Med 2009;47: 

762-8. 

15. Kang SY, Suh JT, Kim MH, Lee WI, Lee HJ. Evaluation of BNP assays 

with Access 2 and AxSYM BNP in comparison with Point-of-Care Tri-

age BNP assay. Korean J Lab Med 2005;25:300-5. 

16. Clerico A, Zaninotto M, Passino C, Plebani M. New issues on measure-

ment of B-type natriuretic peptides. Clin Chem Lab Med 2017;56:32-9. 

17. Alehagen U, Goetze JP, Dahlström U. Reference intervals and decision 

limits for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and its precursor (Nt-proBNP) 

in the elderly. Clin Chim Acta 2007;382:8-14. 

18. Keyzer JM, Hoffmann JJ, Ringoir L, Nabbe KC, Widdershoven JW, Pop 

VJ. Age- and gender-speci�c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reference 

ranges in primary care. Clin Chem Lab Med 2014;52:1341-6. 



214   www.labmedonline.org eISSN 2093-6338

서  론

Prohibitin (PHB) 단백질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와 핵, 세포질, 

세포막 등에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및 형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한다고 알려져 있다[1]. PHB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외에 핵수용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사인자와 직간접

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사활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2]. 

PHB 단백은 두가지 형태(type I과 II)로 존재하는데 이들을 코딩하

는 유전자는 각각 PHB1과 PHB2이다. PHB1과 PHB2단백은 미토

콘드리아 내막에 고리모양의 구조로 존재한다[1]. PHB1과 PHB2 유

전자는 각각 17번 염색체 장완(17q21.33)과 12번 염색체 단완(12p13.31)

에 존재하며, 이들 단백의 분자량은 각각 32 kDa와 34 kDa이다[3]. 

Prohibitin 유전자 발현양 검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키트 개발 및 검사성능 평가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Kit for the Determination of prohibitin Ge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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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hibitin (PHB) regulates intracellular signal pathways, transcription, and cell cycles. Aberrant expression of the PHB gene is 
known to be related totumorigenesis, tumor progression, and chronic metabolic and inflammatory diseas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one-step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RT-qPCR) kit for quantifying PHB mRNA levels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in the laboratory.
Methods: TaqMan chemistry was used to develop the one-step PHB1 and PHB2 RT-qPCR kit. Normal peripheral blood cells from healthy individu-
als (N=20) and leukemia cells from patients initially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leukemia (AML, N=20), chronic myeloid leukemia (CML, N=13), 
and acute lymphoid leukemia (ALL, N=7) were enrolled to evaluate the laboratory performance of the kit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total hu-
man RNA controls.
Results: The intra-assay and inter-assay precision of the ki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less than 2%. The distribution of PHB1 mRNA expression 
of AML, CML, and ALL was 0.898-0.993 (median: 0.936), 0.817-0.976 (0.918), and 0.844-1.074 (0.973),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PHB2 mRNA 
expression of AML, CML, and ALL was 0.957-1.024 (median: 0.985), 0.988-1.047 (1.002), and 0.937-1.059 (1.004), respectively. The sensitivity, speci-
ficity,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and test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HB1 and PHB2 kit were greater than 50% for each parameter.
Conclusions: Our developed kit would be useful for diagnosing leukemia as well as detecting residual disease. Additionally, this kit could be 
used for monitoring and conducting molecular pathophysiological studies of obesity, metabolic, and inflammatory diseases.

Key Words: Prohibitin, Gene expression,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RT-qPCR), Laboratory performance

1 / 1CROSSMARK_logo_3_Test

2017-03-16https://crossmark-cdn.crossref.org/widget/v2.0/logos/CROSSMARK_Color_square.svg

https://orcid.org/0000-0002-0372-9185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3/lmo.2020.10.2.#&domain=pdf&date_stamp=2020-03-00


나보람 외: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HB RT-qPCR Kit

https://doi.org/10.3343/lmo.2020.10.3.214 www.labmedonline.org   215

PHB 기능 이상은 노화[4], 증식성 질환[5], 퇴행성 질환[6] 그리고 

대사질환[7]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종양발생과 병태생리에 PHB의 역할에 대한 연구 보고가 주로 

고형장기 종양에서 보고되고 있다. 위암, 식도암, 대장암, 전립선암, 

고위험 유방암, 방광암 및 갑상선암 등에서 PHB 단백 및 mRNA가 

높게 발현됨이 보고되었다. 이들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된 PHB는 

세포고사 회피의 주된 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내성

을 야기하는 주요인자임이 밝혀졌다[3]. 혈액질환에서 PHB의 역할

에대한 연구보고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고형장기 종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혈액질

환에서의 PHB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백혈병에서 

PHB1 및 PHB2 단백은 과발현됨이 보고되었고, 과발현된 PHB 단

백은 백혈병세포 증식과 세포고사 회피에 역할을 함이 보고되었다

[8]. 이상과 같이 PHB가 다양한 종양에서 그 병태생리적 의의가 속

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HB유전자 발현량을 정량적으

로 검출할 수 있는 분자진단키트가 시장에 소개되고 있지 않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검사현장에서도 손쉽게 PHB1과 PHB2 유전자를 정량검출할수 있

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키트를 개발하여 백혈병환자 검체와 

관리물질을 이용한 간략한 성능평가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PHB1 및 PHB2 유전자 정량검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키트 제작

PHB 유전자 발현량 정량검출을 위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키트는 TaqMan 화학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PHB1, 

PHB2 및 ABL 유전자 각각에 대한 프로브 및 시발체 염기서열은 

Table 1과 같다. PHB1 프로브에는 FAM 형광물질과 이를 제어하

는 EBQ quencher를 사용하였고, PHB2 프로브에는 TET 형광물

질과 PHB1 프로브에서 사용한 동일한 EBQ quencher를 부착하

여 제작하였다. 전혈 또는 골수 검체에서 추출한 total RNA 또는 

mRNA로부터 PHB1 (또는 PHB2) 유전자와 ABL 유전자 발현량

을 동일한 한 개의 튜브에서 한번에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RT) 과정과 정량중합효소연쇄반응(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이 진행되는 one-step RT-qPCR 키트로 개발하였

다(GeneMedikit®PHB1 RT-qPCR kit 및 GeneMedikit®PHB2RT-

qPCR kit; GeneMedica, Gwangju, Korea). 

2. 검체와 인간유래 RNA 관리물질

신체검사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상으로 판명된 20명의 말초 

혈액을 채혈하여 정상인에서 PHB1 및 PHB2 유전자 발현량의 분

포를 Bayesian법으로 구하였다.백혈병 환자의 경우 진단시 골수 검

체를 이용하였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 20예, 만성골수성백혈병 

13예, 그리고 급성림프구성백혈병 7예를 이용하였다. 이들 검체에

서 total RNA의 추출은 상품화 키트(Invitrogen™ RNAqueous To-

tal RNA Isolation Kit; Thermo Fisher Scienti�c, Waltham, MA, USA)

를 이용하였다. Total RNA의 농도는 분광광도법(Micro UV-VIS spec-

trophotometer; Malcom, Tokyo, Japan)으로 측정하여 PCR반응에 

이용하였다.

개발된 키트의 검사능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상품화된 인간

유래 RNA 관리물질(Thermo Fisher Scienti�c)을 이용하였다. 환자

유래 검체는 검사 후 잔여검체로부터 획득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관윤리위원회 승인(CNUHH-2019-001)을 얻어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임상검사 후 폐기예정인 잔여검

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

의면제 요건에 해당됨을 기관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3. 검사성능 평가

검출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의 표준물질(2×105 copies/μL)

을 이용하여 DEPC 처리 증류수로 희석하여 2×104 copies/μL, 2

×103 copies/μL와 2×102 copies/μL 농도의 희석액을 만들어 사

용하였다. 각 농도당 4번 반복검사를 실시하여 검출한계를 검증하

였다. 특이도 평가를 위해 정량증폭 음성 대조검체로서 DEPC처리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양성 대조검체로는 상품화된 인간유래 to-

tal RNA control (ThermoFisher Scienti�c)을 이용하였다. 정밀도 

평가는 상품화된 인간유래 total RNA control (ThermoFisher Sci-

enti�c)을 이용하여, 측정 내 정밀도(intra-assay precision)와 측정

간 정밀도(inter-assay precision) 평가를 위해 4일간 하루 10번씩 

반복검사를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검사능 분석은 병원종사자와 검진센터에서 혈액검사를 포함하

여 다양한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정상인 20

Table 1. Nucleotide sequences for primers and probes

Primers/Probes Sequence*

PHB1 Probe [FAM]TGTGGXXXXXXXXXXCAGAGCTG[EBQ]

PHB1 Reverse GGAGXXXXXXXXAACTCTG

PHB1 Forward CTGGXXXXXXXXGTGGTCGA

PHB2 Probe [TET]TGACATXXXXXXXXXXCCTCGA[EBQ]

PHB2 Reverse CTTGGTXXXXXXXXCCCATT

PHB2 Forward CGAGAXXXXXXXXCAGGG

ABL Probe [FAM]TCTAAXXXXXXXXAAAGGT[EBQ-dT]
GAAAAXXXXXXXXTCTT[Phosphate]

ABL Reverse AAAATGXXXXXXXXCTTTTCG

ABL Forward CCATTCCXXXXXXXXATTATAGC

*X represents nucleotides hidden for securit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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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plification plots of standards for ABL (upper panel), PHB1 
(middle panel), and PHB2 (lower panel) genes. Five standards of ABL, 
PHB1, and PHB2 genes were used in each experiment with the same 
number of copies (Standard 1: 2×102 copies/µL, Standard 2: 2×103 
copies/µL, Standard 3: 2×104 copies/µL, Standard 4: 2×105 copies/µL, 
Standard 5: 2×106 copies/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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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혈액검체를 이용하여 PHB1 및 PHB2 mRNA 정량 발현량의 

cutoff 수치를 결정하였다. 골수 조직검사와 염색체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검사로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으로 확진된 환자의 진단 시 골수검체를 이용하여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 및 검사효능(일치율)을 

구하였다.

4. 백혈병환자 검체 적용

개발한 GeneMediKit®PHB1 및 PHB2 RT-qPCR (GeneMedica) 

키트의 임상검체 적용과 백혈병 진단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

상인 20명의 말초혈액 검체와 백혈병환자 40명(급성골수성백혈병 

20예, 만성골수성백혈병 13예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7예)의 진단

시 골수검체에 적용하여 보았다.

5. 통계분석

통계분석에 이용한 통계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13.0 (SPSS 

Inc., Illinois, USA)을 이용하였다. 직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항회

귀분석을 시행하였고, t-test로 검정하였다. 

결  과

1. 키트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키트는 검사현장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중

합효소연쇄반응기인 CFX96 (Bio-Rad, Hercules, CA, USA)과 ABI 

7500 (Applied Biosystems, Waltham, MA, USA)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설명서에 명시된 반응액의 조성은 시발체와 프로브 

혼합물(5 μL), 2x RT-qPCR 반응액(12.5 μL), 증류수(2.5 μL), ROX 

형광물질(0.5 μL, ABI 7500 사용할 경우에 추가), 그리고 검체에서 

추출한 RNA (5 μL)이다. PCR 반응 조건은 역전사반응 과정을 위

해 50˚C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95˚C에서 5분간 변성(denaturation) 

과정을 거친 후, 95˚C에서 20초, 55˚C에서 30초 반응을 40회 수행하

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키트에는 내부대조 ABL 유전자와 PHB1 또는 PHB2 유

전자 각각에 해당되는 표준 유전자물질이 2×102 copies/μL부터 2

×106 copies/μL까지 10배 농도 구배로 5개가 포함되어 있어 quan-

ti�cation cycle (Cq) 값에 기초한 상대정량 보고뿐만 아니라 표준 

유전자 물질을 이용한 상대정량도 가능하게 하였다.

2. PCR 증폭효율평가

PHB1 및 PHB2 유전자 표준물질 2.0×106 copies/μL 농도부터 

2.0×102 copies/μL 농도까지 5개의 표준물질에 대한 증폭결과는 

Fig. 1과 같다. PHB1 및 PHB2 표준물질을 7번 반복 측정한 기대치

에 대한 관측치의 회수율은 각각 101.55±10.50% (평균±표준편

자) 및 102.09±10.88%였고, 기울기는 -3.31 및 -3.30이었다. 한편 

PHB1 및 PHB2 표준물질의 기대치에 대한 R2값은 각각 0.996 및 

0.995이었다(Fig. 2).

3. 검출한계 평가

검출한계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GeneMediKit PHB1 

RT-qPCR은 회수율 93% 수준에서 검출 한계는 200 copies/μL이었

다. GeneMediKit PHB2 RT-qPCR 키트는 회수율 92% 수준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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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한계는 2,000 copies/μL이었다. 

4. 특이도 평가

개발한 키트를 사용하여, 양성 대조검체로 사용한 상품화된 인

간유래 total RNA control로써 PHB1 및 PHB2 mRNA 정량 증폭

을 20번 실시해 보았는데, 모든 반응에서 검출되었으나, 20번 독립

적으로 음성 대조검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해당 유전자 증폭반

응이 검출되지 않아 100% 특이도를 보였다. 

5. 정밀도 평가

상품화된 인간유래 total RNA control (ThermoFisher Scienti�c)

을 이용하여 검증한 측정내 정밀도는 PHB1 및 PHB2 유전자에서 

각각 2% 이내의 매우 양호한 정밀도를 보였다. PHB1과 PHB2 유

전자 정량발현 검출의 측정 간 정밀도는 2% 이내의 우수한 정밀도

를 보였다(Table 2).

Fig. 2. Theslope of the standard curve used toestimate PCR amplification efficiency of ABL (upper), PHB1 (middle), and PHB2 (lower) genes. A stan-
dard curve is graphically represented as a semi-log regression line plot of the Cq value versus log of standard nucleic acid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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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cision evaluation of the GeneMediKit®PHB1 and PHB2 RT-
qPCR using human total RNA as a control

Gene
Test 
No.

Intra-assay precision Inter-assay precision

Mean SD CV Mean SD CV

PHB1 40 0.983 0.010 1.095 0.983 0.011 1.150

PHB2 40 0.890 0.014 1.613 0.891 0.015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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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상인 및 백혈병환자에서 PHB1 및 PHB2 유전자 발현양

정상인과 각종 백혈병환자에서 PHB1과 PHB2 유전자 발현량

에 대한 실험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다. 매우 제한된 수이지만 

정상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말초혈액 단핵구세포에서 PHB1 유전

자 발현량의 분포는 0.864-0.931 (중앙값 0.906)이었고, PHB2 유전

자 발현량의 분포는 0.962-0.988 (중앙값 0.970)이었다. 표본수가 적

어 Bayesian법(2.5 percentile-97.5 percentile)을 적용하여 참고치를 

설정하였을때, PHB1과 PHB2 유전자 발현량의 참고범위는 각각 

0.892-0.930 및 0.966-0.986이었다. 한편 백혈병환자에서 PHB1 유

전자 발현량의 분포는 급성골수성백혈병(N=20), 만성골수성백혈

병(N=13)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N=7) 환자에서 0.898-0.993 (중

앙값 0.936), 0.817-0.976 (중앙값 0.918), 0.844-1.074 (중앙값 0.973)

이었다. PHB2 유전자 발현량의 분포는 급성골수성백혈병(N=20), 

만성골수성백혈병(N=13)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N=7) 환자에서 

각각 0.957-1.024 (중앙값 0.985), 0.988-1.047 (중앙값 1.002), 0.937-

1.059 (중앙값 1.004)이었다. PHB1 유전자 발현량은 정상인의 백

혈구세포보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나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세포에

서 유의하게 더 높이 나타나는 점을 관찰할수 있었다(P<0.05; Fig. 

3). 한편, PHB2 유전자 발현량은 정상인의 백혈구세포보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세포에서 유의하게 더 높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Fig. 3).

7. 검사능(진단효율)검증

GeneMediKit®PHB1 RT-qPCR (GeneMedica) 키트에 의한 PHB1

유전자 정량 발현량 검사의 백혈병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

측률, 음성예측률 및 검사 효능은 각각 62.5%, 78.9%, 86.2%, 50.0% 

및 50.4%였다. 한편 GeneMediKit®PHB2 RT-qPCR (GeneMedica) 

키트에 의한 PHB2 유전자 정량검사는 백혈병에 대해 민감도, 특

이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 및 검사 효능은 각각 80.0%, 70.6%, 

86.5%, 60.0% 및 53.1%였다(Table 3).

고  찰

PHB 단백의 기능은 세포내 존재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된

다. PHB가 세포막에 존재할 경우 세포막 전달에 관여하는 세포신

호를 조절하고, 핵내에서 PHB는 전사활성화와 세포주기를 조절한

다. 미토콘드리아 PHB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형태유지,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내인성 세포

고사 경로를 조절한다[9]. PHB는 세포 내 세포고사 신호에 따라 

핵이나 미토콘드리아에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PHB는 

세포생존과 세포고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알려

지고 있다.

종양발생을 포함한 종양병태생리에서 PHB의 분자기능에 대해

Table 3. Diagnostic efficacy of the GeneMediKit®PHB1 and PHB2 RT-
qPCR kit

PHB1 PHB2

Leuke-
mia (N)

Healthy 
(N)

Total 
(N)

Leuke-
mia (N)

Healthy 
(N)

Total 
(N)

PHB quantification

   Out of RI (+) 25   4 29 32   5 37

   Within RI (-) 15 15 30   8 12 20

   Total (No) 40 19 59 40 17 57

Laboratory performance for leukemia

   Sensitivity 62.5 80.0

   Specificity 78.9 70.6

   PPV 86.2 86.5

   NPV 50.0 60.0

   TE 50.4 53.1

Abbreviations: RI, reference interval;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TE, test effectiveness.

Fig. 3. Distribution of PHB1 and PHB2 mRNAexpressionin healthy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cute myeloid leukemia (AML), chronic myeloid 
leukemia (CML), and acute lymphoid leukemia (AL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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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확실히 규명되어있지 않지만 최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PHB가 전립선암, 난소암, 방광암 및 위암의 발생에서 그 역할이 규

명되고 있다[5]. 혈액암, 특히 백혈병의 분자병태 생리에서 PHB의 

역할에 대한 연구보고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 미

토콘드리아 PHB가 혈액암세포에서 과발현됨이 보고되었고, 이들 

세포에서 PHB가 세포고사를 회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이 보

고되었다. 한편 PHB1 및 PHB2 단백은 정상인으로부터 분리된 말

초혈액 단핵구세포보다는 백혈병과림프종 세포에서 매우 높게 발

현되어 PHB가 백혈병 등 혈액암에서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분자적 표적임이 제시되었다[8]. 본 연구에서도 제한

된 수의 백혈병환자의 진단시 검체를 이용하여 PHB1과 PHB2 유

전자 발현량의 분포와 진단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았는데, PHB1 

유전자와 PHB2 유전자는 각각 급성골수성백혈병/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에서 발현량이 

더 높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HB1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에서, PHB2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정상인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한 검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PHB1 및 PHB2 유전자 정량 발현량 검사의 각각의 검사 효능은 

50.4% 및 53.1% 였다.

한편, Mishra와 Nyomba의 연구에서는, 생쥐의 지방조직과 대식

세포에서 야생형(wild-type) PHB 유전자의 과발현을 유도한 생쥐 

실험을 해보았을 때, 암컷과 수컷 생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비만

이 발생하였으나, 수컷 생쥐에서만 당뇨병과 간암이 추가로 발생하

였다. 또, 유전변이 PHB 단백(tyrosine-114)을 지방세포와 대식세

포에 과발현시킨 암컷과 수컷 모두에서 비만이 발생하였는데, 흥

미롭게도 간암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컷 생쥐에서는 림프절종양

이 발생했다. 따라서 PHB는 비만, 당뇨병, 종양발생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인자임이 판명된 바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PHB 유전자 정량발현검사 키트는 이러한 비만, 당뇨병, 종

양 발생과의 연관성 및 분자병태 생리를 규명하는 데에도 매우 유

용하게 이용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HB는 진화론적으로 잘 보존된 세포내 단백으로서 핵, 세포질 

및 세포내소기관등 다양한 세포내 부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다. PHB1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유지와 생성과정에 필요한 단백질

의 입체구조 형성을 도와주는 단백인자(chaperone)이다[11]. PHB1

과 종양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근 중요한 연구들이 보고되

었는데, 특히 간세포암과 간담관암에서 PHB1단백 발현이 현저하

게 감소되어 있음이 알려졌고, 이들 종양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해 PHB1이 MAT1A 양성 조절인자로 작용하고, 반면에 c-MYC, 

MYFG와 c-MAF 발현은 억제함이 밝혀져서 간 및 담도계에서 

PHB1 단백 발현의 감소는 간세포암 및 간담관암의 발병에 중요함

이 보고된바 있다[12]. 본 연구에서 개발한 키트는 PHB1과 PHB2 

유전자 발현량을 각각 검사할 수 있어, 아직 간암으로 이행하지 않

은 간전구암 병변조직이나 만성 염증성 간조직에 적용한다면 간암

의 발생을 예측할수 있는 중요한 검사키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PHB2 단백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며 이의 기능은 개체 

발달과정, 수명조절 등을 포함한 미토콘드리아 동력학(dynamics)

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내 조절대사 과정에 중요하다[13]. 손상되었

거나 필요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 제거과정(mitophage)은 종양발

생 억제, 신경퇴행성질환/노화예방, 세포기능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PHB2는 mitophage 수용체로서 그 역할이 명확

히 규명되었고, 정상적인 세포기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단백이

고, PHB2 관련 병태생리는 종양 및 노화 병태생리를 비롯한 다양

한 질환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4, 15]. 본 연구에서 개발

한 GeneMediKit®PHB2 RT-qPCR (GeneMedica)는 이러한 PHB2 

유전자 발현량 뿐만 아니라, PHB1 유전자 발현량 또한 모든 인체

세포나 조직에 적용하여 검출할 수 있고 병원의 검사현장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요  약

배경: PHB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조절하고, 핵내에서 전사 활성화

와 세포주기를 조절한다. 따라서 PHB 이상발현은 종양발생, 진행 

및 만성 대사성질환이나 염증성질환과 관련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HB1 및 PHB2 유전자 정량발현 one-step 

RT-qPCR키트를 개발하여 이의 검사성능을 평가하여 보았다.

방법: TaqMan법을 적용하여 one-step RT-qPCR키트를 개발하였

다. 정상인 20명의 말초혈액검체, 급성골수성백혈병 20예, 만성골

수성백혈병 13예, 급성림프구성백혈병 7예의 진단시 골수검체와 

상품화된 인간유래 RNA 관리물질을 이용하여 개발된 키트의 검

사능 평가에 이용하였다.

결과: 개발한 PHB1 및 PHB2 RT-qPCR 키트의 측정내 정밀도와 

측정 간 정밀도는 모두 2% 이내의 매우 양호한 정밀도를 보였다. 

급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환

자에서 PHB1 유전자 발현량은 각각 0.898-0.993, 0.817-0.976, 

0.844-1.074이었고, PHB2 유전자 발현량의 분포는 각각 0.957-1.024, 

0.988-1.047, 0.937-1.059이었다. 개발한 PHB1 및 PHB2 유전자 정

량 발현량 검사키트의 백혈병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 및 검사효능은 각각에서 50% 이상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PHB1 및 PHB2 유전자 정량발현 one-

step RT-qPCR 검사키트는 백혈병 등 혈액암의 진단 및 잔류병소 

측정뿐만 아니라, 비만 등 만성대사/염증성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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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 및 새로운 병태생리 규명을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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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testinal protozoan infection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gastrointestinal diseases. Protozoa are usually detected by direct 
smear microscopy, concentration techniques, or special stains; however, these techniques are labor-intensive and require well-trained technicians. 
Therefore, molecular techniques involv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have been developed to satisfy the need for unbiased and rapid ana-
lytical methods with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n this study, the BD MAXTM Enteric Parasite Panel (EPP)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 
designed to detect Cryptosporidium parvum and/or hominis, Giardia lamblia, and Entamoeba histolytica, and the AllplexTM Gastrointestinal Para-
site Assays (AGPA) (Seegene Inc., Korea), designed to detect Cryptosporidium species, G. lamblia, E. histolytica, Blastocystis hominis, Dientamoe-
ba fragilis, and Cyclospora cayetanensis were compared to determine whether any of these assays could become a useful tool for detecting intes-
tinal protozoan infections in Korea.
Methods: We investigated 295 fecal samples using EPP and AGPA. Then we confirmed the positive results with the conventional and nested PCR. 
Consistent detection by conventional PCR, nested PCR, and one of the multiplex panels was considered “true positive.”
Results: Out of 295 samples, 17 were true positives for B. hominis and 2 were true positives for E. histolytica. EPP detected parasites in only two 
samples owing to its design; however, its true positive detection rate was 100% (2/2). AGPA detected parasites in 24 samples with 79.2% (19/24) 
true positives.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protozoan, especially B. hominis, infection may be more prevalent than expected. AGPA could be an effective tool 
for screening protozoan infections.

Key Words: Parasite infection, Real-time PCR, Blastocystis hominis

한국인 환자에서 장관 감염성 원충의 검출을 위한 BD MAX 
Enteric Parasite Panel과 Seegene Allplex Gastrointestinal 
Parasite Assay의 비교 평가
Detection of Intestinal Protozoa in Korean Patients Using BD MAX Enteric Parasite Panel 
and Seegene Allplex Gastrointestinal Parasit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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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testinal parasite infection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gas-

trointestinal diseases [1]; however, parasitic infections in af-

fected patients have been underreported compared to bacte-

rial or viral infections [2]. Intestinal protozoan parasites cause 

various gastrointestinal symptoms, ranging from asymptomatic 

to life-threatening watery or hemorrhagic diarrhea [3, 4]. Most 

laboratories use the microscopic ova and parasite examination 

for stool parasite testing. Usually direct smear microscopy, con-

centration techniques [5], or special stains such as Modi�ed 

Fields’ stain, Giemsa stain, or iron hematoxylin stain are needed 

to detect protozoans [6]; however, these techniques are labor-

intensive and require well-trained and highly skilled techni-

cians for optimal interpretation. Furthermore, protozoan para-

sites are dif�cult to identify especially when they are present 

in low numbers; therefore, microscopic examination is not ef-

fective for accurate detection of the parasites due to low diag-

nostic sensitivity and specificity [3, 7-10]. Hence, molecular 

techniques involv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have 

been developed for detecting protozoa to satisfy the need for 

unbiased and rapid analytical methods with high sensitivity 

and speci�city [11, 12].

Cryptosporidium, Blastocystis, Entamoeba, Giardia lamblia, 

and Dientamoeba fragilis are the predominant species associ-

ated with intestinal infection etiology globally [1]. The commer-

cially available multiplex panels, BD MAXTM Enteric Parasite Panel 

(EPP)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 and 

AllplexTM Gastrointestinal Parasite Assays (AGPA) (Seegene Inc., 

Seoul, Korea), are designed to detect protozoans. EPP is designed 

to detect Cryptosporidium parvum and/or hominis, G. lamblia, 

and Entamoeba histolytica, which are the most common para-

sites in developed countries. AGPA is designed to detect Crypto-

sporidium parvum and/or hominis, G. lamblia, Entamoeba his-

tolytica, Blastocystis hominis, D. fragilis and Cyclospora cayeta-

nensis. 

In this study, we compared EPP and AGPA to determine whether 

any of these assays could become a useful tool for detecting intes-

tinal protozoan infections from fecal samples in Korean laboratory 

settings. 

MATERIALS AND METHODS

1. Sample collection

A total of 295 fecal samples, including both loose and formed 

stool, from patients with symptoms of gastroenteritis or patients 

visiting for regular health check-up were collected from Septem-

ber 2017 to May 2018. Most of the 264 fecal samples from patients 

with gastroenteritis were not examined for intestinal parasites but 

were tested for bacterial or viral infections. The samples were 

stored at -80˚C until used for DNA extraction. This study was ap-

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everance Hospi-

tal (IRB no. 4-2016-0946).

2. DNA extraction

Genomic DNA from 295 fecal samples was extracted using the 

QIAamp DNA mini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 ac-

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The DNA samples were 

stored at -20˚C until tested. 

3. Parasites detection using multiplex real-time PCR

The fecal samples were processed using fully automated real-

time PCR systems; EPP designed to detect Cryptosporidium par-

vum and/or hominis, G. lamblia, and Entamoeba histolytica, 

and AGPA designed to detect Cryptosporidium species, G. lam-

blia, E. histolytica, Blastocystis hominis, D. fragilis, and Cyclospora 

cayetanensis. The fecal samples wer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For EPP, the stool sample 

was directly applied using inoculation loop; it took about 3–4 

hours to show the ct value, and the type of parasite was identi�ed 

using an exclusive program. AGPA requires the extracted DNA for 

the real-time PCR, and it takes about 2–3 hours to get the result. 

4.  Confirming positive results of EPP and AGPA through 

conventional and nested PCRs

The conventional and nested PCRs were designed to con�rm 

the positive results of EPP and AGPA, and the primers used are 

shown in Table 1. We originally designed the �rst primer for B. 

hominis using Primer 3 software. Then we designed the second 

primers for the nested PCR using a free trial of Genious prime 

version 2019.1.1, downloaded from the website http://geneious.

com (Biomatters Ltd. Auckland, New Zealand). Each of the sec-

ond primers for ampli�cation was selected with size rang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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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o 50 base pairs. PCR reac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follow-

ing conditions: pre-denaturing at 95˚C for 5 minutes, 35 cycles of 

denaturation at 96˚C for 30 seconds, gradient annealing at 57˚C for 

30 seconds, and extension at 72˚C for 1 minute, and a �nal exten-

sion for 5 minutes at 72˚C. Consistent detection of parasites through 

conventional PCR, nested PCR, and one of the commercial multi-

plex panels was considered “true positive.” Any other results not 

con�rmed by both conventional and nested PCR were considered 

“false positive.”

RESULTS

As shown in Table 2, EPP detected two E. histolytica (No. 101 

and No. 220) from 295 fecal samples (0.67%). AGPA detected para-

sites from 24 fecal samples out of 295 (8.14%) as follows: two E. his-

tolytica (No. 101 and No. 220), one sample with E. histolytica, C. 

parvum/hominis, and G. lamblia (No. 163), one sample with B. 

hominis and D. fragilis (No. 32), two G. lamblia, and 18 B. hominis. 

The 24 positive samples were re-tested using laboratory-de-

signed conventional and nested PCR methods (Table 2). Overall, 

19 out of 295 samples were positive, including 17 B. hominis and 

2 E. histolytica. EPP only detected 2 parasites due to its design, 

but it was 100% true positive (2/2). AGPA detected parasites from 

24 samples and 79.2% of the results were true positive (19/24). Five 

samples were considered false positive (No. 11, No. 22, No. 32, No. 

163, and No. 269). Among those, three samples (No. 22, No. 163, 

and No. 269) showed negative results. B. hominis was detected in 

sample No. 11 and No. 32; in sample 11, G. lamblia was originally 

detected by AGPA. In sample No. 32, B. hominis was detected 

without the presence of D. fragilis.

DISCUSSION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erformance of two commer-

cial multiplex panels in detecting intestinal protozoa using clinical 

stool samples (N=295) and con�rmed the results with the con-

Table 1. Conventional and nested PCR primers

Target Organism Forward primer sequence (5՛-3՛) Reverse primer sequence (5՛-3՛) Target
Accession number of 

target sequence

Blastocystis hominis First primer GGAGAGGGAGCCTGAGAGAT ACTTGCCCTCCAATTGTTTATCG 18s rRNA KX908213.1

Second primer GAGATGGCTACCACATCCAA GGATTGGGTAATTTACGCGC

Cryptosporidium parvum First primer* TGTGTTCAATATCTCCCTGCAAA GCATGTCGATTCTAATTCAGCTG Cowp1 AB089292.1

Second primer TGTGTTCAATATCTCCCTGCA CTGGTGCCATACATTGTTGT

Giardia lamblia First primer* GAGGTCAAGAAGTCCGCCG CAAGGGACTTGCGGAAGTTT betagiardin XM_001705373.1

Second primer CGCCGACAACATGTACCT CATGGTGTCGATCTCCTCC

Entamoeba histolytica First primer* GCGGACGGCTCATTATAACA TGTCGTGGCATCCTAACTCA 18s rRNA X65163.1

Second primer CGGACGGCTCATTATAACAG ACAAACTGGATCGTCTCAAG

Dientamoeba fragilis First primer* TTAGACCTTAGACAACGGATGTCTTG TGTGCATTCAAAGATCGAACTTATC 18s rRNA JQ677163.1

Second primer CAACGGATGTCTTGGCTCT TGCAACGTTCTTCATCGTG

*The first primers of the parasites are from Won et al. [2]. 

Table 2. Comparison of two real-time PCR, conventional PCR, and 
nested PCR results

Sample No. EPP AGPA Conventional PCR Nested PCR

  3 Negative BH BH BH

  5 Negative BH BH BH

11 Negative GL BH BH

15 Negative BH BH BH

19 Negative BH BH BH

22 Negative GL Negative Negative

23 Negative BH BH BH

32 Negative BH, DF BH BH

38 Negative BH BH BH

42 Negative BH BH BH

65 Negative BH BH BH

77 Negative BH BH BH

89 Negative BH BH BH

90 Negative BH BH BH

91 Negative BH BH BH

97 Negative BH BH BH

101 EH EH EH EH

115 Negative BH BH BH

118 Negative BH BH BH

163 Negative GL, EH, CR Negative Negative

220 EH EH EH EH

238 Negative BH BH BH

268 Negative BH BH BH

269 Negative BH Negative BH

Abbreviations: EPP, BD MAXTM Enteric Parasite Panel; AGPA, AllplexTM Gastrointesti-
nal Parasite Assay;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H, Entamoeba histolytica; BH, 
Blastocystis hominis; GL, Giardia lamblia; CR, Cryptosporidium parvum/hominis; 
DF, Dientamoeba frag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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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onal and nested PCRs. Many studies from outside of Asia have 

already approved the detection ability of EPP to be highly sensi-

tive and speci�c [10, 13, 14]. In this study, EPP effectively detected 

E. histolytica (sample No. 101 and No. 220), which were also de-

tected by AGPA. Additionally, EPP showed negative results from 

sample No. 22 and No. 163, which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conventional and nested PCRs. Nevertheless, it is dif�cult to 

conclude that EPP’s speci�city is excellent since negative results 

may be shown due to its inability for detecting other types of par-

asites. 

Despite the high sensitivity of EPP, AGPA could detect parasites 

from more fecal samples in this study since it is designed to detect 

B. hominis, G. lamblia, D. fragilis, E. histolytica, C. caytanensis, 

and Cryptoporidium spp. AGPA demonstrated high ef�cacy in 

detecting the parasites, especially B. hominis. Due to the kit’s de-

sign, AGPA can primarily be used to detect protozoan parasites 

more effectively than other kits [15]. Interestingly, AGPA detected 

B. hominis from 19 fecal samples with 2 false positives and 17 true 

positives. In brief, B. hominis was detected from 5.8% of fecal sam-

ples (17/295 samples). 

B. hominis is a gastrointestinal eukaryotic parasite found in hu-

man and many animals [16, 17]. Even though the prevalence of B. 

hominis in Korea is not well-known, it may be the most common 

human intestinal protozoan in the world [18], with a reported prev-

alence of more than 50% in developing countries [19]. It causes 

gastrointestinal symptoms, but in most cases, it is asymptomatic 

[4]. According to Salim et al., animal handlers have a higher risk of 

B. hominis infection [20]. 

In this study, three B. hominis positive samples (No. 38, No. 42, 

and No. 97) were from patients who submitted their stool for reg-

ular health check-up. Unfortunately, we could not identify if the 

patients were animal handlers and what gastrointestinal symp-

toms they might have experienced. Although treating asymptom-

atic patients colonized with B. hominis may not be needed [21], 

still, detecting B. hominis is clinically important in Korea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raising pets in households, 

and the rising interest in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in hospi-

tals. Detecting B. hominis is one of the exclusion criteria for se-

lecting donors for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22]. Not only 

microscopic examination but also culturing B. hominis is possi-

ble; however, since there are many dif�culties in using in vitro cul-

ture for diagnosing B. hominis [23], PCR methods can be helpful 

in situations such as selecting donors for fecal microbiota trans-

plantation. 

Therefore, despite EPP’s detection ability, it may not be the right 

choice for detecting intestinal parasites in Korean clinical setting; 

however, AGPA could possibly be used for screening purposes 

since it can help the laboratory to detect B. hominis from fecal 

samples. We could not examine all the fecal samples microscopi-

cally, and further investigations could not be implemented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samples. Fresh fecal samples for both mi-

croscopic examination and RT-PCR assays may improve the de-

tection of intestinal parasites. Additionally, sequencing PCR prod-

ucts may help in con�rming the type of parasites, therefore, fur-

ther studies comparing RT-PCR and sequencing results are needed. 

Meanwhile, owing to the lack of prevalent parasites in Korea 

for both assays, complementary microscopic examination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he detection rate of parasites. Ironically, 

however, low prevalence of parasites makes it more dif�cult to 

create new detection methods. It is the reason why AGPA could 

not receive approval from the South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the development of new multiplex PCR 

to detect prevalent parasites such as C. sinensis and M. yokoga-

wai is dif�cult. Despite the dif�culties, PCR-based methods, which 

can be effectively used in laboratories in Korean hospitals, should 

be developed to manage parasitic infections. 

요  약

배경: 장내 원충 감염은 위장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직접도말법, 집란법, 또는 특별한 염색법 등을 사용하

여 현미경으로 원충 감염을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노동 

집약적이며 매우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빠르면서도 편견 없는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PCR 등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진단방법이 발전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검사실에서 장내 원충류 검사를 위해 Crypto-

sporidium parvum/hominis, G. lamblia 그리고 Entamoeba his-

tolytica를 검출하는 BD MAXTM Enteric Parasite Panel (EPP) (Bec-

ton, Dickinson and Company, USA)와 3개의 원충류에 추가적으

로 Blastocystis hominis, D. fragilis 그리고 Cyclospora cayeta-

nensis를 검출하는 AllplexTM Gastrointestinal Parasite Assays 

(AGPA) (Seegene Inc., Korea) 중 어느 것이 유용할지 비교해보고

자 하였다. 

방법: 저자들은 295개의 대변 검체들을 EPP와 AGPA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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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였고 이 중 양성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PCR 및 nested 

PCR을 이용하여 재검하였다. EPP 또는 AGPA의 결과 및 일반 PCR, 

Nested PCR에서 동일한 결과를 진양성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총 295개의 대변 검체에서 17개의 B. hominis 및 2개의 E. 

histolytica가 검출되었다. EPP는 검출 가능한 원충류 종류로 인한 

한계로 비록 2개의 원충만 검출하였으나 이는 100% (2/2) 진양성

이었다. AGPA는 총 24개의 검체에서 원충류를 검출하였으나 이 중 

진양성 및 위양성은 각각 79.2% (19/24), 20.8% (5/24)였다. 

결론: 원충류 감염, 특히 B. hominis의 감염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 따라서 AGPA는 원충류 감염의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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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epatitis A infection caused by the hepatitis A virus (HAV) is a 

global health concern, with an estimated 1.5 million people in-

fected annually [1]. Although HAV infection is usually a self-lim-

ited illness that does not become chronic, fulminant hepatitis may 

develop, for which liver transplantation may also be required [1, 

2]. Globally, acute HAV caused 52,000 deaths in 1980–2016 [2]. 

The population incidence of HAV infection is related to socioeco-

nomic factors including housing density, sanitation, water quality, 

and income [1, 3]. HAV infection confers lifelong immunity and is 

preventable via vaccination; the so-called ‘‘paradox of hepatitis A 

risk” refers to the fact that a high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antibodies re�ects high endemicity, meaning high levels of popu-

lation immunity [1]. 

한국인 인구집단에서 항-A형 간염 바이러스 (HAV)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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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Because there is limited recent information on this topic,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roprevalence of anti-hepatitis A virus (HAV) 
immunoglobulin G (IgG) i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in 2015–2017. 
Methods: Anti-HAV IgG seroprevalenc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of Green Cross Laboratories, one of the 
largest referral laboratories in South Korea.
Results: During the three-year study period, we obtained test results from 240,840 individuals (124,353 men and 116,487 women) from 1,348 
hospitals and local clinics throughout South Korea. The median (range) age of subjects was 38.0 (18.0–97.2) years. The annual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was 53.3%, 53.0%, and 53.1% in 2015, 2016, and 2017, respectively. The median age differed among geographic regions and anti-
HAV seroprevalence differed among age groups and geographic regions (P <0.0001). Subjects in their 20’s had a significantly lower rate of anti-
HAV IgG-positivity than subjects in their 10’s (odds ratio, [OR ] 0.74, 95% CI, 0.69–0.78, P <0.0001), while other age groups had higher rates. 
Multivariabl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omen and subjects living in Inchoen, Sejong city, Gangwon province, Gwangju, 
and North Jeolla province were more likely to be immune to HAV compared to subjects living in Seoul (OR >1.0, P <0.05).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the recent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in the Korean population and contributes 
to identifying groups at high risk of an HAV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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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HAV seropositivity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has decreased owing to improved general hygiene and 

economic status [3]. The HAV seropositivity was above 80% in 

teenagers during the 1970s in South Korea but had decreased to 

less than 20% in 2007, highlighting a rapid decline in immunity 

against HAV [3, 4]. In South Korea, the HAV vaccine was �rst in-

troduced in 1997 and has been recommended for high-risk groups; 

it is currently recommended for children over 12 months of age 

[5]. Although HAV vaccination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more 

than 20 years ago, the reported infection incident rates in 2017 

were 8-9 patients per 100,000 population [3, 6]. Because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more recent seroprevalence of anti-

HAV IgG in South Korea [3, 6],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seroprevalence from 2015 to 2017. 

MATERIALS AND METHODS

1. Study populations 

Anti-HAV IgG Seroprevalence data from January 2015 to De-

cember 2017 were obtained from the laboratory information sys-

tem of Green Cross Laboratories, one of the largest referral labora-

tories in South Korea that provides clinical sample analysis ser-

vices to 1,348 hospitals and local clinics nationwide. We analyzed 

the seroprevalence data of all adults (>18 years) who visited hos-

pitals or local clinics and underwent serum anti-HAV IgG tests by 

Green Cross Laboratories during the study period. Duplicated test 

results were excluded.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age 

groups by decade and all data were anonymized before analysis.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Dec-

laration of Helsinki and all procedures involving human subjects 

wer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Green Cross 

Laboratories (GCL-2018-1010-01). This study involved no more than 

minimal risk to the subjects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Green Cross Laboratories waived informed consent for the retro-

spective data collection and review.

2. Analytical procedures 

Serum anti-HAV IgG tests were performed by chemilumines-

cence microparticle immunoassay (CMIA; Abbott, USA) on an Ar-

chitect i2000 analyzer (Abbott, Singapore) according to the manu-

facturer’s instructions. The resulting chemiluminescent reactions 

were measured as relative light units (RLU). CMIA test positivity 

was de�ned as a serum anti-HAV IgG level ≥1.00 S/CO (sample 

RLU/cut-off RLU). Positive anti-HAV IgG tests were considered 

‘immune’ to HAV (representing either past HAV infection or vac-

cination) [1].

3.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edCalc software for 

Windows, version 17.9.7 (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 

and OpenEpi software, version 3.01 (www.openepi.com). Serop-

revalence and disease burden were compared among age groups, 

sexes, and geographical regions. To compare the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among geographic regions by population density 

in 2015 based on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7], Seoul, Gyeonggi province, Incheon, Daejeon, 

Ulsan, Daegu, Busan, and Gwangju were categorized as density 

group 1 (population density over 1,000 persons/km2); the other 

regions were categorized as density group 2 (population density 

<1,000 persons/km2). Geographic regions were also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populations in 2015 [7] as follows: 

group 1, >10%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group 2, 5–10%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Incheon,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and Busan); and group 

3, <5%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the other regions). Differ-

ences in seroprevalence between categorical variables were ana-

lyzed by Chi-square tests, while continuous variables were com-

pared by analysis of variance (ANOVA). Multivariable-adjusted lo-

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variables as-

sociated with HAV immunity (anti-HAV IgG-positive). P-values 

<0.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cant.

4. Data availability 

The datasets generated during and/or analyzed during the cur-

rent study are not publicly available due to restrictions in data shar-

ing but ar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on reasonable 

request

RESULTS

During the three-year study period, we obtained anti-HAV IgG 

test results from 240,840 individuals (124,353 men and 116,487 

women). The median (range) age was 38.0 (18.0–97.2) years. The 

annual anti-HAV IgG seroprevalence in 2015, 2016, and 2017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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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53.0%, and 53.1%, respectively (Table 1). Factors associated 

with positive anti-HAV IgG results were analyzed (Table 2). We 

observed differences in seroprevalence by sex (men 59.4% vs. women 

46.4%, P<0.0001). The age-related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was lowest in subjects in their 20s (Fig. 1). Anti-HAV IgG anti-

body seroprevalence was also evaluated by geographic region in 

Korea. Different numbers of subjects living in different geographic 

regions were tested during the study period. Among the 240,840 

anti-HAV IgG test results, 50.8% were from Gyeonggi province. 

Subjects living in Jeju (anti-HAV IgG positivity rate: 37.0%) were 

the most susceptible to HAV infection. The median age of sub-

jects differed signi�cantly among geographic regions (data not 

shown). The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among geographic 

regions according to KOSIS population density [7] is shown in Ta-

ble 3. A higher anti-HAV IgG positivity rate (53.6%) was observed 

in density group 1 regions (population density over 1,000 per-

sons/km2) than that in density group 2 regions (48.9%, <1,000 

persons/km2, P<0.0001). According to geographic regions based 

on population proportions, the anti-HAV positivity rates in popu-

lation proportion groups 1 (43.8%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2 (24.2%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and 3 (32.0%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were 53.4%, 56.3%, and 48.9%, respectively 

(P<0.000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AV immune status (Table 2) showed that the odds ratios 

(ORs) for HAV immunity were lower in women than in men; sub-

jects in their 20’s than those in their 10’s; and subjects living in Se-

jong city, North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Daegu, and 

Jeju province than in subjects living in Seoul (ORs <1.00, P<0.001). 

However, multivariabl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OR for HAV immunity was higher in women than that in 

men (OR 1.04, 95% con�dence interval [CI], 1.02–1.06, P =0.0001). 

Multivariabl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so showed a 

signi�cantly lower rate of anti-HAV IgG positivity in 2016 and 2017 

compared to that in 2015.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years 

tested, subjects living in Sejong city showed a higher rate of anti-

HAV IgG positivity than subjects living in Seoul, contrary to the 

results of the un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ubjects liv-

ing in Inchoen, Sejong city, Gangwon, Gwangju, and North Jeolla 

provinces had higher ORs for HAV immunity than subjects living 

in Seoul (OR>1.00, P<0.05).

Previous studies on HAV seroprevalence performed in general 

Table 1. Age- and sex-stratified anti-hepatitis A virus immunoglobulin G (HAV IgG) results (numbers and percentages) in Korean adults, 2015–2017 

Sex  Age (yr)
2015 2016 2017 2015–2017

Total Positive %Positive Total Positive %Positive Total Positive %Positive Total Positive %Positive

Men 18–19 1,321 360 27.3 1,580 581 36.8 956 359 37.6 3,857 1,300 33.7

20–29 4,279 1,007 23.5 6,371 1,627 25.5 5,578 1,748 31.3 16,228 4,382 27.0

30–39 8,234 2,699 32.8 15,513 4,602 29.7 11,774 3,117 26.5 35,521 10,418 29.3

40–49 9,246 7,124 77.0 15,229 10,935 71.8 11,755 7,997 68.0 36,230 26,056 71.9

50–59 6,247 6,086 97.4 7,999 7,697 96.2 7,247 6,954 96.0 21,493 20,737 96.5

60–69 2,294 2,292 99.9 2,805 2,799 99.8 2,775 2,767 99.7 7,874 7,858 99.8

70–79 897 894 99.7 893 890 99.7 870 868 99.8 2,660 2,652 99.7

80–89 154 154 100 151 150 99.3 159 158 99.4 464 462 99.6

≥90 6 6 100 3 3 100 17 17 100 26 26 100

Men total 32,678 20,622 63.1 50,544 29,284 57.9 41,131 23,985 58.3 124,353 73,891 59.4

Women 18–19 1,123 248 22.1 731 218 29.8 587 177 30.2 2,441 643 26.3

20–29 8,495 1,682 19.8 8,054 1,744 21.7 6,719 1,527 22.7 23,268 4,953 21.3

30–39 18,178 5,653 31.1 18,771 6,191 33.0 16,446 5,275 32.1 53,395 17,119 32.1

40–49 6,025 4,732 78.5 7,944 5,720 72.0 6,911 4,770 69.0 20,880 15,222 72.9

50–59 3,663 3,582 97.8 3,651 3,543 97.0 3,551 3,415 96.2 10,865 10,540 97.0

60–69 1,283 1,280 99.8 1,313 1,310 99.8 1,403 1399 99.7 3,999 3,989 99.7

70–79 535 533 99.6 427 424 99.3 411 409 99.5 1,373 1,366 99.5

80–89 111 111 100 70 69 98.6 63 63 100 244 243 99.6

≥90 10 9 90.0 4 4 100 8 8 100 22 21 95.5

Women total 39,423 17,830 45.2 40,965 19,223 46.9 36,099 17,043 47.2 116,487 54,096 46.4

Both Total 72,101 38,452 53.3 91,509 48,507 53.0 77,230 41,028 53.1 240,840 127,987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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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positive anti-hepatitis A virus immunoglobulin G (HAV IgG) results in 240,840 Korean subjects*

Total Positive %Positive
Un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Sex

   Men 124,353 73,891 59.4

   Women 116,487 54,096 46.4 0.59 0.58–0.60 <0.0001 1.04 1.02–1.06 0.0001

Test year

   2015 72,101 38,452 53.3

   2016 91,509 48,507 53.0 0.95 0.93–0.97 <0.0001

   2017 77,230 41,028 53.1 0.89 0.87–0.92 <0.0001

Age group (yr)

   18–19 6,298 1,943 30.9

   20–29 39,496 9,335 23.6 0.69 0.67–0.71 <0.0001 0.74 0.69–0.78 <0.0001

   30–39 88,916 27,537 31.0 1.11 1.05–1.18 0.0004

   40–49 57,110 41,278 72.3 5.81 5.68–5.95 <0.0001 6.54 6.16–6.94 <0.0001

   50–59 32,358 31,277 96.7 64.50 60.63–68.65 <0.0001 73.00 67.17–79.31 <0.0001

   60–69 11,873 11,847 99.8 1,016.00 691.31–1,493.22 <0.0001 1,143.04 774.71–1,686.50 <0.0001

   70–79 4,033 4,018 99.6 597.30 359.67–991.87 <0.0001 667.96 401.04–1,112.55 <0.0001

   80–89 708 705 99.6 234.00 168.58–1,628.78 <0.0001 585.68 188.16–1,823.04 <0.0001

   ≥90 48 47 97.9 104.80 14.46–759.64 <0.0001 118.51 16.33–860.25 <0.0001

Geographic regions

   Seoul 42,885 22,115 51.6

   Gyeonggi Province 122,413 66,122 54.0 1.10 1.08–1.13 <0.0001

   Incheon 30,495 17,380 57.0 1.24 1.21–1.28 <0.0001 1.07 1.04–1.10 <0.0001

   Daejeon 9,569 4,885 51.1 0.92 0.87–0.97 0.0013

   Sejong City 3,875 1,520 39.2 0.61 0.57–0.65 <0.0001 1.39 1.29–1.50 <0.0001

   North Chungcheong Province 2,850 1,282 45.0 0.77 0.71–0.83 <0.0001 0.79 0.72–0.87 <0.0001

   South Chungcheong Province 4,850 1,996 41.2 0.66 0.62–0.70 <0.0001

   Gangwon Province 1,947 1,203 67.8 1.04 1.38–1.67 <0.0001 2.97 2.68–3.29 <0.0001

   Ulsan 563 337 59.9 1.40 1.18–1.66 <0.0001

   Daegu 5,492 2,296 41.8 0.67 0.64–0.71 <0.0001 0.61 0.57–0.65 <0.0001

   North Gyeongsang Province 1,888 1,005 53.2 0.80 0.71–0.90 0.0001

   South Gyeongsang Province 1,247 678 54.4

   Busan 4,152 2,204 53.1 0.79 0.74–0.86 <0.0001

   Gwangju 2,208 1,361 61.1 1.51 1.38–1.65 <0.0001 1.46 1.31–1.63 <0.0001

   North Jeolla Province 4,926 2,952 59.9 1.40 1.32–1.49 <0.0001 1.13 1.06–1.22 0.0006

   South Jeolla Province 445 268 60.2 1.42 1.18–1.72 0.0003

   Jeju Province 1,035 383 37.0 0.55 0.49–0.63 <0.0001

*Data are not presented when P-values >0.05.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populations throughout Korea and studies that included more 

than 10,000 subjects since 2005 are summarized in Table 4. Kore-

ans in their 10s and 20s were the most likely groups to contract 

HAV infections in 2005–2017. The anti-HAV IgG seroprevalence 

in Koreans in their 30s decreased from 50.7–71.7% before 2010 [5, 

8-10] to 31.0% during 2015–2017. 

DISCUSSION

This study evaluated the annual anti-HAV IgG seroprevalence 

in the Korean adult population between 2015 and 2017.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its large, nationwide population. Thus, investigat-

ing the current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and the disease 

burden of hepatitis A will aid in efforts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3]. 

Seroepidemiologic changes were evaluat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performed in Korea with more than 10,000 sub-

jects and those performed in various geographic regions (Table 

4). The previous studies summarized in Table 4 were performed 

by assessing total anti-HAV antibodies (including IgG and 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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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the present study. Differences in analytical methods might 

have affected the seroprevalence of the speci�c study population. 

However, since 2005, Koreans in their 10s and 20s were the most 

likely to be infected with HAV. Of note, more Koreans in their 30s 

are currently at high risk of HAV infection. The seropositivity of 

anti-HAV decreased from 2005 to 2017. This �nding was similar to 

that reported in Thailand, in which the seroprevalence among 

21–30-year-olds decreased from 84.9% in 1991 to 35.8% in 2007 

and 17% in 2016 [11]. A study in Beijing, China, reported anti-HAV 

positivity rat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68.23%, 81.73%, and 

82.47%, respectively, in 1992, 2006, and 2014 [12]. The seropreva-

lence among 20–29-year-olds was 78.24–81.60% in 1992, 72.31–

63.77% in 2006, and 70.63–75.89% in 2014 [12]. Another study per-

formed in Shijiazhuang prefecture, China, reported a seropreva-

lence among 20–29-year-olds of 80% and a coverage rate in the 

target population above 99% after integration of the hepatitis A 

vaccine into the 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 [13]. 

Serological surveillance is an important tool for the evaluation 

Fig. 1. Numbers of positive anti-hepatitis A virus IgG results and age-stratified anti-hepatitis A virus IgG seroprevalence (%) from 2015 to 2017 in 
Korean adults. (A) Men and (B)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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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patitis A seroprevalence among geographic regions in Korea 

Geographic regions

Population in 2015, Korea [7] anti-HAV IgG test results Population 
density 
group†

Population 
number 
group ‡

Density
person/km2

Numbers Total Positive 95% Confidence limit* 

N % N N % Lower Upper

Total 509.2 51,069,375 100 240,840 127,987 53.1 52.9 53.3

Seoul 16,364.0 9,904,312 19.4 42,885 22,115 51.6 51.1 52.0 1 1

Gyeonggi Province 1,226.4 12,479,061 24.4 122,413 66,122 54.0 53.7 54.3 1 1

Incheon 2,755.5 2,890,451 5.7 30,495 17,380 57.0 56.4 57.6 1 2

Daejeon 2,852.3 1,538,394 3.0 9,569 4,885 51.1 50.1 52.1 1 3

Sejong City 439.0 204,088 0.4 3,875 1,520 39.2 37.7 40.8 1 3

North Chungcheong Province 214.6 1,589,347 3.1 2,850 1,282 45.0 43.2 46.8 2 3

South Chungcheong Province 256.6 2,107,802 4.1 4,850 1,996 41.2 39.8 42.6 2 3

Gangwon Province 90.2 1,518,040 3.0 1,947 1,203 67.8 59.6 63.9 2 3

Ulsan 1,099.6 1,166,615 2.3 563 337 59.9 55.8 63.8 1 3

Daegu 2,791.0 2,466,052 4.8 5,492 2,296 41.8 40.5 43.1 1 3

North Gyeongsang Province 140.8 2,680,294 5.2 1,888 1,005 53.2 51.0 55.5 2 2

South Gyeongsang Province 316.4 3,334,524 6.5 1,247 678 54.4 51.6 57.1 2 2

Busan 4,479.9 3,448,737 6.8 4,152 2,204 53.1 51.6 54.6 1 2

Gwangju 2,998.8 1,502,881 2.9 2,208 1,361 61.1 60.0 63.7 1 3

North Jeolla Province 227.4 1,834,114 3.6 4,926 2,952 59.9 58.6 61.3 2 3

South Jeolla Province 146.1 1,799,044 3.5 445 268 60.2 55.6 64.7 2 3

Jeju Province 327.5 605,619 1.2 1,035 383 37.0 34.1 40.0 2 3

*Adjusted for population number. †Geographic regions with population densities over 1,000 persons/km2 (group 1) and <1,000 persons/km2 (group 2). A higher anti-HAV IgG 
positivity rate was observed in density group 1 regions than that in density group 2 regions (53.6% vs 48.9%, P <0.0001). ‡Geographic regions with population number >10%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group 1: Seoul and Gyeonggi province), 5–10%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group 2: Incheon,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and Busan), and <5%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group 3: other regions). Anti-HAV positivity rates in population proportion group 1, group 2, and group 3 were 53.4%, 
56.3%, and 48.9%, respectively (P <0.0001).

of vaccination programs and avoids the limitations of passive dis-

ease reporting systems [14]. Because this study provides basic in-

formation on the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in the Korean 

population, it contributes to identifying groups at high risk for an 

HAV epidemic in Korea. Speci�cally, Koreans in their 20s, 30s, 

and 40s are at increased risk for hepatitis A and should be identi-

�ed and vaccinated [3, 5]. Despite the availability of the HAV vac-

cine in South Korea since 1997, vaccination of children only started 

in 2015 and the rate of catch-up vaccinations for young adults re-

mains low due to high cost and low levels of knowledge and aware-

ness [3]. An immunity gap in young adults and an epidemiologic 

transition cannot be ignored when formulating public health poli-

cies [15]. Therefore, a hepatitis A immunization program to pro-

mote catch-up vaccinations for young adults and an active public 

campaign regarding young adult vaccination are needed in South 

Korea [3].

More than half of the positive results in this study were from 

Gyeonggi province, which includes the capital area of South Ko-

rea and about 23.7%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7]. In early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a special administra-

tive district— ‘Sejong city’—from parts of the South Chungcheong 

and North Chungcheong provinces, near Daejeon, to relocate nine 

ministries and four national agencies from Seoul. The median age 

of the subjects differed signi�cantly among geographic regions in 

this study. This might have affected the seroprevalences in differ-

ent regions. In this study, fewer than 1,000 subjects were tested 

for anti-HAV IgG in the Ulsan and South Jeolla provinces, which 

could have affected the observed anti-HAV IgG seropositivity. Ad-

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regional 

differences in various factors including health awareness and gov-

ernment programs for encouraging public health on anti-HAV 

IgG seropositivity.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e lack of clinic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ed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other laboratory 

and image studies associated with HAV infection, and disease se-

verity, which were substantially omitted from the seroprevalence 

reports. As a result, preliminary diagnoses or misdiagnoses may 

obfuscate the true incidence of hepatitis A in South Korea. Never-

theless, anti-HAV IgG is a well-known marker of the epidemio-

logic status of population immunity and this study provides v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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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patitis A seroprevalence studies in Korea 

Reference
Study year
Serologic study
Analytical method
Region

Lee et al. [8]
2005-2008

anti-HAV (total)
Elecsys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Throughout Korea

Lee et al. [9]
2005-2009

anti-HAV (total)
Elecsys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Throughout Korea

Lee et al. [5]
2008-2010

anti-HAV (total)
Elecsys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Throughout Korea

Age (yr)
Total Positive Total Positive Total Positive

N N % N N % N N %

Total 11,068 6,951 62.8 25,140 13,052 51.9 1,872 1,008 53.8

0–9 38.0–47.3 1,235 634 51.3 810 514 63.5

10–19 14.1–21.4 2,104 472 22.4 277 72 26

20–29 18.7–30.1 4,459 691 15.5 206 24 11.7

30–39 60.8–71.7 6,767 3,619 53.5 301 157 52.2

40–49   96.6–98.6† 5,008 4,542 90.7 119 99 83.2

50–59   5,565‡ 5,497‡ 98.8‡ 59 48 81.4

60–69 59 55 93.2

70–79 41ll 39ll 95.1ll

Reference
Study year
Serologic study
Analytical method
Region

Cho et al. [10]
2009–2010

anti-HAV (total)
ADVIA Centaur (Siemens)

Throughout Korea

Yoon et al. [3]
2010–2014

anti-HAV (total)
Not reported

Seoul

This study
2015–2017

anti-HAV IgG
CMIA on an Architect i2000 analyzer (Abbott)

Throughout Korea

Age (yr)
Total Positive Total Positive Total Positive

N N % N N % N N %

Total 56,623 28,843 50.9 11,177 7,719 69.1 240,840 80,811 53.1

0-9 977 542 55.5

10-19 6,849 1,545 22.6 6,298 1,946 30.9

20-29 13,976 1,985 14.2 395 61 15.4 39,496 9,335 23.6

30-39 18,485 9,370 50.7 4,159 1,788 43.0 88,916 27,537 31.0

40-49 9,102 8,317 91.4 4,294 3,581 83.4 57,110 41,278 72.3

50-59 4,548 4,505 99.1 1,957 1,920 98.1 32,358 31,277 96.7

60-69 2,686§ 2,579§ 96.0§ 371§ 370§ 99.7§ 11,873 11,847 99.8

70-79 4,033 4,018 99.6

80-89 708 705 99.6

≥90 48 47 97.9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numbers tested by age group are not reported in the literature. †Data are expressed as ≥40 years. ‡≥50 years. §60 years. ll≥70 years. 
Abbreviation: HAV, hepatitis A virus.

able information despite the lack of clinical information [1, 3, 5, 

15]. Additionally, fewer than 1,000 subjects aged over 80 years and 

subjects living in some geographic regions had been tested for 

anti-HAV IgG. This may have affected the observed seropositivity. 

Finally, the present study evaluated anti-HAV IgG seropositivity 

from Korean hospitals and local clinics; thus, the �ndings may not 

be generalizable to other populations such as patients visiting ter-

tiary hospitals.

In conclusion, hepatitis A seroprevalence has been relatively 

low in the Korean adult population in recent years. Young adults 

(10s-30s) are especially at risk for an HAV epidemic and should be 

identi�ed and vaccinated.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

tion for establishing a catch-up vaccination program in South Ko-

rea; however, additional studies on long-term changes in serop-

revalence in patient populations are needed.

요약

배경: 최근 한국의 항- A형 간염 바이러스(HAV) IgG 항체의 혈청

유병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

터 2017년까지 한국인에서 항-HAV IgG 항체의 혈청유병률을 조

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항-HAV IgG 항체의 혈청유병률(양성률) 정보는 한국에서 

가장 큰 수탁 실험실 중 하나인 녹십자의료재단의 검사실 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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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부터 얻어졌다.

결과: 3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한국 전역 1,233개의 병원 및 지역 의

원에서 240,480명(남성 124,353명과 여성 116,487명)으로부터 항-HAV 

IgG 검사 결과를 얻었다. 연령의 중앙값(범위)은 38.0 (18.0-97.2)였

다. 항-HAV IgG 항체의 연간 혈청유병률은 2015년 53.3%, 2016년 

53.0%, 2017년 53.1%였다. 연령의 중앙값은 지역에 따라 달랐고, 

항-HAV IgG 항체의 혈청유병률은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다

(P<0.0001). 항-HAV IgG 양성률은 20대 연령 군에서 10 대 연령 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오즈비 0.74, 95% 신뢰구간 0.69-0.78, 

P<0.0001), 다른 연령 군은 10대 연령 군보다 높았다. 다변수-보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항-HAV IgG 양성률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고, 서울 거주자에 비해 인천, 세종시, 강원도, 광주, 전라북도 

지역에 사는 거주자에서 더 높았다(오즈비 >1.0, P<0.05).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인에서 항-HAV IgG 항체의 혈청유병률에 대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A형 간염 유행의 고위험군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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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액은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혈액 사업 중장기 발

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은 10-20대 인구 감소로 인한 헌혈 

부족이 예상되어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을 2017년 29%에서 2022

년 42%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헌혈이 감소하

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혈액 수급 상황을 관찰하고 적절한 수

혈량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혈액제제 사용을 위하여 1970년도부터 수술에 따른 

혈액 사용량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2, 3], 1980년대에 이르러 다

수의 의료기관에서 최대혈액신청량(maximum surgical blood or-

der schedule, MSBOS)을 설정하여 보고하였는데, 주로 수술 별로 

주요 수술의 최대혈액신청량 및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환자분류체계에 따른 질환의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의 설정
Establishment of a Maximum Surgical Blood Order Schedule and Red Blood Cell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According to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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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blood components, periodic updates of the maximum surgical blood order schedule (MSBOS) using 
recent data are crucial.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n updated MSBOS and red blood cell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according to 
the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ADRG) classification system.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based on an audit of the medical records of inpatients at a tertiary hospital between January and Decem-
ber 2017. We investigated transfusion-related data to establish the MSBOS and determine the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according 
to the ADRG and compared these updated values with previous data.
Results: During the investigated period, a total of 5,607 RBC units were transfused in 17,382 patients. The revised MSBOS was similar to the pre-
vious MSBOS in most surgeries. Among the 130 ADRG codes analyzed, 34 codes showed an increase, while 96 codes showed a decrease in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compared to data from 2007. Overall, the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in 2017 was 0.89 units less 
compared to that in 2007 after adjusting for age (95% CI: 0.853–0.912). 
Conclusions: The revised MSBOS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version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RBC transfu-
sion units used in some surgeries and disease treatments compared to those in the past. Considering the changes within the medical environm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eriodic evaluation of MSBOS and RBC transfusion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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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적혈구제제의 평균 사용량으로 설정하였다[3-8]. 그러나 

수술뿐만 아니라 시술 중에도 실혈이 발생할 수 있고 내과적 질환

에서도 수혈을 필요로 하는 질환들이 있는 만큼 내과적 질환과 시

술에서도 필요 수혈량을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

대혈액신청량 및 적정 수혈량을 제시한 기존 보고들에서는 수술, 

시술에 대한 분석만 시행하였고 내과적 질환에서의 수혈량은 분

석한 바 없었다.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ADRG)는 환자 분류 체계

(patient classi�cation system, PCS) 중 하나이다. 환자 분류 체계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를 상병, 시술, 기능 상태 등에 따라 임상적 측

면과 자원 소모 관점에서 유사한 환자끼리 분류하는 체계를 말한

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중인 입원환자분류체계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 KDRG)는 주진단에 따라 약 23

개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로 나누며 그 

범주 내에서 수술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

류한다. 외과계 그룹은 시술명, 내과계 그룹은 주진단명에 의해 약 

670여개의 ADRG로 분류 후, ADRG를 연령에 따라 재분류한다

(aged-ADRG). 또한 기타 진단을 이용하여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

여 최종 1,800여개의 RDRG (re�ned DRG)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수혈 및 혈액 폐기를 감소시키고 수혈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수술에서의 적혈구제제 최대혈

액신청량과 내과적 질환에서의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을 설정하

고 10년 전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하여 수혈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

상으로 1년 동안 각 ADRG코드 별 총 환자 수와 수혈 받은 환자 

수, 성별, 나이, ADRG코드 별 보험 청구된 적혈구제제 총 수혈량

을 수집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의 수혈량을 조사하였으며, 수혈량

이 매우 많거나 적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 수혈량

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였던 2007년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조사, 발표되었던 본원의 ADRG코드 별 수혈량을 활용

하였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2007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2007년 ADRG코드 별 수혈량은 상반기와 하반

기의 ADRG코드 별 수혈량의 평균값으로 정하였다. 또한 2007년 

본원에서 수혈 받았던 환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당시 ADRG코

드 별 환자 수, 성별, 나이를 의무기록 검토로 조사하였다.

최대혈액신청량의 설정이 필요한 주요 수술 별 2017년 적혈구제

제 평균수혈량의 평균값을 조사하여 2004년에 설정되었던 기존의 

최대혈액신청량 및 2007년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과 비교하여 최

대혈액신청량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의

하여 각 수술별 최대혈액신청량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또한 평균

수혈량이 높은 20개 수술 관련 ADRG코드에서 최대혈액신청량의 

계산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술 당일 수혈된 적혈구제제 수를 

수술 받은 총 환자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최대혈

액신청량을 계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 적정성 평가 방

식과 비교하였다.

2007년 수혈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 ADRG코드 중에서 2017년 

평가한 자료와 비교 가능한 130개 ADRG코드를 선정하여 조사, 

비교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ADRG코드 별 환자 한 명당 

평균수혈량(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을 계산하였

는데, 2007년 자료와 비교를 위하여 평균수혈량의 산출 방식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따랐

다. 즉, ADRG코드 별 총 환자 수를 청구된 적혈구제제 단위 수로 

나눈 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수혈량을 계

산하였다. 

2017년에 조사한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과 환자의 평균 나이 

등을 2007년 자료와 비교하였다. 2007년과 2017년 대상군의 성별 

및 나이의 분포와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

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을 보정한 후 

2007년과 2017년 ADRG코드 별 평균수혈량의 비교는 일반화선형

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평

균수혈량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RG코드로 수술, 시술 및 질환

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ADRG코드명과 일치하는 수술명, 

시술명, 질환명을 기준으로 과거 자료와 비교하였다.

결  과

2007년 대상환자는 총 11,231명이고 총 5,567단위의 적혈구제제

가 수혈되었다. 2017년 대상환자는 총 17,382명이고 총 5,607단위

의 적혈구제제가 수혈되었다. 

1. 주요 수술에서의 최대혈액신청량

주요 수술의 최대혈액신청량을 본원에서 2004년에 설정했던 최

대혈액신청량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수술에서 2004년 최대혈액

신청량과 새로 설정한 최대혈액신청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004년보다 최대혈액신청량이 증가한 수술은 판막치환

술(valve replacement)과 복식자궁절제술(abdominal hysterec-

tomy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AH])이고 모두 1단위씩 증

가하였다. 이 두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들의 최대혈액신청량

은 2004년과 동일하거나 감소하였다. 전방 유합술 및 절제술(ante-

rior fusion with laminectomy), 후방 유합술 및 절제술(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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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with laminectomy), 근치자궁절제술(radical hysterectomy 

[Wertheim])에서 2004년보다 2단위 이상 최대혈액신청량의 감소

를 보였다. 최대혈액신청량의 설정 시 과거의 수술명과 ADRG코드

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판막치환술의 경우, 

관련된 ADRG코드로는 mitral valve and tricuspid valve surgery 

(with cardiac catheterization, F022), aortic valve surgery (with car-

diac catheterization, F021), mitral valve and tricuspid valve sur-

gery (without cardiac catheterization, F032)가 있었고 이 세 코드

의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의 평균값을 구하여 최대혈액신청량을 

설정하였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대혈액신청량을 새로 설정한 

코드는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

BG)이고 관련된 ADRG코드로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

gery (with cardiac catheterization), with pump (F041),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with cardiac catheterization), without 

pump (F043)가 있었다. 개두술(혈종, 출혈)과 개두술 (종양)(crani-

otomy [hematoma, hemorrhage], craniotomy [tumor])의 경우 관련

된 ADRG코드로 craniotomy for trauma treatment (B030), other 

major craniotomy (excluded trauma, B019)가 있었다. 

2017년 평균수혈량이 높은 20개 수술 관련 ADRG코드에서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 적정성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 최대혈액

신청량과 기존 최대혈액신청량 계산 방식(수술 당일 수혈된 적혈

구제제 단위의 평균값)으로 구한 값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평

균 0.5단위의 차이가 있었으며, 심장 관련 일부 수술에서 3단위 이

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최대혈액신청량의 설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

았다. 

2. 2017년과 2007년 적혈구 평균수혈량의 비교

2017년 1년 동안 수혈 청구 기록이 있는 605개의 ADRG코드 중 

2007년과 비교 가능한 130개의 ADRG코드를 선정하여 적혈구 평

균수혈량을 비교하였다. 130개의 코드 중 94개(72.3%)의 코드에서 

2007년에 비하여 2017년 적혈구 평균수혈량이 평균 1.0단위 감소

하였으나, 나머지 36개(27.7%)의 코드에서는 2017년 적혈구 평균수

혈량이 평균 0.6단위 증가하였다. 

2017년 환자당 평균수혈량이 높은 순서로 21개의 수술 관련 

ADRG코드의 평균수혈량 및 환자의 평균 연령을 2007년 결과와 

비교하였다(Table 2). 2007년에 비해 평균수혈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ADRG코드는 Other female genital tract surgery (N092)로 

평균수혈량이 3.2에서 4.8로 증가하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39.0세에서 65.5세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 비해 평균수혈량이 가

장 큰 폭으로 감소한 ADRG코드는 Aortic valve surgery (with car-

diac catheterization, F021)로 평균수혈량이 18.8에서 8.6으로 감소

하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67.0세에서 64.3세로 감소하였다. 심

장 관련 수술(F021, F032, F053)의 경우 모두 평균수혈량이 감소하

였다. 특히, Other cardiothoracic surgery (with pump, F053)에서는 

평균 연령이 44.0세에서 61.7세로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수혈량이 5.5단위에서 4.4단위로 감소하였다. 소화기계 관련 

수술(H500, H011, H013, G112, G045, G032, G043, G011, H021) 중 

H021을 제외한 모든 코드에서 평균 연령이 증가하였고 G112, G045

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평균수혈량이 감소하였다. 정형외과 관련 

수술(W020, I110, I023, I062, I032)의 경우 모두 평균 연령이 증가

하였으며 I11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에서 평균수혈량이 감소하였

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 2017년 환자당 평균수혈량이 높은 22개 

Table 1. Maximum surgical blood ordering schedule (MSBOS) in elec-
tive surgery

Elective Surgery
MSBOS  
(2004)

Revised MSBOS 
(2019)

General surgery

   Mastectomy T&S T&S

   Esophageal resection 3 3

   Gastrectomy, total 2 2

   Gastrectomy, subtotal T&S T&S

   Partial hepatectomy 5 4

   Cholecystectomy T&S T&S

   Whipple’s operation 3 3

   Miles’ operation 2 1

   Hemicolectomy T&S T&S

Neurosurgery

   VP shunt insertion T&S T&S

   Laminectomy (in Neurosurgery) T&S T&S

   Craniotomy (Hematoma, Hemorrhage) 3 2

   Craniotomy (Tumor) 3 2

Thoracic surgery

   Valve replacement 6 7

   VSD repair 3 3

   ASD repair 2 2

   CABG 6 5

Orthopedic surgery

   Anterior fusion with laminectomy  
   (in orthopedic surgery)

3 T&S

   Posterior fusion with laminectomy  
   (in orthopedic surgery)

3 T&S

   Total Hip 3 2

   Leg amputation T&S T&S

Obstetrics & gynecology

   Abdominal hysterectomy (TAH) T&S 1

   Radical hysterectomy (Wertheim) 3 1

Urology

   Kidney transplantation 2 1

   Prostatectomy 2 2

Abbreviations: ASD, atrial septal defect;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
gery; TAH,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S, type and screen; VP, ventriculoperi-
toneal;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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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G코드를 선정하여 평균수혈량 및 환자의 평균 연령을 2007년 

결과와 비교하였다(Table 3). 22개의 코드 중 13개 코드에서 2007

년보다 적혈구 평균수혈량이 0.5단위 증가하였고, 17개 코드에서 

2007년보다 평균 10.7세 더 높은 환자의 평균 연령을 보였다. 

적혈구 평균수혈량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과 2007

년의 환자 평균 연령, 성별과 질병 중증도를 조사하였다. 2017년과 

2007년의 성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환자

의 평균 연령은 66.7세(표준 편차, 16.3)이었으며 2007년 평균 연령

은 56.1세(표준 편차, 18.7)이었다. 환자 연령을 10세 기준으로 분류

하였을 때 2007년과 2017년 환자들의 연령군 분포가 유의하게 차

이가 있었으며(P<0.05) 환자의 연령을 4분위수 기준으로 분류하

였을 경우에도 연령군 분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5). 

각 코드 별로 2017년과 2007년 환자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보면, 평

균수혈량이 증가한 36개 코드 중 31개(86.1%) 코드에서 2007년에 

비하여 연령이 평균 8.2세 증가하였다. 한편 평균수혈량이 감소한 

94개 코드 중 75개(79.8%) 코드에서 평균 연령이 2007년보다 평균 

8.5세 증가하였다. 연령을 보정한 후에도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평균수혈량이 0.89단위 감소하였다(95% CI: 0.853-0.912). 질병 중

증도의 경우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2006년 7

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23.6%이었

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수치

는 발표된 것이 없었다. 2017년의 비율은 약 37.5%로 증가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술에서의 최대혈액신청량과 ADRG 환자

분류체계에 따른 내과적 질환에서의 환자당 적혈구제제 평균수혈

량을 설정하였고 과거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평균 연령 및 질환 중증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 ADRG코드 중 72.3%의 코드에서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이 

2007년에 비해 평균 1단위 감소하였다. 연령을 보정한 후에도 2007

년에 비해 2017년 평균수혈량이 0.89단위 감소하였다. 이는 수술 

기법을 비롯한 의학 기술의 발달, 수혈가이드라인의 홍보에 따른 

수혈가이드라인 준수율의 증가[9], 최대혈액제제신청량 적용에 따

른 효율적인 혈액제제의 관리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심

장 관련 수술에서의 수혈량 감소가 현저했는데, 이는 수술 기법의 

발전이 수혈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소 침습적 

심장 수술 및 로봇을 이용한 심장 수술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널리 

Table 2. Comparison of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between 2007 and 2017, during surgeries 

ADRG code ADRG code name
No. of patients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Average age of patients 
(year)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F021 Aortic valve surgery (with cardiac catheterization) 11 3 8.6 18.8 64.3 67.0

N092 Other female genital tract surgery 6 6 4.8* 3.2 65.5 39.0

F032 Mitral valve and tricuspid valve surgery (without cardiac catheterization) 6 5 4.7 5.1 50.8 53.4

F053 Other cardiothoracic surgery (with pump) 9 2 4.4 5.5 61.7 44.0

W020 Limb replantation, hip and femoral surgery for polytrauma treatment 6 4 3.8 4.8  76.0 56.8

H500 Endoscopic procedure in variceal bleeding 11 9 3.2 3.9 61.4 47.6

B019 Other major craniotomy (excluded trauma) 13 11 3.2* 2.2 63.5 57.1

H011 Major pancreatic surgery 15 8 3.1 5.6 68.1 59.5

I110 Other hip and femoral surgery 46 31 2.6* 2.0 72.8 69.6

H013 Major hepatic resection 14 4 2.4 10.3 61.1 46.0

G112 Other operation in digestive system 48 64 2.3* 1.6 57.5 57.1

G045 Peptic ulcer surgery 7 8 2.3* 1.5 56.0 48.4

G032 Major colectomy 80 60 2.2 2.9 66.6 59.7

I023 Partial hip replacement 46 28 1.6 2.0 78.5 74.5

B015 Resection of supratentorial tumor (excluded trauma) 15 8 1.6 3.1 59.6 51.1

G043 Total gastrectomy 27 52 1.6 2.5 59.3 57.2

N021 Adnexal malignant tumor extraction 57 25 1.5 2.3 55.1 52.3

I062 Other spinal fixation 64 79 1.3 4.3 59.4 57.8

G011 Esophageal benign tumor radical operation and esophageal reconstruction 7 3 1.3 4.1 67.3 60.7

I032 Total knee arthroplasty 93 45 1.24 1.3 70.2 67.3

H021 Major biliary surgery 13 16 1.2 2.5 62.1 62.9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in 2017 were higher than those in 2007.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in 2007 were obtained from the survey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Abbreviation: ADRG,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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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아 시행되고 있으며 마취 기법의 발전과 수술 경험의 증가 

등으로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주요 합병증의 빈도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9, 10]. 또한 자가수혈의 증가도 수혈량 감

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가수혈의 종류는 수술 전 혈액

예치, 수술 중 혈액희석, 수술 중 혈액회수, 수술 후 혈액회수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11, 12]. 수술 전 혈액예치는 자가수혈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채혈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상, 마지

막 채혈은 수술 전 적어도 3일 전에 시행하여 혈액을 확보한다. 수

술 중 혈액희석은 수술 시작 후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전혈을 회수

하고 정질용액과 교질용액으로 순환혈액량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채혈된 혈액은 실온에서 보관하고 주요 출혈이 멈춘 후 수술하는 

동안 재투여한다. 수술 중 및 수술 후 혈액회수는 수술 중과 후에 

출혈된 혈액을 회수하여 재투여하는 방법으로 수술 중 혈액회수

는 대동맥류재건술이나 간이식술 등 대량 출혈이 예견되는 혈관

수술에 주로 쓰이고, 수술 후 혈액회수는 심장수술, 고관절, 슬관

절대치술 등에 주로 쓰이고 있다[13]. 본원 흉부외과에서는 모든 

심장수술에서 자가수혈기(cell saver)를 이용한 수술 중 혈액회수 

방식으로 자가수혈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27.7%에 해당하는 ADRG코드에서 2017년 평균수

혈량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2017년과 2007

년의 환자 평균 연령이 각각 66.7세와 56.1세이며 2007년에 비해 

2017년 질환의 중증도가 13.9% 정도 높아져 환자의 고령화와 질환

의 중증도가 높아진 것이 수혈량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

된다. 

최대혈액신청량을 설정하는 방법은 해당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혈을 받은 환자의 평균수혈량을 조사하거나 누적 수혈량의 80백

분위수로 구하는 법 등이 있다[4]. 또한, 여러 방법에 의해 얻은 수술

별 평균수혈량을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임상과와의 협의를 통해 최

대혈액신청량을 최종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수혈 적정성 평가에 이용되었던 계산 방식인 ADRG코드 별 총 

환자 수를 청구된 적혈구제제 단위 수로 나누어서 최대혈액신청량

을 계산하였는데, 이 방식과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최대혈액신청량 

계산 방식(수술 당일 수혈된 적혈구제제 수/수술 받은 총 환자 수)

과 비교해 보았다. 대부분 수술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심장 및 혈

관 관련 흉부외과 수술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수술 당일 및 

수술 전후로 대량 수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환자별로 수혈량의 

Table 3. Comparison of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between 2007 and 2017, due to medical conditions 

ADRG code ADRG code name
No. of patients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Average age of  
patients (year)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R600 Acute leukemia 39 44 2.4 5.6 52.5 16.6

Q610 RBC disorder 59 39 2.0 2.2 62.6 51.9

G613 Other bleeding in the GI tract (without perforation) 98 49 1.9* 1.0 67.3 49.2

B730 Nontraumatic encephalopathy 11 4 1.7 3.0 62.5 58.3

L603 Other renal failure 97 17 1.5* 0.9 70.7 63.1

L601 Acute renal failure 52 3 1.4* 0.9 72.2 74.7

H602 Liver cirrhosis and alcoholic hepatitis with moderate complication 69 45 1.1* 0.1 56.3 59.2

H601 Liver cirrhosis and alcoholic hepatitis with major complication 15 35 1.1 2.4 52.7 54.1

H603 Liver cirrhosis and alcoholic hepatitis without complication 108 102 1.0* 0.4 59.2 53.2

L602 End stage renal disease 170 1 1.0 1.5 67.2 45.0

F600 Cardiovascular disease with acute heart failure (with major complication) 8 11 1.0* 0.8 79.8 75.5

H623 Malignant tumor in hepatobiliary tract or pancreas, other 330 116 0.9 1.0 65.1 64.2

R610 Lymphoid and non-acute leukemia 275 266 0.7* 0.4 59.6 43.0

H613 Malignant tumor in liver, other 235 226 0.6* 0.4 66.0 59.2

E616 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mation, other 46 18 0.6* 0.4 78.2 63.8

G630 peptic ulcer, other 21 48 0.6* 0.4 70.0 57.0

Q600 Dysfunction in WBC and hematopoietic organ 78 81 0.6 1.7 37.1 25.4

F630 Heart failure and shock 89 72 0.6* 0.3 76.0 71.8

G603 Malignant tumor in gastrointestinal tract, other 528 368 0.6 0.7 64.7 61.7

T602 Sepsis without complication 31 49 0.5 1.0 23.4 30.4

E633 Neoplasm in respiratory system, other 285 216 0.5* 0.3 68.7 65.7

W610 Polytrauma without surgery 12 14 0.4 1.3 58.4 45.9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in 2017 were higher than those in 2007.
†RBC mean transfusion units per patient in 2007 were obtained from the survey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Abbreviations: ADRG,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GI, gastrointest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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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가 큰 해당 수술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국제의료행위분류(international classi�cation of diseases, tenth re-

vision, clinical modi�cation, ICD-10-CM)에 의하여 수술명이 표준

화 되어 있지만[3],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게 주요 수술들을 큰 카

테고리로 분류하여 최대혈액신청량을 설정하고 있어 의료기관별

로 수술의 분류 기준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술과 관련된 수혈

량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5],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위 

전 절제술, 주요 기타 직장 절제술에서의 평균수혈량은 타기관들보

다 높았고, 주요 폐 수술(악성신생물 제외)과 기타 폐 수술의 평균

수혈량은 타기관들보다 낮았다[3, 4, 14]. 이와 같은 수술별 평균수

혈량의 차이는 기관별로 다른 질병의 중증도, 대상군의 특성이나 

자가수혈의 시행 여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강점은 주요 수술에서의 최대혈액신청량 뿐만 아니라 

내과적 질환에서의 평균수혈량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보고

에는 수술이나 시술의 최대혈액신청량에 대한 분석만 있어 내과

적 질환에서의 수혈량 비교를 할 수 없었다. You 등[15]의 보고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청구 자료에서 골수성 백혈병은 혈액암 중 가장 높은 수혈 청

구건수를 보였다. 12,383명의 환자 중 수혈을 받은 환자 수는 3,691

명이었고 적혈구제제의 수혈 건수는 25,982건으로 한 환자당 적혈

구제제 청구 건수는 약 7건, 1년에 1.4건이었다. 본 연구에서 급성 

백혈병 환자에서의 평균수혈량이 2.4단위이었으므로 한 번 수혈시 

약 1.7단위의 적혈구제제를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수혈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혈액암 환자 수와 생존 기간의 연장 추이를 고려

하면 혈액암 환자에서의 적혈구제제의 수요, 특히 백혈구제거 및 

방사선조사가 이루어진 적혈구제제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5, 16]. 따라서 혈액암을 비롯한 수혈량이 많은 내과적 

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수혈량의 조사 및 적정 수혈량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개별 수혈건의 적정성을 평가

할 때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단순히 검사결과만 고려할 수는 없으

며 환자의 복잡한 임상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9, 17, 18].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수혈 전 환자의 혈색소 및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맥박 수, 심폐질환의 유무 등 환자의 임상 상태까지를 고려한 세부

적인 질병 분류에 따른 평균수혈량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최대혈액신청량 계산 방식뿐 아니라 기존의 계

산 방식에서도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의 

ADRG코드가 중간에 바뀐 경우나 사망, 전과 등의 변수가 고려되

지 않았는데, 이 변수를 줄이기 위해 입원 기간 동안의 수혈량을 조

사하여 각 ADRG코드에 따른 실제 수혈량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 환자의 고령화와 질병 중증도의 상승에도 불

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대부분의 수술 및 질환에서 평균수혈량

이 감소하였다. 이는 치료 기법의 발전과 수혈가이드라인의 준수, 

최대혈액제제신청량을 적용한 효율적인 혈액제제의 관리 등에 따

른 영향으로 보인다. 혈액제제 사용량 및 수혈 적정성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관리는 불필요한 수혈 및 혈액 폐기를 감소시킬 뿐 아

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임상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생각된다. 

요  약

배경: 효율적인 혈액제제 관리를 위하여 최근 수혈자료를 활용한 

최대혈액신청량(maximum surgical blood order schedule, MS-

BOS)의 개정은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대혈액신청량과 ad-

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ADRG) 코드 별 적혈구제제 평균

수혈량을 설정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한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다. 수혈 관련 자료를 조사

하여 최대혈액신청량과 ADRG 환자분류체계에 따른 적혈구제제 

평균수혈량을 설정하였고, 과거 자료와 비교하였다.

결과: 2017년 17,382명의 환자에게 5,607단위의 적혈구제제가 수혈

되었다. 새로 개정한 최대혈액신청량은 대부분의 수술에서 과거와 

비슷하였다. 2007년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2017년의 평균수혈량

이 130개의 ADRG 코드 중 34개 코드에서 증가하였고, 96개 코드

에서는 감소하였다. 환자의 연령을 보정한 후 평균수혈량은 2007

년에 비해 0.89단위 감소하였다(95% CI: 0.853-0.912).

결론: 개정된 최대혈액신청량은 과거와 거의 비슷하였으나 일부 

수술과 질환에서의 수혈량은 차이가 있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최대혈액신청량과 적정 수혈량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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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항원 특이 IgE 항체 검사는 총 말초 호산성 과립

구 수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중증도 평가를 위해 측정한

다[1]. 혈청 내 특이 IgE 항체 검사는 검사 종류의 원리에 따라 방사

면역측정법, 효소면역측정법, 면역형광염색법, 화학발광면역분석

법으로 나뉘며, 검체 당 측정하는 항원 개수에 따라 singleplex와 

multiplex로 나눌 수 있다[2]. 한편 cross-reactive carbohydrate de-

terminants (CCD)는 당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에 부착되는 탄수화

물 구조로, CCD 결정기를 가진 당화단백질은 꽃가루, 식물, 벌목

과의 독, 곤충과 같은 항원에 흔히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4]. 많은 CCD 항원은 상동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α-1,3-fucose와 

β-1,2-xylose가 대표적이다(Fig. 1). 이 공통적인 항원은 생체 내 생

성된 CCD 특이적인 항원과 광범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5]. 하

지만 CCD 결정기는 임상적인 증상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결과적

으로 원인 알레르기항원의 파악을 방해할 수 있다[6, 7]. 기존 연구

에 따르면 Kim 등의 초록 보고 외에 임상 검사실에서 항-CCD 항

체에 대한 국내 보고가 드물어, 저자들은 이에 대해 보고 및 해석

서  론

알레르기 원인 항원의 식별은 알레르기 피부바늘따끔검사(al-

lergen skin prick test)가 대표적인 생체 내 시험과 항원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하는 시험관 내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특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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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reactive carbohydrate determinants (CCDs) are simple carbohydrates linked to amino acid chains; they are found in pollens, vegetable 
foods, insect, and Hymenoptera venoms and are broadly cross-reactive with CCD-specific IgE antibodies. A man in his fifties was evaluated using 
a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immunoblot assay. On the PROTIA Allergy-Q 64 inhalant panel (ProteomeTech, Korea), reactions to 37 of 59 
antigens were observed except mammalian antigens, and cross-reactivity owing to anti-CCD antibodies was suspected. After ProGlycAn CCD-
blocker (ProGlycAn, Austria) treatment, the patient exhibited no response to CCD allergens, and the number of allergens showing positive reac-
tions was reduced to 15. We further tested a total of 7 samples from patients who were suspected to have CCD-related cross-reactivity. For these 
8 patients, the average number of positive reactions to allergens was reduced from 33 (range 24-36) to 8 (range 0-19) after CCD-blocker treat-
ment. We concluded that CCD-blocker treatment in sample with anti-CCD antibodies can reduce the false positive reponse and provide more spe-
cific information about allergens.

Key Words: Cross-reactive carbohydrates, Cross-reactive carbohydrate determinats, Allergens, Epitopes, False positives,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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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국내 검사실 내에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immu-

noblot assay 방법을 이용한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MAST) 검사에서 CCD 특이 IgE 항체로 인한 교차 반응이 관찰된 

환자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  례

50대 남성이 간질성 폐 질환으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 악화되

는 기침을 호소하여 원인 알레르기항원을 찾기 위해 MAST 검사를 

시행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PROTIA Allergy-Q 

64 inhalant panel (ProteomeTech, Seoul, Korea)에서 이 환자의 검

체는 59개 중 37개의 알레르기항원에서 양성을 보였다. 2개의 항목

에서 class 1 (weak positive), 16개의 항목에서 class 2 (moderate), 

14개의 항목에서 class 3 (moderately strong), 5개 항목에서 class 4 

(strong)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CCD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이

며, 식물 및 곤충류에 광범위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포유류 항원에

는 반응하지 않는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 저자들은 항-CCD 항체로 인

한 교차 반응을 의심하였다. 항-CCD 항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

여 ProGlycAn CCD-blocker (ProGlycAn, Vienna, Austria) 처리를 시

행하였다. PROTIA Allergy-Q 64 inhalant panel에서 사용되는 검체

량은 50 μL인데 제조사가 권고하는 대로 100단위 부피의 환자 검체 

당 2단위 부피의 CCD-blocker를 첨가 하기 위해 용기내의 사용하

지 않는 검체량(dead volume)을 고려하여 환자 검체 100 μL 당 2 μL

의 CCD-blocker를 첨가하였다. 이 후 실온에서 30분 동안 롤러에

서 혼합하여 재검하였으나, 여전히 CCD 항원과 함께 처리 전과 같

은 항목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항-CCD 항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CCD-blocker 농도를 2배 처리 한 결과, 

CCD 항원은 class 0 (not found)으로 반응이 없었으며, 양성 반응이 

보이는 항원은 총 15개로 감소하였다. CCD-blocker 처리 후 양성반

응은 8개의 class 1, 6개의 class 2, 1개의 class 4로 분포하였다. 환자 

검체를 제조사에서 제공한 diluent로 희석 후 재검한 결과 여전히 

36개의 항원에서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근무일 기준 13일 동안 MAST inhalant panel 검사가 의뢰된 236 

검체 중 CCD 항원 양성이면서 식물, 곤충, 벌목과 독에 반응하고 

포유류 관련 알레르기항원에 반응하지 않는 총 7명 환자의 검체에 

대해 CCD-blocker 처리 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증례 보고 환자

를 포함하여 총 8개의 검체는 공통으로 CCD 항원에 class 2에서 4

의 강도로 양성 반응을 보였고, CCD-blocker 처리 이후 CCD 항원

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 이들 검체는 총 59개의 알레르

기항원 중 평균 33개(범위 24-36)의 항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CCD-blocker 처리를 하였을 때 평균 8개(범위 0-19)의 항원에서 양

성 반응을 보였다. 정상 일반인의 검체에서도 class 1 (weak) 반응

을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class 2 (moderate) 이상의 양성 반

응을 보이는 검체 또한 조사하였는데, 평균 30개(범위 22-35)의 항

원에서 반응을 보였고, CCD-blocker 처리를 하였을 때 평균 5개

(범위 0-16)의 항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알레르기항원마다 

항-CCD 항체의 교차 반응의 영향을 보기 위해 CCD-blocker 처리 

전후로 반응을 보인 환자 검체의 개수 차이를 비교했다. 반응 여부

의 역치는 class 1 (weak)과 class 2 (moderate)로 나누어서 기술하

였다. 항-CCD 항체와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항원은 초

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다가 CCD-blocker 처리 후 음전된 

알레르기항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CCD-blocker 처리의 여부와 

알레르기항원과의 반응 여부가 상관없는 경우 CCD 교차 반응을 

보이지 않은 알레르기항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CCD-blocker를 처

리한 후 일부 알레르기항원에서 오히려 반응이 상승하는 것도 관

찰할 수 있었다. 

Fig. 1. Prototypical structure of cross-reactive carbohydrate deter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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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positive reactions before and after CCD-blocker treatment as measured using a PROTIA Allergy-Q 64 inhal-
ant panel in 8 patients

Allergen

No. of patients showing class≥1 (weak) reactivity No. of patients showing class≥2 (moderate) reactivity*

Pre-CCD-blocker 
treatment

Post-CCD-blocker 
treatment

Difference
Pre-CCD-blocker 

treatment
Post-CCD-blocker 

treatment
Difference

CCD 8 0 8 8 0 8

Olive 8 0 8 8 0 8

Common pigweed 8 0 8 8 0 8

Wheat 8 0 8 7 0 7

Alder 8 0 8 7 0 7

White ash 8 1 7 8 0 8

Peanut 8 1 7 8 1 7

Maple leaf sycamore 8 1 7 8 1 7

Acacia 8 1 7 8 1 7

Sesame 8 1 7 6 0 6

Common ragweed 8 2 6 8 1 7

Cultivated rye 8 2 6 8 1 7

Sweet vernal/Orchard grass/Common reed/Bent grass 8 2 6 8 1 7

Willow 8 2 6 8 1 7

Oak 8 2 6 8 2 6

Cockroach 8 2 6 7 3 4

Cotton wood 8 3 5 8 1 7

Plantain 8 3 5 8 2 6

Timothy grass 8 4 4 8 1 7

Russian thistle 8 4 4 8 1 7

Bermuda grass 8 5 3 8 3 5

Dandelion 7 0 7 6 0 6

Goldenrod 7 1 6 6 0 6

White pine 7 1 6 6 1 5

Hazel 7 1 6 5 1 4

Japanese hop 7 2 5 7 2 5

Mugwort 6 0 6 4 0 4

Ox-eye daisy 6 0 6 2 0 2

Peach 6 1 5 5 1 4

Bee venom 6 2 4 6 1 5

Birch 5 1 4 4 1 3

Hevea latex 4 0 4 3 0 3

Apple 3 0 3 3 0 3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3 3 0 3 4 -1

Dermatophagoides farinae 3 3 0 3 4 -1

House dust 3 3 0 1 3 -2

Soy bean 2 0 2 2 0 2

Acarus siro 2 2 0 2 3 -1

Shrimp 2 2 0 2 3 -1

Japanese cedar 1 0 1 0 0 0

Horse 1 0 1 0 0 0

Milk 1 1 0 1 1 0

Tyrophagus putrescentiae 1 1 0 1 1 0

Cat epithelium & dander 1 3 -2 1 1 0

Egg white 0 0 0 0 0 0

Alternaria alternata 0 0 0 0 0 0

Cladosporium herbarum 0 0 0 0 0 0

Aspergillus fumigatus 0 0 0 0 0 0

(Continued to the next page)



송다영 외: CCD-Blockers Reduce Cross-Reactivity 

https://doi.org/10.3343/lmo.2020.10.3.242 www.labmedonline.org   245

Allergen

No. of patients showing class≥1 (weak) reactivity No. of patients showing class≥2 (moderate) reactivity*

Pre-CCD-blocker 
treatment

Post-CCD-blocker 
treatment

Difference
Pre-CCD-blocker 

treatment
Post-CCD-blocker 

treatment
Difference

Penicillium notatum 0 0 0 0 0 0

Candida albicans 0 0 0 0 0 0

Mackerel 0 0 0 0 0 0

Wasp venom 0 0 0 0 0 0

Crab 0 0 0 0 0 0

Mouse/Rat 0 0 0 0 0 0

Rabbit 0 0 0 0 0 0

Guinea pig 0 0 0 0 0 0

Wool, sheep 0 0 0 0 0 0

Hamster 0 0 0 0 0 0

Dog dander 0 1 -1 0 0 0

Median [Q1–Q3] 6 [0-8] 1 [0-2] 4 [0-6] 4 [0-8] 0 [0-1] 3 [0-7]

*Considering that samples from normal patients can result in class 1 (weak) reactivity, allergens rated as class 2 (moderate) or higher reactivity were considered positive.
Abbreviation: CCD, cross-reactive carbohydrate determinant.

Table 1. Continued

  고  찰

알레르기 반응으로 간주하는 현상은 보통 제1형 과민 반응은 

IgE를 매개로 한다[8]. 환자의 과거력과 함께 알레르기 질환을 유

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혈청 항원 특이 IgE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어리거나, 피부묘기증, 습진 

혹은 두드러기 등으로 피부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항히스

타민제를 복용하는 경우 등에서 피부바늘따끔검사 대신 쓰일 수 

있다[9]. 또한 이 검사는 시험관 내 시험의 특성상 환자가 시험 도

중 알레르기를 나타낼 위험이 없고, 검사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

이 있다[10]. 한편 알레르기 분과에 의뢰된 무작위적인 검체의 23%

에서 CCD 항원과 교차 반응이 보고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이 교차 반응의 정확한 빈도수가 파악되지 않은 국내 검사실에서 

결과 보고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1]. ImmunoCAP 

ISAC system (Phadia, Uppsala, Sweden)의 경우 대부분 Esche-

richia coli가 생성하는 재조합 항원을 사용하여 천연 추출물을 

이용하는 MAST 방법보다 교차 반응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항원은 정제된 천연 추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차 반응

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4]. 

CCD 항원과 반응이 양성이면서 포유류를 제외한 식물, 곤충류, 

벌목과 독 관련 항원에서 전반적인 양성 반응이 관찰될 때, 항-CCD 

항체로 인한 교차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때 CCD-blocker 처

리를 고려할 수 있다. PROTIA Allergy-Q 64 inhalant panel의 26번 

CCD 항원은 fucose와 xylose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MUXF type

의 bromelain에서 추출한 항원이다. 항-CCD 항체로 인한 교차 반

응은 ProGlycAn CCD-blocker, CCD-Blocking-Solution (Mediwiss 

Analytic GmbH, Moers, Germany), Anti-CCD Absorbent (EURO-

IMMUN, Lübeck, Germany) 등의 시판된 시약으로 억제할 수 있

다. 이 CCD-blocker들은 CCD 항원을 가진 당화단백질로 구성되

어 있고, 이 당화단백질들은 환자 혈청 내 항-CCD 항체를 흡착한

다. CCD-blocker 처리로 임상적으로 의의가 없는 항-CCD 항체로 

인한 위양성 반응을 없앰으로써 알레르기 원인 항원에 대한 정보

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증례에서는 CCD-

blocker 처리 후 15개의 항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8개의 항

원에서 class 1 (weak) 반응을 보였다. 정상인의 검체에서도 class 1 

반응이 관찰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12], 검사 결과상 특이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항원은 최대 7개 정도로 원인 알레르기항원 파악을 

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특이한 점은, 

삼나무는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한 환자에서 class 1 강도를 보였

던 것을 제외하고 교차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삼나

무의 펩타이드 구조가 CCD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다를 것

으로 이전의 연구에서 추측된 바 있다[13]. 벌목과의 독은 CCD 결

정기를 가진 대표적인 항원으로 진양성 결과와 교차 반응으로 인

한 양성 반응을 구분해야 하는데[14], PROTIA Allergy-Q 64 inhal-

ant panel에서 꿀벌독은 63%에서만 교차 반응을 보였고, 말벌독

은 8개의 검체에서 모두 교차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또한 Table 1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빈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진드기, 집먼지, 고양이털, 개털의 경우 

CCD-blocker 처리 전후가 차이가 없거나 혹은 양성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 CCD 교차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이번 연구로 확인하였다. 이는 CCD-blocker 처리로 한국인에서 

알레르기 주요 원인 항원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보고할 수 있을 것



송다영 외: CCD-Blockers Reduce Cross-Reactivity 

https://doi.org/10.3343/lmo.2020.10.3.242246   www.labmedonline.org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CCD-blocker 처리가 MAST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 처리에 

대한 시약 비용, 소요 시간, 노동력, 판독 등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교차 반응 탄수화물 결정 물질(cross-reactive carbohydrate de-

terminant, CCD)은 아미노산 단백질 사슬에 부착된 단순 탄수화

물이며, 식물, 곤충류, 벌목 독 등에서 발견된다. CCD 항원은 생체 

내 생성된 항-CCD 항체와 광범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50대 

남성이 immunoblot 방법을 이용한 Multiple Allergen Simultane-

ous Test를 시행했다. PROTIA Allergy-Q 64 inhalant panel (Prote-

omeTech, Korea)에서 포유류와 관련된 알레르기항원을 제외한 

59개 중 37개의 항원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항-CCD 항체로 인한 

교차 반응을 의심하였다. ProGlycAn CCD-blocker (ProGlycAn, 

Austria) 처리 후에는 CCD 항원과의 반응이 없었고 양성 반응을 보

이는 알레르기항원의 수는 15개로 감소했다. 검체를 희석 처리만

을 했을 때 교차 반응이 여전히 나타났다. 총 7명의 항-CCD 항체

로 인한 교차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를 추가로 CCD-blocker 처리를 

시행했다. 이들 8명의 검체는 평균적으로 33개(범위 24-36개)의 알

레르기항원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CCD-blocker 처리 후 양성 결

과를 나타내는 알레르기항원 수는 평균 8개(범위 0-19개)로 감소

했다. 항-CCD 항체로 인한 교차 반응이 의심되는 검체에서 CCD-

blocker를 처리하는 것은 위양성 반응을 감소시켜 알레르기 원인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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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An 80-year-old male farmer was admitted following ocular pain 

in the right eye for two weeks. The patient had undergone sur-

gery in both eyes for cataract and glaucoma two years prior to 

this incident. During initial presentation, the right conjunctiva was 

injected, and slit-lamp examination showed a 3.0×2.5 mm-sized 

epithelial defect in the cornea of the right eye, along with corneal 

thinning. Visual acuity measured via �nger counting was 30 cm 

in the right eye and 0.32 cm in the left eye. Intraocular pressure 

was not measured in the right eye, but was 9 mmHg in the left 

eye. KOH examination of corneal scrapings showed the presence 

of some spores; however, cultures for fungi showed negative re-

sults. Bacterial cultures of the corneal scrapings were also per-

formed, and Serratia marcescens was identi�ed. A treatment of 

moxi�oxacin drops was initiated, and voriconazole was intrave-

nously injected twice in a one-week interval. A month later, the 

second KOH examination and microbial culture were performed. 

The KOH examination revealed many hyphae, and a fungus was 

isolated from the fungal culture (Fig. 1 and 2). Species was identi-

�ed using primers directed against an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NTRODUCTION

Pestalotiopsis species are commonly isolated in subtropical and 

tropical regions and are associated with living plants. They repre-

sent a fungal group known to produce a wide range of bioactive 

metabolites, such as the anticancer agent taxol [1, 2]. They are 

common phytopathogens that cause a variety of plant diseases. 

Pestalotiopsis mangiferae is a plant pathogen that particularly af-

fects Mangifera indica [3].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rst case of human infection caused by P. mangiferae.

Pestalotiopsis mangiferae에 의한 진균성 각막궤양 첫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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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alotiopsis species are filamentous fungi that are known plant pathogens commonly isolated in tropical and subtropical region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case of human infection caused by Pestalotiopsis mangiferae. An 80-year-old male farmer presented with ocular 
pain in the right eye. At initial presentation, slit-lamp examination showed a 3.0×2.5 mm-sized epithelial defect in the cornea of the right eye ac-
companied by corneal thinning. A KOH examination revealed spores, and consequently, treatment with voriconazole, ceftazidime, and moxifloxacin 
was initiated. One month later, a second KOH examination and fungal culture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KOH examination indicated the 
presence of many hyphae, and fungus was isolated from the culture. Molecular identification revealed that the sequence had 100% similarity to P. 
mangiferae.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therapeutic penetrating keratoplasty. During follow-up in the outpatient clinic, signs of infection were not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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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and P. mangiferae was identi�ed when the sequences 

corresponded 100% with GenBank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database (GenBank accession no. JX305692.1). 

Additional 200-mg voriconazole injections were administered 

twice in a two-week interval. Because the corneal perforation in 

the right eye did not resolve and visual acuity worsened, the pa-

tient was admitted for antifungal treatment and therapeutic pene-

trating keratoplasty (PKP). At the time of admission, a 3.2×3.2 

mm-sized perforated and edematous cornea was observed in the 

right eye, and the anterior chamber of the right eye had nearly 

collapsed. Antibiotics (vancomycin, ceftazidime, and voriconazole) 

were applied to the anterior chamber, and intravitreal irrigation 

was performed during PKP surgery. Fungal and bacterial routine 

cultures performed on day 1 after surgery showed no growth. Dur-

ing follow-up in the outpatient clinic, no signs of infection were 

observed.

DISCUSSION

Although P. mangiferae is a plant pathogen that mainly affects 

M. indica, recent studies have discussed the extraction of novel 

anticancer,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compounds from P. man-

giferae [1, 2]. Reports showing Pestalotiopsis as a causative agent 

of human or animal disease could not be found, except in one 

case of keratitis. Monden et al. were the �rst to report a case of 

fungal keratitis caused by P. clavispora [4].

Ophthalmic mycoses are being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cause of morbidity and blindness, with keratitis (cor-

neal infection) being the most frequent presentation. Fungi are 

opportunistic in terms of infecting the eye, since they rarely infect 

healthy, intact ocular tissues. Even the minor trauma of a dust par-

ticle falling onto the cornea can disrupt the integrity of the cor-

neal epithelium, predisposing it to mycotic keratitis [5]. Common 

fungi that cause corneal infections include species of Fusarium, 

Aspergillus, Curvularia, Penicillium, and Candida. Although 

the evidence to guide treatment is limited, antifungal agents that 

are useful in treating fungal keratitis include topical natamycin 

and amphotericin B, oral or intravenous voriconazole, and intra-

stromal injection of voriconazole. Voriconazole has been reported 

to be particularly useful in treating cases of fungal keratitis using 

refractory and/or standard therapy such as topical natamycin or 

amphotericin B [6]. Marangon et al. [7] reported that common 

pathogens were susceptible to voriconazole in vitro at lowest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 comparable to those 

of amphotericin B, �uconazole, itraconazole, and ketoconazole. 

Although antifungal agents such as natamycin, amphotericin B, 

and voriconazole are used to manage fungal keratitis, it is dif�cult 

to treat rarely reported fungi due to delayed diagnosis or lack of 

evidence regarding the susceptibility of the infection to routinely 

Fig. 1. P. mangiferae cultured in a petri dish containing potato dex-
trose agar at 30°C for 7 days, displaying delicate, furry, white hyphae 
with aerial mycelia on the surface.

Fig. 2. Microscopic capture of five-celled conidia with three olive-
brown median cells, hyaline terminal cells, and branched appendages 
arising from the apex of the apical cell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ing, 25°C for 7 days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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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ntifungal agents [8]. In their case, Monden et al. performed 

antifungal susceptibility tests for P. clavispora-induced fungal 

keratitis and found the MICs of most antifungal agents, including 

voriconazole, to be relatively high (2.0 µg/mL). Only micafungin 

demonstrated the lowest MIC (0.03 µg/mL). Thus, treatment with 

micafungin was initiated, and fungal in�ltration of the cornea was 

resolved [4]. In the current case, approximately 3 months were re-

quired to culture and identify P. mangiferae as the pathogen. Dur-

ing this period, voriconazole treatment was continued; however, 

PKP surgery was performed before molecular identi�cation was 

completed because no response to the treatment was observed. 

Because the antifungal susceptibility tests for P. mangiferae were 

not conducted, it remains unknown whether the treatment failure 

was due to voriconazole resistance. 

This is the �rst study to report a corneal P. mangiferae infec-

tion that not only failed to clear with voriconazole treatment, but 

also required PKP surgery. Thus, molecular identi�cation and an-

tifungal susceptibility test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

mining patient treatment for cases where fungal keratitis is caused 

by a rare pathogen.

요  약

Pestalotiopsis 종은 사상형 진균으로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분리되는 식물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는 

Pestalotiopsis mangiferae에 의해 사람이 감염된 첫 번째 사례이

다. 80세 남성 농부가 오른쪽 눈의 안구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

다. 슬릿램프검사상으로 오른쪽 눈의 각막은 얇아져 있었고, 3.0×

2.5 mm 크기의 상피 결함이 관찰되었다. KOH 검사에서 포자가 관

찰되어, 보리코나졸, 세프타지딤 및 목시플록사신으로 치료를 시

작하였다. 한 달 후 시행한 KOH 검사에서 많은 균사가 관찰되었

고, 배양에서 진균이 분리되었다. 분자검사상으로 P. mangiferae

와 100% 일치하는 염기서열임을 확인하였다. 전체층각막이식을 

시행하였고, 추적 관찰 동안 감염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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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rmycosis can occur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with 

cancer, inherited immunode�ciency, diabetes mellitus, and even 

organ transplant recipients [2, 3]. Mucormycosis is dif�cult to treat 

due to fast dissemination and low susceptibility to anti-fungal 

agents, which results in worse outcomes than other common fun-

gal infections, such as aspergillosis [4]. Peritonitis preceded by 

gastrointestinal (GI) mucormycosis is very rare, and only a few 

cases have been reported, which were caused by Rhizopus mi-

crosporus [5-7]. We present a case of peritonitis and disseminated 

mucormycosis caused by Mucor circinelloides in a patient with 

nodal marginal zone B-cell lymphoma. 

CASE REPORT

A 59-year-old man who was diagnosed with nodal marginal 

zone B-cell lymphoma and received scheduled chemotherapy 

was hospitalized for one day for high fever (39.5˚C) and general 

 INTRODUCTION

Mucormycosis is one of the most common fungal infections 

caused by species belonging to the order Mucorales such as Mu-

cor and Rhizopus [1]. Similar to other invasive fungal infections, 

림프절변연부 B세포림프종 환자에서 Mucor 
circinelloides에 의한 복막염 및 파종성 털곰팡이증 증례
A Case of Peritonitis and Disseminated Mucormycosis Caused by Mucor circinelloides in a 
Patient with Nodal Marginal Zone B-cell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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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rmycosis is a fungal infection, which is difficult to treat due to its rapid dissemination and low susceptibility to anti-fungal agents. Peritonitis 
preceded by gastrointestinal mucormycosis is very rare, and only a few cases have been reported. We present a case of peritonitis and dissemi-
nated mucormycosis caused by Mucor circinelloides in an immunocompromised patient. A 59-year-old man, diagnosed with nodal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was diagnosed with liver failure due to severe septic shock. A white, woolly cotton-like growth, which was consistent with that of 
Mucor species, was isolated from ascites and sputum specimens. Targeted DNA sequencing confirmed the isolate as M. circinelloides with 100% 
identity. Despite anti-fungal treatment, the patient died after four days. This is a rare case of peritonitis and disseminated mucormycosis that was 
probably preceded by gastrointestinal mucormycosis caused by M. circinelloides, as determined by molecular methods. Accurate and rapid identi-
fication of mold using molecular methods might be necessary for early treatment in critical cases, and more cases should be clinically evaluated 
further.

Key Words: Mucor circinelloides, Mucormycosis, Gastrointestinal, Peritonitis, Disse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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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 His complete blood counts were as follows: hemoglo-

bin 86 g/L, white blood cells (WBC) 0.11×109/L, platelets 36×  

109/L. He also had a neutropenic fever. After two days, he showed 

abnormal results of liver function test (LFT), and his other blood 

tests reports were as follows: aspartate aminotransferase 13,476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4,591 IU/L, total bilirubin 3.37 mg/

dL, γ-glutamyl transferase 51 IU/L,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18.80 mg/dL. Pseudomonas aeruginosa was grown on 

sputum and blood culture in all of two culture bottles. The galac-

tomannan test (PLATELIA Aspergillus Ag, Bio-Rad, Marnes-la-Co-

quette, France) of serum was positive, and chest computed tomo-

graphy revealed multifocal pneumonia combined with pulmonary 

aspergillosis. He received antibiotics (meropenem, cefepime, and 

vancomycin) for pneumonia and caspofungin (35 mg daily for 

two weeks) for aspergillosis. Ten days after showing LFT abnor-

mality, a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to evaluate LFT ab-

normality revealed a large amount of ascites (Fig. 1A). He was di-

agnosed with liver failure due to severe septic shock. The labora-

tory test results of serum were: total protein 47 g/L, albumin 27 g/L, 

glucose 133 mg/dL, lactate dehydrogenase (LDH) 814 IU/L. Cell 

counts and other laboratory test results of ascites were: WBC 4.5

×109/L (neutrophils were 93% of WBC), red blood cells 24.0×  

109/L, total protein 13 g/L, albumin 7 g/L, glucose 117 mg/dL, LDH 

630 IU/L. The serum ascites to albumin gradient was 20 g/L. 

A specimen of ascites in a blood culture bottle was transferred 

to laboratory, and cultured on a blood agar plate at 37˚C and 5% 

CO2 atmosphere for 15 hours. Mold grown on blood agar plate 

was inoculated on a Sabouraud dextrose agar and incubated at 

30˚C. A �uffy, white, cottony growth was observed on Sabouraud 

dextrose agar at 48 hours (Fig. 1B). The color turned greyish 

brown with time, though the part visible from the bottom of the 

plate remained pale white. Staining with lactophenol cotton blue 

showed irregular aseptate hyphae branched at obtuse angles 

without rhizoids. Globose sporangia were filled with round 

spores and located at the end of long sporangiophores (Fig. 1C). 

The macroscopic and microscopic morphologies were consistent 

with Mucor species. The (1,3)-β-D-glucan and galactomannan 

tests of ascites and serum were negative. Only P. aeruginosa and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were seen growing in sputum 

culture, and no growth was observed on pleural �uid culture. Af-

ter �ve days, another set of ascites and sputum specimens of the 

same patient were cultured, and the same mold was isolated. 

For accurate identi�cation of the species, the pure culture iso-

lated on Sabouraud dextrose agar was analyzed by using poly-

merase chain reaction and direct sequencing analysis targeting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and the D1/D2 regions. DNA 

extraction was performed on a MagNA Pure 96 system (Roche Di-

agnostics, Mannheim, Germany) according to the procedure rec-

ommended by the manufacturer. BigDye Terminator Cycle Se-

quencing Ready Reaction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and ABI Prism 373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

tems) were used for sequencing of the extracted and ampli�ed 

DNA products.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guidelines (MM18-A) [8], primer sets of ITS-1/ITS-4 and 

ITS-5/ITS-4 were used for amplifying ITS, and a primer set of NL-1/

NL-4 was used for amplifying the D1/D2 region of ribosomal DNA. 

For identi�cation, the BLAST search was performed in the Gen-

Bank database available at the NCBI website (http://www.ncbi.

Fig. 1. Computed tomography (CT) scan and identified Mucor circinelloides from the patient. (A) Ascites in abdominal CT. (B) Macroscopic feature 
on Sabouraud dextrose agar plate. (C) Microscopic features (×200) after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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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nih.gov). Targeted DNA sequencing con�rmed the isolate as 

M. circinelloides with 100% identity for both ITS and D1/D2 re-

gions. Though the patient received amphotericin B (300 mg daily) 

as soon as Mucor species was identi�ed, he died four days after 

receiving amphotericin B.  

DISCUSSION

Mucormycosis is a fatal infection caused by fungi of the order 

Mucorales. The most common genera that cause mucormycosis 

are Rhizopus, Mucor, and Lichtheimia (formerly Absidia and 

Mycocladus). Mucormycosis is an opportunistic infection in im-

munocompromised patients, especially those with hematologic 

malignancy, severe neutropenia, and diabetes mellitus [2, 3]. Mu-

cormycosis can cause outbreaks among the patients with risk fac-

tors, and the incidence rate of mucormycosis related hospitaliza-

tions shows an average every annual increase of >5%. Several 

outbreaks of mucormycosis were investigated, and all of them were 

associated with infections in healthcare environments caused by 

insuf�cient air �ltration and contaminated objects [9]. We identi-

�ed Mucor in only one patient, and the possibility of outbreak 

seems low. 

Unlike other fungal infections, mucormycosis shows rapid pro-

gression and angioinvasion, and causes tissue necrosis and dis-

semination. Mucorales cause invasive infection at various levels 

including cutaneous, rhinocerebral, pulmonary, GI, and dissemi-

nated. In rare cases, mucormycosis can also cause peritonitis, en-

docarditis, and osteomyelitis [2, 3]. 

Several cases of mucormycosis peritonitis were reported, and 

most of them were related with peritoneal dialysis related mucor-

mycosis [10-14]. Only a few cases of peritonitis were preceded by 

GI mucormycosis, three such reported cases are listed in Table 1 

[5-7]: two were related to perforation of sigmoid colon or small in-

testine caused by R. microspores, while one was related to perfo-

ration of jejunum. The microscopic features of jejunum were con-

sistent with GI mucormycosis; however, the identi�cation of fun-

gal species was not available. After anti-fungal treatment includ-

ing amphotericin B and voriconazole, all patients died within 47 

days. In our case, the patient did not have peritoneal dialysis his-

tory, and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GI mucormycosis occurred 

and proceeded to peritonitis. This is a rare case of peritonitis and 

disseminated mucormycosis probably preceded by GI mucormy-

cosis caused by M. circinelloides.

GI mucormycosis is uncommon, accounting for 0% to 9% of 

mucormycosis depending on the host conditions, notably 3% in 

patients with malignancy [2]. GI mucormycosis can occur after in-

gestion of foods contaminated with mold, and can proceed to 

perforation, peritonitis, and sepsis caused by fungal invasion to 

bowel walls and blood vessels [3]. In addition, an outbreak of GI 

mucormycosis has also been reported, which occurred after in-

gesting yogurts contaminated with mold that were later identi�ed 

as M. circinelloides [15]. 

So far, there are no available serological biomarkers for diag-

nosing mucormycosis, such as (1,3)-β-D-glucan and galactoman-

nan, which are used for diagnosing other invasive fungal infec-

tion [4]. The traditional culture method is still important, however, 

it takes time to isolate and identify a fungus as compared to the 

rapid progression of Mucorales [4]. Amphotericin B has been rec-

ommended as �rst-line treatment for mucormycosis [16, 17]. Posa-

conazole and voriconazole are more effective against some Muco-

rales [4]. Various Mucorales and even the individual species show 

variable response to anti-fungal agents [4]. Therefore, mucormy-

cosis is dif�cult to diagnose early and to be treated successfully, 

which results into higher mortality that exceeds 50% despite anti-

fungal treatment [4]. Disseminated mucormycosis especially shows 

fatal outcome [3]. In this case, the patient died four days after re-

ceiving amphotericin B. He had several risk factors that were prone 

to fungal infection and its fast dissemination, including hematol-

ogy malignancy, neutropenic status, and use of antibiotics. Five 

days after identifying Mucor species of initial ascites specimen, 

Table 1. Cases of peritonitis preceded by GI mucormycosis 

Reference Country Age/sex Source of Infection Specimen Culture Result Molecular Identification

Monecke et al. 2006 [5] Germany 62/F Perforation of sigmoid colon Peritoneal swabs Rhizopus spp. R. microsporus

Hyvernat et al. 2010 [6] France 52/F Perforation of small intestine Intra-abdominal fluid Rhizopus spp. R. microsporus

Kumar et al. 2017 [7] India 24/F Perforation of jejunum Resected segment of jejunum NA NA

Present case Korea 59/M Unknown (probably GI origin) Ascites and sputum Mucor spp. M. circinelloides

Abbreviations: F, female; GI, gastrointestinal; M, male; NA, information not available; ssp.,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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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mold was isolated in the sputum specimen. He might 

have shown GI mucormycosis of M. circinelloides followed by 

peritonitis and disseminated mucormycosis in the lung; however, 

the anti-fungal susceptibility test of the isolate was not performed 

in this case. 

Yang et al. [18] have reported the identi�cation of Mucorales us-

ing molecular methods. But there have been some discrepancies 

cases between microscopic morphological and molecular identi�-

cation. Some species of Mucorales cannot be easily identi�ed solely 

based on the morphology. Therefore, molecular methods are con-

sidered to be more reliable and need to be performed for accurate 

identi�cation of Mucorales [18]. This case showed concordance 

betwee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identi�cation.

In conclusion, we report a rare case of peritonitis and dissemi-

nated mucormycosis probably preceded by GI mucormycosis 

caused by M. circinelloides. Accurate and rapid identi�cation of 

the mold using molecular methods might be necessary for early 

treatment in critical and rare cases, and more cases should be 

clinically evaluated further. 

요  약

털곰팡이증(mucormycosis)은 진균 감염의 하나로, 빠른 진행과 

낮은 항진균제 감수성으로 인해 치료하기 어렵다. 위장관계 털곰

팡이증이 복막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수의 증례

만이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면역억제 환자에서 Mucor circinelloi-

des에 의한 복막염 및 파종성 털곰팡이증 증례를 보고한다. 림프

절변연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던 59세 남자 환자가 심한 패

혈쇼크로 인한 간부전이 발생하였다. 복수와 객담 검체로부터 하

얀색의 솜털 같은 집락이 분리되었고, Mucor 종에 합당한 소견이

었다. 균주의 염기서열분석은 M. circinelloides와 100% 일치도를 

보였다. 항진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4일 후에 사망하였

다. 본 증례는 분자방법을 이용하여 밝혀낸 M. circinelloides에 의

해 발생한, 아마도 위장관계 털곰팡이증이 복막염 및 파종성 털곰

팡이증으로 진행한 드문 증례이다. 감염이 중증인 경우에 분자방

법을 이용한 곰팡이의 정확하고 빠른 식별이 조기치료를 위해 필

요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례가 임상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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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다. 대부분의 완간역위는 균형재배열로 보

인자의 표현형이 정상이다. 하지만, 생식세포의 감수분열 과정 중

에 역위 고리(inversion loop)를 형성해 염색체의 결실 혹은 중복

을 보이는 불균형재배열 재조합염색체가 형성될 수 있다. 완간역위

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불균형재배열 재조합염색체로 인해 

비정상 표현형을 지닌 신생아가 출생할 위험도가 7%이고, 남성의 

경우 5%의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1]. 

Beckwith-Wiedemann 증후군(BWS, OMIM #130650)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과성장 증후군(overgrowth syndrome)이고 배양

성종양(embryonal tumor)의 높은 발생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BWS는 11p15.5 부위에 위치한 IGF2와 CDKN1C와 같은 각인된 성

장 조절 유전자(imprinted growth regulatory genes)의 발현 양상

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빈도는 각각 im-

printing center 2 (IC2)의 메틸화 소실이 50%, 부계의 uniparental 

disomy (UPD)가 20%, imprinting center 1 (IC1)의 과메틸화가 5%, 

서  론

완간역위(pericentric inversion)는 양 절단점 사이에 염색체 중

심절을 포함한 절단부가 회전하여 장완과 단완의 일부가 재배열된 

부계 완간역위에서 유래한 11pter 중복과 11qter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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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ort a case of Beckwith-Wiedemann syndrome (BWS) and Jacobsen syndrome (JBS) due to 11pter trisomy and 11qter monosomy caused 
by paternal inv(11)(p15.1q24.2). The patient was born premature and had a variety of clinical features including characteristic facial dysmorphism, 
cardiac abnormalities, and thrombocytopenia. The karyotype was described as 46,XX,rec(11)dup(11p)inv(11)(p15.1q24.2)pat and methylation-spe-
cific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analysis showed duplication of the 11p15.5 region and hypermethylation of imprinting center 1. 
Chromosomal microarray analysis demonstrated 23.8 Mb duplication on 11pter-p14.3 and 13.8 Mb deletion on 11q23.3-qter.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BWS and JBS, respectively. Because uniparental disomy inherited from paternal pericentric inversion results in simultaneous 11p15.5 
duplication and 11q23.3 deletion, appropriate genetic tests are necessary for accurate genetic diagnosis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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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KN1C의 병원성 변이가 5%이다[2-4]. Jacobsen 증후군(JBS, OMIM 

#147791)은 11qter의 결실 때문에 발생하는 인접 유전자 증후군

(contiguous gene syndrome)으로 특징적인 이형 양상(dysmorphic 

features), 저성장, 발달장애, 혈소판 감소증과 심장, 신장, 위장관 등

의 기형(malformation)과 같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인다. 절단점

은 주로 11q23.3에서 생겨 결실이 말단부까지 이어지는데 결실의 

크기는 7 Mb에서 20 Mb로 다양하고 결실의 크기가 클수록 질병의 

임상 양상도 심해진다[5, 6]. 저자들은 아버지의 inv(11)(p15.1q24.2)

로 기인한 11pter 삼염색체(trisomy)와 11qter 단일염색체(mono-

somy)로 인해 Beckwith-Wiedemann 증후군과 Jacobsen 증후군

이 진단된 환자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재태연령 35주 2일에 양수과다증으로 제왕절개술로 태어

난 여아로 출생 직후 몸무게 2,940 g (90th percentile), 신장 48 cm 

(50th percentile), 두위 34 cm (90th percentile)이었다. 환아는 산전 

초음파상 이중출구우심실(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DORV), 

심실중격결손(ventricular septal defect, VSD), 폐형성저하증(lung 

hypoplasia), 전신의 피부부종, 양수과다증, 내반족(clubfoot) 소견

이 관찰되었다. 출생 직후 마스크 양압환기법 적용에도 호전되지 

않는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영상 검사

에서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한 팔로형 이중출구우심실(Fallot DORV 

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in Beckwith-Wiedemann syndrome and Jacobsen syndrome and Beckwith-Wiedemann and Jacobsen syn-
dromes in a previously reported case and in this case 

Clinical features Beckwith-Wiedemann syndrome [3] Jacobsen syndrome [5] Previously reported case [13] Our patient

Prenatal abnormalities Macrosomia
Polyhydramnios
Premature birth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Macrosomia
Premature birth
Polyhydramnios

Macrosomia
Polyhydramnios Premature birth

Growth Generalized overgrowth  
(macrosomia)

Height; <10th percentile in 75%
Weight; <10th percentile in 58%

Height; +1.5 SD 
Weight; +3.5 SD (at birth)

Height; 25th percentile
Weight; 50th percentile  

(at 16 months)

Developmental abnormalities Developmental delay Psychomotor retardation Psychomotor retardation Psychomotor retardation

Dysmorphic features Macroglossia
Ear abnormalities
Cleft palate
Hemihyperplasia

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
Flat nasal bridge
Short neck
Low set ears
Webbed neck
Fifth-finger clinodactyly
Clubfoot

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
Ocular hypertelorism
Flat nasal bridge
Short neck
Low set ears
Fifth-finger clinodactyly

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
Webbed neck
Low set ears
Fifth-toe clinodactyly
Clubfoot

Neurological abnormalities Hearing loss
Posterior fossa abnormalities

Hearing loss
Agenesis of the corpus callosum

Hypotonia Hearing loss
Hypoplastic corpus callosum

Cardiac abnormalities Cardiomegaly Ventricular septal defect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 Double-outlet right ventricle, 
Ventricular septal defect

Abdominal abnormalities Hepatomegaly
Omphalocele
Umbilical hernia
Diastasis recti

Pyloric stenosis
Feeding difficulties

Pyloric stenosis
Omphalocele

Pyloric stenosis
Splenomegaly

Renal abnormalities Nephromegaly
Nephrocalcinosis
Medullary dysplasia

Unilateral kidney dysplsia
Polycystic kidney

- Polycystic kidney 

Neoplasia Wilms tumor
Nephroblastomatosis
Neuroblastoma
Rhabdomyosarcoma
Hepatoblastoma
Adrenal carcinoma

- - ND

Laboratory finding Hyperinsulinism
Transient hypoglycemia
Hypothyroidism
Polycythemia

Thrombocytopenia
Anemia
Neutropenia
Recurrent infections

Thrombocytopenia
Anemia
Neutropenia
Recurrent infections

Thrombocytopenia
Anemia
Neutropenia
Recurrent infections
Hypothyroidism

Molecular etiology Molecular alterations in growth 
regulatory genes on chromosome 
11p15.5 

Terminal deletion of the long  
arm of chromosome 11

Duplication at 11p15.5p15.3
Deletion at 11q24.1q25 deletion

Duplication at 11p15.5p14.3
Deletion at 11q23.3q25

Abbreviation: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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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SD), 중심폐동맥폐쇄(interruption of central pulmonary ar-

tery), 양측 동맥관개존증(bilateral patent ductus arteriosus), 다낭

신장병(polycystic kidney disease), 뇌량 저형성(hypoplastic cor-

pus callosum)이 관찰되었고 뇌전도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다. 

신체 검진에서 안검열의 외하방 경사(down-slanting palpebral �s-

sure), 물갈퀴목(webbed neck), 처진귀(low set ears), 넓은 유두 간

격, 양측 5번째 발가락의 측만지증(clinodactyly of both 5th toe)이 

있었다. 환아는 출생 직후 시행한 complete blood count (CBC)에

서 WBC: 3,400/μL, hemoglobin: 14.9 g/dL, platelet: 73,000/μL를 

보였고, 12개월 시행한 CBC는 WBC: 2,100/μL, hemoglobin: 10.7 

g/dL, platelet: 83,000/μL, 16개월에는 WBC: 2,900/μL, hemoglo-

bin: 10.6 g/dL, platelet: 59,000/μL를 보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

실 후 1개월과 4개월째에 중심정맥카테터 관련 균혈증으로 항생

제 치료를 받았다. 생후 2개월에 이중출구우심실의 전체 복원, 폐

동맥 재건술,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았다. 생후 3개월에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9.2 cm의 비장비대(normal range at 3-6 month; 

(female) 4.5-5.6 cm/(male) 4.9-7.0 cm)가 보였고 TSH 상승 소견으

로 선천성 갑상선저하증이 의심되었다. 생후 4개월에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양측이 90 dB의 고도 난청을 보여 청력이 소실되어 보청

기를 착용하였다. 경관급식(G-tube feeding)에서 경구급식(oral 

feeding)으로 변경하면서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촬영한 복부 초음

파 검사에서 비대유문협착증(hypertrophic pyloric stenosis)이 확

인되어 유문근층절개(pyloromyotomy)를 시행했다. 생후 12개월

에 시행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에서 인지지수(mental develop-

ment index) 50점 미만, 동작지수(psychomotor development in-

dex) 50점 미만으로 원점수에 따른 발달연령은 대근육운동 1-2개

월, 소근육운동 3개월, 인지 1개월, 사회성 1-2개월 수준으로 모든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관찰되었다. T-cannula 삽입과 양측 청력 소

실로 언어 영역의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생후 16개월의 신체계

측에서 몸무게 9.8 kg (50th percentile), 신장 76 cm (25th percen-

tile)이었다. 본 증례의 임상 양상을 이전에 보고된 다른 증례와 더

불어 BWS와 JBS의 대표적인 임상 양상과 비교하여 Table 1에 정리

하였다[3, 5, 13].

출생 직후 말초혈액으로 시행한 염색체검사에서 46,XX,der(11)

Fig. 1. Karyogram and partial image of chromosome 11 in patient (A) and patient’s father (B).

A

B



최원규 외: A Case of Beckwith-Wiedemann and Jacobsen Syndromes 

https://doi.org/10.3343/lmo.2020.10.3.255258   www.labmedonline.org

t(11;?)(q23.3;?)로 11q의 불균형전좌가 보였다(Fig. 1A). 부모의 염색

체검사에서 어머니의 핵형은 정상이었으나 아버지의 핵형이 46,XY, 

inv(11)(p15.1q24.2)로 완간역위가 있는 염색체의 균형재배열이 관

찰되었다(Fig. 1B). 따라서 환아 핵형의 der(11)은 아버지에서 유래

한 inv(11)(p15.1q24.2)의 감수분열 시 재조합에 의해 발생한 rec(11) 

dup(11p)inv(11)(p15.1q24.2)로서 11번 단완(p15.1-pter) 중복 및 11

번 장완(q24.2-qter)의 결실을 보였다.

 SALSA MLPA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ca-

tion) ME030 BWS/RSS probemix (MRC-Holland, Amsterdam, Neth-

erlands)를 이용한 methylation-speci�c (MS)-MLPA 검사를 통해 

11p15.5 부위에 위치한 H19와 KCNQ1OT1의 결실 및 중복과 메틸

화 양상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에서 H19와 KCNQ1OT1가 중복되

었고, IC1의 과메틸화 소견과 IC2의 정상 메틸화 소견을 보여, 부계

의 11p15.5 부위가 중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Cytoscan 750K Array (Affymetrix, Santa Clara, CA, USA)를 이

용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에서 GRCh37 (Genome Reference 

Consortium Human Build 37)을 기준으로 11p15.5p14.3(23068_ 

23885320)에서 23.8 Mb 크기의 중복과 11q23.3q25(121090596_ 

134937416)에서 13.8 Mb 크기의 결실을 확인하여(Fig. 3, Table 2), 

Fig. 2. Capillary electrophoresis electropherogram of MS-MLPA for 11p15.5 region. The red peak represents control DNA amplification. The blue 
peak represents the patient’s DNA amplification. (A) Detection of copy number change without HhaI enzyme. Peak heights of all probes targeting 
H19 and KCNQ1OT1 increased, showing duplication of H19 and KCNQ1OT1. (B) Detection of methylation status with HhaI enzyme. The red arrows 
indicate increased peak heights of probes targeting H19, showing hypermethylation of imprinting center 1. 
Abbreviation: MS-MLPA, methylation-specific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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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cation, size, and syndrome-related OMIM genes of the copy 
number variants detected in the chromosomal microarray 

Locus Size Syndrome related to OMIM genes

11p15.5p14.3 Duplication of 23.8 Mb HRAS, IGF2, PNPLA2, H19, KCNQ1OT1

11q23.3q25 Deletion of 13.8 Mb FLI1, JAM3, KCNJ1, KCNJ5, SNX19, 
ROBO4, ADAMTS8, ADAMTS15

Abbreviation: OMIM,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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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uplication and deletion at 11p and11q in this patient demonstrated by chromosomal microarray. The blue bar and red bar indicate duplica-
tion and deletion regions, respectively. The chromosomal microarray of chromosome 11 showed a 23.8 Mb duplication at 11p15.5p14.3 and a 13.8 
Mb deletion at 11q23.3q25.

최종적으로 ISCN 2016에 따라 46,XX,rec(11)dup(11p)inv(11)(p14. 

3q23.3)pat.arr[GRCh37] 11p15.5p14.3(23068_23885320)X3,11q23. 

3q25(121090596_134937416)x1로 기술하였다. 

고  찰

본 증례는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확인된 다양한 기형을 가진 환

아의 출생 후 염색체검사에서 11번 염색체의 비정상 소견이 관찰

되어 시행한 환아의 부모 염색체검사 결과, 환아의 비정상 11번 염

색체는 11번 염색체의 완간역위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유래하여 

11pter 중복과 11qter 결실을 보이는 재조합염색체로 확인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시행한 MS-MLPA와 염색체 마이크

로어레이검사에서 부계의 11p15.5p14.3 중복과 IC1의 과메틸화 양

상을 검출함으로써 11p15.5의 부계 UPD가 발병 원인 중의 하나인 

Beckwith-Wiedemann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또한 11q23. 

3q25의 13.8 Mb 결실도 확인하였으며, Beckwith-Wiedemann 증

후군과 Jacobsen 증후군 임상양상을 보이는 본 환아에게서 두 질

환이 인접 유전자 증후군(contiguous gene syndrome)으로 발현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WS의 발병 기전은 크게 4가지로 모계 염색체 IC1의 과메틸화, 

모계 염색체 IC2의 메틸화 소실, 부계의 UPD, 그리고 CDKN1C의 

병원성 변이로 구별할 수 있다[3]. 본 환아의 경우 아버지에서 유래

한 재조합염색체에 중복된 11p15.5 부위가 있어 부계의 UPD와 같

은 발병 기전을 지닌다. 중복이 발생한 부위에 존재하는 OMIM에 

등재된 유전자 중에서 HRAS, IGF2, PNPLA2, H19, KCNQ1OT1가 

BWS의 임상 양상과 관련이 있다(Table 2). 특히, IGF2는 11p15.5에 

위치해 각인된 유전자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유전자로 BWS와 

관련된 중요한 유전자이다[7, 8]. 환아에서 관찰된 양수과다, 비장

종대, 갑상선저하증, 발달지연 등이 BWS에서 보이는 임상 소견이

었다. 환아에서 BWS의 특징적인 소견인 거체구증(macrosomia)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는 환아가 동시에 가진 JBS의 성장 지연 때문

으로 보인다.

본 환아는 11pter과 더불어 11qter의 결실이 있는데 이는 JBS와 

관련이 있다. 결실의 절단점은 11q23.3로서 결실된 크기는 13.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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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결실이 발생한 부위에 존재하는 OMIM에 등재된 유전자 

중에서 FLI1, JAM3, KCNJ1, KCNJ5가 JBS의 임상 양상과 관련이 

있다(Table 2). 대부분의 JBS 환자는 거대핵구형성이상(dysmega-

karyopoiesis)과 더불어 혈소판 감소증을 보인다. 또한, 비정상적인 

혈소판내 알파입자(alpha granules) 간 융합으로 입자 내 응고와 

관련된 성분들의 분비가 감소해 혈소판의 기능도 같이 감소해 있다

[5, 6]. FLI1은 거대핵구의 형성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FLI1 

유전자결손 동물모델의 골수에는 거대핵구가 없거나 감소되어 있

고 소형거대핵구의 소견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JAM3, ETS1, 

NFRKB 유전자들도 혈소판 기능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6, 

9, 10]. JBS 환자에게 지적 장애는 흔히 관찰되는 임상 양상 중 하나

이다. 지적 장애의 수준은 결실 크기에 관련이 있어 크기가 클수록 

증상이 심해진다[6]. 또한 심장 기형도 JBS 환자의 56%의 경우에서 

관찰된다. 심장 기형과 관련된 유전자들로 SNX19, ADAMTS8, 

JAM3, ROBO4, KCNJ5 등이 알려져 있다[10, 11]. 유문협착증은 소

화기 기형 중 56%의 빈도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데[6] 본 환아도 

생후 4개월에 비대유문협착증으로 유문근층절개를 받았다. 신장 

기형도 JBS 환자의 8%에서 관찰되는데 신장 형성이상(kidney dys-

plasia), 다낭신장(polycystic kidney) 등이 있다. 신장 기형과 관련

된 유전자로 KCNJ1과 ADAMTS15가 알려져 있다[5, 6]. 

11p15.5의 중복과 11qter의 결실로 인해 BWS와 JBS가 동시에 진

단된 증례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보고된 적은 없다. Gadzicki 등은 

본 환아와 같이 부계의 완간역위로 인해 중복과 결실이 생긴 증례

를 보고했다[12]. Putoux 등은 11pter 삼염색체증과 11qter 단일염

색체증이 섞임증(mosaicism) 형태로 존재하는 환아의 증례를 보

고했다[13]. 두 증례 모두 임상 양상과 더불어 염색체검사와 마이

크로어레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부계의 완간

역위가 UPD를 초래해 BWS의 원인이 되고 이와 같은 경우 JBS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검사와 더불어 MLPA, 마이크로어

레이검사 등 가능한 방법을 시행해 관련 부위의 중복 및 결실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부모가 완간역위의 

보인자인 경우 불균형재배열의 임신 위험이 있다. 본 환아의 부모

에서는 향후 임신시 재발 위험도와 착상전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유전상담이 시행되었다. 

 

요  약

저자들은 아버지의 inv(11)(p15.1q24.2)로 기인한 11pter 삼염색

체(trisomy)와 11qter 단일염색체(monosomy)로 인해 Beckwith-

Wiedemann 증후군(BWS)과 Jacobsen 증후군(JBS)을 함께 가진 

환아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환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안면 이형, 

심장기형, 혈소판감소증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

었다. 염색체검사에서 핵형이 46,XX,rec(11)dup(11p)inv(11)(p15. 

1q24.2)pat이었으며 메틸화 특이-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cation 검사에서 11p15.5 부위의 중복과 imprinting 

center 1의 과메틸화를 확인했다.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에서 

11pter-p14.3의 23.8 Mb의 중복과 11q23.3-qter의 13.8 Mb의 결실

을 확인하여 각각 BWS와 JBS를 진단할 수 있었다. 부계의 완간역

위에서 유래한 uniparental disomy로 인해 11p15.5 부위의 중복과 

11q23.3 부위의 결실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정확한 

유전학적 진단을 위해 염색체검사와 더불어 MLPA, 마이크로어레

이검사 등과 같은 유전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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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C-MS/MS 기법을 이용한 임상검사를 도입하여 수행할 때, 일상적인 질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지표들을 나열하시오.

  2. 다음의 보기 중 A형 간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급성 A 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격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

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IgG 항체 검사를 이용하여 면역 및 혈청 유병율을 조사할 수 있다.

ㄷ. 우리나라(대한민국)에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도입되어 있다.

ㄹ. 65세 이상의 성인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적으므로, 급성 A 형 간염에 대한 감염의 위험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3.  다음 그림은 면역억제환자로부터 채취한 복수 검체를 배양하여 얻은 집락을 lactophenol cotton blue 염색한 사진이다. 

무격벽(aseptate)이고 리본 같은 모양의 균사가 관찰되었으며, 둔각으로 분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1,3)-β-D-glucan과  

galactomannan 검사가 모두 음성이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감염증은 무엇인가?

 

  4.  심부전의 진단 혹은 심부전의 중증도와 예후를 예측하기 위하여 추천되는 혈액학적 검사는?

 ① 뇌나트륨이뇨펩티드(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② 미오글로빈(Myoglobin)

 ③ 시스타틴C (Cystatin C)

 ④ 심장형 크레아틴키나제(CK MB)

 ⑤ 트로포닌(Cardiac-speci�c Troponin I and Troponin T)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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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세요.

신규검사를 셋팅하여 제조사의 참고구간을 인용하고자 할 때, 건강인 20명의 검사결과 중 제조사에서 제시한 참고

구간을 (       )명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제조사 제시 참고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6.  신기능 평가를 위한 크레아티닌 측정 검사는 Jaffe reaction을 흔히 사용한다. 다음중 Jaffe reaction을 이용한 크레아티닌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응고제를 고르시오. 

  ① Sodium heparin

 ② Ammonium  heparin

 ③ Potassium heparin

 ④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⑤ Lithium heparin

  7. 진균성 각막염의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우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항진균제는?

① Natamycin

② Fluconazole

③ Voriconazole

④ Amphotericin B

  8.  한국에서 예상보다 많은 장내 원충 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어 현존하는 분자생물학적 진단방법을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원충은 무엇인가?

 ① Giardia lamblia

 ② Entamoeba histolytica

 ③ Blastocystis hominis

 ④ Cryptosporidium parvum

 ⑤ Dientamoeba fragilis

  9.  최대 수술혈액준비량(Maximum Surgical Blood Order Schedule, MSBO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상적인 예정 수술을 위해 혈액 은행에서 미리 준비하는 혈액제제량을 의미한다.

 ② MSBOS를 설정하는 방식은 모든 병원이 동일하다.

 ③ 각 병원은 외과의사, 마취과의사,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등이 상호 협의하여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MSBOS는 절대값 뿐 아니라 범위의 형태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⑤ 최대 수술혈액준비량은 최근의 혈액 사용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10.  다음 중 알레르기 원인 항원 식별을 위한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Immunoblot Assay에서 cross–reactive carbohydrate 

determinant에 의한 간섭 현상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allergen은?

 ① 밀가루(Wheat)

 ②  땅콩(Peanut)

 ③  참나무(Oak)

 ④ 바퀴벌레(Cockroach)

 ⑤ 양모(Wool, sheep)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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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버지의 inv(11)(p15.1q24.2)에서 기인한 rec(11)dup(11p)inv(11)(p15.1q24.2) 염색체를 가진 환아가 11pter 삼염색체(trisomy)와 

11qter 단일염색체(monosomy)로 인해 Beckwith-Wiedemann 증후군과 Jacobsen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11pter 삼염색체(trisomy)로 

인해 보일 수 있는 임상 소견을 고르시오.

 ① Ventricular septal defect

 ② Pyloric stenosis

 ③ Macrosomia

 ④ Thrombocytopenia

 ⑤ Recurrent infections

10권 3호 Quiz 답  1. System suitability test, blank, double blank, calibrator accuracy, IS peak area, retention time and/or relative 
retention time, Ion ratio       2. ②       3. 털곰팡이증(Mucormycosis)       4. ①       5. 3명       6. ②       7. ③ 

8. ③       9. ②       10. ⑤       1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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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Medicine Online (Lab Med Online, 진단검사의학온라인)은 대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대한진단혈액학회, 대한진단면역학회 

및 대한임상화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 온라인으

로 발행한다.

일반사항

1. 모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용어는 진단검사의학 용어

집(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간. 2010년)을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원고의 종

류는 원저, 증례보고, 단신, 편지, 종설, 포토 에세이, 지침이나 관점 등으로 

한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다른 형태의 원고도 출판할 수 있다. 증례

보고는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동일 검체에서 3회 이상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신은 원저로 쓸 만큼 포괄적이지 않지

만, 간략한 관찰을 보고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그 독창성과 활용도는 의미

가 있어야 하고 독자가 이해할 만큼 기술과 방법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

다. 지침은 LMO가 공식학술지로 지정되어 있는 학회 또는 관련 연구회에서 

출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를 승인하며, 저자목록에 학회 또는 연

구회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다음의 8개 분야로 구분되며, 저

자는 자신의 원고에 해당분야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후 해당 분야

의 책임편집위원이 적절한 해당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분야를 재지정

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야 구분

진단혈액학 (Diagnostic Hematology)

임상화학 (Clinical Chemistry)

임상미생물학 (Clinical Microbiology)

진단면역학 (Diagnostic Immunology)

수혈의학 (Transfusion Medicine)

진단유전학 (Diagnostic Genetics)

검사정보학 (Laboratory Informatics)

기타 진단검사의학 (Laboratory Medicine General)

2. 저자됨: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경우 등의 중복출판은 양측 편집장의 허락을 

받고, 중복출판 원고표지에 각주로 표시하는 등, 다음 문헌에 규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

tions.pdf). 원고의 저자는 연구의 출판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했고 출판물

에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저자는 게재승

인으로 저작권이 LMO에 이양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해

야 한다. 

3. 이해관계: 연구에 관계된 금전적 또는 기타 지원, 자문료, 주식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본문 끝에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저자

들은(저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라

고 표시한다. 게재 승인된 후 제출하는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

한 동의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서명한다. 

4.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 보조 등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본문 끝, 

혹은 이해관계명시 다음, 참고문헌 앞에 작성한다.

5. 성/젠더 보고: 성과 젠더라는 용어는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가이드라인(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 
s41073-016-0007-6)에 따라 사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생리학적 요소를 보
고할 때)과 젠더(정체성, 정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소를 보고할 때)에 대한 정
확한 사용과 성과 젠더로 구분된 데이터의 보고 및 해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만약 성/젠더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거나 예외적인 연구집단이 포
함된 경우(예, 전립선암 또는 난소암)는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연구출판윤리

회원들의 학술활동 중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

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은 연구 활동 중 정직, 

진실, 정확함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모

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연구자의 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명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

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 이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헬싱

키선언(1964년 발표, 2004년 개정, www.wma.net/e/policy/b3.htm), 대한민

국의 연구관련 규정(GCP)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아래 명시되지 않은 연구출판윤리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KAMJE) 출판윤리지침을 준수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고안, 연구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위조)

 (2)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

이 도용하는 행위(표절)

 (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

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

(이중 게재)

(2010년 5월 1일 제정)

(2020년 1월 1일 최신개정)

투고 규정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016-0007-6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016-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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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출판윤리 실행 방안

 (1)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

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LMO학술지의 논문게재 시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주의 및 제재에 

관한 문구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을 삽입한다. 

 (3)   학회는 연구출판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 신고접수 및 조사할 수 

있는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논문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A4용지에 이중간

격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양은 보편적인 글자체를 사용하되, 원저인 경우 

글자크기 12 point 기준으로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A4용지 20매 이내

를 원칙으로 한다. 

 증례보고의 경우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편지는 A4용지 10매 이내

로 한다. 

 단신은 전체 단어 수가 1,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문에서 방법, 결

과, 고찰 등의 소제목을 달지 말고 한꺼번에 기술하여야 한다. 단신의 경우

에 표 각주나 그림 설명에서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지 말고 이를 본문 방

법 부분에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은 타 원고와 마찬가지로 쓰되 제목

은 달지 말아야 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번역원고는 편집인이 ‘Clinical Chemistry’의 논문 중에서 선택하여 청탁

으로 번역을 의뢰한다.

2. 논문은 다음 항목 순으로 작성한다.

1) 투고자의 편지(Cover letter): 원고의 종류, 분야 구분, 제목, 저자의 소

속과 이름 및 최종학위, 저자 전원의 성명, 교신저자의 성명과 연락처(우

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록한다. 단, 저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소속과 직위, 재학년

도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를 때는 영문 

및 한글 저자명과 소속 뒤에  등의 어깨번호로 명기한다. 단, 제1저자의 

소속은 어깨번호 1번이 된다. 예를 들어 저자들의 소속이 총 3가지 소속

인 경우에는 ‘1, 2, 3’으로 구분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책임저자의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명시한다. 영문 제목이 50자가 넘을 때에는(자간 

간격 포함) 각 면에 기재할 영문 요약제목(running title)을 첨부한다. 또

한 초록의 총 단어 수를 표시한다. 투고자의 편지에는 투고하는 논문의 

중요성을 간단히 기술한다.

2) 논문표지: 원저, 증례보고, 단신, 편지, 종설 등 원고의 종류를 명시하고, 

분야 구분, 제목, 요약제목(50자 이내 영문)을 작성하며, 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술하지 않는다. 

3) 초록: 원저, 증례보고, 단신 및 종설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편지는 첨

부하지 않는다. 원저의 영문초록은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

clusions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되, 25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Uniform Require-

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 Engl J Med 

1997;336:309-15). 종설, 증례보고 및 단신은 4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250단어 이내로 한다. 중심단어(Key Words)는 영문 

단어 3-10개를 선정하여 초록하단에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Index Medi-

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 (MeSH)을 참조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

한다(http://www.nlm. nih.gov/mesh/MBrowser.html). 영문초록이나 

한글요약에는 기기나 시약의 제조사, 도시, 국가 등을 모두 기술하지 않

고, 간단히 제조사와 국가만을 표시한다.

4) 서론: 연구 배경이나 목적 등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5)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선정, 연구 방법, 장치나 기구, 실험 방법, 통계

분석 방법, 기관심의위원회(IRB) 승인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6) 결과: Table이나 Fig.를 포함하여, 중요한 관찰 소견을 기술한다. 가능하

면 자료의 절대 값과 상대 값(백분율)을 제시한다.  

    * 증례보고인 경우 4-6)항 대신 증례로 대체한다.

7) 고찰: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기술하되, 서

론이나 결과에 기술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주요 관찰 결

과를 요약하여 그 의미를 기술하며, 유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

한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도 설명한다. 

8) 요약: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한글로 요약을 작성한다. 중심단어는 기재하

지 않는다.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인 경우에도 한글로 요약을 작성한다.

9) 이해관계: 연구에 관계된 금전적 또는 기타 지원, 자문료, 주식 등 재정

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모두 기술한다.

10)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 보조 등에 대해 기술한다.

11) 참고문헌: 본문의 인용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에는 [괄호] 속에 

번호를 기재한다. 꼭 필요한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30개 이내를 인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신이나 증례보고의 경우에 그 수가 2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 Table 및 Figure: 영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Table과 Figure의 내용

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하고, 흑백인쇄 시에

는 흑백사진을, 칼라인쇄 시에는 칼라사진을 각각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림파일은 JPEG �les, 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등

을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에 온라인 투고 시에는 JPG 또는 GIF 파일로만 

올리고, 추후에 게재 허가가 되는 경우에 TIFF 또는 BMP 파일로 올릴 

수 있다. 인쇄해상도는 적어도 300 dpi 이상이어야 한다. 본문 중에 

Table과 Figure의 내용을 인용 시 Table 1, Fig. 1과 같이 표시한다. Figure

에 그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A), (B), (C), … 등과 같이 영문알파벳으

로 표시하고 각각에 설명(legends)이 들어가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

래 제5항을 참조한다. Supplementary table은 허용하지 않는다.

13) 위 항목 순으로 일련 쪽수를 하단에 표시한다.
14) 편지(letter)의 경우, 초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3. 원고내용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써야 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행 ‘진단

검사의학 용어집’(2010), ‘진단검사의학 용어’(2008,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발행 ‘필수의학용어집’(2005)을 사용하되 여기

에 없는 경우에 ‘의학용어집’(제5집, 2009) (http://kamje.or.kr/term)에 

수록된 것을 사용한다. 혈액종양 진단명(WHO 분류, 2008)은 혈액학(제

2판, 범문에듀케이션, 2011)의 부록을 참조한다.  일반적인 용어는 연세

한국어사전 등을 참조한다. 

 번역이 곤란한 특수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영문으로 쓸 수 있
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 또는 한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

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단, 새로운 번역인 경우에는 논문수정 시 본 학회 용
어소위원회의 추천 용어를 따른다.

2)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각각 

사용한다. 도량형은 meter법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단

위)를 사용함을 권장한다. Liter는 대문자 L로 표시한다.

3) 미생물 명칭은 영문초록, 본문, 한글요약 각 항에서 처음 표기 시에는 전

체 이름을 풀어서 표기하고(예: Eschericia coli), 그 이후부터는 genus 이

름을 약(略)하여 표시한다(예: E. coli). 단, genus 이름을 약하여 표기 시 

다른 균명과 혼동이 있으면 약하지 않는다. 학명은 항상 이탤릭체(기울임

꼴)로 표시한다. 그러나 학명이 아닌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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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경우: E. coli, Papovaviridae, Hepadnavirus 

 (예2)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streptococci,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virus, herpes sim-

plex virus

4) 유전자의 명칭은 이탤릭체(기울임꼴)로 표시한다. (예) BCR-ABL muta-

tions, HER2 gene. 해당 유전자의 단백질인 경우에는 기울임꼴을 사용

하지 않는다. (예)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5) 영문 또는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영문초록, 본문, 한글요약 각 항에서 

첫 번째 사용 시에 전 단어를 표기하고, 약자를 제시한다. 단, 제목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본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적

인 약어 모음”에 게시된 단어는 전 단어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약어를 

사용한다.

6)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

는 띄어쓰기를 하고, 한글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 

단,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대괄호[ ]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쓴다.

 (예)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thrombosis (HITT)의 비구조 

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이란

7) 기계 및 장비의 경우 괄호( )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 (주), 국적을 기

입한다. 시약의 경우 일반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명과 함께 상품

명을 쓰고 싶을 때에는 괄호( ) 안에 쓴다. 상품명을 쓸 경우에는 제조회

사, 도시, (주), 국적을 괄호( ) 안에 쓴다. 상품명을 뜻하는 TM 등은 꼭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다시 표기하는 경우 제조회사만을 괄

호 안에 기입한다. 단, 영문초록 및 한글초록에는 제조회사와 국가만을 

표시한다.

 (예)  Coulter STKS (Coulter Electronics Inc., Hialeah, FL, USA),

             vancomyc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8) 신뢰도를 나타내는 P는 이탤릭체 대문자로 쓴다.

9) 1,000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천 단위로 쉼표를 사용

한다(예, 5,431). 단, 연도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2013년).

4.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참고문헌의 제목

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부사항 및 예시

     (1) 학술지

       저자가 6인 이하면 전원을, 7인 이상이면 6인만을 기록하고 et al.을 첨

부한다. 저자가 2인일 경우는 ‘and’로 연결하며, 이때 comma(,)를 사

용하지 않는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

용하며, 이는 PubMed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

journals)의 Journal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의 부록(sup-

plementary volume)인 경우에는 15(S) 등으로 표시한다.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권수:면수.

     (예)  Choi I-S, Choi AJ, Jang JS, Park G, Jeong SH, Kim C-M, et al. Dis-

tribution of adeG, adeB, adeE, adeY, abeM, and adeJ ef�ux pump 

genes in clinical isolates of Acinetobacter species from Korea. Lab 

Med Online 2019;9:201-9.

     (예)  Castro-Castro MJ, Candás-Estébanez B, Esteban-Salán M, Calm-

arza P, Arrobas-Velilla T, Romero-Román C, et al. Removing lipe-

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예)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

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2) 도서

      (편)저자가 복수일 때는 2인까지 쓴다. 

      저자명. ed(s).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면수. 

          (예)  Rifai N, Horvath AR, et al. eds.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

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6th ed. St. Louis, MO: Elsevier, 

2018:266-326.

      (편) 저자명. 제목. In: 저자명, ed(s).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 

면수. 

          (예)  Weindel M and Bluth MH. Establishing a molecular diagnostic 

laboratory. In: McPherson RA and Pincus MR, eds. Henry’s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23rd ed. St. Louis, MO: Elsevier, 2017:1360-76.     

     (3) 웹 자료

      저자. 인터넷주소 이름. URL (자료가 업데이트된 시점).

      업데이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최근 접속 시점을 쓴다.

      (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uenza diagnosis. https://www.who.int/in-

fluenza/resources/documents/rapid_testing/en/ (Updated on 

Jul 2005).

      (예)  Epitope Diagnostics, Inc.. Quantitative fecal calprotectin ELISA 

kit ttp://www.epitopediagnostics.com/kt849 (Last accessed on 

May 2019).

     (4) 기관 발행물 

      기관명. 제목. 문서번호. 발행지: 발행처, 연도.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terpretive criteria 

for ident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quenc-

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

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

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

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

stitute, 2018.

      (예)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

anc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KOSHA GUIDE G-82-2018. 

Ulsa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8.

      (예)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Guidance for 

industry. Docket no. FDA-2013-D-1020. Silver Spring, MD: Cen-

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s, 2013. 

     (5) 법률

       법률명. 제정(개정)번호, 제정(개정)시점. URL. 

      (예)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 drugs. Act no. 15939, Feb.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3)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 중’(in press)로 명기한 

다. 이 경우 저자는 그 논문이 채택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논문 인용 허

가 서를 받아야 한다. 투고하였으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

고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미발간 결과’(unpublished 

data)라고 명기하고 저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 

통신’(personal communication)이라는 형식은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된 

문헌을 편집위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게재 허가된 논문

이 라 할지라도 참고문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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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ble과 Figure는 다음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1) Table과 Figure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며, Table

의 제목은 상단에, Figure의 설명(legends)은 하단에 표시한다. Table의 

제목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고, Figure의 설명에는 마침표를 쓴다.

2) Table과 Figure의 제목 및 내용은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쓴다.

3) Table에는 불필요한 종선을 긋지 않으며, 횡선도 가급적 억제한다. Table

의 제1열 은 왼쪽 정렬을 시키며, 문자의 경우 제2열부터는 가운데 정렬

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동일 단위(unit)인 경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

고 구간(range)을 표시하는 이음줄(-), ±, × 등의 기호가 있을 때는 기호

를 기준으로 한다. 숫자가 서로 다른 단위인 경우에는 모두 오른쪽 정렬

을 한다. 괄호( )가 있을 때는 괄호의 시작 부분과 괄호 앞의 마지막 글자

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4) Table에서 증례를 나타내는 숫자에는 괄호( )나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

고 숫자만 쓴다. 증례(case)를 나타내는 heading은 Case No.로 하고, 증

례 수를 나타내는 heading은 N으로 한다.

5) 하단의 설명은 어깨글자 설명, 약어설명의 순으로 하며, 어깨글자 설명

과 약어설명 사이에는 반드시 줄을 바꾸어 쓴다.

6) 어깨글자의 위치는 단어의 우측에 하며, 다음의 기호를 순서대로 사용

한다. ‘*, †, ‡, §,∥, ¶,**, ††, ‡‡ etc’. 여러 어깨글자의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은 형식(어

깨글자 설명; 어깨글자 설명.)을 따른다.

 (예) * not tested;  †P <0.05.

7)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는 모두 하단에 설명을 첨부한다. 약어설명은 다

음 예와 같은 형식(Abbreviations: 약어, 설명; 약어, 설명.)을 따른다. 

 (예) Abbreviations: NT, not tested; SAA, severe aplastic anemia.

8) Figure가 현미경 사진일 경우에는 염색방법과 배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9) Figure가 두 개 이상의 그림으로 구성될 때는 ‘(A) 설명. (B) 설명.’과 같이 

각각 설명하거나 한꺼번에 설명하고 괄호( ) 속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게재

1. Lab Med Online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

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을 통해서 접수해야 한

다. 누구든 계정을 만들 수 있으되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ID는 본

인의 email주소로 해야 한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자의 편지(cover let-

ter)’ 파일과 논문속표지(첫 페이지) 이하의 본문 파일의 두 가지로 작성해

야 한다. 논문 접수방법은 온라인상에서 투고자로 로그인해서 두 가지 논

문 파일을 업로드 한 후에 논문제목과 저자정보를 입력하고, ‘저자점검사

항(author’s checklist)’을 확인한다.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

의서’는 게재 승인된 후에 제출한다.

2.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먼저 편집사무원이 형식을 검토한다.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투고자에게 접수 후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수정 후 재접수를 요청한

다. 형식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원고가 책임편집위원에게 전달되며, 저자에

게 논문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 책임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 본문파일을 해

당 전문분야 3명의 심사위원에게 각각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는 동료에 의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친다. 심사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출판 이전에 

원고 내용을 누출시키면 안 되고, 직접 저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원고 내

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심사 거부를 알려야 한

다. 심사의견서는 2주 이내 제출하며, 원고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4.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현황과 심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자수정의뢰 및 수정본 접수도 온라인상에서 시행된다.

5. 책임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통계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통계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저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승인되면 그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참고문헌 교

정, 영문교정 및 최종교정 과정을 거친다. 

7. 다음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 저자에게 통보한다.

1) 연구의 독창성이나 과학적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구출판윤리가 심각히 훼손된 경우

8.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책임편집위원이 결정하

되, 공식적 게재 승인 및 논문 게재 순서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9. 처음 원고를 투고한 후에 저자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저자 전원의 자필서명

을 받아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는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인쇄본으로 

제출하여 Erratum에 게재한다.

11.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Chemistry (AACC)와의 계약에 의해 

‘Clinical Chemistry’에 실린 원고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임상화학 책

임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번역 원고를 결정하여 AACC의 승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Kappa/lambda ratio 

Total (N=92) 42.2 (15.9–277.0)* 30.8 (12.8–202.0)* 1.41 (0.66–2.90)*

G2 (mild kidney dysfunction) (N=25) 24.0 (15.9–108.0)* 18.0 (12.8–164.0)* 1.32 (0.66–1.93)*

G3 (moderate kidney dysfunction) (N=44) 42.4 (22.3–94.2)* 30.2 (14.1–73.3)* 1.40 (0.73–2.90)*

G4 (severe kidney dysfunction) (N=14) 84.7 (36.5–165.9)* 51.3 (30.9–77.0)* 1.77 (0.91–2.46)*

G5 (kidney failure) (N=9)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3.3–19.4† 5.7–26.3† 0.59 (0.26–1.65)*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Data are medians (min-max);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Table 작성의 예)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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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으면, 논문 투고 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를 승인할 수 있다.

기타

1. 모든 원고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도안료 및 제판비, 그 

밖의 특수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DOI/

CrossRef 비용도 저자에게 청구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소

유하고,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투고규정은 밴쿠버 양식 제5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투고규정에 없

는 기타 사항은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

ommendations_dec2018.html을 참고한다.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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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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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일반사항

 1.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본 학회지 게재 거부가 되지 않은 이상 게재 예정도 없다.
 2. 원고는 글자 크기 12 point 기준으로 A4용지에 이중간격으로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양은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20매(증례는 15매,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10매) 이내이다.
 4.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성적), 고찰, 요약, 참고문헌, Table과 Figure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5. 일련 쪽수를 하단에 기재하였다.
 6. 원고는 MS워드파일로 작성하되 표지파일과 심사용 논문파일의 2개로 만들었다.

표지

 1. 원고의 종류(원저, 증례, 종설, 보고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구분을 하였다.
 2. 원고의 분야 구분을 하였다.
 3. 요약제목(running title)은 자간 간격을 포함하여 50자가 넘지 않도록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4. 연구비 및 이해관계의 명시에 대한 사항을 밑에 적었다(해당되는 경우).
 5.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를 적었다.
 6.  속표지만 있는 심사용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때 저자의 이름, 소속 등 본문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적절한 암호로 

대처하였고, MS워드의 경우에 “저자시 개인정보 포함 안 함” 기능을 사용하였다.

영문초록(원저의 경우)

 1.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2. 초록의 단어 수를 표시하고,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4. 3-10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고, 이는 MeSH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영문초록(증례보고의 경우)

 1.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2.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 3-10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이는 MeSH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문

 1. 참고문헌의 번호를 인용 순서대로 괄호[ ]속에 기재하였다.
 2. 국문초록을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작성하였다.
 3.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논문을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1.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까지만 기재하고, 그 이상의 저자는 ‘et al.’로 약하였다.
 2.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였다.

Table과 Figure

 1. Table과 Figue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2. Table과 Figure의 삽입위치를 메모 기능으로 표시하였다.

20   년        월        일                 저자  성명  　　　　　　　　　　　　　　　

저자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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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임원명단

회장 서 장 수 (경북의대)

차기회장 박 찬 정 (울산의대)

이사장 권 계 철 (충남의대)

총무이사 송 상 훈 (서울의대)

재무이사 이 영 경 (한림의대)

학술이사 전 사 일 (울산의대)

고시이사 하 정 숙 (계명의대)

수련이사 이 우 인 (경희의대)

ALM편집이사 허 미 나 (건국의대)

LMO편집이사 신 정 원 (순천향의대)

보험이사 이 우 창 (울산의대)

김 지 명 (충남의대)

교육이사 이 용 화 (순천향의대)

법제이사 신 명 근 (전남의대)

간행이사 박 형 두 (성균관의대)

정보이사 김 형 회 (부산의대)

개원의이사 지 현 영 (삼광의료재단)

종합병원대표이사 정 영 준 (나사렛국제병원)

특임이사 김 명 신 (가톨릭의대)

특임이사 (국제) 임 환 섭 (서울의과학연구소)

특임이사 (유전자검사평가원) 성 문 우 (서울의대)

특임이사 (진단검사의학재단) 이 우 인 (경희의대)

특임이사 (산학관) 이 제 훈 (가톨릭의대)

특임이사 (보험정책) 엄 태 현 (인제의대)

특임이사 (진료지침) 이 유 경 (순천향의대)

특임이사 (감염관리) 이 혁 민 (연세의대)

특임이사 (질향상지표) 임 춘 화 (을지의대)

특임이사 (UM) 윤 여 민 (건국의대) 

특임이사 (충청지회) 김 종 완 (천안단국의대)

특임이사 (호남지회) 김 수 현 (전남의대)

특임이사 (영남지회) 이 채 훈 (영남의대)

진단혈액분과위원장 김 용 구 (가톨릭의대)

임상화학분과위원장 이 재 훈 (영남의대)

임상미생물분과위원장 박 경 운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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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for Authors

Laboratory Medicine Online (Lab Med Online) is the o�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he Korean Society for Genetic Diagnostics,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the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
munology, and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ry published quarterly (at 
the �rst day of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on-line.

GENERAL CONSIDERATIONS

1. �e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e journal publishes 
Original Articles, Case Reports, Brief communications, Letters, Review articles, 
Photo Essays, Guidelines, and Perspectives. �e other form could be submitted 
under the approval of the editorial board. Review requested by the editorial board, 
Editorials, Corrections, as well as Correspondence. Case reports which had been 
reported more than four times in Korea or worldwide will be rejected. Brief Com-
munications are intended for the presentation of brief observations that do not 
warrant full-length papers, but have su�cient originality and utility to be con-
sidered for publication. �e information must be presented in su�cient detail so 
that reader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material presented. Brief com-
munications undergo the same review process as full-length papers and are not 
published sooner than the full-length papers. Guidelines should be approved for 
publication only if the publication is requested by an Laboratory Medicine On-
line-associated academic society or a related research group. �e name of the so-
ciety or research group should be included in the author list. Original Articles 
and Case Reports are class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8 speci�c areas, and 
the author should state the appropriate area of interest in their manuscripts. 
However, the executive editor of each �eld may request to the author to change 
the area of interest and resubmit the manuscript, if necessary.

Specific areas include:

 Diagnostic Hematology
 Clinical Chemistry
 Clinical Microbiology
 Diagnostic Immunology
 Transfusion Medicine
 Diagnostic Genetics
 Laboratory Informatics
 General Laboratory Medicine

2. Authorship: �e manuscripts are accepted only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y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e manuscripts published in this journal 
cannot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the author(s) wishes a dupli-
cate or a secondary publication, for example, for the readers of a di�erent lan-
guage, the author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editors-in-chief of both the 
�rst and second journals. Further, the conditions speci�ed in the Uniform Re-
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

mje.org) should be met, such as insertion of a comment as a footnote in the title 
page of the second journal stating the primary reference and the duplicate na-
ture of the paper.

 Only those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are eligible for authorship and should take re-
sponsibility for the same. Each author should sign the Authorship Responsibil-
ity and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attesting that he or she ful�lls the 
authorship criteria a�er acceptance for publication. Author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ir contributions to the work described at the title page of the manu-
script.

3.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Each author is responsible for disclosing 
to the Publisher all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regarding this manuscript (in-
cluding sources of support, consulting fee or honorarium, stocks, etc.). Even in 
case the authors have no con�icts of interest, the authors should declare it: None 
declared. Each author also should sign a statement disclosing any con�icts of in-
terest a�er acceptance of the manuscript.

4. Acknowledgements: General acknowledgements and research grant are de-
scribed between disclosure of con�ict of interest and references.

5.  Reporting Sex and Gender: �e term sex and gender should be used in ac-
cordance with the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guidelines 
(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073-
016-0007-6). �is includes th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
logical factors) and gender (when reporting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separate report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by sex and gender. 
If sex and/or gender information are not reported or an exclusive population 
was involved (i.e., prostate cancer or ovarian cancer), this should be explained.

ETHICAL CONSIDERATIONS

Experiment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ww.wma.net). Written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
tained from all subjects. Identifying information including names, or hospital 
numbers should not be published in written description, or photographs. �e au-
thors must demonstrate tha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institution wher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p-
proved the study, if required by the editorial board. 
For any issues not addressed in these instructions, refer to the following materi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JE). Uniform require-
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 Furthermore, all process of dealing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shall be followed by Flow chart of COPE (http: 
//publicationethics.org/resources/�owcharts).

Adoption May 1st 2010

         Latest revision Jan 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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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onduct in Research & Publication 

  Research misconduct occurs when a researcher fabricates or falsi�es data, or pla-
giarizes information or ideas within a research report. �e de�nition of miscon-
duct can also extend to authorship/publication violations.

(1) Fabrication is making up data or results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2)   Falsi�cation i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3)   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4) Inappropriate authorship includes gi�-, ghost-, and swap-author.
(5)   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tion is publication of a paper that overlaps 

substantially with one already published in print or electronic media.

PREPARATION OF MANUSCRIPTS

1.  �e manuscript must be typewritten double-spaced using a 12-point font size on 
A4-sized paper using Microso� (MS) Word. �e number of pages should be less 
than 21 excluding tables and �gures. Case Report should be less than 16 pages 
and Letters to the Editor should be less than 11 pages. Brief Communications 
should be no more than 1,500 words in total. Section headings should not be 
used in the body of the Brief Communications, and the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should be combined in a single section. Methods should be described 
in the text, neither in the table footnotes, nor in the �gure legends in the case of 
Brief Communications. Acknowledgments should be presented similar to that 
in full-length papers. �e number of tables and �gures should also be kept to a 
minimum in the case of Brief Communications. Insert the page number in se-
ries at the bottom of each page in manuscript �le.

2. Manuscript �l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n the given order:  
1) Cover letter: In cover letter, describe the type of manuscript, the speci�c 

area, title, institutional a�liation(s), the highest degree(s), and name of the 
author(s), the corresponding author’s information (complete address, tele-
phone and facsimile numbers, and e-mail address). However, if the author is 
a student or a minor, who does not have a degree, submit the �nal a�liation, 
position, and  year in school to the editorial board. If the authors are a�liated 
to di�erent institutions, their names and a�liations should be stated the su-
perscripts 1, 2, 3, etc starting from the �rst author. We permit only one co-
�rst author and/or one co-corresponding author, if necessary. In that case, 
specify the reason below the information of authors. A running title should 
be added if the title exceeds 50 characters in English, including spaces. �e 
number of words in abstract should be placed. �e title page should contain a 
brief description of the novelty and importance of the work.

2) Title page: In title page, describe the type of manuscript, the speci�c area, 
title, and a running title. 

3) Abstract: Abstract is not required in the case of Letters to the Editor. In case 
of all the other types of manuscripts, the abstract should be written in Eng-
lish, in 250 words or less, and include the subheadings Background, Meth-
ods, Results, and Conclusions. Each subheading should be summarized in 1 
paragraph. Select 3 to 10 key words in English and insert them below the ab-
stract. For Case Reports and Brief Communications, the abstract is limited 
to 250 words in a single paragraph without the subheadings. �e key words 

are to be adjusted to the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of Index Medicus 
(http://www.nlm.nih.gov/mesh/MBrowser. html), when possible. When a 
reagent or instrument is described in the abstract, the author should only 
mention the name, company, and country, and not the manufacturing city.

4) Introduction: Research hypothesis and specific aim should be described 
brie�y.

5) Methods: �e explanation of experimental methods, devices or apparatus, 
and procedures should be concise and su�cient for repetition by other inves-
tigators, �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statistical meth-
ods should be described.

6) Results: �e results should be presented logically using text, tables, and �gures. 
       *4)-6) can be combined in Case Reports. 
7) Discussion: �e data should be interpreted concisely without repeating the 

content in either the introduction or the results. 
8) Summary: Rewrite abstract in Korean without key words 
9)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All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s should 

be disclosed.
10) Acknowledgements: General acknowledgements and research grant are 

described.
11) References: Serially number the references in the order of citation in the 

text with numbers in brackets. Refer only to the most pertinent literature and 
indicate 30 references at the most. Not more than 20 references should be in-
serted for Brief Communications and Case Reports.

12) Tables and Figures: Each table and �gure should be written concisely and 
the content of the tables and �gures should not overlap. Photographs should 
be clear. Submit colored and black and white photographs to print colored 
and black and white photographs, respectively. Files containing the �gures 
can be uploaded via the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system in Joint Photo-
graphic Experts Group (JPEG) or 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le for-
mats. 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or bitmap (BMP) �les can be uploaded 
for the accepted manuscript. �e print resolution should be 300 dots per inch 
(dpi) or more. For the citation of the contents of tables or �gures, indicate 
them with Table 1 or Fig. 1. If there are more than 1 insets in the �gure, each 
one of them should be identi�ed alphabetically i.e. (A), (B), (C), etc. with a cor-
responding legend. �e appropriate location of tables and �gures should be 
marked with <Insert Table 1>, <Insert Figure 1>, etc. using the “Memo” func-
tion in MS Word. Supplementary table is not allowed.

13) Page numbers are given in the order above. 
14) Abstract is not needed for the Letter form of manuscript.

3. Observe the following points when preparing the contents of a manuscript.
1) We recommend to use the appropriate English terminology translated from 

Korean using either Essential Medical Terminology published by �e Ko-
rean Medical Association in 2005 or “�e Collection of Medical Terms, 4th 
edition, published by �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2001 (http://kamje.
or.kr/term) or Laboratoy medicine terminology in 2010 by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2) �e name of a person or a place and other proper nouns should be used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Arabic numerals should be used. Weights and 
measures should be represented in the metric system and the units should be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Unit (SI unit). Indicate liters with a capital L.

3) �e name of a microorganism should be spelled out the �rst mention in the 
abstract, and original text (example: Eschericia. coli). �e names of the ge-
nus can be abbreviated subsequently (example: E. coli). However, do no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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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ate the name of the genus if 2 or more genera starting with the same let-
ter are being referred to. Scienti�c names should always be italicized.

   [Example 1] To be italicized: Escherichia coli, Papovaviridae, Hepadnavi-

rus, and Simplex
   [Example 2] Not be italicized: streptococci, coagulase negative staphylo-

cocci,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virus, and herpes simplex virus
4) �e names of the genes, and not the proteins should be italicized:
   BCR-ABL mutations, HER2 gene,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5) When using English abbreviations, de�ne the abbreviation completely at 

�rst mention in the abstract, and original text. Do not use an abbreviation in 
the title. �e terms listed at the end of the KSLM journal or its website need 
not be de�ned.

6) In the case of spacing between words and parentheses or brackets, a space 
should be inserted when English text or a number is placed before the paren-
theses.

   [Example 3]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thrombosis (HITT)
7) For an instrument or equipment, mention the name of its model; manufac-

turer, city, (state), and country of an insturmentor equipment in parentheses. 
�e general name of a reagent should be used. If a trade name is expressed 
with a general name, it should be placed a�er it in parentheses. When using a 
trade name, indicate the manufacturer, city, state, and country in parenthe-

ses. Do not use the symbols TM or ® unless necessary. At subsequent mentions 
a�er the �rst, instruments and equipments can be referred to indicating only 
the manufacturer in parentheses.

   [Example 4] Coulter STKS (Coulter Electronics Inc., Hialeah, FL., USA), 
vancomycin (Sigma Chemical Company, St. Louis, MO, USA)

8) should be uppercase and italicized to indicate statistical signi�cance.
9) In the case of numbers greater than 3 digits, a comma should be inserted af-

ter every third digit from right to left (e.g., 5,431, 5,675, and 1,000), but a 
comma should not be inserted when indicating years (e.g., 1995, 2007).

4.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tyle.
1)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in English. All the references in other lan-

guages should be translated into English. 
2) Details and Examples
 (1) Articles
        List all the authors if the number of authors is less than 7, and list the �rst 6 

authors followed by et al. if the number of authors is 7 or more. If the manu-
script has only 2 authors, use “and” and not a comma between their names. 
Journal names are to be abbrevi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Index 
Medicus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 In the case 
of a supplementary volume of a journal, record it in parentheses such as 
15(S). 

        In the case of articles, mention the names of the authors, title, name of the 
journal, year published, volume number, and the �rst and last page numbers.

        (Example)  Choi I-S, Choi AJ, Jang JS, Park G, Jeong SH, Kim C-M, et al. 
Distribution of adeG, adeB, adeE, adeY, abeM, and adeJ e�ux 
pump genes in clinical isolates of Acinetobacter species from 
Korea. Lab Med Online 2019;9:201-9.

        (Example)  Castro-Castro MJ, Candás-Estébanez B, Esteban-Salán M, 
Calmarza P, Arrobas-Velilla T, Romero-Román C, et al. Re-
moving lipe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Example)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
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2) Books
        While referring to books, mention the name of the authors, editor(s), name 

of the book, edition,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and 
page number. List it up to 2 authors. 

        (Example)  Rifai N, Horvath AR, et al. eds.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
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6th ed. St. Louis, MO: Elsevier, 
2018:266-326.

        In the case of a book chapter, indicate the name of author(s) of the chapter, 
title of the chapter, ‘In:’, editor(s), name of the book, edition, place of publi-
ca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and page number. List it up to 2 authors.

        (Example)  Weindel M and Bluth MH. Establishing a molecular diagnostic 
laboratory. In: McPherson RA and Pincus MR, eds. Henry’s clin-
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23rd ed. 
St. Louis, MO: Elsevier, 2017:1360-76.     

 (3) Website
        Author, website address,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and the date of 

recent update. 
        If the update date is not clear, the references should include the date on which 

the author accessed the URL.
        (Exampl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uenza diagnosis. https://www.who.
int/in�uenza/resources/documents/rapid_testing/en/ (Updated 
on Jul 2005).

        (Example)  Epitope Diagnostics, Inc.. Quantitative fecal calprotectin ELISA 
kit ttp://www.epitopediagnostics.com/kt849 (Last accessed on 
May 2019).

 (4) Government/Organization publications
        �e full name of organization, title, report number, the place of publica-

tion, publisher, published year.
         (Exampl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terpretive crite-

ria for ident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
quenc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Exampl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
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
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Exampl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
anc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KOSHA GUIDE G-82-2018. 
Ulsa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8.

        (Exampl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Guid-
ance for industry. Docket no. FDA-2013-D-1020. Silver Spring, 
MD: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2013. 

 (5) Legal sources
         �e title of the Act, legislated or amended Act no., legislated or amended 

date, URL. 
      (Example)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 drugs. Act no. 15939, Feb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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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 abstract is not permitted to be cited as a reference. For accepted articles 
pending publication, those should be cited and described as “in press”. How-
ever, the author should have a letter permitting the citation from the author(s). 
If an author would like to cite a paper that has been submitted but has not been 
accepted yet, it should be described as an unpublished data in the text and also 
should get a permit letter from the author(s). We do not recommend citing 
personal communications. If the author(s) cannot provide the reference pa-
per, this reference can be requested to be deleted from the reference list even 
a�er the acceptance of the paper. 

5.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1) Number the tables and �gures according to their order of citation in the text. 

�e heading should be inserted above the tables, but the legends should be lo-
cated below the �gures. Periods should not be used in the headings of tables 
but are required at the end of �gure legends.

2) Only the �rst letter and proper nouns of the headings and legends of tables 
and �gures should be in capital letters.

3)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should be omitted as much as possible. Text in 
the �rst column of a table should be aligned to the le�. Single letters should be 
aligned centrally from the second column. If numbers are of the same unit, 
the decimal point should be the datum point. If there are symbols such as “-” 

indicating ranges, “±” and × symbols should be the datum point. Numbers 
with di�erent units should be aligned to the right in all columns. If there are 
parentheses, the start of the parentheses and the last letter before it should be 
the datum point.

4) Only numbers can be used without parentheses or a period if it represents a 
case in a table. A heading representing cases should be noted as “No. case” 
and a heading representing the number of cases should be noted as “N”.

5) Explanations below should be in the order of superscripts and abbreviations. 
�ere should be a linebreak between the explanations of each superscript 
and/or abbreviations.

6) �e superscript should be placed on the right side of a word and should be 
used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 etc.’ �e following are examples of 
using superscript: *not tested; P<0.05.

7) All nonstandard abbreviations should be explained below. De�ne them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Abbreviations: NT, not tested and SAA, severe aplastic anemia
8) If a �gure is a microphotograph, the staining methods and the magni�ca-

tion should be indicated.
9) If a �gure comprises 2 or more pictures, each should be explained either sep-

arately as “(A), explanation and (B), explanation” or together in parentheses.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Kappa/lambda ratio 

Total (N=92) 42.2 (15.9–277.0)* 30.8 (12.8–202.0)* 1.41 (0.66–2.90)*

G2 (mild kidney dysfunction) (N=25) 24.0 (15.9–108.0)* 18.0 (12.8–164.0)* 1.32 (0.66–1.93)*

G3 (moderate kidney dysfunction) (N=44) 42.4 (22.3–94.2)* 30.2 (14.1–73.3)* 1.40 (0.73–2.90)*

G4 (severe kidney dysfunction) (N=14) 84.7 (36.5–165.9)* 51.3 (30.9–77.0)* 1.77 (0.91–2.46)*

G5 (kidney failure) (N=9)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3.3–19.4† 5.7–26.3† 0.59 (0.26–1.65)*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Data are medians (min-max);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Example of Table]

SUBMISSION, PEER-REVIEW, EDITING, AND PUBLICATION 
OF MANUSCRIPTS

1. Every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as an electronic �le through the follow-
ing website (http://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 along 
with the completed “Author’s Checklist” including disclosure of con�ict of in-
terest. Each author should upload the separate �les: Cover letter, title page and 
the manuscript �le for peer-review exclud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au-
thors and their a�liations. Before uploading the manuscript for the �rst time, 
the authorshould create a new account for “the manuscript submission and re-
view system for LMO”. A�er the acceptance, each author should sign “the Copy-
right Transfer Agreement and Disclosure of Con�ict of Interest Form”. “Author’
s Checklist” and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and Disclosure of Con�ict 
of Interest Form” can be found on homepage (http://labmedonline.org). Other 
correspondences can be e-mailed to KSLM (e-mail: kscp1@kams.or.kr; address: 
A-1502 Meilleur Jongno Town, 19 Jongno, Jongno-gu, Seoul 110-888, Republic 
of Korea; Tel: +82-2-795-9914, Fax: +82-2-795-4760)

2.  �e authors should indicate 3 or more suggested reviewers and non-preferred 
reviewers, if necessary, in the online manuscript submission system.

3.  Editorial assistant will request to an appropriate executive editor for the relevant 
area. �e executive editor reviews and sends the manuscript to 3 appropriate 
peer-reviewers. On the basis of the comments of the peer reviewers, the execu-
tive editor determines whether the article is acceptable or not preliminarily. Af-
ter the author responds to comments of all reviewers, the (revised) manuscript is 
sent to the editor-in-chief.

4. Every author can check the status and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the website. 
All requests, (revised) manuscripts, and response letters are delivered through 
this website. All submissions, revisions, or responses are promptly noti�ed to 
the concerned authors, reviewers, or editors by e-mail.

5. �e executive editor or editor-in-chief can send those manuscripts that require 
statistical editing to a biostatistics expert before acceptance.

6. If a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editor-in-chief sends an ac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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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ce letter to the all author(s) by e-mail.

7. Manuscripts are always rejected for one of the following cases:
1) �e manuscript is rejected by 2 reviewers.
2) �e author does not respond to the executive editor within 3 months a�er 

request for the correction. �e authors will be noti�ed of such rejection by 
e-mail.

8. �e publication of the article is mainly decided by the executive editor a�er con-
sidering the comments of the reviewer. �e �nal decision and order of publica-
tion is the duty of the editor-in-chief. Any manuscript that does not observe 
these policies and instructions will have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and 
can be withheld from publication.

9. Addition or exclusion of any author will be decided by the editor-in-chief a�er 
the submission of a written request signed duly by all authors.

10. Any errors discovered in the articles a�er publication should be submitted to 
the editor-in-chief in writing and be inserted in erratum.

OTHERS

1. Publication charges will be due on all articles. Illustrations that require extraor-
dinary printing processe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e corresponding au-
thor is charged a fee for digital object identi�er (DOI)/CrossRef. 

2. �e KSLM has the copyright of every submitted manuscript approved for publi-
cation in this journal.

3. �ese instructions are based on the Vancouver Form, 5th edition. For any issues 
not addressed in these instructions, refer to the following material. http://www.
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


xviii   www.labmedonline.org eISSN 2093-6338

Authors’ Assurances and Assignment of Copyright 
Transfer and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Manuscript No.: LMO -                                  

Title of Manuscript:  

1. Copyright transfer: Each author has contributed to this manuscript substantially and intellectually, and should share the pub-

lic responsibility for its contents. Each author warrants that his/her manuscript is an original work not published wholly or partly 

elsewhere, except in the form of an abstract; that he/she will not submit to other journals except in the case of editorial rejection, 

and in the case of duplicate publication that was approved by both editors-in-chief of the �rst and second journals; and that the 

manuscript contains nothing unlawful, invading the right of privacy, or infringing a proprietary right, so that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should not be responsible for such legal affairs. Each author warrants the transfer of the copyright, interest, 

authorship, and all rights regarding this manuscript to the publisher of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in case of publica-

tion.

2.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Each author is responsible for disclosing to the Publisher all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re-

garding this manuscript (including sources of support, monetary or other, monetary interests in the products studied, consultant-

ships, stocks, etc.) and whether the author regards them to be actual con�icts of interest.

Please sign below to indicate that the necessary copyright transfer and disclosure of con�icts of interest have been completed.

Author Sequential No. Date of Signature Print Name Signature

Please use a copy of this form for mor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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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f Manuscript:  

General matters

 1.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and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2. The manuscript is typewritten in English with 12 point font and double-line spacing on A4 sized paper.
 3.   Number of pages is less than 21 (16 pages for Case Reports, 11 pages for a Letters to the Editor, and 1,500 words in Brief 

Communications) excluding tables and �gures.
 4.   Manuscript �le is written in the order of abstract (not necessary for Letters to the Editor),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references, tables and �gures.
 5.   Page numbers should be centered at the bottom of each page. Count line numbering should be included through the manuscript.
 6. References are numbered in the order of appearance in brackets.
 7. The manuscript �le that has not disclosed the author is provided, where all necessary information is encrypted.

Title page file

 8.   The type of manuscript is described (e.g.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Brief Communication, Letter to the Editor, Review, and 
Editorials).

 9. The area of the manuscript is described (Diagnostic Hematology, Clinical Chemistry, Clinical Microbiology, etc.).
 10. The name of the author(s) and institutional af�liation(s) is described.
 11. A running title is provided if the title exceeds 50 letters (including spaces) in English.
 12. Full postal address,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and the email address of the corresponding author are provided in English.

Abstract (for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Brief Communication, and Review Article) and key words
 13.   A structured abstract is described under 4 subheadings for Original Article and one paragraph for Case Report and Brief 

Communication. Each subheading is of one paragraph for Original Article.
 14. It is of no more than 250 words.
 15. Three to ten key words are provided.

References
 16. Submission rules are observed.
 17. The �rst six authors are listed if there are more than 6 authors.
 18. Journal titles are abbrevi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Index Medicus.

Tables and figures

 19. Tables and �gures are not super�uous or overlapping, if any.
 20. Tables and �gures are consistent with the submission rules, if any.
 21. The location of tables and �gures are marked with ‘Memo’ function in MS Word or ‘Note’ function in Adobe Acrobat, if any.
 22. Each �gure should be marked with the future print quality, color or black and white, if any.

Authors of this manuscript confirmed the above instructions.
Each author took a certain role and contributed to the study and the manuscript. In case of publication, I agree to transfer all copyright 
ownership of the manuscript to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o use, reproduce, or distribute the article.

 Agree.
 23.   The corresponding author signed electronically a statement disclosing any con�ict of interest on behalf of all author(s) at the time of 

submission.

Author’s Checklist



xx   www.labmedonline.org eISSN 209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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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Kyung Lee M.D., Ph.D.,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Informatics

 Pil-Whan Park M.D., Ph.D., Gachon University Gil Hospital

 Clinical Microbiology

 Hee Bong Shin, M.D., Ph.D.,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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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 Jin Huh, M.D., Ph.D. (Diagnostic Hematology) Dongguk University I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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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hyeon Lee, M.D., Ph.D. (Clinical Microbiology) Chon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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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Assistants
 Yu Jean Le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Sae Rom Kim, M.T.,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Editorial Board



2020년 7월 1일 발행 제10권 제3호

    통권 제39호

발 행 인: 서 장 수
편 집 인: 신 정 원
발 행 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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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 Jang-Soo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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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진단검사의학온라인 Laboratory Medicine Online

Vol. 10  No.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