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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ietic and Lymphoid Tissues에 근거하여 상당 부분 진단적 동

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2017년도에는 4번째 개정판이 나왔고 전

문가들의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다[1]. 그러나 혈액종양 질환 관련 보고서는 검사실마다 매

우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보고서는 판독의사가 임상의

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여야 하고 누락되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 최선의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판독의, 진료의 간에 정

보의 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간결

하고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보고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2]. 골

수검사 보고서의 경우, 2008년도 국제혈액학표준화기구(Interna-

tional Council for Standardization in Hematology, ICSH)와 2016년

도 미국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에서 제안

한 표준안이 있고[2, 3], 유세포검사 보고서의 경우 2006년도 Beth-

esda Consensus Conference에서 제안된 유세포 분석 및 보고에 

서  론

혈액종양의 진단은 WHO Classi�cation of Tumours of Ha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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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on hematological neoplasms are produced in various formats in different laboratories. For best patient care, standardization of reports 
adopting a format that provides concise and clear information is necessary. To this end, the Diagnostic Hematology Standardization Committee, or-
ganized by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has proposed a standardized format for reporting diagnostic test results for acute leu-
kemia patients. It is hoped that this standardization will broadly improve communication with clinicians and improve 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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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준안과 2007년도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inical Laboratory 

Standardization Institute, CLSI) 지침이 있으나[4, 5] 최근 실정을 반

영하여 업데이트한 보고서는 없다. 세포/분자유전 보고서는 2014

년도 유럽인간유전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Genetics, 

ESHG)의 Quality Committee와 2016년도 미국 의료유전학 및 유전

체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CMG)에서 제안한 지침 등이 있다[6, 7]. 그러나 국내에서는 2010

년도 대한진단혈액학회에서 제안된 골수검체 및 보고서 표준화 지

침과 2019년도 보고된 말초혈액 혈구 판독검사의 표준안[8] 이외에

는 표준화된 작성 지침이 없으며 차세대염기서열 보고서의 경우는 

국내외 모두 제안된 표준화 보고서는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대한진단혈액학회에서 구성한 진단혈액 표준화위원회는 

혈액종양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백혈병의 진단과 관련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표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급성백

혈병 결과보고서를 골수검사 보고서, 유세포검사 보고서, 세포유

전검사 보고서, 분자유전검사 보고서로 나누고 분자유전검사 보

고서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과 그 외 분자유전검사로 크게 분류하

였다. 또한, 국문보고서를 기본으로 제시하였고 영문보고서는 

Supplementary에 추가하였다. 국내외의 지침 및 연구들을 참고한 

이 표준안을 통하여 검사 보고서의 표준화뿐 아니라 임상 의사들

과의 소통 및 환자 진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골수검사 보고서

2008년 골수검체 및 골수검사보고서의 표준화를 위한 ICSH의 

지침[3], 2010년도 대한진단혈액학회에서 제안된 골수검체 및 골수

검사 보고서 표준화 지침 및 2016년 CAP에서 발간된 골수검사 공

통 보고서[2]를 기반으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을 포

함하여 작성하였다. 

해당 표준화 보고서를 완전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는 첫

째, 일차적으로 골수형태를 잘 기술할 수 있도록, 둘째, 골수검체

에 추가로 시행한 검사 결과를 넣을 수 있게, 셋째, 결과보고순서

를 정하고, 넷째, 정확한 자료 구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를 포

함하고, 다섯째, 표준보고서에 포함될 임상정보와 검사실 정보를 

선별하여 표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급성백혈병의 진단을 위한 골수검사 결과보고서에는 1) 임상정

보, 2) 말초혈액도말, 3) 골수세포 감별 계수, 4) 골수흡인소견, 5) 

골수생검소견, 6) 골수응고절편소견, 7) 그 외 특수검사, 8) 이전 골

수소견 및 9) 진단명 및 추가설명(comments)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단명의 경우는 각 병원의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기술될 수도 있

고, 가장 나중에 결론으로 기술될 수도 있다. 

각 해당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1) 임상정보에는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검체의 구성, 골수 검체 채취부위 및 단측 및 양측 시행 

여부를 기술하고, 2) 말초혈액소견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와 분포 및 이상세포를 기술한다. 3) 골수세포 감별 계수에서 유

핵세포 감별에 포함되는 세포로는 모세포, 전골수구, 골수구, 후골

수구, 대호중구, 분엽핵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비만세포, 전단구, 

단구, 림프구, 형질세포, 조직구, 적혈모구가 있으며, 거대핵세포, 깨

진세포(smudge cell) 및 골모세포, 파골세포, 기질세포, 전이암세

포 등의 비조혈세포는 유핵세포 감별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골수흡인소견은 검체의 적절성을 기술한 후, 적혈구계, 골수계, 

혈소판계 등의 조혈세포의 수, 분포, 이형성을 우선 기록하고, 림프

구, 형질세포 및 이상세포에 대해 기술한다. 5) 골수생검소견 역시 

검체의 질에 대해 평가한 후, 세포 충실도 및 각 구성하는 세포의 

수, 분포 등을 기술한다. 가능하면 골수절편에 대해 기술하고, 그 

외 특수검사의 경우, 세포화학(cytochemistry), 면역조직화학(im-

munohistochemistry), 면역표현형(immunophenotyping), 세포유

전학(cytogenetics), 분자유전학(molecular genetics) 등의 검사결

과에 대해 기술한다. 이전 골수소견이 있다면 이전 결과를 포함한

다. 그 외 진단과 관련된 검사 및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사

항이 있다면 추가설명으로 기술한다(Fig. 1, Supplementary Fig. 1). 

유세포검사 보고서

급성백혈병 면역표현형 유세포검사 보고서에 대한 표준안은 

CLSI H43-A2 (종양성 림프조혈 세포의 임상적 유세포분석) [5] 및 

2006 림프조혈종양의 면역표현형 분석의 Bethesda 국제 표준 권

장안[4]을 바탕으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을 포함하

여 작성하였다. 

급성백혈병의 진단을 위해서 임상정보, 형태학, 면역표현형 및 

유전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게 된

다[1, 9]. 유세포검사 결과는 세포 계열을 판정하고, 분화의 정도 및 

모세포 비율 등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10]. 또한, 진단 당시에 비

정상 발현 표현형 등을 검출하여 이후 추적 검사 시 미세잔존질환 

검출에도 유용하다[11-13]. 따라서 모세포 영역을 정확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튜브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동일한 집단에 대

한 분석을 통해, 면역 표현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백혈병의 진단을 위한 유세포검사 결과보고서에는 환자 정

보, 검체 정보 및 검사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 정보에는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성별, 처방한 

의사,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및 이전 유세포검사 결과, 다른 검

사 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검체 정보에는 검체 번호, 검체 채취

일, 검체 접수일, 검체 종류(골수, 말초혈액), 검체의 질(상태, 세포

생존율) 등을 기록하며, 검사 관련 정보에는 검사일, 검사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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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항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검사결과에는 모세포의 산란광

(light scatter) 및 면역표현형을 기술한다. 특정 집단에 대비해 모세

포가 차지하는 비율, 모세포의 형광분포(음성, 양성, 일부 발현), 

정상 조혈 세포와 비교하여 모세포 집단의 형광 강도(어두움, 보통, 

밝음, 다양함)를 기술해 준다. 면역표현형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하며, 비정상 모세포 집단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정상 세포 집단

의 면역표현형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비정상 모세포 분획이 검

출된 경우, 면역표현형 및 감별진단을 포함해야 한다. 가능하면 

WHO 분류에 근간한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좋으며[1], 관련검사 및 

임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단명을 포함할 수 

있다. 비고에는 검사의 제한점, 해석에 있어서의 제한점 및 판독 날

짜, 판독의, 판독의의 연락처 등을 기입한다.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 각 항체별 양성률을 기입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모집단으로 양성률이 기술된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권장

되지 않고 양성이었거나 음성인 항원을 기술해주는 것이 적절하

다. 예시로 작성한 급성백혈병 진단 시 유세포검사 결과보고서는 

Fig. 2, Supplementary Fig. 2와 같다. 미세잔존질환 확인을 위한 유

세포검사의 경우,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조금 상이

하여 Fig. 3, Supplementary Fig. 3에 제시되어 있다. 

세포유전검사 보고서

세포유전검사 보고서는 염색체검사 결과와 FISH 결과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6, 7, 14, 

15]. 세포유전검사는 검사가 의뢰된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색체검사 결과보고서에는 환자인적사항 정보, 염색체가 의뢰

된 검체 정보, 염색체 검사방법, 염색체 결과, 염색체 결과 해석, 추

천검사, 검사의 제한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염색체 결과

는 국제표준명명법(International System for Human Cytogenomic 

Fig. 1. Sample bone marrow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leukemia, PML-RAR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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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골수검사 보고서> 7 

골수검사번호: BM2020-001 8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말초혈액 모세포 관찰 9 

검체: 말초혈액 ( V )/골수흡인천자 ( V )/골수생검 ( V ) 10 

채취부위: 뒤엉덩뼈능선 ( V )/타부위 (               ) 11 

         양쪽 (   )/왼쪽 (   )/오른쪽 ( V )/해당없음 (   ) 12 

 13 

<진단명> 14 

PML-RARA를 동반한 급성골수백혈병, 미세과립변형 

추천>차세대염기서열분석 

 15 

<말초혈액도말> 16 

Hb-WBC-PLT-Retic-RDW: 8.2g/dL-12,080/μL-34,000/μL-2.3%-15.6% 17 

적혈구: 정구성-정염색성-적혈구부동증(+)-변형적혈구증다증(-) 18 

백혈구: 증가-좌측-모세포(70%)-절대호중구수(1,700/μL) 19 

혈소판: 감소 20 

 21 

<골수세포 감별>  22 

모세포 70.8% 전적혈모구 1.2% 

전골수구 2.2% 호염기적혈모구 2.4% 

골수구 5.2% 다염적혈모구 1.2% 

후골수구 4.6% 호산성적혈모구 0.6% 

대호중구 1.2% 림프구 6.0% 

분엽핵호중구 2.4% 단구 1.6% 

호산구 0.4% 형질세포 0.1% 

호염기구 0.1% 조직구  

골수계:적혈구계 비율  16.7:1   

 23 

<골수흡인소견> 24 

검체적절성: 적절 25 

적혈구계형성: 감소-이상적혈구조혈(-) 26 

골수계형성: 증가-좌측 분포-모세포 (70.8%)-이상과립구형성(-) 27 

거대세포형성: 감소-이상거대세포형성(-) 28 

림프구: 감소-형태이상(-) 29 

형질세포: 0.1% 30 

이상세포: 이분엽된 핵을 가진 모세포를 제외하고 없음 31 

이형성 (-) 32 

 33 

<골수생검소견> 34 

적절성 : 적절함 35 

세포충실성: 세포과다 (100%) 36 

적혈구계형성: 감소 37 

골수계형성 : 증가-좌측분포-모세포 증가 38 

거대세포형성: 감소-형태이상(-) 39 

림프구, 형질세포, 이상세포: 이상없음 40 

 41 

<골수응고절편소견> 42 

: 시행하지 않음 43 

 44 

<특수 검사> 45 

세포화학염색: 철염색: 저장도(Grade 3-4/Grade 6), 철적아세포 (-)-환상철적아세포 (-) 46 

Peroxidase: 양성 47 

PAS: 음성 48 

ANAE: 음성 49 

면역조직염색: MPO+, CD3-, cCD79a- 50 

면역표현형: CD34+, CD33+, HLA-DR+, CD64+, CD13+, CD64+, cMPO+, CD117+ 51 

세포유전검사: 46,XX,t(15;17)(q22;q12)[19]/46,XX[1], FISH,PML/RARA: Detected [88%] 52 

분자유전검사: PML/RARA gene rearrangement: Detected 53 

 54 

<이전결과> 55 

없음 56 

 57 

<추가설명> 58 

없음 59 

 60 

보고일시: 2020.01.06 3:00 PM  61 

검사자/보고의: OOO M.T./OOO M.D. 62 

검사실 주소/전화번호 63 

 64 

Fig. 1. Sample bone marrow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65 

leukemia, PML-RAR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66 

메모 포함[W사1]: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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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에 근거하여 염색체 핵형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러

한 표기법은 세포유전학을 전공하지 않은 임상의가 의미를 이해하

기에 어려우므로 결과 해석부분에서 염색체 이상 결과를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염색체 결과가 분자유전학적

으로 어떤 의미인지, 진단, 예후판정, 치료방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염색체 결과

도 현 결과보고서에 같이 포함시켜서 현재의 환자 상태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보고가 될 수 있다. 추천검사

는 염색체 결과를 근거로 하여 표적이 되는 FISH 검사 또는 RT-

PCR, DNA 유전자 변이 검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형 

분석 이미지(karyogram)는 적어도 2개 이상 첨부할 것을 추천하

는데 1개의 부클론(subclone)마다 1개의 핵형 분석이미지를 추가

한다(Fig. 4, Supplementary Fig. 4). 

FISH 결과보고서에는 염색체 결과서에 포함되었던 내용과 같이 

환자인적사항 정보, FISH가 의뢰된 검체 정보, FISH 검사방법, 

FISH 결과, FISH 결과 해석, 추천검사, FISH 검사의 제한점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FISH 검사방법에는 사용한 FISH 탐색자

(probe)의 종류(break apart, dual color dual fusion, centromere 

probe 등)를 기록하고, 상품화된 탐색자를 사용한 경우는 제조회

사 이름을 기록할 수 있고, 자가제조한 탐색자를 사용한 경우는 

bacterial arti�cial chromosome (BAC) 이름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분석한 세포 종류(간기세포 또는 중기세포)와 세포 수도 기록한다. 

또한 FISH를 분석한 세포가 배양하지 않은 검체에 포함된 세포인

지, 또는 배양 후 검체에 포함된 세포를 대상으로 분석했는지 여부

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질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FISH 

보고서 방법에는 형질세포 농축 방법으로 CD138 자기구슬(mag-

netic bead), FICTION (�uorescence immunophenotyping and in-

terphase cytogenetics as a tool for investigation of neoplasia)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술하고, 농축 후 형질세포의 순도(purity)

가 얼마였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FISH 결과도 염색체 핵형표기법과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명명법

에 근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FISH 결과를 누구나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하고 요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검

Fig. 2. Sample leukemia/lymphoma flow cytometric immunopheno-
typing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B-lymphoblastic leukemi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Fig. 3. Sample minimal residual disease flow cytometric immunophe-
notyping report for a patient receiving follow up care for B-lympho-
blastic leukemi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환자성명: OOO          등록번호: 1234567      성별/나이/생년월일: 여/70/1950.01.01 67 

진료과: 혈액종양내과                           주치의: OOO 68 

검체번호: 7654321                              검체채취일시: 2020.01.03 9:00 AM 69 

검체접수일시: 2020.01.03 9:30 AM 70 

 71 

<백혈병/림프종 유세포 면역표현형 검사 결과 보고서> 72 

검사번호: IP-001 73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골수에서 모세포 관찰  74 

검체 종류: 골수                               검체의 질: 양호 75 

 76 

<결과> 77 

B-림프구성 백혈병에 합당한 면역표현형임.  

 78 

사용된 항체(CDs)  형광분포 형광강도  사용된 항체(CDs)  형광분포 형광강도 

CD2 음성   CD3 음성  

CD5 음성   CD7 음성  

CD10 양성 밝음  CD19 양성 보통 

CD20 음성   CD34 양성 보통 

CD38  양성 어두움  CD13 음성  

CD33 일부 양성 어두움  CD117  음성  

HLA-DR 양성 밝음  TdT 양성 보통 

cytCD3 음성   cytCD22  양성 보통 

cytCD79a 양성 보통  Myeloperoxidase  음성  

 79 

CD45 어두우며 SSC 낮은 모세포 집단이 전체 세포의 약 80%에서 관찰된다. 모세포는 HLA-DR, 80 

CD10, CD38, TdT, 조혈모세포 항원인 CD34, B-림프구계 항원인 CD19, cytCD79a, cytCD22에 양성이81 

며 골수계 항원인 CD33에 일부 양성이다. 다른 골수계 및 T-림프구계열 항원은 음성이었다. 상기82 

결과는 B-림프구성 백혈병에 합당하다.  83 

 84 

<이전결과> 85 

없음 86 

 87 

보고일시: 2020.01.06 3:00 PM  88 

검사자/보고의: OOO M.T./OOO M.D. 89 

검사실 주소/전화번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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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미세잔존질환(유세포 검사) 결과 보고서> 134 

검사번호: MRD-001 135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B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받음 136 

검체 종류: 골수 137 

검체의 질: 불량, 응고 138 

 139 

<결과> 140 

 141 

미세잔존질환 양성, 비정상 미성숙 B-세포 집단이 검출됨  

 142 

<추가설명> 143 

비정상 미성숙 B-세포는 전체 유핵세포의 0.XXX%를 차지하며 이는 잔존 B-림프모구 백혈병에 합144 

당한 소견임.  145 

비정상 미성숙 B 세포 면역표현형 146 

양성: CD19, CD10, CD34, CD38, CD81, CD66c/CD123, CD45 147 

음성: CD20, CD73 148 

 149 

<방법> 150 

사용된 항체: CD81, CD73, CD66c/CD123, CD34, CD19, CD10, CD20, CD38, CD45  151 

전체 분석 event 수: 0,000,000 152 

검출 한계: 0.000% 153 

정량 한계: 0.000%  154 

 155 

<이전결과> 156 

2019.12.19. IP-001 B-lymphoblastic leukemia (aberrant CD33+) 157 

 158 

보고일시: 2020.01.06 3:00 PM  159 

검사자/보고의: OOO M.T./OOO M.D. 160 

검사실 주소/전화번호 161 

 16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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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서 설정한 기준치 값도 결과지에 같이 제시하는 것이 환자

의 결과 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FISH 결과는 “양

성” 또는 “음성”으로 표기하는 것 보다는 “비정상” 또는 “정상”으

로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비정상 결과가 나온 FISH 

결과를 근거로 추적관찰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FISH 탐색자

를 추천 검사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FISH 이미지를 첨부

할 수 있다(Fig. 5, Supplementary Fig. 5).

분자유전검사 보고서

1. 직접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 결과 보고

유전자 돌연변이 결과 보고 양식에는 검체의 종류, 분석 대상 유

전자명, 검사방법, 검사 대상 유전자의 위치 및 염기서열의 미국 국

립생물공학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

tion, NCBI)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분석된 유전자 이상의 상

세 정보, 발견된 유전자 이상의 해석 및 그 의의, 검사방법의 제한

점, 참고문헌 및 보고자명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추천한

다. 예시로, CEBPA 유전자의 직접염기서열 분석법에 의한 돌연변

이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안을 그림에 나타내었다(Fig. 6, Supple-

mentary Fig. 6).

2. 실시간 정량 PCR 법 결과 보고

실시간 정량 PCR법에 의한 유전자 이상의 정량 분석의 결과 보

고 양식에는 검체의 종류, 검사법, 검사에 사용된 시발체 및 탐색

자의 종류, 참고치, 결과 보고 방법의 정확한 명칭 및 사용된 계산

법, 현재 결과, 해당 환자의 동일 검사에 대한 이전 결과, 보고자명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추천하며, 예시로 BCR-ABL1 전

좌에 대한 정량 PCR 법에 대한 결과 보고안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Fig. 7, Supplementary Fig. 7) [16].

3. 역전사-다중 PCR 법 결과 보고

급성백혈병의 유전자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역전사-다중 PCR 

법인 Hemavision (DNA Technology, Aarhus, Denmark) 결과 보고 

양식에는 검체의 종류, 검사법, 선별 및 분할(split-out) 결과, He-

mavision 검사로 검출 가능한 유전자 이상의 종류, 검사의 의의 및 

제한점 및 보고자명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추천하며, 예

시를 그림에 나타내었다(Fig. 8, Supplementary Fig. 8) [17].

분자유전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보고서

NGS 보고서 구성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간결성이다. 

보고서는 짧고 간단하며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여야 한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보고서의 시작 부분에 위치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페이지 이후의 정보는 주치의에게 전달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요한 정보는 

눈에 잘 들어오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래프, 차트, 

표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보고서의 전체적인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Fig. 9, Supplementary Fig. 9).

1. 결과 보고

1) 명명법

검출된 모든 유전자 변이는 HUGO 명명법(http://www.gene-

names.org), Human Genome Variation Society (HGVS) 명명법

(http://www.hgvs.org), NCBI 표준 시퀀스(RefSeq, https://www.

ncbi.nlm.nih.gov/refseq/), 표준 유전체(Standard genome build 

version)가 포함되어야 한다[18]. 이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

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ERT 유전자의 프로모터 

Fig. 4. Sample chromosome analysis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leukemia, PML-RAR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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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염색체 검사 보고서> 173 

검사번호: CHR-001 174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R/O 급성백혈병          175 

검체 종류: 골수                                 검체의 질: 양호 176 

 177 

<결과> 178 

핵형:  46,XY,t(15;17)(q24;q22)[16]/46,XY[4] 

 179 

<결과해석> 180 

골수흡인액으로 세포배양후 분석한 20개 중기세포 중 16개는 t(15;17) 염색체 이상이 관찰되었고, 181 

나머지 4개 세포는 정상핵형으로 관찰되었습니다.  182 

t(15;17) 염색체 이상은 PML-RARA 재배열과 연관성이 있고, 급성전골수구백혈병에서 좋은 183 

예후인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184 

 185 

<추천사항> 186 

PML-RARA RT-PCR (qualitative/quantitative) 187 

 188 

<검사의 제한점> 189 

현미경으로 관찰이 어려운 미세한 결실과 유전자 결함은 본 검사법으로 검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190 

종양세포가 존재하더라도 in vitro에서 분열능이 감소되어 있을 경우 정상세포의 핵형만 관찰될 191 

수도 있습니다.    192 

 193 

<방법> 194 

검체질: 적절                 배양방법: 무자극 24시간과 48시간 배양   195 

염색방법:  G-분염법          해상도: 400 밴드 (혈액종양에서는 해상도 측정이 필수요소 아님)  196 

염색체 분석 세포수: 20        핵형 분석 세포수: 2 197 

 198 

<과거결과> 199 

없음 200 

 201 

보고일시: 2020.01.06 3:00 PM  202 

검사자/보고의: OOO M.T./OOO M.D. 203 

검사실 주소/전화번호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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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변이의 경우, c.1-124C>T (HGVS 명명법)로 표기하고 괄호 안

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TERT C228T)을 같이 보고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변이의 분류

검출된 모든 유전적 변이는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

ety of Clinical Oncology, ASCO)/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지침에 따라 Tier I, 임상적 의의가 강

한 변이(strong clinical signi�cance); Tier II, 임상적 의의가 있을 수 

있는 변이(potential clinical signi�cance), Tier III, 임상적 의의가 

불분명한 변이(unknown clinical signi�cance), Tier IV, 양성 혹은 
Fig. 5. Sample FISH report for a patient with KMT2A rearrangem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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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보고서> 

검사번호: FIS-001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R/O 급성백혈병 

검체 종류: 골수                                     검체의 질: 양호 

 

<결과> 

8가지 probe를 이용하여 간기세포 FISH를 시행한 결과  

78% 간기세포에서 KMT2A(MLL) 재배열 양성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세부결과> 

결과 I 

Probe 양성세포(%) 판정 결정치 

1) BCR-ABL1 0.0% (  0/200) Normal 1.5% 

2) RUNX1-RUNX1T1 0.0% (  0/200) Normal 1.5% 

3) PML-RARA 0.0% (  0/200) Normal 1.5% 

4) CBFB 0.0% (  0/200) Normal 1.5% 

5) KMT2A 78.0% (156/200) Abnormal 1.5% 

6) EGR1/D5S721, D5S23 0.0% (  0/200) Normal 3.8% 

7) D7S486/CEP7 0.5% (  1/200) Normal 3.0% 

8) TP53/CEP17 1.0% (  2/200) Normal 5.0% 

 

결과 II (ISCN 2016 Nomenclature) 

nuc ish(ABL1,BCR)x2[200]    

nuc ish(RUNX1T1,RUNX1)x2[200]  

nuc ish(PML,RARA)x2[200] 

nuc ish(CBFBx2)[200] 

nuc ish(KMT2Ax2)(5'KMT2A sep 3'KMT2Ax1)[156/200]          

nuc ish(D5S721/D5S23,EGR1)x2[200] 

nuc ish(D7Z1,D7S486)x2[1/200]  

nuc ish(TP53,D17Z1)x2[2/200]    

 

 

 <결과해석> 

본 환자는 염색체 11q23에 위치하는 KMT2A 유전자 재배열이 양성입니다. KMT2A FISH는 

breakapart probe로 시행하였으므로 재배열을 일으킨 파트너염색체는 알 수 없습니다, t(9;11)과 

연관된 KMT2A 재배열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너염색체와의 KMT2A 재배열은 AML에서 불량한 

예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추천사항> 

추적관찰 시 KMT2A FISH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검사의 제한점> 

FISH 결과는 사용한 probe에 해당하는 유전자 재배열 유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다른 위치의 유전자 재배열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방법> 

-검체종류:  골수흡인액 

-분석한 간기세포 수: 200  

-FISH 소식자    

BCR/ABL DC, DF translocation probe  

RUNX1/RUNX1T1 DC, DF translocation probe  

PML/RARA DC, DF translocation probe  

CBFB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KMT2A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EGR1/D5S721, D5S23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D7S486/CEP7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TP53 dual color probe  

 

<과거결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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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ple FISH report for a patient with KMT2A rearrangem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5]: Fig. 5 

Fig. 6. Sample gene mutation test report for a patient with CEBPA 
mutation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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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이 보고서>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급성백혈병 진단 

검체 종류: 골수 

분석 유전자명: CEBPA  

 

<관찰된 유전적 변이> 

염기번호 및 관찰된 염기

변화 

아미노산 번호 및 관찰된 아미노산 

변화 

돌연변이/다형성 

c.232_233insGGAA p.Leu78Argfs* 이전에 알려진 돌연변이 

c.928_929insAGA p.Glu309_Thr310insLys 이전에 알려진 돌연변이 

 

<해석> 

본 환자의 CEBPA 유전자의 coding region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232번과 233번 염기 사이에 

GGAA 의 삽입이 일어난 돌연변이가 발생되었으며, 이 돌연변이는 78번 아미노산이 Leucine 에서 

Arginine 으로 치환되며 조기종결을 이끄는 변화를 유발합니다. 동시에 928번과 929번 염기 사이

에 AGA 의 삽입이 일어난 돌연변이가 관찰되었으며, 이 돌연변이는 309번 아미노산인 Glutamate 

와 310번 아미노산인 Threonine 사이에 Lysine 이 삽입되는 변화를 유발합니다. 두 돌연변이 모두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추가설명>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A)는 myeloid계 세포의 proliferation과 differenti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acute myeloid leukemia (AML) 환자의 약 5~14%에서 CEBPA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EBPA 유전자는 N-terminal frameshift mutation과 C-

terminal in-frame mutation의 형태로 돌연변이가 흔히 나타나며, AML 환자 중 NPM1과 FLT3-ITD 

mutation과 연관된 보고들이 많습니다. 양측성 CEBPA 유전자 돌연변이는 AML 환자에서 

favorable prognosis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검사는 CEBPA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coding region과 인접한 intron을 direct sequencing 방법으로 검

사합니다. 이외 CEBPA regulatory region 또는 deep intron의 돌연변이는 검출할 수 없으며, 그 밖

에 CEBPA 유전자의 deletion/duplication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direct 

sequencing 방법은 sensitivity가 약 20%이므로 mutant cell이 적은 양으로 존재할 경우 detection

이 되지 않아 위음성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방법> 

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분석법  

유전자 위치: CEBPA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alpha) on chromosome 19q13.1 

검사부위: CEBPA coding region  

접근번호: NM_004364.3 (GRCh37/h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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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mple gene mutation test report for a patient with CEBPA mutation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6]: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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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가능성이 높은 변이(benign or likely benign)의 4 Tier 시스템

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19]. 변이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림차순

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Tier IV, 양성 혹은 양성 가능성이 

높은 변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Table 1).

2. 결과의 보고 및 해석

변이는 표의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좋으며, 변이의 분류, 유전자

명, 표준 시퀀스, 뉴클레오타이드 변이, 아미노산 변이, 대립유전자 

빈도(variant allele frequency, VAF)를 포함하며(Table 2), 이에 추

가로 깊이(depth), 정상인 빈도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주치의의 의

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견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임상적, 병

리학적인 맥락에서 해석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Tier I

과 Tier II의 변이에 대해서는 해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Tier III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보고서의 간결성과 균형 있게 이루

어져야 한다. 해석적 의견은 특정 암에 대한 변이의 빈도, 기능의 

영향, 진단 및 예후와의 관련성을 포함할 수 있다. 

3. 방법 및 한계점

방법론적 세부 사항 및 검사의 한계점에 대해 보고서 하단에 제

시하여야 하며, 검사방법 및 성능, 특히 커버리지 누락 부위(cover-

age gaps),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최소 깊이(minimal cover-

age depth) 등을 포함한다(Table 3). 보고서에는 실제로 검사한 대

상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유전자의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검사한 유전자의 특정 위치를 포함하

여야 한다. 시퀀싱 플랫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참조 유전체 

버전, 변이를 필터링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

템 및 논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깊은 인트론 부위(deep in-

tron)나 유전자 복제수 변이(copy number variants)와 같은 구조적 

이상(structural variant) 등 시퀀싱 방법에 의해 검출하지 못할 가

Fig. 7. Sample BCR-ABL1 real-time quantitative PCR test re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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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R-ABL1 실시간 정량 PCR 보고서>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급성백혈병 진단 

검체 종류: 골수 

 

<결과> 

BCR-ABL1 정량값(Copy 수)  6.39 X 104 

ABL1 정량값 (Copy 수)  1.35 X 105 

Major BCR-ABL1 정량값 (IS-NCN)  24.981600 

보정된 copy 수 (NCN) 계산법 = (BCR-ABL1 copy수/ABL copy수) * 100 

IS-NCN 계산법 = NCN × IS-CAL 값 / NCNcal 

 

<참고치> 

음성 

 

<방법> 

(1) 검체로부터 RNA 추출 및 역전사. 

(2) BCR/ABL1 mRNA 특이 부위 및 ABL1 유전자 부위와 일치하는 시발체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

반응 

(3) BCR/ABL1 mRNA 특이 부위 및 ABL1 유전자 부위와 일치하는 시발체 및 FAM-TAMRA 내인성 

이중염색 조사체를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해 증폭된 cDNA 와의 교잡 및 중합효소연쇄

반응 산물의 분해 

이 검사법은 Branford S et al.: Blood 2008;112:3330-3338 논문에서 개발되었고 해당 논문에 의해

그 성능이 검증되었음.  

 

<이전 결과> 

검사일  검체종류 결과 

2019-12-09 골수천자액 IS-NCN: 5.492483 

2019-09-06 골수천자액 IS_NCN: 0.03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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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mple Hemavision, multiplex nested RT-PCR test re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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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vision (Multiplex nested RT-PCR)> 

임상소견(진단 및 치료력): 급성백혈병 진단 

검체 종류: 골수 

 

<결과> 

선별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양성 

확진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PML-RARA 검출 

본 환자에서 백혈병과 관련된 염색체 재배열 이상 중 PML-RARA 유전자 재배열이 검출되었습니

다. 

----------------------------------------------------------------------------------------------------------- 
Gene Rearrangement           Approved symbol* (Previous symbol)         Result 
------------------------------------------------------------------------------------------------------------ 
t(9;22)(q34.1;q11.2)            BCR/ABL1                                   - 
t(15;17)(q24.1;q21.2)           PML/RARA                                  Detected 
t(8;21)(q22;q22.1)              RUNX1/RUNX1T1 (AML1/ETO)                - 
t(12;21)(p13.2;q22.1)           ETV6/RUNX1 (TEL/AML1)                     - 
inv(16)(p13.1q22)              CBFB/MYH11                                - 
t(1;19)(q23;p13.3)              TCF3/PBX1 (E2A/PBX1)                       - 
----------------------------------------------------------------------------------------------------------- 
t(6;9)(p23;q34.1)               DEK/NUP214                                - 
t(9;12)(q34.1;p13.2)            ETV6/ABL1 (TEL/ABL1)                        - 
t(5;12)(q32;p13.2)              ETV6/PDGFRB (TEL/PDGFRB)                  - 
t(16;21)(p11.2;q22.2)           FUS/ERG                                    - 
t(v;11q23.3)                   KMT2A (MLL) rearranged**                   - 
t(12;22)(p13.2;q12.1)           MN1/ETV6 (MN1/TEL)                        - 
t(3;5)(q25.3;q35.1)             NPM1/MLF1                                 - 
t(5;17)(q35.1;q21.2)            NPM1/RARA                                 - 
t(3;21)(q26.2;q22.1)            RUNX1/MECOM (AML1/EAP/MDS/EVI1)         - 
t(9;9)(q34.11;q34.1)            SET/NUP214                                 - 
TAL1 (1p32) deletion          STIL/TAL1 (SIL/TAL1)                           - 
t(17;19)(q22;p13.3)            TCF3/HLF                                     - 
t(11;17)(q23.2;q21.2)          ZBTB16/RARA (PLZF/RARA)                     - 
--------------------------------------------------------------------------------------------------------- 

*The official gene symbol approved by the HGNC (HUGO Gene Nomenclature Committee). 

**KMT2A/AFDN, KMT2A/AFF1, KMT2A/ELL, KMT2A/MLLT1, KMT2A/MLLT3, KMT2A/EPS15, KMT2A/FOX04, 
KMT2A/MLLT6, KMT2A/MLLT10, KMT2A/MLLT11. 

 

 

 

 

 

 

 

<추가설명> 

Hemavision Leukemia multiplex PCR 검사는 백혈병과 연관된 염색체 재배열을 Multiplex nested-

PCR방법을 이용하여 28종의 유전자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검사함으로써 핵형분석으로 놓칠 수 

있는 많은 염색체의 전위 및 재배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검체로부터 RNA 추출  

(2) cDNA 합성 및 선별 중합효소연쇄반응 시행       

(3) 양성인 경우 확진 중합효소연쇄반응 시행 

(4) 전기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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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mple Hemavision, multiplex nested RT-PCR test re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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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방법 및 한계점 포함 요소 및 예시

포함 요소 예시

검사 장비 NextSeq 550Dx System (Illumina) 장비로 대량 병렬 염기서열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파이프 라인 정도관리와 염기서열분석은 자체제작 분석 파이프라인으로 수행하였다. 유전자 복제수 분석도 자체제작 분석 파이프라인으로 
수행하였다.

표준 염기서열(Reference sequence) 매핑(mapping)과 변이 검출(variant calling)을 위한 표준 염기서열은 GRCh37 (hg19)을 사용하였다.

변이의 분류 모든 변이는 미국 의료유전학 및 유전체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CMG) 지침에 따라 분류하여 양성 
혹은 양성 가능성이 높은 변이는 제외하였다. 변이는 암 진단, 예후, 치료에 대한 임상적 중요 정도에 기초하여 4개의 단계(tier)로 
분류된다. 이는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그리고 미국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의 표준 및 지침을 따른다.

Table 2. 변이의 보고 예시

ASCO/AMP Classification Gene Accession Nucleotide Amino acid VAF (%)

Tier 1 TP53 NM_000546.5 c.829T>G p.Cys277Gly 14.1

Tier 3 NF1 NM_001042492.2 c.1318C>T p.Arg440Ter 18.5

Abbreviations: ASCO/AMP,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AF, variant allele frequency.

능성이 있는 유전자 이상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정도관리 지표

들을 자세하게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나, 주요 

지표를 포함하여 주치의가 품질 지표가 충족되었음을 확인 가능

하도록 포함할 수 있다. 

요  약

혈액종양 질환 관련 보고서는 검사실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작

성되고 있으나 최선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보고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한

진단혈액학회에서 구성한 진단혈액 표준화위원회는 급성백혈병 

보고서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이 표준안을 통하여 임

상 의사들과의 소통 및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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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1. Sample bone marrow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leukemia, PML-RAR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 BONE MARROW REPORT> 

Case number: BM2020-001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Leukemic blasts on peripheral blood 

Specimen type: PB ( V )/Aspirate ( V )/Biopsy ( V ) 

Site: Post. iliac creast ( V )/Others (              ) 

     Both (   )/Left (   )/Right ( V )/ NA (   )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PML-RARA, microgranular (hypogranular) variant  

REC> NGS 

 

<PERIPHERAL BLOOD FINDINGS> 

Hb-WBC-PLT-Retic-RDW: 8.2g/dL-12,080/μL-34,000/μL-2.3%-15.6% 

RBC: Normocytic-Normochromic-Anisocytosis(+)-Poikilocytosis(-) 

WBC: Increased in number-Left shifted maturation-Blasts(70%) with bilobed nucleus-ANC(1,700/μL) 

PLT: Decreased in number 

 

<BONE MARROW DIFFERENTIAL COUNT>  

Blast 70.8% Pronormoblast 1.2% 

Promyelocyte 2.2% Baso. Normoblast 2.4% 

Myelocyte 5.2% Poly. Normoblast 1.2% 

Metamyelocyte 4.6% Ortho. Normoblast 0.6% 

Band Neutrophil 1.2% Lymphocyte 6.0% 

Seg. Neutrophil 2.4% Monocyte 1.6% 

Eosinophil 0.4% Plasma cell 0.1% 

Basophil  0.1% Histiocyte  

M:E ratio 16.7:1   

 

<BONE MARROW ASPIRATION FINDINGS> 

Adequacy: Adequate 

Erythropoiesis: Decreased in number-Dyserythropoiesis(-) 

Myelopoiesis: Increased in number-Left shifted maturation-Blasts (70.8%)-Dysgranulopoiesis(-) 

Megakaryopoiesis: Decreased in number-Dysplasia(-) 

Lymphocytes: Decreased in number 

Plasma cells: 0.1% 

Abnormal cells: Negative except leukemic blasts with bilobed nuclues 

Dysplasia (-) 

 

<BIOPSY SECTION FINDINGS> 

Adequacy : Adequate 

Cellularity: Hypercellular (100%) 

Erythropoiesis: Decreased in number 

Myelopoieis: Increased in number-Left shifted maturation-Increased blasts- 

Megakaryopoiesis: Decreased in number-Dysplasia(-) 

Lymphocytes, Plasma cells, Abnormal cells: not remarkable  

 

<CLOT SECTION> 

: Not done 

 

<SPECIAL STUDIES> 

Cytochemistry : Iron stain: Storage(Grade 3-4 /Grade 6), Sideroblasts (-)-Ringed sideroblasts (-) 

Peroxidase: Positive 

PAS: Negative  

ANAE: Negative 

Immunohistochemistry: MPO+, CD3-, cCD79a- 

Immunophenotyping: CD34+, CD33+, HLA-DR+, CD64+, CD13+, CD64+, cMPO+, CD117+ 

Cytogenetics: 46,XX,t(15;17)(q22;q12)[19]/46,XX[1], FISH,PML/RARA: Detected [88%] 

Molecular genetics: PML/RARA gene rearrangement: Detected 

 

<PREVIOUS BM STUDIES> 

None 

 

<COMMENTS> 

None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Supplementary Fig. 1.  메모 포함[W사1]: Supple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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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2. Sample leukemia/lymphoma flow cytometric im-
munophenotyping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B-lymphoblastic 
leukemi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Leukemia/Lymphoma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Report> 

 

Case number: IP-001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Leukemic blasts on bone marrow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Sample description (quality) (Viability, if tested): Moderate 

 

<RESULT> 

Consistent with B-lymphoblastic leukemia  

 

Antibodies 

used (CDs)

  

Fluorescence 

distribution 

Fluorescence 

intensity 

 Antibodies used 

(CDs) 

Fluorescence 

distribution 

Fluorescence 

intensity 

CD2 negative   CD3 negative  

CD5 negative   CD7 negative  

CD10 positive bright  CD19 positive moderate 

CD20 negative   CD34 positive moderate 

CD38  positive dim  CD13 negative  

CD33 partially 

expressed 

dim  CD117  negative  

HLA-DR positive bright  TdT positive moderate 

cytCD3 negative   cytCD22  positive moderate 

cytCD79a positive moderate  Myeloperoxidase  negative  

 

A population of blasts with dim CD45 expression and low SSC is identified, which comprises 

approximately 80% of cells in the specimen. The blasts are positive for HLA-DR, CD10, CD38, TdT, 

the progenitor cell antigen, CD34, B-lineage antigens, CD19, cytCD79a and cytCD22 and myeloid 

antigen, CD33 (dim, partial). All the other myeloid and T-lineage antigens tested are negativ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B-lymphoblastic leukemia.  

  

<PREVIOUS FLOW CYTOMETRY STUDIES> 

None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Supplementary Fig. 2. Sample leukemia/lymphoma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B-lymphoblastic leukemi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2]: Supple Fig. 2 

 



방해인 외: Standards for Reporting Acute Leukemia Diagnostics

https://doi.org/10.47429/lmo.2021.11.1.1 www.labmedonline.org 

Supplementary Fig. 3. Sample minimal residual disease flow cytometric immuno-
phenotyping report for a patient receiving follow up care for B-lymphoblastic leu-
kemi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Minimal residual disease (flow cytometric analysis) report> 

Case number: MRD-001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Known B-ALL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Sample description (quality) (Viability, if tested): Poor, Clot 

 

<RESULT> 

 

MRD positive, abnormal immature B-cell population identified (see comment) 

 

<Comment> 

The abnormal immature B-cells represent 0.XXX% of total nucleated cells, consistent with residual 

B-lymphoblastic leukemia.  

Immunophenotype of Abnormal B lineage blasts: 

Positive for: CD19, CD10, CD34, CD38, CD81, CD66c/CD123, CD45 

Negative for CD20, CD73 

 

<Method> 

Markers performed: CD81, CD73, CD66c/CD123, CD34, CD19, CD10, CD20, CD38, CD45  

Total number of events analyzed: 0,000,000 

Limit of detection: 0.000% 

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0.000%  

 

<PREVIOUS FLOW CYTOMETRY STUDIES> 

2019.12.19. IP-001 B-lymphoblastic leukemia (aberrant CD33+)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Supplementary Fig. 3. Sample minimal residual disease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report 

for a patient receiving follow up care for B-lymphoblastic leukemi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3]: Supple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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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4. Sample chromosome analysis report for a patient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leukemia, PML-RARA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Chromosome analysis report> 

Case number: CHR-001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R/O Acute leukemia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Sample description (quality) (Viability, if tested): Adequate 

 

<RESULT> 

Karyotype:  46,XY,t(15;17)(q24;q22)[16]/46,XY[4] 

 

<INTERPRETATION> 

Chromosome analysis using bone marrow aspirate revealed t(15;17) aberration in 16 cells among 

20 metaphase cells analyzed. The remaining 4 metaphase cells showed a normal karyotype.  

The t(15;17) chromosomal abnormality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PML-RARA rearrangement, 

which shows good prognosis in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RECOMMENDATION> 

PML-RARA RT-PCR (qualitative/quantitative) 

 

<LIMITATION OF TEST> 

The submicroscopic or genetic aberrations can’t be identified by this test. If the specimen would 

include cancer cells with low mitotic activity in vitro, only normal cells with a normal karyotype can 

be observed. 

 

<METHOD> 

Quality of specimen: Adequate      Culture method: unstimulated 24 hour & 48 hour culture  

Stain method: G-Banding    Resolution: 400 band (not mandatory in hematologic malignancy)  

Number of analyzed cells: 20        Number of karyotyped cells: 2  

 

<PREVIOUS RESULT> 

None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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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5. Sample FISH report for a patient with KMT2A rearrangem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FISH report> 

Case number: FIS-001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R/O Acute leukemia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Sample description (quality) (Viability, if tested): Adequate 

 

<RESULT> 

 

As a result of interphase FISH using 8 probes, KMT2A rearrangement was found in 78% of 

interphase cells 

 

<RESULT IN DETAIL> 

RESULT I 

 

Probe % (number) of Positive cells Decision Cut-off 

1) BCR-ABL1 0.0% (  0/200) Normal 1.5% 

2) RUNX1-RUNX1T1 0.0% (  0/200) Normal 1.5% 

3) PML-RARA 0.0% (  0/200) Normal 1.5% 

4) CBFB 0.0% (  0/200) Normal 1.5% 

5) KMT2A 78.0% (156/200) Abnormal 1.5% 

6) EGR1/D5S721, D5S23 0.0% (  0/200) Normal 3.8% 

7) D7S486/CEP7 0.5% (  1/200) Normal 3.0% 

8) TP53/CEP17 1.0% (  2/200) Normal 5.0% 

 

RESULT II (ISCN 2016 Nomenclature) 

nuc ish(ABL1,BCR)x2[200]    

nuc ish(RUNX1T1,RUNX1)x2[200]  

nuc ish(PML,RARA)x2[200] 

nuc ish(CBFBx2)[200] 

nuc ish(KMT2Ax2)(5'KMT2A sep 3'KMT2Ax1)[156/200]          

nuc ish(D5S721/D5S23,EGR1)x2[200] 

nuc ish(D7Z1,D7S486)x2[1/200]  

nuc ish(TP53,D17Z1)x2[2/200]    

 

<INTERPRETATION> 

This patient showed rearrangement of KMT2A genes on chromosome 11q23. The partner 

chromosome of KMT2A rearrangement cant’ be identified, because FISH was performed using  

breakapart probe. The prognosis of KMT2A rearrangement except t(9;11) is known to be poor.  

 

<RECOMMENDATION> 

KMT2A FISH for follow up study 

 

<LIMITATION OF TEST> 

FISH results can provide informations about the target regions of probes used. It can’t give 

informations about the rearrangement of the other non-target regions.    

 

<METHOD> 

-Specimen:  uncultured bone marrow aspirates 

-Analyzed number of interphase cells: 200  

-FISH Probe   

BCR/ABL DC, DF translocation probe  

RUNX1/RUNX1T1 DC, DF translocation probe  

PML/RARA DC, DF translocation probe  

CBFB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KMT2A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EGR1/D5S721, D5S23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D7S486/CEP7 dual color, break apart rearrangement probe 

TP53 dual color probe  

 

<PREVIOUS RESULT> 

None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Supplementary Fig. 5. Sample FISH report for a patient with KMT2A rearrangem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5]: Supple Fig. 5 



방해인 외: Standards for Reporting Acute Leukemia Diagnostics 

https://doi.org/10.47429/lmo.2021.11.1.1 www.labmedonline.org

Supplementary Fig. 6. Sample gene mutation test report for a patient with CEBPA 
mutation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Gene mutation report>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Known acute leukemia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Analyzed gene: CEBPA 

 

<GENETIC VARIATION OBSERVED> 

Nucleotide number and base 

change 

Codon number and amino acid 

change 

Mutation/Polymorphism 

c.232_233insGGAA p.Leu78Argfs* Mutation (known) 

c.928_929insAGA p.Glu309_Thr310insLys Mutation (known) 

 

<INTERPRETATION> 

Direct sequencing results in the coding region of CEBPA gene showed the presence of mutation, 

which is the insertion of GGAA between 232th and 233th base and this mutation induces the change 

in the 78th amino acid from Leucine to Arginine and premature truncation of translation. In addition, 

another mutation which is the insertion of AGA between 928th and 929th base was also found and 

this mutation induces the insertion of Lysine between 309th amino acid Glutamate and 310th amino 

acid Threonine. These two mutations are previously reported mutations.       

<COMMENT>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yeloid lineage cells, and the incidence of CEBPA mutation has been reported as 

5-14% in the patients with acute myeloid leukemia (AML). CEBPA mutation is frequently found in 

the form of N-terminal frameshift mutation and C-terminal in-frame mu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EBPA mutation and NPM1/FLT3-ITD mutation is has been reported in several previous 

studies. CEBPA biallelic mutations are related with favorable prognosis in the patients with AML. 

This test analyzes coding and near-coding intron regions of CEBPA gene by direct sequencing 

methods. The mutation of deep intron and regulatory region of CEBPA gene cannot be detected by 

direct sequencing methods and also, deletion/duplication mutation of CEBPA gene cannot be also 

detected. The sensitivity of direct sequencing methods is r eported to be 20%, and false-negative 

results can be observed caused by failure to detect mutation if mutant cell exists in the small 

portions. 

 

 
<REFERENCES> 

 

<METHOD> 

PCR and direct sequencing 

Target gene: CEBPA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alpha) on chromosome 19q13.1 

Region of interest: CEBPA coding region  

Accession number: NM_004364.3 (GRCh37/hg19)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Supplementary Fig. 6. Sample gene mutation test report for a patient with CEBPA mutation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6]: Supple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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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7. Sample BCR-ABL1 real-time quantitative PCR test re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BCR-ABL1 real-time quantitative PCR report>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Known acute leukemia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RESULT> 

BCR-ABL1 Quantity (Copy number)  6.39 X 104 

ABL1 Quantity (Copy number)  1.35 X 105 

Major BCR-ABL1 Quantity (IS-NCN)  24.981600 

Normalised copy number (NCN) = (BCR-ABL1 copy number/ABL copy number) * 100 

IS-NCN = NCN × IS-CAL value / NCNcal 

 

<REFERENCE VALUE> 

Negative 

 

<METHOD> 

(1) RNA extraction from specimen and Reverse transcription. 

(2) Polymerase chain reaction with primers corresponding to the specific region of BCR/ABL1 mRNA 

and ABL1 

(3) Denaturation of PCR product and Hybridization with cDNA amlpified by PCR using a pair of 

specific primers and a specific internal double-dye probe(FAM-TAMRA) for BCR-ABL1 mRNA and 

ABL1 

This test was developed and it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determined by Branford S et al.: Blood 

2008;112:3330-3338 

 

<PREVIOUS STUDY> 

Tested date  Specimen Results 

2019-12-09 Bone marrow IS-NCN: 5.492483 

2019-09-06 Bone marrow IS-NCN: 0.036618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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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8. Sample Hemavision, multiplex nested RT-PCR test re-
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Hemavision (Multiplex nested RT-PCR)>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Known acute leukemia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RESULT> 

Screening PCR Positive 

Split-out PCR PML-RARA detected 

Results shows the presence of PML-RARA rearrangements, which is one of known genetic 

abnormalities associated with leukemia  

Gene Rearrangement           Approved symbol* (Previous symbol)         Result 
------------------------------------------------------------------------------------------------------------ 
t(9;22)(q34.1;q11.2)            BCR/ABL1                                   - 
t(15;17)(q24.1;q21.2)           PML/RARA                                  Detected 
t(8;21)(q22;q22.1)              RUNX1/RUNX1T1 (AML1/ETO)                - 
t(12;21)(p13.2;q22.1)           ETV6/RUNX1 (TEL/AML1)                     - 
inv(16)(p13.1q22)              CBFB/MYH11                                - 
t(1;19)(q23;p13.3)              TCF3/PBX1 (E2A/PBX1)                       - 
----------------------------------------------------------------------------------------------------------- 
t(6;9)(p23;q34.1)               DEK/NUP214                                - 
t(9;12)(q34.1;p13.2)            ETV6/ABL1 (TEL/ABL1)                        - 
t(5;12)(q32;p13.2)              ETV6/PDGFRB (TEL/PDGFRB)                  - 
t(16;21)(p11.2;q22.2)           FUS/ERG                                    - 
t(v;11q23.3)                   KMT2A (MLL) rearranged**                   - 
t(12;22)(p13.2;q12.1)           MN1/ETV6 (MN1/TEL)                        - 
t(3;5)(q25.3;q35.1)             NPM1/MLF1                                 - 
t(5;17)(q35.1;q21.2)            NPM1/RARA                                 - 
t(3;21)(q26.2;q22.1)            RUNX1/MECOM (AML1/EAP/MDS/EVI1)         - 
t(9;9)(q34.11;q34.1)            SET/NUP214                                 - 
TAL1 (1p32) deletion          STIL/TAL1 (SIL/TAL1)                           - 
t(17;19)(q22;p13.3)            TCF3/HLF                                     - 
t(11;17)(q23.2;q21.2)          ZBTB16/RARA (PLZF/RARA)                     - 
--------------------------------------------------------------------------------------------------------- 

*The official gene symbol approved by the HGNC (HUGO Gene Nomenclature Committee). 

**KMT2A/AFDN, KMT2A/AFF1, KMT2A/ELL, KMT2A/MLLT1, KMT2A/MLLT3, KMT2A/EPS15, 
KMT2A/FOX04, KMT2A/MLLT6, KMT2A/MLLT10, KMT2A/MLLT11. 

 

<COMMENT> 

Hemavision Leukemia multiplex PCR test allows detection of 28 known genetic abnormalities 

associated with leukemia by multiplex nested-PCR methods. It can detect many genetic 

translocations and rearrangements, in which can be missed by conventional karyotyping.  

 

 <METHOD> 

(1) RNA extraction from specimen.       

(2) cDNA Synthesis and Screening PCR.       

(3) Second Split-out PCR.       

(4) Electrophoresis. 

 

Date/time of final report: 2020.01.06 3:00 PM  

Test performed/reported by: OOO M.T./OOO M.D. 

Address/Telephone 

 

 

Supplementary Fig. 8. Sample Hemavision, multiplex nested RT-PCR test re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메모 포함[W사8]: Supple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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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9. Sample next-generation sequencing test report for a patient according to consensus guidelines. 

Name: OOO          ID number: 1234567      Sex/Age/Date of birth: F/70/1950.01.01 

Medical department: MH                       Requesting physician: OOO 

Sample ID: 7654321                            Sample date/time collected: 2020.01.03 9:00 AM 

Sample date/time received: 2020.01.03 9:30 AM 

 

<MYELOID PANEL REPORT> 

Clinical information (diagnosis & relevant therapy): Known acute leukemia 

Sample type (BM, PB): Bone marrow 

 

VARIANTS OF INTEREST 

ASCO/AMP 

Classification 

(somatic) 
Gene Accession Nucleotide Amino acid VAF 

Tier 1 TP53 NM_000546.5 c.742C>T p.Arg248Trp 76.1 

Abbreviations: VAF (variant allele frequency). 

 

FIGURES 

 

INTERPRETATION AND CLINICAL SIGNIFICANCE 

TP53 mutation은 AML에서 complex karyotype, chromosome 8 gain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

며 짧은 생존기간과 연관된 poor outcome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Blood 2014 124:2379, 

Blood Cancer Journal (2015) 5, e331). Chromosome copy number 분석상 complex karyotype이 관

찰됩니다. 

 

 

NOTES 

A list of benign and likely benign variants identified in this individual is available upon request. 

Variants with a population frequency greater than expected given the disease prevalence in general 

population were considered as benign. Silent and deep intronic variants were classified as benign 

or likely benign unless previously reported as clin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Referring 

physicians and individuals being tested should understand that rare diagnostic errors may occur. 

Possible source of errors include PCR or sequencing errors, mapping or variant calling errors of 

bioinformatics algorithms, patient-specific rare polymorphisms that interfere with analysis, and 

mosaicisms below detection level. Although our algorithms are also designed to detect large exonic 

deletions/duplications, deletions/duplications of one or a few exons might be missed. Mutations in 

deep intron or regulatory region are usually unable to be detected by this test. We followed the 

AMP/ASCO/CAP guidelines for variant classification. Some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might be 

changed when population and disease database are upd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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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external QC)와 내부정도관리(internal QC)로 분류되어 

시행하게 된다[1]. 외부정도관리는 동일한 검체를 다수의 검사기관

에서 측정하여 검사 장비 또는 측정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측정값

의 차이(bias)를 최소화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

기별로 실시한다. 반면 내부정도관리는 매일 또는 수시로 시행하

여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 측

정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1].

Sigma metrics는 검사의 성능을 객관적이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총 허용오차, 바이어스%, 변이계수와 같은 

검사의 성능 평가법에 이용되는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2]. Westgard가 제안한 sigma metrics를 통해 각 검사항목

마다의 sigma value를 계산하며, 값에 따라서 검사실의 내부정도관

리에 필요한 관리 물질의 개수와 rule의 기준을 정한다[3]. Sigma 

value는 검사에서 error 발생률을 추정하는 수치이며 100만 건당 얼

마나 error가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defects per million (DPM)에 

따라 0에서 6까지의 sigma value로 표현된다[4]. Sigma value에 따른 

DPM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따르면 Sigma value가 6이면 100만 

건당 3.4건의 error가 발생하여 검사의 정확도는 99.9997%로 평가되

서  론

정도관리(quality control, QC)는 환자 관련 결정(patient deci-

sion making)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 정도관리는 검사실 분석 과

정에서 오류를 검출 및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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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Quality control (QC) is important for producing reliable test results in the clinical laboratory. Sigma metrics is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aboratory instruments. It calculates the sigma value and determines the number of quality control material and strategy for the 
internal QC of the laboratory according to the sigma valu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clinical laboratory of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for 6 months. We evaluated internal quality con-
trol data of 37 analytes on the automated chemistry analyzer. By Sigma metrics, we calculated the sigma value by (TEa-bias%)/coefficient of vari-
ance.
Results: The analytes that exceeded the 6 sigma value were haptoglobin, ALP, AST High level, ALT, amylase, direct & total bilirubin, CK, Fe, Mg 
High level, GGT, lipase, LD, HDL-cholesterol High level, protein High level, triglyceride, TIBC High level, ferritin High level, and uric acid. IgA, RF High 
level, protein Low level, and TIBC Low level showed 5–6 Sigma values. RF Low level, AST Low level, creatinine, Cl, K, Na, Mg Low level, glucose, 
HDL-cholesterol Low level, and ferritin Low level showed 3–5 sigma values. Sigma values below 3 at both Low and High level QC materials were 
Ca, L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BUN, and total CO2. 
Conclusions: In clinical laboratories, sigma metrics should be used as a basis for adopting different Westgard rules for each test and for effi-
cient quality control operations. Also, in the case of analytes with sigma values below 3, improvement in the overall test proces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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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3인 경우는 100만 건당 66,807건의 error가 발생되어 정확도는 

93.3%에 그친다. 따라서 sigma value가 3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검사실의 

내부정도관리 계획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자동화학분석기의 검사 

항목별로 sigma value를 구하고, 값에 따라서 내부정도관리 물질 

개수 및 Westgard rule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Beckman 

Coulter AU5821 자동화학분석기(Beckman Coulter, Brea, USA)로 

시행한 내부정도관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내부정도관리는 2018

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일 2회 실시하였는데, 오전과 오

후 1회씩 8시간 간격이었고, 상품화된 내부정도관리물질을 다음

의 37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사용한 내부정도관리 

물질은 다음과 같았다. C3, C4, haptoglobin, IgA, IgG, IgM, rheu-

matoid factor (RF)는 AU5821 ITA control (Beckman Coulter)이었

으며, alkaline phosphatase (ALP),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bumin, amylase, direct 

bilirubin, total bilirubin, creatine kinase (CK), creatinine, calcium 

(Ca), chloride (Cl), iron (Fe), ferritin, potassium (K), sodium (Na), 

magnesium (Mg), gamma-glutamyltransferase (GGT), glucose, li-

pase, lactate dehydrogenase (LD), high-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total cho-

lesterol, phosphate (Pi), protein, total iron-binding capacity (TIBC), 

triglyceride (TG), uric acid, blood urea nitrogen (BUN), total car-

bon dioxide (CO2)는 BECKMAN control (Beckman Coulter)을 사

용하였다. 위 37개 검사항목은 모두 Beckman Coulter사의 전용 시

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사용한 정도관리 물질은 2가지 농도

로 구성되었으며 Low level, High level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총 허용오차는 측정값에 기반하여 의학적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측정검사법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 채

택한 총 허용오차는 생물학적 변동을 기반으로 하는 Westgard 

Desirable Biological Variation Database의 값을 참고하였으며[5], 

누락되어 있는 TIBC 항목은 American Association of Bioanalysts 

(AAB)의 값을 참고하였다[6].

바이어스%는 2018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한 1차 

신빙도 조사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였다. creatinine, HDL-

cholesterol, L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및 TG 항목은 정확

도 기반 외부정도관리 결과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정확도 기반

검사가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실과 같은 Beckman Coulter사 

기기를 사용한 기관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

로 계산하였다. 

바이어스%= (본 검사실에서의 얻은 평균값–정확도 기반 외부

정도관리 참고값)×100/(정확도 기반 외부정도관리 참고값) 

바이어스%= (본 검사실에서의 얻은 평균값–같은 기기로 평가

한 기관들의 평균값)×100/(같은 기기로 평가한 기관들의 평균값) 

변이계수는 측정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공

식으로 계산하였다.

변이계수%= (표준편차/검사실 평균값)×100

Sigma metrics는 위의 총 허용오차, 바이어스%, 변이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Sigma metrics= (총 허용오차–바이어스%)/변이계수%

마지막으로, 계산된 sigma value에 따라서 적용할 Westgard rule

을 선택하는 것은 기존의 제안을 따랐다[7]. 

결  과

본 검사실에서 AU5821 자동화학분석기로 시행하여 얻은 sigma 

value는 다음과 같다(Table 2). Sigma value가 6보다 큰 검사항목

은 haptoglobin, ALP, AST High level, ALT, amylase, direct biliru-

bin, total bilirubin, CK, Fe, Mg High level, GGT, lipase, LD, HDL-

cholesterol High level, protein High level, triglyceride, TIBC High 

level, ferritin High level, uric acid였고, 그중에서도 direct bilirubin

이 Low level에서 22.6, High level에서 26.6의 가장 큰 sigma value

를 보였다. 5-6 sigma value를 보인 검사항목은 IgA, RF High level, 

protein Low level, TIBC Low level이었으며, 3-5 sigma value를 보

인 검사항목은 C4 High level, IgM High level, IgG Low level, albu-

min High level, Pi High level, RF Low level, AST Low level, creati-

nine, Cl, K, Na, Mg Low level, glucose, HDL-cholesterol Low level, 

ferritin Low level이었다. Low level과 High Level에서 모두 3보다 

작은 sigma value값을 보인 검사항목은 Ca, L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BUN, total CO2였으며, 그 이외에 3보다 작은 sigma 

value값을 보인 검사항목은 C4 Low level, IgM Low level, IgG High 

level, albumin Low level, Pi Low level이었다. 계산된 sigma value

에 따라 Westgard rule을 달리 적용하였다(Table 3).

Table 1. Defects per million and accuracy according to the sigma value 

Sigma value Defects per million (DPM) Accuracy (%)

6 3.4 99.9997

5 233 99.98

4 6,210 99.4

3 66,807 93.3

2 308,538 69.1

1 691,46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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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37개의 자동화학분석기 검사항목을 6개월 동안의 내

부정도관리 데이터와 신빙도 조사사업 외부정도관리 결과 분석을 

통해 바이어스%, 변이계수를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항목별 

sigma value를 도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sigma value가 6보다 큰 검사항목에는 대표적으

로 direct bilirubin이 Low level에서 22.6, High level에서 26.6의 가

장 큰 sigma value를 보였으며, 6 이상의 값을 보인 항목은 hapto-

globin, ALP, AST High level, ALT, amylase, direct & total bilirubin, 

CK, Fe, Mg High level, GGT, lipase, LD, HDL-cholesterol High level, 

protein High level, triglyceride, TIBC High level, ferritin High level, 

uric acid였으며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가지 level의 정도관리물질

을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여 13S rule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Table 2. Total allowable error (TEa), average bias %, coefficient of variance (CV), and Sigma value of the 37 analytes

Analyte TEa Average bias %
Low level High level

Sigma CV Sigma CV

C3 8.4 0.9 3.6 2.093 3.8 2.004

C4 16 3.0 2.4 5.433 3.7 3.497

Haptoglobin 27.3 0.7 10.2 2.609 11.7 2.276

IgA 13.5 2.8 5.6 1.941 5.6 1.945

IgG 8 1.3 3.6 1.838 2.9 2.271

IgM 16.8 6.9 2.9 3.428 3.7 2.655

RF 13.5 2.8 3.2 3.352 5.6 1.917

ALP 30 2.6 13.7 1.999 11.2 2.455

AST 20 4.9 4.3 3.52 7.2 2.109

ALT 20 1.1 7.1 2.652 10.6 1.786

Albumin 10 3.2 2.6 2.618 4.0 1.701

Amylase 14.6 2.1 8.4 1.496 8.0 1.561

Bilirubin, direct 44.5 4.6 22.6 1.766 26.6 1.498

Bilirubin, total 20 0.8 14.7 1.304 16.6 1.158

CK 30 3.9 10.5 2.487 10.9 2.401

Creatinine 15 5.4 3.5 2.75 3.8 2.504

Ca 2.55 1.9 0.4 1.526 0.4 1.472

Cl 5 1.5 3.4 1.022 3.8 0.915

Fe 30.7 4.6 9.1 2.875 11.9 2.188

K 6 1.5 4.6 0.976 3.6 1.238

Na 5 2.2 3.2 0.894 3.3 0.853

Mg 25 7.3 3.7 4.736 10.9 1.622

GGT 22.11 1.6 14.8 1.391 19.3 1.061

Glucose 10 4.1 3.5 1.659 3.7 1.603

Lipase 37.88 1.1 13.3 2.775 17.2 2.144

LD 20 0.6 8.7 2.223 12.1 1.604

HDL-cholesterol 30 8.3 5.8 3.311 6.2 3.084

LDL-cholesterol 11.9 11.1 1.2 2.233 1.2 2.151

Cholesterol, total 10 1.1 2.4 2.948 2.3 3.025

Pi 10.11 3.2 2.4 2.891 3.1 2.208

Protein 10 1.4 5.4 1.577 7.7 1.11

TIBC 25 0.6 5.5 4.475 12.0 2.042

Triglyceride 25 0.9 6.2 3.486 13.8 1.561

Uric Acid 17 1.2 10.6 1.5 12.3 1.288

BUN 9 6.6 1.0 2.441 1.0 2.376

Ferritin 16.9 23.6 3.2 4.022 7.4 1.765

CO2, total 4.86 3.5 0.2 7.828 0.2 6.761

Abbreviations: C3, complement component 3; C4, complement component 4; IgA, immunoglobulin A; IgG, immunoglobulin G; IgM, immunoglobulin M; RF, rheumatoid fac-
tor; ALP, alkaline phosphat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CK, creatine kinase; Ca, calcium; Cl, chloride; Fe, iron; K, potassium; Na, sodi-
um; Mg, magnesium; GGT, gamma-glutamyltransferase; LD, lactate dehydrogenase; Pi, inorganic phosphate; TIBC, total iron binding capacity;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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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또한 5-6 sigma value를 보인 검사항목인 IgA, RF High level, 

protein Low level, TIBC Low level에 대해서는 2가지 level의 정도

관리물질을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여 13S/22S/R4S rule을 적용하는 

것을, 3-5 sigma value를 보인 RF Low level, AST Low level, creati-

nine, Cl, K, Na, Mg Low level, glucose, HDL cholesterol Low level, 

ferritin Low level에 대해서는 2가지 level의 정도관리물질을 하루

에 두 번씩 검사하여 13S/22S/R4S rule을 적용하여 정도관리를 시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 반면 3보다 작은 sigma value를 보인 검

사항목은 반복되는 정도관리에도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방법을 점검하거나 과정을 개선해야만 한다[4]. 

대표적으로 가장 낮은 sigma value를 보인 항목에는 total CO2가 

있었으며 3가지 level의 정도관리물질을 하루에 3번씩 검사를 시행

하고, 13S/22S/R4S/41S/8x rule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해야 한다[9]. QC 

물질 Low level, 2중에 3보다 작은 sigma value를 보인 C4, IgM, 

IgG, albumin, Pi도 같은 rule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3 

이하의 낮은 sigma value를 보인 항목들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제조사가 주장하는 정밀도와 직선성의 검증, 관련 시약

과 보정물질 및 정도관리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후 평가에서도 낮은 

sigma value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약과 장비의 교체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자동화학분석기의 검사항목들의 sigma value를 계산한 선행연

구 결과와 이번 연구를 비교해보면 Mao 등[3]의 연구에서는 6 이상

의 sigma value를 보인 항목은 uric acid, HDL-cholesterol, total 

bilirubin, ALT, TG, creatinine이었고 3 미만의 sigma value를 보인 

항목은 Na였다. El Sharkawy 등[10]의 연구는 5개월간의 연구기간

의 누적 변이계수를 사용한 결과에서 6 이상의 sigma value를 보

인 항목은 total bilirubin, TG였고 3 미만의 sigma value를 보인 항

목은 albumin, creatinine, Ca, K, Mg이었다. Kumar 등[11]의 연구

는 1년간의 내부정도관리 결과를 사용하여 ALP, Mg, TG, HDL-

cholesterol이 6 이상의 sigma value를 보였고, total bilirubin, albu-

min, cholesterol, K에서 3 미만의 sigma value를 보였다. 본 연구에

서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TG가 6 이상의 sigma value를 보인 것 이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는데, 이는 연구마다 사용한 장비도 다르고, 

적용한 총 허용오차, 바이어스%의 계산법, 변이계수 등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중에서 특히 Mao 등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Beckman Coulter사의 AU5800 장비 및 총 허용

오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변이계수는 5개월 동안의 누적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기를 사용한 기관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바이어스%를 구한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

이었기에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6 이상의 sigma value를 보

인 uric acid, HDL-cholesterol, total bilirubin, ALT, TG는 본 연구

에서도 6 이상의 sigma value를 보였지만 creatinine의 경우 본 연

구에서는 3-5 sigma value를 보였다. 같은 총 허용오차를 사용하였

고 변이계수는 비슷한 값을 보였지만 바이어스%의 경우 Mao 등의 

연구에서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 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

지만, 본 연구는 정확도 기반 외부정도관리 참고값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creatinine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값

이 신뢰성 있는 sigma value를 산출하였다고 사료된다. 3 미만의 

sigma value를 보인 Na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3-5 sigma value를 보

였는데, 이는 Mao 등의 연구에서 변이계수값이 Low level, 2에서 

각각 1.21, 1.43이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0.89, 0.85로 더 높은 정밀

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Sigma metrics는 바이어스%

가 작거나, 총 허용오차가 변이계수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이번 연구의 direct bilirubin, haptoglobin, ALP, GGT, lipase, uric 

acid 항목과 같이 과도한 sigma value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sigma value가 가장 작게 나온 CO2, total의 경우는 총 허용오차에 

비해 큰 변이계수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아 비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Beckman Coulter사의 CO2, total 시약의 

manual에서는 권장 변이계수가 3.0-4.5%인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

Table 3. Sigma value of the 37 analytes and quality control strategy according to sigma value

Sigma value
Quality Control Number of  

control materials
Measure-

ments
Westgard rules

Low level High level

>6 Haptoglobin, ALP, ALT, Amylase, Bilirubin direct  
& total, CK, Fe, GGT, Lipase, LD, Triglyceride,  
Uric acid

Haptoglobin, ALP, AST, ALT, Amylase, Bilirubin direct & 
total, CK, Fe, Mg, GGT, Lipase, LD, HDL-cholesterol, 
Protein, TIBC, Triglyceride, Uric acid, Ferritin

2 1 13S

5–6 IgA, HDL-cholesterol, Protein, TIBC IgA, RF 2 1 13S/22S/R4S

3–5 IgG, RF, AST, Creatinine, Cl, K, Na, Mg, Glucose, 
Ferritin 

IgM, Albumin, Creatinine, Cl, K, Na, Glucose, Choles-
terol, total, Pi

2 2 13S/22S/R4S/41s

<3 IgM, Albumin, Ca, L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Pi, BUN, total CO2

IgG, Ca, LDL-cholesterol, BUN, total Cholesterol, total 
CO2

3 2 13S/22S/R4S/41s/8x

Abbreviations: C3, complement component 3; C4, complement component 4; IgA, immunoglobulin A; IgG, immunoglobulin G; IgM, immunoglobulin M; RF, rheumatoid fac-
tor; ALP, alkaline phosphat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CK, creatine kinase; Ca, calcium; Cl, chloride; Fe, iron; K, potassium; Na, sodi-
um; Mg, magnesium; GGT, gamma-glutamyltransferase; LD, lactate dehydrogenase; Pi, inorganic phosphate; TIBC, total iron binding capacity;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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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이계수가 Low level, 2에서 각각 7.828, 6.761%로 높은 것으로 

볼 때 CO2, total 검사항목 정도관리물질의 불안정성 때문이나, 검

사장비의 calibration 후 시약의 rotation으로 인한 CO2, total 농도 

측정값의 감소 때문에 나타났다고 추정된다[12]. 대상 검사항목의 

경우 기존 연구[3, 10, 11]에서는 16개에서 20개 사이였지만 이번 연

구는 자동화학분석기에서 시행하는 CO2, total 등을 포함한 37개

의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행한 점이 장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보여진 sigma value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저 sigma value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다른 내부정도관리를 시행

함으로써 검사실의 효율적인 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sigma value가 낮은 검사 항목을 파악해서, 검사과정에서 부적

절한 시약 처리, 운반, 보관 및 전처리 과정, 부적절한 보정과 정도

관리 및 불충분한 검사실의 인력과 환경문제 등과 같은 원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질관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10]. 마지막으

로 sigma value는 새로 도입하려는 기기나 시약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비 간의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여 결론적으로 검사실의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13]. 

본 연구의 한계점은 바이어스%를 계산할 때 차용한 신빙도 조

사사업 결과에서 정확도기반검사가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실

과 같은 Beckman Coulter사 기기를 사용한 기관들의 평균값을 이

용함에 따라 각 기관들마다 sigma value의 동등성(comparability)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Sigma value의 동등성은 검사결

과 측정 시간과 간격, 정도관리 검체의 차이, 검사실 환경의 차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자동화학분석기를 

사용한 기관들의 평균도 참값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확도 기

반 외부정도관리 결과값이 있는 creatinine, HDL-cholesterol, LDL-

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및 TG에서만 정확한 바이어스%를 계

산할 수 있으므로, sigma value의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정도관리결과에서 같은 제조사인 Beckman Coulter로 보고

한 결과도 장비의 종류나 사용한 시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

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sigma metrics를 이용한 검사실의 

정도관리 방법은 검사실 간의 표준화 및 조화(standardization & 

harmonization)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10]. 또한 sigma value

를 통한 성능 평가의 한계점은 총 허용오차가 바이어스%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과도한 sigma value가 산출될 수 있으며, 

sigma value가 6 이상인 항목에 대해 Westgard에서 권고하는 대로 

13S rule만 적용하게 되면 random error는 검출이 가능하지만, 검사

장비나 시약의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systemic error의 검출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사실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sigma 

value를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sigma value는 검사항목별

로 다른 Westgard rule을 채택하게 하는 근거이면서 효율적인 정도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요  약

배경: 정도관리는 임상검사실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결

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Westgard

가 제안한 sigma metrics를 이용하여 자동화학분석기의 검사항목

별로 sigma value를 계산하여 개별 내부정도관리 물질의 개수 및 

rule의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방법: 자동화학분석기에서 검사하는 37개 항목을 대상으로, 6개

월 기간 동안 하루에 두 번씩,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농도의 내부정

도관리 물질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총 허용오차, 바이어

스%, 변이계수를 통해 sigma value를 계산하였고, 값에 따라서 

Westgard rule을 개별 적용하였다. 

결과: 계산된 sigma value가 6보다 큰 검사항목은 haptoglobin, 

ALP, AST High level, ALT, amylase, direct & total bilirubin, CK, Fe, 

Mg High level, GGT, lipase, LD, HDL-cholesterol High level, pro-

tein High level, TG, TIBC High level, ferritin High level, uric acid

이었고, 그중에서 direct bilirubin이 가장 큰 sigma value를 보였다. 

5-6 sigma value를 보인 항목은 IgA, RF High level, protein Low 

level, TIBC Low level이었고, 3-5 sigma value를 보인 항목은 RF 

Low level, AST Low level, creatinine, Cl, K, Na, Mg Low level, glu-

cose, HDL-cholesterol Low level, ferritin Low level이었으며 Ca, 

L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BUN, total CO2는 sigma value

가 Low level, 2 모두에서 3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Low level, 2중에

서 하나라도 3보다 작은 sigma value값을 보인 검사항목은 C4, 

IgM, IgG, albumin, Pi였다. 

결론: 임상검사실에서 sigma metrics는 검사항목별로 다른 West-

gard rule 채택의 근거이자 효율적인 정도관리 및 운영을 위해 활

용해야만 한다. 또한 sigma value가 3 미만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

는 검사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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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성으로 발생하며[1, 2], 17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한 NF1 유전

자의 변이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 3]. NF1 유전자는 60개의 

엑손으로 구성된 유전자로, 항상 mRNA로 전사되는 57개의 엑손

과 그 외 3개의 엑손이 11 kb에서 13 kb 크기의 mRNA transcript를 

형성한다. Genomic DNA (gDNA) 수준에서는 350 kb 정도를 차지

하며, 염기의 유사성이 높아 검사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30여 종 이상의 위유전자(pseudogene)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mRNA를 이용한 염기서열분석이 일반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4-6]. 

NF1 유전자는 종양억제유전자인 neuro�bromin 1 단백질을 코

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소실할 경우 피부반점, 액와/서혜부 주근

깨, 시신경교종, 특징적 골격계 이상 및 양성 신경섬유종에서 악성 

신경초종(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에 이르는 종

양이 발생할 수 있다[1, 2]. 지금까지 3,000여 종 이상의 NF1 변이가 

Human Genome Mutation Database (HGMD)에 보고되었으며, 변

이의 종류는 하나의 아미노산 과오변이(missense mutation)에서 

서  론

신경섬유종증 1형(neuro�bromatosis type 1, NF1)은 2,500-3,000

명당 1명 정도의 빈도로 발병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이다. 

환자의 절반 정도는 가족성으로 발생하고 나머지는 가족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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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eurofibromatosis type 1 (NF1) is one of the most common autosomal dominant disorders in humans, and many different variants 
in the NF1 gene have been observ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tic variant spectrum of NF1 patient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462 cases were enrolled for NF1 analysis at Seoul St. Mary’s Hospital. NF1 was analyzed through Sanger sequencing of 
messenger RNA (mRNA) and genomic DNA (gDNA), and/or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MLPA) analysis.
Results: We identified 231 types of NF1 variants in 303 out of the 462 patients (65.6%). Of these, 217 variants were classified as pathogenic or 
likely pathogenic, and 48.4% (N=106) of these were novel changes. Truncating variants encompassing frameshift and nonsense variants were 
most commonly observed (135 types of variants in 177 patients), followed by splicing defect variants (39 types in 42 patients) and missense vari-
ants (36 types in 44 patients). There were 8 distinctive large deletions in 25 patients, detected via MLPA analysis. Interestingly, 4 cases showed ab-
errant transcripts that were identified through mRNA Sanger sequencing. The frequency of NF1 mutation detected was significantly higher accord-
ing to the number of satisfying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diagnostic criteria.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a wide spectrum of NF1 variants in Korean NF1 patients. A comprehensive analytical strategy that combines 
mRNA and gDNA analyses and MLPA is required to detect sequence variants.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effect of newly detected 
variants on the clinical course.

Key Words: Neurofibromatosis 1, NF1, Variant spectrum, mRNA, gDNA, MLPA

1 / 1CROSSMARK_logo_3_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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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3/lmo.2021.11.1.#&domain=pdf&date_stamp=2020-12-00


강현혜 외: NF1 Variant Spectrum

https://doi.org/10.47429/lmo.2021.11.1.1718   www.labmedonline.org

전체 엑손 결실(deletion)까지 다양하며, 전형적인 인트론 위치(ca-

nonical splice acceptor and donor sites) 외에서도 짜깁기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따라서 NF1 환자에서의 유전학

적 진단을 위해서는 엑손 및 deep intron을 포함한 여러 짜깁기 변

이를 모두 검출할 수 있는 mRNA 분석을 시행하며, large gene re-

arrangement를 검출할 수 있는 Multiplex Ligation Dependent Probe 

Ampli�cation (MLPA)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3, 4, 6, 8].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NF1 환자의 유전진단에 대한 연구는 

대상 환자의 수가 적고 특정 검사법 만을 적용하는 등 전반적인 변

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9-13]. 본 연구에서는 

gDNA와 mRNA 염기서열분석 및 MLPA를 이용하여 한국인 NF1 

환자의 유전자 변이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

201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성모병원에 NF1 유전자 검

사가 의뢰된 488건 중 소아 혈액암 25건과 최종 판독 결과를 보고

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462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의뢰된 검사 

중 401건은 NF1 감별을 위해 의뢰되었으나 구체적인 임상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임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61건의 경우, 환자의 진

단 시 나이, 성별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표현

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25명의 환자가 NIH consensus de-

velopment conference (1988)[2]에서 제시한 진단기준 중 2개 이상

을 만족하여 NF1 확진을 받고 검사가 의뢰되었고, 진단기준 중 하

나를 만족하여 NF1 감별을 위해 의뢰된 환자는 30명, 그 외 6명의 

경우 위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으나 감별 목적으로 

본 검사가 의뢰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 중 형제 관계일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환자(L075, L076) 이외에 명백한 혈연관계는 없

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

(KC19RESI0720)을 얻어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2. NF1 유전자 변이 검출 방법

1) mRNA 직접염기서열분석(Sanger sequencing)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High Pure RNA Isolation Kit (Roche, Mann-

heim, Germany)를 이용하여 RNA를 분리하고 Transcriptor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Roche)로 cDNA를 합성하였다. 염기서

열분석을 위한 시발체(primer)는 Primer 3 (http://bioinfo.ut.ee/

primer3)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Thermal Cycler C1000 또는 S1000 (Bio-

Rad, Foster City, CA, USA)에서 96˚C 5분 반응시킨 후 95˚C 30초, 

58˚C 30초, 72˚C 60초 조건을 34회 반복하고 72˚C에서 5분간 반응

시켜 이후 4˚C에서 유지하였다. PCR 산물을 전기영동으로 확인하

고 3500xL Genetic Analyzer (Thermo Fisher Scienti�c, Foster City, 

CA, USA)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mRNA 분석 시 양호한 염

기서열분석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위인 엑손 19, 38, 39, 49, 52는 

gDNA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mRNA 염기서열분석에서 변이가 검

출된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한 gDNA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여 확

인하였다.

NF1 유전자는 NM_001042492.2를 기준으로 판독하여 기술하

였다. 검출된 변이는 HGMD (Human Genome Mutation Database, 

Institute of Medical Genetics, Cardiff, Wales; http://www.hgmd.

cf.ac.uk/ac/index.php), ClinVar (https://www.ncbi.nlm.nih.gov/

clinvar/), dbSNP (https://www.ncbi.nlm.nih.gov/snp/) 데이터베이

스에서 기존 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ExAC, gnomAD, 1000 Genomes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구집단별 해당 변이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네 

가지 in-silico (Align GVHD, MutationTaster, PolyPhen, SIFT) 분석

을 시행하였고, 이를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CMG) 변이의 해석에 대한 종합적 권고지침[14]에 따

라 pathogenic, likely pathogenic, variant of unknown signifi-

cance (VUS), likely benign, benign으로 분류하였다. 질병연관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PVS1)되는 무의미 변이, 틀이동 변이, 짜

깁기 공여자/수여자 위치 변이, 시작 코돈 위치의 변이, 엑손 단위 

이상의 큰 결실은 pathogenic 혹은 likely pathogenic으로 분류하

였고, 선행된 연구에서 질병연관변이로 확인된 과오변이도 patho-

genic으로 분류하였다.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인구집단

에서의 빈도가 낮은 과오변이, in-frame insertion 또는 in-frame 

deletion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의 아미노산 치환이 pathogenic

으로 보고되었거나, 종간 보존성이 높은 위치에서의 변이로 다수

의 in-silico 분석에서 질병과 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이는 

likely pathogenic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의 변이는 미분류염기변

이(variant of unknown signi�cance, VUS)로 분류하였다.

2) Multiplex Ligation 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MLPA)

NF1 유전자의 엑손 단위 결실이나 중복은 SALSA MLPA Probe-

mix P081-D1 NF1 mix 1 & P082-Cw NF1 mix2 (MRC-Holland, 

Amsterdam, The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NA에 

probe를 첨가하여 어닐링(annealing) 하고 PCR로 증폭한 후 3500xL 

Genetic Analyzer (Thermo Fisher Scienti�c)로 분석하고 Gene-

Marker version 1.91 (SoftGenetics, State College, PA, USA)로 판독

하였다. 각각의 peak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비율이 0.7 미만은 

결손, 1.3을 초과하면 중복으로 평가하였고[15], 결손의 비율이 0일 

경우 동형접합(homozygous) 결손, 0.40-0.65인 경우 이형접합(he-

terozygous) 결손으로 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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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NF1 유전자 변이 유무에 따라 진단 시 연령 및 표현형을 비교하

였다. SPSS ver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Stu-

dent’s t-test,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시행하였다. P값 0.05 미만을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NF1 유전자 변이 빈도 및 분포

분석된 462명 중 303명(65.6%)에서 NF1 유전자의 질병연관변이

가 검출되었다. 그 중 182명에서 검출된 111개의 변이는 기존에 보

고된 변이였고, 나머지 121명에서 120개의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었

다. 분석방법에 따라서는 mRNA 및 gD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검출된 경우가 278명(9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MLPA에서만 

검출 가능했던 엑손 단위 이상의 큰 결실은 25명(8.7%)의 환자에

서 관찰되었다(Table 1).

변이의 위치는 NF1 유전자 전체 엑손 결실이 총 16명의 환자에

서 검출되었고 엑손 9에서의 변이가 15개(15/278, 5.4%), 다음으로 

엑손 38 (14/278, 5.0%), 엑손 18과 28 (12/278, 4.3%), 엑손 46 (11/278, 

4.0%) 순이었다. 그 외 부위에서 변이 빈도는 최대 8개(0-2.9%)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1). 반복 검출된 변이는 전체 엑손 결실이 

가장 많았고, c.910C>T (N=9), c.2041C>T (N=5), c.6852_6855delTTAC 

(N=4), c.6854dupA (N=4) 순이었다.

Table 1. Detected variants of the NF1 gene

Pathogenic/LP VUS Total

Patient Variant Patient Variant Patient Variant

Truncating 177 (61.2%) 135 (62.2%) 0 (0%) 0 (0%) 177 (58.4%) 135 (58.4%)

Splicing 42 (14.5%) 39 (18.0%) 0 (0%) 0 (0%) 42 (13.9%) 39 (16.9%)

Missense 34 (11.8%) 26 (12.0%) 10 (71.4%) 10 (71.4%) 44 (14.5%) 36 (15.6%)

Large del 25 (8.7%) 8 (3.7%) 0 (0%) 0 (0%) 25 (8.3%) 8 (3.5%)

In-frame del 7 (2.4%) 5 (2.3%) 0 (0%) 0 (0%) 7 (2.3%) 5 (2.2%)

In-frame dup 0 (0%) 0 (0%) 1 (7.1%) 1 (7.1%) 1 (0.3%) 1 (0.4%)

Aberrant transcript 4 (1.4%) 4 (1.8%) 2 (14.3%) 2 (14.3%) 6 (2.0%) 6 (2.6%)

Synonymous 0 (0%) 0 (0%) 1 (7.1%) 1 (7.1%) 1 (0.3%) 1 (0.4%)

Total 289 217 14 14 303 231

Abbreviations: LP, likely pathogenic; VUS, 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 del, deletion; dup, duplication.

Fig. 1. Identified NF1 variant spectrum and location. At the midline of the figure, the involved exons and/or introns of the NF1 gene are listed. Each 
block upward the midline represents one variation. Different kinds of variations are shown in different colors as indicated in the category above 
the chart. Large deletions are indicated by the green rectangle at the bottom of the midline. Here, each variant is displayed in the vertical direc-
tion. The different horizontal length of each rectangle indicates the deleted scope of each individual variant. 

NF1 variant spectrum and location

missense nonsense frameshift splicing small deletion large dele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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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의 유형별로 보면, 무의미 변이(nonsense mutation) 및 틀이

동 변이(frameshift mutation)를 포함한 절단형 돌연변이(truncat-

ing mutation)가 177명(58.4%)에서 관찰되었고, in-frame deletion

은 7명(2.3%)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짜깁기(splicing)변이는 42명

(13.9%)에서 관찰되었고, 이중 기존에 질병연관변이로 보고된 24

개, 그리고 짜깁기 공여자 및 수여자부위에 발생한 15개의 변이가 

있었다. mRNA 분석에서 aberrant transcript가 관찰된 경우, deep 

intronic mutation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4예의 경우 likely 

pathogenic으로 보고하였다. 미량의 aberrant transcript가 검출된 

2예의 경우, RNA 분리 지연에 의해 이러한 산물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3, 8] 재채혈 검체에서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추적이 되지 않아 VUS로 분류하였다(Table 2). 

44명(14.5%)의 환자에서 36개(15.6%)의 과오변이가 검출되었으며 

여기에는 질병연관변이로 보고되었던 pathogenic 변이(21/36, 58.3%), 

likely pathogenic 변이(5/36, 13.9%), 그리고 VUS (10/36, 27.8%)가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in-silico에서 짜깁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된 동의미(synonymous) 변이 1개(c.6033A>G)와 in-

frame duplication 1개(c.5036_5041dup, p.Ile1679_Tyr1680dup)가 

VUS로 분류되었다. 

검사가 의뢰된 환자 중 임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61명 중 

70.5% (42/61)에서 NF1 유전자 변이가 검출되었고, 이는 임상정보

를 수집할 수 없었던 401건에서의 검출률 66.7% (260/401)와 유사

한 수준이었다(Fig. 2). 비록 검사를 진행한 모든 환자에서 표현형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제한이 있으나, 이들 61명에서의 표현형 

분석을 통해 전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현형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던 61명의 환자에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Consensus conference [2]에서 제시한 NF1 임상진단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한 경우는 92.0% (23/25)에서 NF1 유전자의 변이가 

Table 2. NF1 variants causing aberrant transcripts

No ID Class variant AA change Location Test methods

1 L003 LP r.100_204del p.Val34_Met68del Exon 2 Sanger

2 L004 LP c.205-13T>G p.Arg69_Gly96del Intron 2 Sanger

3 L018 LP r.1063_1185del Splicing defect Intron 9 Sanger, MLPA

4 L067 LP r.4725_4835del p.His1576_Arg1612del Exon 36 Sanger, MLPA

5 V002 VUS r.1642_1845del204 Splicing defect Exon 15-16 Sanger, MLPA

6 V013 VUS c.6642+31T>G Splicing defect Intron 43 Sanger, MLPA

Abbreviations: AA, amino acid; LP, likely pathogenic; VUS, 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 Sanger, Sanger sequencing; MLPA,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Fig. 2. Flow chart showing the NF1 gene analysis according to the clinical findings of enrolled patients.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equenc-
ing, Sanger sequencing of mRNA and gDNA; MLPA,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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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으며, 하나의 진단 기준만 충족한 경우는 66.7% (20/30)에

서 NF1 유전자의 변이가 확인되었다. NIH 임상적 진단 기준에 해

당하는 항목이 없는 6명에서는 NF1 유전자 변이가 검출되지 않았

다(Table 3, Fig. 2).

NF1 유전자 변이가 검출된 군과 검출되지 않은 두 군을 비교하

면 변이가 검출된 환자(43명)가 그렇지 않은 환자(18명)에 비해 나

이가 어렸고(P =0.014), 밀크커피반점(P =0.040), 신경섬유종(P =  

0.005), 뇌 과오종(brain hamartoma) (P =0.006)이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NF1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뇌 이외의 부

위에서 발생한 mass lesion으로 검사를 의뢰한 경우 변이 검출률

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Table 3).

고  찰

NF1은 질환의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처음 검사

한 시점에는 NIH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진단 기준에 합당한 임상 양상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

록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자 변이를 검

출하고 빨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4].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인 NF1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기관에서 NF1 변이를 검출한 결

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NF1 변이

의 스펙트럼을 조사하였다. 전체 의뢰된 환자 중 65.6%에서 NF1 

유전자 변이가 검출되었고, 이중에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

운 변이가 48.8%를 차지하여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30.8-66.2%와 

유사하였다[13, 16-23]. 일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NF1 유전자 다양한 부위에서 검출되었다. 

NF1 변이의 유형은 각 인종과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절단형 돌연변이인 무의미 변이(9.0-37.5%)와 틀이동 변이

(14.2-50.0%)의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짜깁기 변이(7.0-31.0%), 

과오변이(7.7-30.0%), 엑손 단위 이상의 큰 결실(2.7-12.5%) 순으로 

보고되었다. 각 연구마다 사용된 방법은 다양하였으나 검출된 변

이의 양상은 유사하였다(Table 4). 본 연구에서는 절단형 돌연변이

(135/231, 58.4%), 짜깁기 변이(39/231, 16.9%), 과오변이(36/231, 

15.6%), 엑손 단위 이상의 큰 결실(8/231, 3.5%) 순이었고, 기존의 연

구 보고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NF1 유전자의 경우 deep 

intronic variant에 의한 짜깁기 변이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본 

연구에서도 네 명의 환자에서 aberrant transcript가 검출되었다. 일

반적으로 aberrant transcript가 관찰되는 경우 해석에 주의가 요구

되며[3, 8], 특히 미량으로 검출되었다면 검체 처리 시간 지연 등에 

의해 RNA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채혈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ACMG 권고에 따라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of neurofibromatosis 1 patients with detected NF1 variants and those devoid of NF1 variants

Mutation Detected Not detected P OR (95% CI)

Number of patients 43 18

Age, yr* 13 (1-60) 22 (4-74) 0.014

Sex (N, %) 0.678 0.792 (0.263-2.385)

   Male 24 (55.8%) 9 (50%)

   Female 19 (44.2%) 9 (50%)

Number of satisfying NIH criteria (1988)

   2 or more 23 (92.0%) 2 (8%) 0.002 9.200 (1.881-44.998)

   One 20 (66.7%) 10 (33.3%) <0.001 4.583 (2.779-7.559)

   None 0 (0.0%) 6 (100%)

Clinical presentation (N, %)

1st degree family history 7 (16.3%) 1 (5.6%) 0.258 3.306 (0.376-29.045)

 Café-au-lait spots 39 (90.7%) 9 (50.0%) <0.001 9.750 (2.446-38.869)

Neurofibroma 18 (41.9%) 1 (5.6%) 0.005 12.240 (1.490-100.538)

Axillary/groin freckling 4 (9.3%) 1 (5.6%) 0.627 1.744 (0.181-16.778)

Lisch nodule 8 (18.6%) 2 (11.1%) 0.471 1.829 (0.348-9.603)

Optic glioma 2 (4.7%) 0 (0%) 0.352 1.049 (0.982-1.120)

Skeletal dysplasia 1 (2.3%) 0 (0%) 0.514 1.024 (0.978-1.072)

Brain hamartoma 14 (32.6%) 0 (0%) 0.006 1.483 (1.205-1.825)

Seizure, mental retardation 1 (2.3%) 0 (0%) 0.514 1.024 (0.978-1.072)

MPNST 1 (2.3%) 0 (0%) 0.514 1.024 (0.978-1.072)

Other mass lesion 0 (0%) 6 (33.3%) <0.001 0.667 (0.481-0.924)

*Median (range).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MPNST,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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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view of previous reports on sequence variants of the NF1 gene

Country Number of individuals Methods Detected numbers Types of variants Reference

Korea 78 individuals from  
60 families

DNA sequencing
mRNA sequencing
MLPA
FISH

52 variants in 78 individuals Missense 23.1%
Nonsense 34.6%
Splicing 21.2%
Indel 13.5%
Large del 7.7%

[13]

Spain 474 unrelated individuals DNA sequencing
mRNA sequencing
mRNA SSCP/HD

142 variants in 189 individuals Missense 8% 
Nonsense 9% 
Splicing 31% 
Frameshift 50% 
Others 2%

[16]

China 107 unrelated individuals DNA sequencing
DHPLC 
microsatellite genotyping
Q-PCR
RT-PCR

68 individuals Missense 16.2% 
Nonsense 29.4% 
Splice site 13.2% 
Frameshift 33.8% 
Large del 7.4%

[17]

UK 169 unrelated individuals DNA sequencing
DHPLC
MLPA
FISH

88 variants in 109 individuals Missense 15%
Nonsense 27%
Splicing 19%
Frameshift 27%
Large del 9%
Others 3%

[18]

France 565 unrelated individuals DNA sequencing
mRNA sequencing 
microsatellite genotyping
MLPA

546 individuals Missense 7.7% 
Nonsense 21.6% 
Splicing 27.1% 
Frameshift 30.0% 
Large del 8.4% 
Others 5.1%

[19]

Japan 86 unrelated individuals NGS
DNA sequencing
MLPA

67 variants in 80 individuals Missense 16.3% 
Nonsense 37.5% 
Splicing 10% 
Frameshift 23.8% 
Large del 12.5%

[20]

Netherlands 1985 unrelated individuals DNA sequencing
SSCP
MLPA
FISH

1178 individuals Missense 9.8%
Nonsense 29.4%
Splicing 19.7%
Frameshift 31.7%
Others 4.1%

[21]

China 109 individuals, 100 families DNA sequencing
mRNA sequencing
MLPA

89 variants in 100 families Missense 13.5% 
Nonsense 23.6% 
Splicing 16.9% 
Frameshift 29.2% 
Large del 12.4% 
Others 4.5%

[22]

Italy 79 unrelated individuals NGS
MLPA

73 variants in 79 individuals Missense 30% 
Nonsense 34% 
Splicing 7%
Small del 24.7%
Insertion 1.4%
Large del 2.7%

[23]

Abbreviations: MLPA,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SSCP, single-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DHPLC, 
denatur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RT-PCR,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Indel, insertion/deletion; 
del, deletion. 

분류된 변이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

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부모 검사를 통한 신생(de novo) 변이 여부

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기능적 검사(functional study), 분리 연구

(segregation study) 등을 통해 변이의 위험도를 판단할 근거를 보

다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13, 14, 21].

이전 연구[21]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NIH consensus criteria 

(1988)에서 제시하는 임상진단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는 환자군

에서 NF1 의증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NF1 유전자의 변이 검출

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우선 NF1과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

일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면밀한 임상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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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패널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차세대염기서열분

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의 지속적 향상 및 보급에 따

라 NF1과 유사한 표현형을 보일 수 있는 유전자 패널을 함께 분석

하여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고 진단하고 있다[20, 24].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군에는 외부 병원에서 자세한 임상정보 제공 없이 검

사가 의뢰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질환에 대한 평가

와 감별에 제한이 있었다. 

NIH 진단기준에 합당한 임상 양상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92%

의 환자에서 변이가 검출되어 NF1 유전자의 변이가 NF1 환자의 

80.9-92.4%에서 관찰된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였다[21, 23]. 나

아가 임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이 한 가지에 국한되어 NIH 기

준에 따른 NF1 진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66.7%의 환자에서 

NF1 유전자의 변이를 검출하였는데, 이는 증상이 제한적으로 발

현된 질환의 초기에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 NF1 환자에서 다양한 NF1 유전자 변

이를 검출하였다. 폭넓은 스펙트럼의 변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mRNA와 gDNA 직접염기서열분석, MLPA 등의 검사법을 종합적으

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NGS 등을 활용하여 질병 원인 유전

자 종류를 확대하고, 새롭게 검출된 유전자 변이의 임상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  약

배경: 신경섬유종증 1형(NF1)은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상염

색체 우성 유전질환의 하나로, NF1 유전자에 다양한 질병연관변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 NF1 환자에

서 NF1 유전자 변이의 빈도와 특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에는 서울성모병원에 의뢰된 NF1 유전자 검사 462

건이 포함되었다. NF1 유전자 변이는 messenger RNA (mRNA) 및 

일부 genomic DNA 직접염기서열분석법과 multiplex ligation-de-

pendent probe ampli�cation (MLP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462명 중 303명(65.6%)의 환자에서 231종류의 변이를 

검출하였다. 217종류의 변이를 질병연관변이로 보고하였고, 이 중

106개(48.4%)의 변이는 이전 보고가 없는 새로운 변이였다. 가장 

많은 환자들에게서 검출된 변이는 절단형 돌연변이로, 177명의 환

자에서 135종류의 변이를 검출하였다. 짜깁기 변이는 42명의 환자

에서 39종류, 과오변이는 44명의 환자에서 36종류가 검출되었다. 

MLPA에서만 확인되었던 엑손 단위 이상의 큰 결실은 25명의 환자

에서 8종류가 관찰되었다. mRNA 분석에서 4건의 aberrant tran-

script를 발견하였다. NF1 유전자의 변이 검출 률은 NIH 진단기준 

충족 수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NF1 환자가 지닌 다양한 종류의 변이

를 검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이를 검출하기 위해

서 mRNA 및 gDNA에 대한 염기서열분석과 MLPA 검사를 통합적

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 검출한 변이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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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 혈액종양의 진단에 

해당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질병의 시작, 진행 및 치료 반응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는 추후 혈액종양 환자들에게 보다 정

밀한 맞춤 치료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1]. 하지만, 진단검사

의학과 임상검사실에서 혈액종양에 NGS 검사법을 도입, 운영할 

경우 플랫폼의 결정, 검사실 간 어떤 중요 유전자(key gene)를 포

함하고 얼마나 많은 수의 유전자를 확인할 것인지,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검사 방법의 표

준화 및 정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3].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임상검사실의 혈액종양 NGS 패널의 구성, 검사 방법과 

분석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검사 방법의 표준화를 이루

혈액종양 분야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국내 실태 조사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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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based genetic diagnosis in hematologic 
malignancies in Korea in 2017 and 2018.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provided to specialists in charge of the genetic testing of hematologic malignancies via e-mai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7 question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institutions for each year and were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status of 
the hematologic malignancy NGS test (19 questions) and the institution’s opinion on the NGS test (18 questions).
Results: A total of 12 and 14 laboratories,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replied to our survey and their answers were further analyzed. Most 
laboratories were performing NGS panel testing for acute leukemia and myeloid malignancies, and a small proportion of laboratories were testing 
NGS for lymphoid malignancies.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agreed that NGS testing should be essential for the initial diagnostic workup. 
Conclusions: Variation in NGS panel tests, including choice of gene and platform by different laboratories, were observed. Standardized panels 
and interpretation, centered around the Korean Society for Genetic Diagnostics, is needed to reduce inter-laboratory variation in NGS test results.

Key Words: Genetic testing, Questionnaires and surveys, Hematologic malignancies,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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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해당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대

상으로 혈액종양 NGS 검사 방법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응

답자의 답변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 2018년도 2년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각 해당 연도 기준 NGS 검사 시행 53개의 기관에 설문을 보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답변에 응한 각각 12, 14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답변을 분석하였다. 설문은 각 기관은 유전자 

검사 담당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201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2차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받았다.

설문 항목은 혈액종양 NGS 검사 현황(19 문항)과 혈액종양 패널

에 대한 기관의 의견(18 문항)에 대한 평가로 총 37 문항으로 이루

어졌다. 

각 문항별 설문 응답 빈도를 분석하였고, 중복 및 주관식 질문

의 경우 별도로 정리하였다. 

결  과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대학병원이 9기관(75.0%, 64.3%)으로 가

장 많았다. 선택형 설문 응답 결과는 Table 1, Fig. 1과 같다. 문항 1

에서 확인한 2017년도에 혈액종양 NGS 검사를 시행 또는 시행 예

정인 기관은 12개 기관 중 10기관(83.4%) 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14개 기관 중 12개 기관(85.7%)이었다. 해당 연도에 각 기관에서 시

행 혹은 시행 예정인 혈액종양 패널의 종류는 Fig. 1과 같다. 급성

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골수형성이상증후

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 골수증식종양(myeloprolif-

erative neoplasm, MPN) 및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

blastic leukemia, ALL) 패널이 가장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거

나 시행 예정이었으며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시행 기관의 수

가 각 종양별로 모두 증가하였다. 

혈액종양 NGS 검사가 기존 검사를 대체 가능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 모든 기관에서 Sanger 시퀀싱 및 실시간중

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검

사 방법을 완전히 혹은 일부 대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형광

제자리부합법(�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검사 방법

은 16.7% (2/12), 21.4% (3/14)의 기관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답

변하였고, 56.3% (7/12), 71.4% (10/14)에서는 부분적으로 대체 가

능하다고 답변하였다.

NGS 검사의 적절한 소요시간(turnaround time, TAT)은 30일 이

내라고 답변한 기관이 50.0% (6/12), 64.3% (9/14)로 가장 많았으며 

생식세포 소인(germ-line predisposition) 관련 유전자 검사는 75.0% 

(9/12) 및 78.6% (11/14)의 기관에서 가족력과 같은 환자의 조건에 

따라 의심이 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은 혈액종양 NGS 

패널을 시행 및 준비하면서 높은 초기 준비 비용(66.7%, 46.2%) 및 

패널의 초기 검증 작업(41.7%, 84.6%)을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

였으며 2018년도에는 그 외에 TAT를 준수하는 문제(76.9%), NGS 

결과의 해석 및 보고서 작성(61.5%), 생물정보(bioinformatics) 분

석(46.2%) 등을 추가로 답변하였다. 학회 차원에서 혈액종양의 합

의(consensus) 패널을 제작하는 것에 관하여 2018년도 답변한 기

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필수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은 모두 동의하

였으나 다수의 기관(64.3%)에서 독자적인 패널의 운용을 선호한

다고 답변하였다. 

2년간 답변한 모든 기관에서 AML, MDS, MPN 및 ALL의 초진단

에 NGS 검사가 필수 검사 혹은 추천 검사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

Fig. 1. The number of institutions implementing each of the hematologic malignancy NGS panels. Survey results for (A) 2017 and (B) 2018. The 
green bar indicates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are currently implementing NGS for diagnosis of hematologic malignancies. The yellow bar in-
dicates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are planning to implement NGS for diagnosis of hematologic malignancies. The red bar indicates the num-
ber of institutions that have no plan for setting up an NGS panel for diagnosis. 
Abbreviations: AML, acute myeloid leukemia; MDS/MPN, myelodysplastic syndrome/myeloproliferative neoplasm;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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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questions and answer frequencies

Questions/answer Options
Answer (2017) 

N (%)
Answer (2018) 

N (%)

  1. Does your institution currently have an NGS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A. Yes 5 (41.7) 8 (57.1)

B. Planning to set up the NGS panel 5 (41.7) 4 (28.6)

C. No 2 (16.7) 2 (14.3)

  2.  Does your institution use (or is planning to use) a comprehensive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If so, please write down 
the panel your institution is using. 

A. Yes 6 (50.0) 9 (64.3)

    Myeloid panel (AML+MDS+MPN) 4 (33.3) 8 (57.1)

    Myeloid panel (AML+MDS+MPN) with Mature lymphoid panel (plasma cell myeloma+lymphoma) 1 (8.3) 1 (7.1)

    Pan hematology panel 1 (8.3) 0 (0.0)

B. No 6 (50.0) 5 (35.8)

  3. Do you think NGS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can replace Sanger sequencing?

A. Yes, either partially or entirely 8 (66.7) 6 (42.9)

B. Yes, but only partially 4 (33.3) 8 (57.1)

C. No, it is irreplaceable 0 (0.0) 0 (0.0)

  4. Do you think NGS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can replac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 Yes, either partially or entirely 4 (33.3) 6 (42.9)

B. Yes, but only partially 8 (66.7) 8 (57.1)

C. No, it is irreplaceable 0 (0.0) 0 (0.0)

  5. Do you think NGS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can replace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A. Yes, either partially or entirely 3 (25.0) 1 (7.1)

B. Yes, but only partially 7 (56.3) 10 (71.4)

C. No, it is irreplaceable 2 (16.7) 3 (21.4)

  6. What do you think is the appropriate average turnaround time (TAT) for NGS test?

A. 7 days 0 (0.0) 0 (0.0)

B. 15 days 5 (41.7) 5 (35.7)

C. 30 days 6 (50.0) 9 (64.3)

D. 60 days 1 (8.3) 0 (0.0)

  7.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perform genetic test for germline predisposing mutations?

A. It should be performed for all patients 3 (25.0) 3 (21.4)

B. It should be performed for patients with certain condition, e.g. family history 9 (75.0) 11 (78.6)

C. There is no need to perform the test 0 (0.0) 0 (0.0)

  8.  What did you find difficult with respect to performing or preparing the NGS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multiple answers possible)?

A. Costs associated with set-up and implementation 8 (66.7) 6 (46.2)

B. Limitation in the number of genes that can be included in the panel 0 (0.0) 2 (15.4)

C. Validation of a gene panel 5 (41.7) 11 (84.6)

D. Personnel training time 2 (16.7) 5 (38.5)

E. Efforts to meet the turnaround time (TAT) 2 (16.7) 10(76.9)

F. Bioinformatics analysis (human resource, program, etc.) 3 (25.0) 6 (46.2)

G. Result interpretation and reporting 3 (25.0) 8 (61.5)

H.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2 (16.7) 4 (30.8)

  9. What do you think about creating a consensus panel for hematologic malignancies by Korean Society for Genetic Diagnostics (KSGD)?

A. Need for a consensus panel and willing to use it when the panel is made 6 (50.0) 5 (35.7)

B. Each institution uses its own panel independently but shares the crucial genes for the diagnosis of malignancies 6 (50.0) 9 (64.3)

C. No need for a consensus panel 1 (8.3) 0 (0.0)

10. What do you think is the right application of an NGS panel at initial diagnosis of AML?

A. Mandatory test 4 (33.3) 7 (50.0)

B. Recommended test 8 (66.7) 7 (50.0)

C. Research based test 0 (0.0) 0 (0.0)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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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answer Options
Answer (2017) 

N (%)
Answer (2018) 

N (%)

11. What do you think is the right application of an NGS panel at initial diagnosis of MDS/MPN?

A. Mandatory test 4 (33.3) 9 (64.3)

B. Recommended test 8 (66.7) 5 (35.7)

C. Research based test 0 (0.0) 0 (0.0)

12. What do you think is the right application of an NGS panel at initial diagnosis of ALL?

A. Mandatory test 4 (33.3) 3 (21.4)

B. Recommended test 8 (66.7) 11 (78.6)

C. Research based test 0 (0.0) 0 (0.0)

13. What do you think is the right application of an NGS panel at initial diagnosis of plasma cell myeloma?

A. Mandatory test 1 (8.3) 1 (8.3)

B. Recommended test 8 (66.7) 10 (76.9)

C. Research based test 3 (25.0) 2 (15.4)

Not answered 0 (0.0) 1 (8.3)

14. What do you think is the right application of an NGS panel at initial diagnosis of lymphoma?

A. Mandatory test 3 (25.0) 3 (21.4)

B. Recommended test 9 (75.0) 10 (76.9)

C. Research based test 0 (0.0) 1 (8.3)

Not answered 0 (0.0) 1 (8.3)

Abbreviations: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AML, acute myeloid leukemia; MDS/MPN, myelodysplastic syndrome/myeloproliferative neoplasm;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Table 1. Continued

Fig. 2. The genes included in each hematologic malignancy NGS panel, based on 2018 findings. Distribution of genes across the panels for (A) 
acute myeloid leukemia (AML), myelodysplastic syndrome/myeloproliferative neoplasm (MDS/MPN),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and (B) 
for lymphoma and plasma cell myeloma (Mye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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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발골수종의 초진단에는 75.0%, 85.2%의 기관에서만 필수 

혹은 추천 검사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주관식 질문에 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 기준, 각 기관의 혈액종양 NGS 패널

에 포함된 혹은 포함 예정인 유전자의 분포는 Fig. 2와 같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각 패널을 시행 및 추후 시행예정으로 구체

적인 패널 구성이 완료된 기관에서 답변하였다. 각 패널별 포함하

는 유전자의 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필수 유전자(각 종양별 3-11개)

만 포함하는 경우부터 200개 이상, 많은 경우 500개 이상으로 각 

기관별로 다양하였다. 고시된 각 패널별 필수 유전자 이외 초진단

에서 꼭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유전자로 설문에 대답한 기

관에서 제시한 유전자는 Table 2와 같다. 2018년도 기준, 각 종양 

별 맞춤제작(custom-designed) NGS 패널 사용 현황은 AML (8/11, 

72.7%), MDS 또는 MPN (7/9, 77.8%), ALL (6/6, 100.0%), 다발골수

종(3/3, 100.0%) 및 림프종(4/4, 100.0%)으로 파악되었다. 

혈액 종양 NGS에 관한 기관별 기타 추가 의견으로는 변이 해석에 

대해 기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인의 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 공유하면 좋을 것

이라는 의견과 검사의 해석 및 결과 보고에 있어 국내의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검사 시행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년 연속 진행한 동일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총 7개 기관이었으

며 모두 혈액종양 NGS 검사 시행 및 시행 예정 기관이었다. 설문 

당시 2개의 기관에서 2017년에 혈액종양 NGS 검사가 시행 예정이

었으나 2018년에는 검사 시행 중으로 현황의 변경이 있어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3곳에서 5곳으로 증가하였다. 7개의 기관에서 혈

액 종양 NGS 검사의 기존 검사들의 대체 가능 여부 문항에 대한 

답변의 변화가 있었다. NGS 검사의 Sanger 시퀀싱의 대체 가능 여

부는 2개의 기관에서 완전히 혹은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에

서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었으며, FISH 검사의 대

체 가능 여부는 1개의 기관에서 완전히 혹은 일부 대체 가능하다

는 의견에서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었다. RNA 

NGS 검사의 기존 RT-PCR 검사 대체 가능 여부에 관한 문항에도 1

개의 기관에서 완전히 혹은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에서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외의 문항에 대해서

는 답변의 큰 차이는 없었다.

고  찰

2017년과 2018년 혈액종양 NGS 검사 시행 기관의 현재 상황을 

본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AML과 같은 혈액종양에서 획득된 체

세포 돌연변이는 병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이 알려져 현재 질환

의 진단 및 예후 표지자로 잘 확립되어 있다[4]. 기존에 발표된 연

구에 따르면 AML 환자에서 평균 13개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며 

이 중 5개는 백혈병 환자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변이였다[5]. MDS 

및 MPN 환자군에서도 78%의 환자에서 1개 이상의 종양유발 유전

자의 변이가 보고되었으며 그 변이의 수가 많을수록 불량한 예후

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6]. 이에 혈액종양 환자에 있어 많

은 수의 표적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단일 

유전자 변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

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혈액종양 환자의 진료에 NGS의 도

입과 적용은 질환의 진단, 예후 예측 및 치료 방침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7]. 이는 본 설문에 답변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도 유사하게 혈액종양의 진단에 NGS 패널이 필수적 혹은 선택적

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임상적 필요

성을 반영하여 2017년도와 비교하여 2018년도에 NGS를 시행하는 

기관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각 기관이 운용하는 패널의 수가 증가

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준비 비용, 각 혈액 종양과 연관된 유전

자의 선정, 검사 시행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까다로운 검증 절차, 

합리적인 TAT 유지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수의 기관에서 혈액

종양 NGS 검사의 도입이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혈액종양의 진단에 NGS 패널 적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GS 검사가 기존의 Sanger 시퀀싱 검사 방법을 대체 가능한가에  

혈액종양의 진단에 NGS 패널 적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able 2. The core gene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and the genes that respondent institutions answered should be in-
cluded in each panel

Panel Core genes Candidates for additional core genes

AML RUNX1, JAK2, IDH2, CEBPA, NPM1, FLT3, TP53, IDH1, KIT DNMT3A, NRAS, ETV6, KRAS, GATA2, ASXL1, WT1, TET2, ANKRD26

MDS/MPN SETBP1, MPL, ASXL1, SRSF2, RUNX1, CALR, SF3B1, CSF3R, TET2,  
   DNMT3A, JAK2

NRAS, TP53, U2AF1, EZH2, GATA2, IDH2, STAG2, BCOR, IDH1, ZRSR2, CBL, LNK

ALL NRAS, JAK2, RB1, TP53, IKZF1 PAX5, ETV6, CDKN2A, NOTCH1, CREBBP, FBXW7, PTEN, PTPN11,

Lymphoma NRAS, TP53, KRAS BRAF, SF3B1, NOTCH1, NOTCH2, MAP2K1, CD79B, ARID1B, KMT2D, ALK, ATM,  
   BCL2, BIRC3, TCF3, ATM,

Myeloma MYD88, TP53, BRAF NOTCH2, SF2B1, DIS3, KMT2A, NRAS, KRAS, TP53

Abbreviations: AML, acute myeloid leukemia; MDS/MPN, myelodysplastic syndrome/myeloproliferative neoplasm;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Myeloma, plasma cell 
mye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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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검사가 기존의 Sanger 시퀀싱 검사 방법을 대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2017년도 설문에서는 완전 혹은 일부 대체 가능하

다는 답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66.7%) 2018년도 설문에는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하였다(57.1%). 흥미롭

게도 2년 연속 응답한 2개의 기관에서도(NGS 검사 시행 중인 1개

의 기관, 시행 예정인 1개의 기관) NGS 검사가 Sanger 시퀀싱 검사

를 2017년도에서는 완전 혹은 일부 대체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었

으나 2018년도에는 일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실제 패널 운용 시, 큰 크기의 염기의 삽입 혹은 결실이 있거

나 GC 함량이 높은 CEBPA, FLT3 및 CALR 유전자와 같이 진단과 

치료에 중요하나 NGS로 진단하기에 어려운 유전자들을 그 이유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8, 9].

본 조사 결과, NGS 검사를 시행하는 각 기관별 혈액종양 패널 

운용의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첫째, 각 기관별 시행 중 혹은 

시행 예정인 패널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AML, MDS, MPN 패널의 

운용은 활발한 반면 다발골수종 및 RNA 융합유전자 패널의 시행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Fig. 1). 이는 다발골수종의 경우 유전자 변

이가 질병의 발생 보다 진행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아직 

많은 관련 유전 변이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0-12]. 

또한 RNA 융합유전자 패널의 경우 기존의 다중(multiplex) PCR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AT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NGS 패널의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13]. 이러한 

이유로 각 기관마다 해당 종양의 NGS 패널 사용 여부의 차이가 있

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종양의 NGS 패널의 구성 유전

자 및 그 수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진행하

는 패널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필수 유전자는 모두 포함되어 있었

으나 NGS의 대량 병렬 시퀀싱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각 기관 역

량 및 임상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검사 유전자가 다양하였다. 많은 

기관들에서 현재 고시된 필수 유전자 이외에 AML의 ASXL1, DN-

MT3A, TET2 등과 같은 구동 돌연변이(driver mutation) 유전자[14] 

및 ANKRD26, GATA2, PAX5, ETV6, DDX41과 같은 생식세포 소

인 유전자[15] 등을 패널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어(Table 2), 추후 학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패널 별 

포함 유전자의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임상 검사에서는 작은 오류가 환자 진단이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혈액종양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NGS 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검사실에서는 검출된 변이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해석에 참고한 데이터베이스나 분석을 시

행한 시점 등에 따라 변이의 해석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6] 학회에서 변이 해석에 적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

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여 그 결과를 공유한다면 정확하고 일

관된 보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관 간 혈액종양 NGS의 현황을 파악

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세포 

변이의 NGS 유전정보분석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으며[17], 혈액종

양 NGS 패널의 검증 지침[18]이 새롭게 제정되어 검사 표준화를 위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혈액종양 NGS 패널에 통용되는 표준

화된 보고 양식을 포함한 지침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회 

차원의 표준화 지침 제정과 혈액종양 NGS 검사 시행기관의 정기

적인 현황 조사 및 의견 취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배경: 본 연구는 혈액 종양의 진단에 있어 국내의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유전자 검사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2018년 2개년간 진행하였다. 

방법: 각 기관의 혈액 종양 관련 유전자 검사 담당 전문가에게 전

자 메일을 통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항목은 각 해당 연도의 

기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혈액종양 NGS 검사 현황(19 문

항)과 혈액종양 패널에 대한 기관의 의견(18 문항)에 대한 평가로 

총 3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총 12개(2017년도) 및 14개(2018년도)의 기관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고 그 답변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답변에 응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급성 백혈병과 골수성 혈액 종양에 대해 NGS 검사를 수

행하는 반면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의 혈액 종양에 대해 소수의 기

관에서 검사를 수행하였다. 다수의 기관은 NGS 검사가 혈액 종양

의 초기 진단에 필수 검사 혹은 추천 검사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결론: 응답한 기관마다 운용하는 NGS 패널의 구성과 플랫폼의 차

이가 있었다. 이에 NGS 유전자 검사의 검사실 간 차이를 줄이기 위

해 학회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된 패널의 구성과 도출된 검사 결과 

해석의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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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platelets, bilirubin, mean arterial pressure, creatinine/urine 

output) and the Glasgow coma scale score. In contrast, qSOFA 

only requires three clinical criteria (respiratory rate, altered men-

tation, and systolic blood pressure) and can be applied as a rapid 

bedside screening tool. However, systemic in�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remains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diagnosis 

of sepsis [3], and the measurement of biomarkers to detect exacer-

bations in in�ammatory conditions could be helpful. Procalcito-

nin (PCT) is known to exhibit the highest accuracy among the 

many biomarkers of sepsis [4].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di-

agnostic performance of PCT and qSOFA in combination, namely 

PCT–qSOFA, to propose a simpler and more accurate method of 

diagnosing sepsis. 

MATERIALS AND METHODS

1. Study population

Subjects who ordered more than two consecutive requests for 

INTRODUCTION

The de�nition of sepsis has recently changed to include se-

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and quick SOFA (qSOFA) 

criteria, with an emphasis on organ failure [1, 2]. The SOFA grade 

requires a complete assessment of numerous laboratory variables 

(a ratio of arterial oxygen partial pressure to fractional ins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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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epsis is a life-threatening medical condition, and the diagnosis of sepsis should be conducted rapidly and accur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a combination of procalcitonin (PCT) levels and 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
ment (qSOFA), namely PCT–qSOFA, for the diagnosis of sepsis. 
Methods: A total of 204 patients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lood culture and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criteria 
(≥2/4) into the bacterial sepsis group (N=67), the blood culture-negative sepsis group (N=37), the blood culture-positive group without corre-
sponding clinical symptoms or signs of sepsis (N=35),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evidence of sepsis (N=65).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PCT–qSOFA was assessed using the post-test probability analysis.
Results: Compared with qSOFA, PCT–qSOFA demonstrated improved post-test probability (from 0.772 to 0.884) and a positive likelihood ratio 
(from 1.59 to 3.55) when it was applied to all subjects, including those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However, this improvement in diagnostic 
performance was not observed when PCT–qSOFA was applied to patients outside the ICU. 
Conclusions: The combined use of PCT and qSOFA can help clinicians identify patients with sepsis, including those in an ICU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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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culture (BC), owing to a suspicion of sepsis, and PCT at the 

same time between May 2016 and April 2017 were included in this 

study. Bloodstream infections due to Staphylococcus aureus, En-

terococcus spp., Klebsiella pneumoniae, and Escherichia coli were 

included. The exclusion criteria were age <18 years, duplicate cases, 

and inadequate data for calculating SIRS or qSOFA score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102 patients with laboratory-

con�rmed primary bloodstream infection [5] and 102 patients with 

repeated negative BC results. The criteria for laboratory-con�rmed 

primary bloodstream infection were that the patient must have a 

recognized pathogen in one or more BCs and the organism cul-

tured from the blood should not be related to an infection at an-

other site. The recognized pathogens included S. aureus, Entero-

coccus spp., E. coli, Pseudomonas spp., Klebsiella spp., Candida 

spp., and others. 

The 204 patients were subdivided into four groups on the basis 

of BC results and SIRS scores (≥2/4): the bacterial sepsis group 

(group 1, N=67), BC-negative sepsis group (group 2, N=37), BC-

positive group without corresponding clinical symptoms or signs 

of sepsis (group 3, N=35),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evidence 

of sepsis (group 4, N=65).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patients outside the intensive care unit (ICU) 

as well as in the ICU can bene�t from PCT and qSOFA assessment. 

Therefore, qSOFA scores were also divided into four groups, includ-

ing and excluding patients in the ICU (N=23), in all the analyse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NHIMC 2018-

05-014). 

2. Laboratory diagnosis 

BC was performed using BacT/ALERT FA/NA (bioMérieux, Marcy 

l’E’toile, France). Species identi�cation and antimicrobial suscepti-

bility testing were performed using the MALDI Biotyper system 

(Brucker Daltonics, Bremen, Germany) and Microscan WalkAway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Deer�eld, IL, USA), respectively. 

PCT was measured using a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ADVIA Centaur, Siemens, Erlangen, Germany). Samples above 

the measurement range (0.02–75.00 µg/L) were diluted. 

3. Review of clinical data

The total study population was sub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BC results and SIRS scores. SIRS was scored for the day 

blood cultures were ordered by retrospectively reviewing elec-

tronic medical records. The criteria for SIRS were the presence of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temperature >38˚C or <36˚C, heart 

rate >90 beats/min, respiratory rate >20 breaths/min or a ratio of 

arterial oxygen partial pressure to fractional inspired oxygen <32 

mmHg, white blood cell count >12,000/mm3 or <4,000/mm3, 

and immature bands >10% [6]. The criteria for qSOFA were respi-

ratory rate ≥22 breaths/min, altered mentation (Glasgow coma 

scale score <15), and systolic blood pressure ≤100 mmHg [1]. We 

also obtained data such as age, sex, acquisition type, ICU admis-

sion, emergency room admission, diagnosis, previous antimicro-

bial use in the last seven days, prognosis, microbiology culture re-

sults, white blood cell count, mental status, Glasgow coma scale 

score, and vital signs. Mental status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lert, nearly alert–very drowsy, and stupor–coma. The 

mental status of “alert” was assigned when a patient could follow 

commands in a timely fashion. Stuporous patients required vigor-

ous stimulation, and comatose patients could not respond appro-

priately to verbal nor painful stimuli. All the other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the nearly alert–very drowsy group.

4. Statistical analysis

Blood PCT levels and qSOFA scores were compared among the 

four groups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the Bonferroni 

post hoc test. 

The Youden index, a summary of the receiver operating char-

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was estimated to evaluate the di-

agnostic performance with logistic regression and area under the 

ROC (AUROC) curves. We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presence of sepsis as the binary dependent variable and PCT 

levels and qSOFA scores as predictor variables to calculate the 

predicted probability value of the combination of the two mark-

ers. This predicted probability value was also used to calculate 

the AUROC value for the combination of the two markers. Differ-

ences between the AUROCs were compared using the Delong 

method. 

Post -test probability and post-test odds were analyzed to deter-

mine whether PCT–qSOFA improves the diagnostic value [7]. We 

included group 3 in the sepsis group (groups 1, 2, and 3) in the 

post -test probability analysis. Group 3 corresponded to blood-

stream infection according to the CDC standard [5], and sepsis 

could not be completely excluded even though the criteria for S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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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arameters Group 1* (N=67) Group 2† (N=37) Group 3‡ (N=35) Group 4§ (N=65)

Age (yr)

   Median (IQR) 73.0 (62.7 to 81.8) 75.0 (53.7 to 83.3) 77.0 (71.0 to 81.8) 74.0 (63.3 to 82.0)

Sex (N, %)

   Male 29 (43.3) 20 (54.1) 21 (60.0) 37 (56.9)

   Female 38 (56.7) 17 (45.9) 14 (40.0) 28 (43.1)

ICU admission (N, %)

   Yes 7 (10.4) 5 (13.5) 5 (14.3) 6 (9.1)

   No 60 (89.6) 32 (86.5) 30 (85.7) 60 (90.9)

ER admission (N, %)

   Yes 31 (46.3) 18 (48.6) 18 (51.4) 43 (66.2)

   No 36 (53.7) 19 (51.4) 17 (48.6) 22 (33.8)

Admission diagnosis (N, %)

Gastrointestinal disease 17 (25.4) 6 (16.2) 5 (14.3) 14 (21.5) 

Cerebrovascular disease 1 (1.5) 3 (8.1) 0 (0.0) 5 (7.7) 

Diabetes mellitus 0 (0.0) 2 (5.4) 3 (8.6) 1 (1.5) 

Renal disease 17 (25.4) 3 (8.1) 14 (40.0) 9 (13.8) 

Pulmonary disease 7 (10.4) 12 (32.4) 6 (17.1) 18 (27.7) 

Cardiovascular disease 7 (10.4) 3 (8.1) 2 (5.7) 9 (13.8) 

Rheumatic disease 0 (0.0) 1 (2.7) 0 (0.0) 0 (0.0) 

Hematologic malignancy 2 (3.0) 0 (0.0) 1 (2.9) 1 (1.5) 

Solid tumor 6 (9.0) 2 (5.4) 2 (5.7) 4 (6.2) 

Others 10 (14.9) 5 (13.5) 2 (5.7) 4 (6.2) 

Previous antibiotics (<7 days) (N, %)

   Yes 24 (35.8) 6 (16.2) 10 (28.6) 4 (6.2)

   No 43 (64.2) 31 (83.8) 25 (71.4) 61 (93.8)

Prognosis (N, %)

   Survival 45 (67.2) 31 (83.8) 29 (82.9) 59 (90.8)

   90 day-mortality 22 (32.8) 6 (16.2) 6 (17.1) 6 (9.2)

Infection source (N, %)

   Blood 67 (100.0) 0 (0.0) 35 (100.0) 0 (0.0) 

   Urine 0 (0.0) 5 (13.5) 0 (0.0) 10 (15.4) 

   Sputum 0 (0.0) 4 (10.8) 0 (0.0) 4 (6.2) 

   Wound 0 (0.0) 2 (5.4) 0 (0.0) 0 (0.0) 

   Pleural 0 (0.0) 1 (2.7) 0 (0.0) 0 (0.0) 

   Bile 0 (0.0) 1 (2.7) 0 (0.0) 1 (1.5) 

Microbiology (N, %)

   S. aureus 21 (31.3) 3 (8.1) 7 (20.0) 4 (6.2) 

   E. faecalis 7 (10.4) 1 (2.7) 5 (14.3) 1 (1.5) 

   E. faecium 4 (6.0) 0 (0.0) 1 (2.9) 0 (0.0) 

   K. pneumoniae 10 (14.9) 3 (8.1) 6 (17.1) 3 (4.6) 

   E. coli 25 (37.3) 4 (10.8) 16 (45.7) 4 (6.2) 

   Othersll 0 (0.0) 2 (5.4) 0 (0.0) 3 (4.6) 

Polymicrobial BSI (N, %)

   Yes 10 (14.9) 0 (0.0) 3 (8.6) 0 (0.0) 

   No 57 (85.1) 37 (100.0) 32 (91.4)0 65 (100.0) 

*Group 1, bacterial sepsis (BSI+SIRS+); †Group 2, blood culture-negative sepsis (BSI-SIRS+); ‡Group 3, blood culture-positive without clinical symptoms (BSI+SIRS-); §Group 4, 
control (BSI-SIRs-); llOthers comprised S. agalactiae (N=1),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N=1), Bacteroides spp. (N=1), and P. mirabilis (N=2).
Abbreviations: BC, blood culture; N, number; IQR, interquartile range;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BSI, 
bloodstream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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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erence of procalcitoin and qSOFA score median values and the Mann–Whitney comparison of the four groups: (A) Procalcitonin, (B) qSO-
FA, (C) qSOFA in subjects outside the ICU. 
*Group 1, bacterial sepsis (BSI+SIRS+); †Group 2, blood culture-negative sepsis (BSI-SIRS+); ‡Group 3, blood culture-positive without clinical symp-
toms (BSI+SIRS-); §Group 4, control (BSI-SIRs-).
Abbreviations: PCT, procalcitonin; qSOFA, 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BSI, bloodstream infection;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
sponse syndrome; ICU, intensive care unit;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25th percentile to 7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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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not met. Not all patients with SIRS are septic, and there are 

subgroups of hospitalized patients, particularly at extremes of age, 

who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SIRS on presentation but who prog-

ress to multiple organ dysfunction [8]. 

Comparisons of SIRS and qSOFA scores in concordant and dis-

cordant groups were perform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the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We used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MedCalc version 19.4.1 (MedCalc, Mariakerke, Belgium) 

and Analyse-it Method Validation Edition software, version 4.60.4 

(Analyse-it Software Ltd, City West Business Park, Leeds, UK)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P values less than 0.05 were considered 

signi�cant.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bacterial sepsis group (group 1, N=67), 

BC-negative sepsis group (group 2, N=37), BC-positive group with-

out corresponding clinical symptoms or signs of sepsis (group 3, 

N=35),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evidence of sepsis (group 

4, N=65) are summarized in Table 1. 

2.  Comparisons of PCT and qSOFA scores in the four 

groups 

PCT levels did not signi�cantly differ between the four groups. 

The mean±standard deviations were 16.17±36.60 in group 1, 

3.36±9.58 in group 2, 16.45±37.26 in group 3, and 6.61±29.35 in 

group 4 (P=0.0963). In all the patients, the qSOFA scores of groups 

1 and 2 were sign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group 4 (P=0.0031 

for group 1 vs. group 4 and P=0.0068 for group 2 vs. group 4) (Fig. 

1). When patients in the ICU were excluded, the qSOFA scores of 

groups 1 and 2 were also sign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group 

4 (P =0.0279 for group 1 vs. group 4 and P =0.0048 for group 2 

vs. group 4). Group 2 vs. group 3 qSOFA scores were also signi�-

cantly different (P=0.0251) when patients in the ICU were excluded.

3. Diagnostic performance of PCT and qSOFA

We applied various PCT cutoff values to identify a better AUROC. 

In the ROC analysis, the AUROC of PCT (cutoff of >2.47 μg/L), 

qSOFA (cutoff of ≥1), and qSOFA (cutoff of ≥2) excluding pa-

tients in the ICU was 0.701, 0.628, and 0.610, respectively (Fig. 2). 

Fig.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comparison of PCT and qSOFA in sepsis. AUROC values are shown in parentheses.
Abbreviations: PCT, procalcitonin; qSOFA, 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ex. ICU, excluding subjects in the ICU; AURO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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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irwise comparison between areas under the ROC curve

Group Diagnostic test Difference between areas SE 95% CI Z statistics P-value

All subjects PCT vs. PCT–qSOFA 0.0164 0.0339 -0.0500 to 0.0828 0.483 0.6287

qSOFA vs. PCT–qSOFA 0.0898 0.0172 0.0561 to 0.123 5.229 <0.0001

PCT vs. qSOFA 0.0734 0.0451 -0.0150 to 0.162 1.627 0.1037

Subjects outside the ICU PCT vs. PCT–qSOFA 0.0254 0.0352 -0.0436 to 0.0944 0.722 0.4701

qSOFA vs. PCT–qSOFA 0.104 0.0218 0.0613 to 0.147 4.774 <0.0001

PCT vs. qSOFA 0.0785 0.0499 -0.0192 to 0.176 1.574 0.1155

Subjects in the ICU PCT vs. PCT–qSOFA 0.0392 0.222 -0.396 to 0.474 0.177 0.8598

qSOFA vs. PCT–qSOFA 0.0784 0.169 -0.254 to 0.410 0.463 0.6434

PCT vs. qSOFA 0.0392 0.0872 -0.132 to 0.210 0.45 0.6528

Abbreviations: PCT, procalcitonin; qSOFA, 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ROC,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ICU, in-
tensive care unit. 

Table 3. Post -test probability analysis results used to define the diagnostic value of the combined use of PCT and qSOFA scores for the identifica-
tion of patients with sepsis

Diagnostic test (cutoff) Cutoff Post -test Pr Post -test O LR+

PCT (μg/L) >2.47 0.875 7.000 3.27

qSOFA score in all subjects ≥1 0.772 3.391 1.59

qSOFA score, excluding subjects in the ICU ≥2 0.900 9.000 4.35

PCT–qSOFA score in all subsects >2.47 and ≥1 0.884 7.600 3.55

PCT–qSOFA score, excluding subjects in the ICU >2.47 and ≥2 0.900 9.000 4.35

Abbreviations: PCT, procalcitonin; qSOFA, 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Post -test Pr, post -test probability; Post -test O, post -test odds; LR+, positive likelihood ra-
tio; ICU, intensive care unit. 

The AUROCs of PCT (cutoff of >0.18 μg/L) and qSOFA (cutoff of 

≥1) of patients in the ICU were 0.765 and 0.725, respectively. The 

combination of PCT and qSOFA showed improved diagnostic per-

formance when compared with the qSOFA score alone. The AU-

ROC of PCT–qSOFA was 0.718 (all subjects), 0.714 (excluding sub-

jects in the ICU, Fig. 2), and 0.804 (subjects outside the ICU). The 

differences between AUROCs are summarized in Table 2. There 

was a sign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UROCs of PCT and PCT–

qSOFA in all patients. In addition, the AUROCs of qSOFA and PCT–

qSOFA were signi�cant even after excluding patients outside the 

ICU.

4.  Post-test probability analysis to define the diagnostic 

value of PCT-qSOFA 

When applied only to patients outside the ICU, the post -test prob-

ability (from 0.900 to 0.900) and positive likelihood ratio (from 4.35 

to 4.35) did not change with a qSOFA cutoff of 2 (Table 3). When 

applied to all subjects, PCT–qSOFA improved the post -test proba-

bility (from 0.772 to 0.884) and positive likelihood ratio (from 1.59 

to 3.55) with a cutoff qSOFA score of 1 (Table 3).

DISCUSSION

Sepsis is a severe disease and the primary cause of death from 

infection [9]. The clinical and biological phenotypes of sepsis de-

pend on the preexisting acute illness, long-standing comorbidi-

ties, medication usage, and interventions [10]. Sepsis differs from 

infection in that it is an aberrant or dysregulated host response 

and is associated with organ dysfunction [10]. 

The �rst de�nition of sepsis was based on SIRS and it included 

fever, tachypnea, hyperventilation, and leukocytosis [3]. The newly 

introduced Sepsis-3 de�nition that was established in 2016 de�ned 

the word “sepsis” as life-threatening organ dysfunction caused by 

a dysregulated host response to infection [1, 2]. However, the SOFA 

scoring system showed signi�cant discrepancies when used to 

distinguish organ failure from infections [11]. It was not easy to 

differentiate heterogeneous contexts, such as hypovolemia, se-

vere heart failure, or severe pulmonary embolism, from sepsis us-

ing SOFA scores [2], and the application of SOFA could delay the 

detection of sepsis before organ failure occurs. 

The current study evaluated the combination of PCT and qSOFA 

rather than SOFA because evaluating the qSOFA score is eas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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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and other medical workers who treat critical patients [1]. 

PCT is a well-known indicator that is useful for the early con�r-

mation of systemic in�ammation and provides guidance for anti-

biotic therapy [4]. There are many other biomarkers for sepsis, such 

as C-reactive protein (CRP), lactate, and cytokine levels. However, 

the CRP biomarker has a relatively low speci�city [4, 12]. Lactate 

concentration is inadequate for use as an early indicator, and cy-

tokine levels do not show a signi�cant advantage over PCT in this 

respect [4, 12]. Moreover, the application of PCT–qSOFA may be 

more convenient if PCT is measured using a point-of-care device 

at the bedside [13].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qSOFA alone is not satisfactory. 

Therefore, some modi�cations are needed if qSOFA or PCT is to 

be applied for the diagnosis of sepsis. Post -test probability analy-

sis was performed to de�ne the diagnostic value of PCT–qSOFA. 

By de�nition, pretest probability is the probability of the disease 

before the test (prevalence, true positive plus false negative/total 

sample). In contrast, post -test probability is the probability of the 

disease after the test (positive predictive value, true positive/true 

positive plus false positive). A qSOFA score was proposed for the 

non-ICU setting; an initial retrospective analysis indicated that 

qSOFA scores could be a useful clinical tool, especially for physi-

cians and other practitioners working outside the ICU [1, 2]. The 

post -test probability of the combination of PCT and qSOFA scores 

remained the same after excluding patients in the ICU from the 

analysis. However, PCT–qSOFA scores of all patients showed im-

proved post-test probability (from 0.772 to 0.884) and a positive 

likelihood ratio (from 1.59 to 3.55), implying that PCT–qSOFA de-

tected 11.2% more sepsis events than qSOFA alone (88.4% vs. 77.2%).

Although this was the �rst attempt to combine PCT and qSOFA 

for the diagnosis of septicemia in Korea, other biomarkers are 

also needed to evaluate the diagnostic performance. Although the 

qSOFA score is known to be applicable to patients in the ICU, we 

attempted to apply it to all patients, including patients in the ICU, 

and found that PCT–qSOFA showed meaningful results with the 

modi�cation of criteria from the presence of 2 or more qSOFA 

points to one. 

There has been debate regarding suspicions of the diagnostic 

accuracy of SOFA and qSOFA on the basis of the Sepsis-3 de�ni-

tion [14]. The new de�nition requires the presence of organ fail-

ure. Additionally, the SIRS criteria have been deleted altogether. 

Many heterogeneous contexts (for example hypovolemia, cardiac 

failure, and pulmonary embolism) were misdiagnosed as sepsis 

with qSOFA. On the contrary, hypoxemia, renal failure, coagula-

tion defects, and hyperbilirubinemia could be missed with qSOFA. 

This may be the reason qSOFA was proposed for the non-ICU set-

ting initially. We are of the opinion that PCT responds to systemic 

in�ammatory response and compensates for qSOFA.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a single-center analysis 

involving fewer subjects. A multicenter study is needed to secure 

more evidence. In conclusion, PCT–qSOFA is useful for evaluat-

ing sepsis in the ICU setting also. We recommend the application 

of PCT–qSOFA for the diagnosis of sepsis, regardless of ICU ad-

mission.

요  약

배경: 패혈증은 위중한 질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

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PCT)과 신속 순

차장기부전평가(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qSOFA)

를 함께 사용하면 패혈증 환자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알

아보는 것이다. 

방법: 총 204명의 환자를 혈액배양 결과 및 SIRS 기준(>2/4) 충족 

유무에 따라 세균 패혈증군(N=67), 혈액배양 음성 패혈증군(N=37), 

패혈증 그룹과 일치하는 임상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혈액배양 양

성군(N=35) 및 패혈증의 증거가 없는 대조군(N=65)의 네 개의 군

으로 분류하였다. PCT–qSOFA의 유용성은 사후확률분석으로 평

가하였다.

결과: 중환자실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에서 qSOFA와 PCT를 

병합하면 사후확률이 0.772에서 0.884로 증가하고, 양성우도비도 

1.59에서 3.55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환자실 환자를 제외한 경우 

진단성능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중환자실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에서 qSOFA와 PCT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패혈증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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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그리고 직접염기서열분석법(Sanger sequencing) 등이 활용

되면서 빠르게 발전하였다[2]. 하지만 이런 고식적인 방법들은 노

동력 및 시간이 많이 들고, 잘 알려지지 않은 클론을 검출하기에는 

부적합하다[3]. 최근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은 한 번 분석에 여러 환

자와 많은 종류의 유전자에 대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하다[4]. 

AML은 분화되지 않은 골수 전구 세포의 클론성 증식이 특징으

로, 이로 인해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5]. AML에서의 염색

체 구조 변이는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진단과 예후 판정의 표지자로 

잘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약 50%의 AML 환자는 염색체 구조 변이

가 없는 정상 핵형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핵형 분석을 이용한 진단

과 예후 분류는 어려웠다[6]. 최근에는 NGS가 개발되어 동시에 여

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쉽게 검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European Leukemia Network (ELN)는 AML의 분류에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활용하고 있다[7-9]. 2016 WHO 분류에서는 

NPM1, CEBPA, FLT3-ITD, RUNX1 등의 유전자 변이들의 중요성

서  론

급성골수성백혈병(AML)과 골수이형성증후군(MDS)은 골수성 

악성 종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질환이다[1]. 이 질환

들의 진단법은 세포유전학,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반의 분자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NGS 골수성 패널 검사: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경험
Next-Generation Sequencing Myeloid Panel Test for Patients with AML and MDS: 
Experience in a Tertiary Care Hospital

문선호·서헌석·전창호·이아진·유은형·김상경
Seon-Ho Mun, M.D., Hun Suk Suh, M.D., Chang-Ho Jeon, M.D., A-Jin Lee, M.D., Eun-Hyung Yoo, M.D., Sang-Gyung Kim, M.D.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교실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원저
Lab Med Online
Vol. 11, No. 1: 40-46, January 2021
https://doi.org/10.47429/lmo.2021.11.1.40

진단혈액학

Corresponding author: Sang-Gyung Kim, M.D. 

 https://orcid.org/0000-0001-6596-4175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42472, Korea
Tel: +82-53-650-4145, Fax: +82-53-653-8672, E-mail: sgkim@cu.ac.kr

Received: May 25, 2020
Revision received: August 30, 2020
Accepted: September 2, 2020

This article is available from https://www.labmedonline.org
 2021, Laboratory Medicine Onl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ackground: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can be used for detecting gene mutations in various patients. The NGS myeloid 
panel test can be specifically used for patients with a myeloid neoplasm. In this study, the NGS myeloid panel test was used for patients with AML 
and MDS,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reported retrospectively.
Methods: Thirty-two NGS myeloid panel test result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Oncomine Myeloid Research Assay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and Ion Torrent S5 XL (Thermo Fisher Scientific) were used for sequencing, and variant annotation was performed using Ion Reporter Software 
(Thermo Fisher Scientific). Filtered variants were classified into tiers 1, 2, and 3,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guidelines.
Results: Eighty-seven variants were detected from 32 cases, and 30 cases (94%) had at least 1 variant classified into tier 1 or 2. The most fre-
quently detected mutated gene in patients with AML was DNMT3A (N=8) and that in patients with MDS was U2AF1 (N=4). Gene mutations were 
not detected in patients with MDS with single lineage dysplasia.
Conclusions: Clinically useful genetic mutations were found in patients with AML and MDS through an NGS myeloid panel test. Although there 
are limitations to this study due to the small number of cases, som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genetic pro-
files of AML patients in other studies. Further evaluation of the genetic profile of myeloid neoplasm is needed, and the NGS myeloid panel test can 
be useful for this.

Key Words: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Acute myeloid leukemia (AML), Myelodysplastic syndrome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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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2017 ELN에서는 NPM1, FLT3-ITD, ASXL1, 

TP53, RUNX1 등의 유전자 변이들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준다

고 분류하였다[3, 8, 9]. 이 외에도 유전자 변이는 치료에도 영향을 

주는데, FLT3, IDH1, IDH2 등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표적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MDS는 골수 전구 세포의 이형성과 조혈 기능의 장애로 인한 말

초혈액의 혈구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클론성 골수 종양 질환으

로[8], 성인에서의 후천적 골수 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MDS 환자의 약 90%에서 유전

자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SF3B1, TET2, SRSF2, ASXL1, DNMT3A, 

RUNX1, U2AF1, TP53 등의 변이가 흔한 걸로 알려져 있다[8]. 이 

중 SF3B1 변이는 환형 철적혈모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11]. MDS의 예후 판정은 일반적으로 핵형 분석을 통한 염색체 변

이를 기반으로 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IPSS)

을 흔하게 이용하지만, 이 내용과 독립적으로 TP53, EZH2, ETV6, 

RUNX1, ASXL1 등의 유전자 변이가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12, 13].

NGS는 골수 종양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

었고, 수백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들을 사용하였다[4, 

14]. 하지만 이러한 패널들은 연구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실제 임상

에서 진료에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복잡하면서 진단을 늦출 수 있고, 획득한 추가 자료들도 대부분 

임상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3]. 따라서 NGS를 

실제 임상에서 이용하기 위한 골수 종양 질환에 특이적인 유전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NGS 골수성 패널 검사

가 등장하였다. 이 패널 검사는 targeted sequenc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대개 25-50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업적 NGS 골수성 패널 검사를 AML 및 

MDS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나온 결과들을 후향적으로 정

리해보았다. 그 결과 AML 및 MDS 환자들에게서 각각 의미 있는 

유전자 변화를 검출할 수 있었고, 저자들의 병원에서는 임상에서 

잘 이용하고 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환자와 검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본원 진단검사의학

과로 NGS 검사 시행을 위해 의뢰된 골수 검체 중 AML로 진단받은 

20례와 MDS로 진단을 받은 12례를 포함하는 총 32례 환자들의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AML 20명은 2016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아형으로 분류하면 Acute myelomono-

cytic leukemia (AMMoL) 4명, AML with maturation 4명, AML with 

myelodysplasia related change (AML-MRC) 3명, AML without mat-

uration 3명, AML with mutated NPM1 2명, AML with RUNX1 2명, 

AML with bialleic mutation of CEBPA 1명, pure erythroid leuke-

mia 1명이었다. MDS 환자 12명은 MDS with single lineage dyspla-

sia (MDS-SLD) 2명, MDS with multilineage dysplasia (MDS-MLD) 

3명, MDS with excess blasts 1 (MDS-EB1) 4명, MDS with excess 

blasts 2 (MDS-EB2) 2명, MDS with isoated del(5q) 1명이었다. 일부 

AML 환자에서는 고식적 유전자(NPM1, FLT3, CEBPA) 변이 검사

도 시행되었다[8]. 이 32명의 환자는 남성 11명과 여성 21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66세(범위 37-84세)였다. 

DNA는 각 환자들의 골수 검체에서 QIAamp DNA Blood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Qubit ds-

DNA HS Assay Kit (Thermo Fisher Scienti�c, Waltham, USA)과 

Qubit 3.0 Fluorometer (Thermo Fisher Scienti�c)를 사용하여 정량

화되었다.

2. NGS 라이브러리(library) 제작과 염기서열 분석

각 환자들의 검체들은 Oncomine Myeloid Research Assay (Thermo 

Fisher Scienti�c)와 Ion Chef System (Thermo Fisher Scienti�c)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타겟 증폭을 하였다. On-

comine Myeloid Research Assay는 526개의 amplicon을 포함하고 

40개의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며, 이 유전자들은 full coding exon

을 확인하는 17개의 유전자(ASXL1, BCOR, CALR, CEBPA, ETV6, 

EZH2, IKZF1, NF1, PHF6, PRPF8, RB1, RUNX1, SH2B3, STAG2, 

TET2, TP53, and ZRSR 2)와 hotspot을 확인하는 23개의 유전자

(ABL1, BRAF, CBL, CSF3R, DNMT3A, FLT3, GATA2, HRAS, IDH1, 

IDH2, JAK2, KIT, KRAS, MPL, MYD88, NPM1, NRAS, PTPN11, 

SETBP1, SF3B1, SRSF2, U2AF1, and WT1)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

된 DNA 라이브러리는 Ion Torrent S5 XL (Thermo Fisher Scien-

ti�c)을 사용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해석

Human genome build 19를 레퍼런스로 하여 Torrent Suite Soft-

ware version 5.10 (Thermo Fisher Scienti�c)을 이용해 base calling

과 alignment를 시행하였다. 변이에 대한 주석을 다는 과정은 Ion 

Reporter Software version 5.10.1.0 (Thermo Fisher Scienti�c)을 이

용해 수행하였다. 주석이 달린 변이들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

이를 가려내기 위해 SNV indel(5.6) �lter chain과 Oncomine Vari-

ants(5.10) �lter chain을 적용해 필터링하였고, 추가적으로 synony-

mous, intronic, 그리고 다형성인 변이들을 제외하였다. COSMIC 

database (http://cancer.sanger.ac.uk/cosmic)와 ClinVar database 

(http://www.ncbi.nlm.nih.gov/clinvar)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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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제외하였다. 필터링을 거친 각 변이들은 Integrative Genom-

ics Viewer (IGV)를 사용해 검토하였고[16],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를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적 의의가 강한 변이를 의미하는 Tier 1, 임상적 의의가 

있을 수 있는 변이를 의미하는 Tier 2, 임상적 의의가 불분명한 변

이를 의미하는 Tier 3으로 분류하였다[17]. Tier 1이나 Tier 2에 해당

하는 변이가 1개 이상 발견된 환자는 해당 검사를 의뢰한 주치의

에게 NGS 검사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는 유전자 변이(clinically sig-

ni�cant variant)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양성 혹은 양성 가능

성이 높은 변이를 의미하는 Tier 4는 필터링 과정에서 이미 제외되

었기에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결  과

총 32명 환자 중 30명(94%)의 환자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변이가 

발견되었으며(Fig. 1), 환자 1명당 평균 약 2.7개의 변이가 발견되었

다(범위 0-6개). 변이가 1개 이상 발견된 30명에서 총 87개의 변이

가 확인되었고, 이 변이들을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했을 때[17], Tier 1 변이가 39개

(45%), Tier 2 변이가 30개(34%), Tier 3 변이가 18개(2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검사 대상 환자들 중 Tier 1이나 Tier 2에 해당

하는 변이가 최소 1개 이상 발견된 환자는 29명(91%)이었다.

총 20명의 모든 AML 환자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변이가 발견되

Fig. 1. Number of mutations per patient detected using the NGS my-
eloid panel test. Data include those for 20 patients with AML and 12 
patients with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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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tation status matrix. 87 detectable mutations are represented by colored boxes (green, orange, and black for tiers 1, 2, and 3 mutations, 
respectively). (A) Includes 20 patients with AML. (B) Includes 12 patients with MDS.

A

DNMT3A

TET2

IDH2

NRAS

RUNX1

ASXL

CEBPA

FLT3

GATA2

NPM1

WT1

PHF6

SF3B1

BCOR

CSF3R

KRAS

MPL

NF1

SRSF2

TP53

ZRSR2

Patient No. 18 2 6 3 12 20 9 15 7 8 13 10 14 11 17 5 4 19 1 16

B

U2AF1

ASXL1

RUNX1

TET2

BCOR

CBL

CEBPA

DNMT3A

IDH1

KIT

PRPF8

TP53

Patient No.  23 28 29 24 22 21 26 25 30 27 31 32

었으며(Fig. 1, Table 1), 환자 1명당 평균 3.2개의 변이가 발견되었다

(범위 1-6개). AML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변이된 유전자

는 DNMT3A (N=8)였고, 그 뒤를 이어 TET2 (N=7), IDH2 (N=5), 

NRAS, RUNX1 (모두 N=4), ASXL, CEBPA, FLT3, GATA2, NPM1, 

WT1 (모두 N=3), PHF6, SF3B1 (모두 N=2), BCOR, CSF3R, KRAS, 

MPL, NF1, SRSF2, TP53, 그리고 ZRSR 2 (모두 N=1)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Fig. 2A). AML 환자 총 13명에서는 NPM1, FLT3, CE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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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32 patients in this study

No.
Sex/
Age

Subtype* Tier 1 variant† Tier 2 variant† Tier 3 variant† Karyotype
Conventional genetic  

test results

  1 F/77 AMMoL CEBPA p.E148fs Not detected Not detected Normal NPM1-, FLT3-, CEBPA+
  2 M/59 AMMoL FLT3 ITD (33 bp)

RUNX1 p.D198G
DNMT3A p.D531fs GATA2 p.G320S

TET2 p.S69R
Normal NPM1-, FLT3+, CEBPA-

  3 F/83 AMMoL NPM1 p.W289fs DNMT3A p.R882C
TET2 p.Q916*

TET2 p.C1273F Normal NPM1+, FLT3-, CEBPA-

  4 M/73 AMMoL FLT3 ITD (24 bp)
RUNX1 p.R107G
RUNX1 p.G87fs

ZRSR2 p.E118fs Not detected Normal Not tested

  5 F/57 AML with biallelic mutation  
in CEBPA

CEBPA p.P23fs
CEBPA p.L315_

E316insT

NRAS p.Q61H
NRAS p.G13D
WT1 p.R462W

CSF3R p.T648I +21 NPM1-, FLT3-, CEBPA+

  6 F/66 AML with maturation IDH2 p.R140Q DNMT3A p.R882C MPL p.*636Wext*13 add(22p) NPM1-, FLT3-, CEBPA-
  7 F/75 AML with maturation ASXL1 p.Q588* TET2 p.E1411fs

WT1 p.A382fs
PHF6 p.E152* Normal NPM1-, FLT3-, CEBPA-

  8 F/65 AML with maturation IDH2 p.R172K
ASXL1 p.E635fs

TET2 p.S1758* Not detected Normal Not tested

  9 M/73 AML with maturation DNMT3A p.R882H KRAS p.G12D Not detected -7, add(8q) NPM1-, FLT3-, CEBPA-
10 F/37 AML with minimal  

differentiation
CEBPA p.K298N
IDH2 p.R172K

Not detected PHF6 p.L324P t(1;2) NPM1-, FLT3-, CEBPA+

11 F/68 AML-MRC Not detected NRAS p.G12D GATA2 p.L359V del(5q) NPM1-, FLT3-, CEBPA-
12 M/79 AML-MRC IDH2 p.R140Q

RUNX1 p.I342fs
RUNX1 p.S322*

DNMT3A p.F827fs
SF3B1 p.K700E

Not detected Normal NPM1-, FLT3-, CEBPA-

13 F/51 AML-MRC Not detected TET2 p.F868L WT1 p.H465R Normal Not tested
14 F/79 AML with mutated NPM1 IDH2 p.R140Q

NPM1 p.W288fs
Not detected Not detected Normal NPM1+, FLT3-, CEBPA-

15 F/84 AML with mutated NPM1 NPM1 p.W288fs NRAS p.G13D
DNMT3A p.R659P

TET2 p.L1899H Normal Not tested

16 M/77 AML with RUNX1-RUNX1T1 FLT3 ITD (39 bp) Not detected GATA2 p.A372T -Y, t(8;21) Not tested
17 F/54 AML with RUNX1-RUNX1T1 Not detected NRAS p.G13D Not detected t(8;21) Not tested
18 F/77 AML without maturation RUNX1 p.A149E BCOR p.K1972fs

DNMT3A p.R882H
DNMT3A p.W860R
SRSF2 p.P95L

Not detected Normal Not tested

19 M/66 AML without maturation ASXL1 p.E705* NF1 p.S2597fs TP53 p.E271K add(7q), add(17p) NPM1-, FLT3-, CEBPA-
20 F/66 Pure erythroid leukemia Not detected DNMT3A p.R729W

TET2 p.D1587fs
Not detected Complex >3 abnormality NPM1-, FLT3-, CEBPA-

21 F/47 MDS with isolated del(5q) ASXL1 p.D1000G Not detected Not detected del(5q) Not tested
22 M/62 MDS-EB1 ASXL1 p.A640fs

KIT p.D816V
RUNX1 p.Q185fs

Not detected CEBPA p.Q83fs Normal Not tested

23 F/58 MDS-EB1 RUNX1 p.S293fs
RUNX1 p.P263fs

U2AF1 p.Y158_E159dup Not detected +1, der(1;7)(q10;p10) Not tested

24 M/60 MDS-EB1 U2AF1 p.Q157P Not detected PRPF8 p.I1571M Normal Not tested
25 F/70 MDS-EB1 Not detected TET2 p.F868L Not detected Normal Not tested
26 F/70 MDS-EB2 RUNX1 p.R107C IDH1 p.R132C DNMT3A p.R882H Normal Not tested
27 M/77 MDS-EB2 TP53 p.R273H Not detected Not detected Complex >3 abnormality Not tested
28 F/74 MDS-MLD ASXL1 p.Y591*

CBL p.P417S
U2AF1 p.Q157P

Not detected Not detected Normal Not tested

29 M/76 MDS-MLD U2AF1 p.Q157H TET2 p.Q831* TET2 p.K944del Normal Not tested
30 F/60 MDS-MLD Not detected Not detected BCOR p.E630K Normal Not tested
31 F/50 MDS-SLD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Normal Not tested
32 M/58 MDS-SLD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Complex >3 abnormality Not tested

*Subtypes at diagnosis we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 [8]. †Varia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of Molecu-
lar Pathology guidelines [16]. 
Abbreviations: AMMoL, acute myelomonocytic leukemia; AML-MRC, AML with myelodysplasia related change; MDS-EB, MDS with excess blasts; MDS-MLD, MDS with mul-
tilineage dysplasia; MDS-SLD, MDS with single lineage dys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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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식적 유전자 변이 검사가 시행되었고, 

NGS myeloid 패널 검사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MDS 환자에서는 12명 중 10명(83%)에게서 1개 이상의 변이가 

발견되었고(Fig. 1, Table 1), 환자 1명당 평균 약 1.9개의 변이가 발

견되었다(범위 0-4개). MDS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변이

된 유전자는 U2AF1 (N=4)였고, 그 뒤로 ASXL1, RUNX1 (모두 

N=3), TET2 (N=2), BCOR, CBL, CEBPA, DNMT3A, IDH1, KIT, 

PRPF8, TP53 (모두 N=1)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Fig. 2B). 2명

(17%)의 MDS 환자가 MDS with single lineage dysplasia (MDS-

SLD) 아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2명 모두 NGS 검사에서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 나머지 10명(83%)의 다른 MDS 아형을 

가진 환자들은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변이가 발견되었다.

고  찰

골수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위한 NGS 검사를 시작한 

후 약 1년간 의뢰를 받았던 32례의 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

하였고, 적은 증례 수로 인한 한계점이 있지만 여러 의미 있는 결과

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검사 대상 중 94% (30명)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변이를 발견했으며, 91% (29명)의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의

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Tier 1 혹은 Tier 2 변이가 최소 1개 이상 검

출되었다. Levy 등은 380명의 골수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NGS 

myeloid 패널 검사를 하였는데, 192명(50.5%)의 환자에서 Tier 1 혹

은 Tier 2 변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8]. 본 연구 결과와 큰 차

이를 보이는데, 이는 Levy 등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골수 증식성 질

환이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등 다양한 종류의 

골수성 종양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AML과 MDS 환자들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고 추측된다. 실제로 Levy 등이 보고한 결과에서 AML 환자군에서

는 80.8%, MDS 환자군에서는 67.8%에서 Tier 1 혹은 Tier 2 변이가 

검출되어 다른 골수성 종양 질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18]. 따라

서 골수성 종양 질환, 특히 AML 및 MDS 환자들에 대해서는 NGS 

myeloid 패널 검사가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AML 환자들에서 DNMT3A, TET2, IDH2 순으

로 변이가 자주 나타났다. 특히 DNMT3A의 변이가 AML 환자 중

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는데(8명, 40%), DNMT3A는 DNA 메틸화

에 관련된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다[6]. 현재 세계보건기구 진단 기

준에 DNMT3A의 변이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8], 일부 연구에서 

DNMT3A 변이가 나쁜 예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19], 반대로 

DNMT3A 변이와 함께 NPM1 및 NRAS 변이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예후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어 DNMT3A 변이의 예후

에 관해서도 아직 논란 중이다[5]. Ley 등이 분석한 200명의 AML 

환자군에서는 FLT3, NPM1, DNMT3A 순으로 유전자 변이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6], Alonso 등이 분석한 162명의 AML 

환자군에서는 NPM1, DNMT3A, FLT3 순으로 자주 변이가 자주 

나타났다[3]. 두 연구에서 자주 나타났다고 보고된 유전자 변이는 

본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 본 연구의 적은 증

례 수로 인한 한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Ley 등[6]은 미국, 

Alonso 등[3]은 스페인에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

행한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인종 차이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내 AML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적 프로파일 관련 

연구에서는, Shin 등이 분석한 114명의 AML 환자군에서는 FLT3, 

NPM1, DNMT3A 순으로 변이가 자주 나타나 해외의 연구들과 비

슷한 양상을 보였으나[20], Kim 등이 215개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

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분석한 95명의 AML 환자군에서

는 FLT3, NPM1, ASXL1 순으로 변이가 자주 나타나 해외의 연구

들과 차이를 보였다[14]. 본 연구 및 한국 내 AML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으며[14, 20], 

따라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인 AML 환자들

에 대한 유전적 프로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MDS 환자군에서는 U2AF1, ASXL1, RUNX1 순으

로 변이를 자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다. U2AF1 변이는 연구 대상 

MDS 환자의 33% (4명)에서 나타났는데, U2AF1은 스플라이소솜

(spliceosome)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알려져 있다[21]. 특히 U2AF1, 

SF3B1, SRSF2와 같은 스플라이소솜 구성 요소들에 나타나는 변

이는 AML과 비교했을 때 특히 MDS에 특이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21]. U2AF1 변이의 예후에 관해서는 논란 중이나, 최근에 발표된 

2013년에서 2019년까지의 MDS 환자의 U2AF1 변이 관련 연구 및 

증례 보고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U2AF1 변이가 안 좋은 예

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2]. Papaemmanuil 등이 738명의 M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F3B1 변이가 가장 흔하게 나타

났고, 그 뒤로 TET2, SRSF2 등의 변이가 자주 나타났다[23]. 한국 

내 MDS 환자들의 유전적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

어 인종 차이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증례 수가 매

우 적은 관계로 추가적인 증례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MDS-SLD로 분류된 환자 2명은 모두가 NGS my-

eloid 패널 검사에서 변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MDS의 유전적 프로

파일에 대해서 분석한 Papaemmanuil 등의 연구와 Haferlach 등의 

연구에서는 MDS 환자의 약 10-26%에서 변이가 1개도 검출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23, 24]. 또한 이 연구

들은 MDS의 아형을 2008년 세계보건기구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하였는데, MDS-SLD와 진단 기준이 가장 비슷한 아형인 MDS with 

refractory anemia의 약 40-50%에서 변이가 1개도 발견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다[23, 24]. 따라서 MDS-SLD 아형으로 진단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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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NGS myeloid 패널 검사의 비용을 고려하여 검사의 필요

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년 동안 시행한 32예의 AML 및 

MDS 환자들에 대한 NGS 골수성 패널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진 유전자 변이들이 발견되었는데, MDS보다는 

AML에서 더 많은 변이가 있었고, AML 환자의 경우 20명 환자 모

두에서 Tier 2 이상의 변이가 나왔고, MDS의 경우 MDS-SLD에서

는 변이가 나오지 않았다. AML 환자에서 가장 자주 발견된 변이 

유전자인 DNMT3A는 DNA 메틸화에 관련된 유전자이며, MDS 환

자에서는 스플라이소솜(spliceosome)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U2AF1 

유전자의 변이가 가장 자주 발견되어 AML과 MDS 환자들 유전자 

변이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적은 수의 증례이나 본

원에서 시행한 NGS 골수성 패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및 해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AML 및 MDS 유전자 프로파일을 비교해 보았

는데, AML 환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프로파일에 일부 차이가 나타

났으며, 국내 MDS 환자들에 대한 유전자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보

고된 바가 없어 이 질환들의 유전자 프로파일에 대해 국내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ML 및 MDS 

국내 환자들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NGS 골수성 패널 검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배경: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은 최근에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며, NGS 골수성 패널 

검사는 골수 종양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특이적이다. 본 연구에서

는 NGS 골수성 패널 검사를 급성골수성백혈병(AML) 및 골수이형

성증후군(MDS)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나온 결과들을 후

향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총 32명 환자의 NGS 골수성 패널 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Oncomine Myeloid Research Assay (Thermo Fisher 

Scienti�c, USA)와 Ion Torrent S5 XL (Thermo Fisher Scienti�c)이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되었고, 변이에 대한 주석을 다는 과정은 Ion 

Reporter Software (Thermo Fisher Scienti�c)로 시행하였다. 필터

링을 거친 각 변이들은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Tier 1, 2 그리고 3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32명 환자에서 총 87개의 변이가 확인되었고, 30명(91%)의 

환자에서 Tier 1 혹은 2로 분류되는 변이가 최소 1개 이상 발견되

었다. AML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변이된 유전자는 DN-

MT3A (N=8)였고, MDS 환자에서는 U2AF1 (N=4)의 변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MDS with single lineage dysplasia 환자에서는 

변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결론: NGS 골수성 패널 검사를 통해 AML과 MDS 환자에서 임상

적으로 유용한 유전자 변이들이 발견되었다. 비록 적은 증례 수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타 연구들에서 나타

난 AML 환자의 유전적 프로파일에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골수 종

양 질환의 유전적 프로파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해 NGS 골수성 패널 검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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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란 진료의 대가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

는 보상 방식을 의미하며 의료비, 의료의 질 등에 많은 영향을 준

다[1, 2].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 시부터 행위별수가제(fee-for-

service)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포괄수가제

(bundled payment; diagnosis-related group), 신포괄수가제(new 

diagnosis-related group based payment), 일당진료비(daily charge)

가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의료공급자의 제도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

으나,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3, 4]. 반

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이나 환자군 별로 미리 정해져 있는 수

가가 산정되는 지불제도로 진료 및 경영 효율성, 비용절감 측면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유무에 따른 신포괄수가제와 그 영향에 
대한 인식 비교
Physicians’ Understanding of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 (NDRG) Payment System 
According to NDRG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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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medical insurance payment system can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quality of care, medical expenses, and laboratory test 
utilization.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 (NDRG) is a mixed payment system implemented throughout many hospitals. To date, physicians’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NDRG system has received minimal research attention. We hav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doctors affiliated with vari-
ous hospitals. 
Methods: Forty-two NDRG participating public hospitals (participant group), and 84 non-participating hospitals (non-participant group) were in-
cluded in this study. Three physicians per hospital (clinical pathologist, internist, and surgical specialist)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about the influence of the NDRG system. A total of 116 doctors (32.5%) responded. 
Results: Recognition of the NDRG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participant group than among non-participants (87.9% vs. 45.8%, P =0.001).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expected introduction of the NDRG to help reduce medical overuse and length of stay, while about 80% expected a 
negative impact on overall quality of care and quality control for laboratory tests, irrespective of group. In terms of patient satisfaction and inpa-
tient laboratory test utilization, the participant group responded more positively.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had some knowledge of quality in-
centives, and about 90% agreed with the need for additional rates or application of quality incentives under the NDRG system.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physicians’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NDRG system was quantitatively assessed, and some areas in need 
of reform were addressed.

Key Words: New diagnosis-related group payment system, Physicians’ understanding, Laboratory test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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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점이 있으나 의료공급자의 제도 수용성이 낮으며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5-7]. 

신포괄수가제는 기본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고가의 의료서비

스와 의사의 시술행위 등 특정진료는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혼

합지불제도로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화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7].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범사업 형태로 참

여하였으며[2, 7],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참

여하면서 2020년 1월 현재 총 99개 의료기관(공공 46개, 민간 53

개)이 참여하고 있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진단검사의학 검사량 및 검사의 품질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검사량이 많을수록 의

료공급자의 수익이 증대되므로 적정 진료수준 이상으로 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할 소지가 있는 반면[8], 포괄 또는 신포괄수가제에

서는 미리 질병군에 따라 결정된 수가가 있으므로 비용절감 목적

으로 검사를 최소한으로 시행하거나 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과소

활용 가능성이 있다[3, 9]. 포괄 또는 신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

행태에도 영향을 주어 입원 기간 중 검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입

원 전이나 퇴원 후 외래로 검사 시행을 전이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9, 10]. 또한 신포괄수가제는 검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2017년 7월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와 관련이 있다.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는 추가적으로 최대 4%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포괄 또는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가산수가가 적용되고 있

지 않다[11]. 따라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에서는 내·외부정도관

리 등 검체검사 질 관리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여 품질 저하 우려

가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의료기관에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영향

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전 평가에 의하면 신포

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 참여병원의 보장률은 증가하였으나 재원

일수 및 진료비 감소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미하였다[12, 13]. 

또한 수가 대비 정책가산의 높은 비중, 질병군별 분류 현실화 필요

성, 같은 질병군 내 중증도 및 합병증 동반 여부 미반영 등의 문제

점이 지적되었다[14].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을 조사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2013년 33개 지방의료원 임상의사 255명

을 대상으로 시행된 신포괄수가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5.9%

가 신포괄수가제에 찬성하였다[15]. 찬성 측면의 의견으로 환자 부

담 진료비 감소가 가장 많았고 과소 및 과대 진료의 예방이 그 다

음으로 많았으며 반대 측면의 의견으로는 진료 중증도 평가가 합

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모든 질병에 적용하기 어렵

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조군 없이 

참여기관의 의사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

의 의사 간 인식 차이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침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

범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진단검사의학 측면에

서 검체검사 질 가산료의 신설 및 신포괄수가제 하에서의 미적용 

등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신포괄수가제 참여여부에 따른 임

상의사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간 신포괄수가제 및 검체검사 질 가

산에 대한 시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가 진단

검사의학 검사의 처방량 및 검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는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및 

비참여기관의 내외과계열 전문의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를 대상

으로 신포괄수가제 도입 효과 및 영향, 진단의학검사 검사량 변화,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비참여기관의 

임상의사(내과계열 및 외과계열)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를 대상

으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과 인식, 제도 도입 후 입원환자 검

체검사 처방량 변화(또는 예측변화량),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기 위한 횡단면연구(cross sectional study)이다. 

2. 연구 대상기관 및 참여기관, 연구 참여자

2018년 9월 이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42개 

의료기관 및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84개 의료기관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은 모두 공공의료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지

방의료원 40개였다. 신포괄수가제 비참여기관은 병상 규모를 기준

으로 1:2 개별 짝짓기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은 100병상 미만 4개, 100-500병상 33개, 500병상 이상 5개

였으며, 비참여기관은 100병상 미만 8개, 100-500병상 66개, 500병

상 이상 10개였다. 종별에 따라 분류하면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은 종합병원 33개, 병원 9개였으며, 비참여기관은 종합병원 71개, 

병원 12개, 상급종합병원 1개였다. 설문 대상자수는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115명(진단검사의학 31명, 내외과계열 84명), 비참여기관 

242명(진단검사의학 74명, 내외과계열 168명)이었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과 대상자는 47개 기관, 116

명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15개, 33명(진단검사의학 12명, 내

과계열 10명, 외과계열 11명), 비참여기관 32개, 83명(진단검사의학 

32명, 내과계열 26명, 외과계열 25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설문조

사 응답률은 32.5%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소속 28.7% (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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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기관 소속 34.3% (83/242)이었다. 내외과계열 전문의의 응답

률은 28.6% (72/252),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응답률은 41.9% (44/ 

105)이었다.

3. 연구 도구 및 변수

1) 연구도구: 설문지 개발

진단검사의학, 예방의학 및 임상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회

의를 통해 1차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의 적절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2개(서울의료원, 국

립중앙의료원) 및 비참여기관 2개(건국대병원, 일산백병원)의 전

문의 12명(진단검사의학 4명, 내과계열 4명, 외과계열 4명)을 대상

으로 예비 설문 및 의견 수렴을 시행하고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2) 변수: 설문내용

주요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식과 의견,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처방량 변화

에 대한 예측,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식과 의견이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소속기관 근무

연수, 전공과목, 소속기관의 종별구분, 병상 수 및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 참여시기였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와 의견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포

괄수가제에 대한 인지(“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

다”), 2) 신포괄수가제의 4가지 정책 목표(과잉의료 감소, 재원 기

간 단축,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지불 정확성 개선)에 대한 달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신포괄수가제가 3가지 측면(전반적인 의료의 질, 진

단검사의학 질 관리, 환자의 만족도)에 미칠 영향(“매우 긍정적”,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르겠음”).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검사 처

방량의 변화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포괄수가제 참여 전

과 비교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임상의사(선생님을 포함하여)의 진

단검사의학 영역 검사 처방량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는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감소하였다. 또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변화

가 없다. 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증가하였다. 또는 증가하였

을 것이다”), 2) (감소로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병원 경영진이 

임상의에게 신중한 검사처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임상의 스

스로 더 신중히 검사를 처방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 “임상의가 

해당 검사를 입원 전이나 퇴원 후 외래에서 처방할 것이기 때문”, 

“기타”), 3) (변화 없음으로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진료과 차원

의 처방 방침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 “임상의의 처방 관행이 쉽

게 바뀌지 않기 때문”, “신포괄수가제의 급여비가 행위별 수가제 

급여비보다 더 많기 때문”, “기타”), 4) (증가로 답변한 경우) 그 이

유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신포괄수가제에서 검사 시행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극적 검사 시

행이 신포괄수가제 대상 입원 환자의 총 의료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의 급여비가 행위별 수

가제의 급여비보다 더 많기 때문”, “기타”).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와 의견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2)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진단검사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매우 긍

정적”,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

르겠음”), 3)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진단검사 질 관리를 위한 가산

율 적용이나 별도 수가항목 신설 필요성(“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답변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또는 “매우 긍정적”과 “긍정

적”을 긍정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을 부정 답변으로 변환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사항

설문조사는 건국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KUMC201907020-HE002), 2019년 5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진행하였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은 연구진이 해당 전

문의에게 전화 통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으

며 해당 전문의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그 기관의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중 각각 1인에 대하여 설문조사에 참여를 요청하

였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진이 

해당 기관에 전화연락을 하여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에게 

참여를 요청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대상자의 익명성, 비

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다. 설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무기명으로 조사가 진행되었

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집은 우편과 이메일로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변수들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와 의견 등에 대한 비교는 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다. 

유의성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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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116명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44명

(38.0%), 내과계열 전문의(내과 30명, 소아과 3명, 가정의학과 1명, 

신경과 1명, 정신과 1명) 36명(31.0%), 외과계열 전문의(외과 19명, 

정형외과 6명, 산부인과 5명, 신경외과 2명, 흉부외과 2명, 비뇨의학

과 1명, 성형외과 1명) 36명(31.0%)이었다. 응답자의 특성 및 소속기

관의 병상수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간 차이

는 없었다(Table 1). 

2.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와 의견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 정책 목표, 의료와 환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

지에서 “신포괄수가제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을 어느 정

도 알고 있다”의 비율은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87.9%, 비참여기

관 45.8%로 참여기관이 더 높았다(P =0.001). 

응답자의 약 50%에서 신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과잉의료 감소, 

재원기간 단축 및 본인부담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

으나 두 군 간 차이는 없었으며(P>0.05), 응답자의 25.8%는 지불

정확성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두 군 간 차이는 없

었다(P>0.05).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응답자의 약 70%와 비참여기관 응답자

의 약 80%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과 진단검사 질 관리에 대한 신

포괄수가제의 영향을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두 군 간 차

이는 없었다(P>0.05). 신포괄수가제가 환자 만족도에 미칠 영향

에 대해서 참여기관은 긍정 30.3%, 비참여기관은 긍정 8.4%로 참

여기관에서 긍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0.003).

3.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검사 

처방량 변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검사 처방

량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검사량이 감소하였거

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참여기관 48.5%, 비참여기관 84.3%

로 비참여기관이 높았으며, 검사량에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예상한 비율은 각각 39.4%, 12.0%로 참여기관이 더 높았다

(P<0.001). 검사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병원 경영진이 

임상의에게 신중한 검사처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의 비율이 참여

기관 43.8%, 비참여기관 60.0%로 가장 높았으며, 검사량 변화 없음

을 예상한 이유로는 참여기관은“진료과 차원의 처방 방침이 쉽게 바

뀌지 않기 때문”이 76.9%로 가장 많았고 비참여기관은 “임상의의 처

방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 62.5%로 가장 높았다(Table 4). 

4.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와 의견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와 의견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에 제시하였다.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에서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응답률은 참여기관 48.5%, 비

참여기관 45.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의 응답

률은 참여기관 30.3%, 비참여기관 32.5%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

다(P =0.963).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진단검사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서

는 “부정적”의 응답률이 참여기관 84.8%, 비참여기관 90.4%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 =0.273). 

신포괄수가제 도입에도 진단검사 질 관리를 위한 가산율 적용이

나 별도 수가항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기관 78.8%, 비참여

기관 9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두 군 간 차이는 없었다

(P =0.05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and their institutions 

Group
N of  

hospitals

Type of hospitals (%) N of beds (%) Time of NDRG introduction (%) 

Tertiary care Public general Private general 30-99 100-499 >500 Apr 2009 Jul 2011 Jul 2012

NDRG participant 15 0.0 100.0 0.0 0.0 93.3   6.7 6.7 13.3 80.0

Non-participant* 32 0.0 0.0 100.0 3.1 84.4 12.5 NA

P value <0.001 0.641

Group

N of 
re-

spon-
dents

Sex (%) Age group (%)
Employment period in the  

institute (yr, %)
Major (%)

Male
Fe-

male
30-
39

40-
49

50-
59 ≥60 ≤5 6-10

11-
15

16-
20 >20 

Laboratory 
medicine

Internal 
medicine

Pedi-
atrics

General 
surgery

Orthope-
dic surgery

Gyne-
cology

Others

NDRG participant 33 69.7 30.3 15.1 54.5 24.2 6.1 39.4 30.3 15.2 15.2   0.0 36.4 24.2 0.0 18.2 6.1 3.0 12.1

Non-participant* 83 68.7 31.3 24.1 38.6 27.7 9.6 42.2 22.9 10.8 13.3 10.8 38.6 26.5 3.6 15.7 4.8 4.8   6.0

P value 0.914 0.434 0.334 0.841

*This group did not implement the NDRG payment system. 
Abbreviations: NDRG, New Diagnosis-Related Group;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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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vey results on changes in laboratory testing number after 
introduction of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Group
N of re-

spondents

Changes in laboratory test number (%) 

Decreased or 
expected to 

decrease

No change  
observed or 
expected

Increased or 
expected to  

increase

NDRG participant   33 48.5 39.4 12.1

Non-participant   83 84.3 12.0 3.6

Total 116 74.1 19.8 6.0

P value 0.006 0.000 0.087

Abbreviation: NDRG, New Diagnosis-Related Group. 

고  찰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이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침에 따라 2018

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의 신포괄수가제 참여도 증가하였다. 신포

괄수가제 도입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검체

를 이용하는 진단검사의학 검사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

포괄수가제 도입 시 기대하였던 정책목표가 의료현장에서 어느 정

도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관련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신포

괄수가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및 비참여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의사와 진

단검사의학 전문의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와 의견, 

제도 도입 이후 진단의학검사 처방량 변화,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참여기관 응답자 대부분이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하여 인지

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시스템 하에서의 외래진료, 

입퇴원, 투약 및 검사 처방, 시술, 수술 등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비참여기관 응답자의 약 10%는 신포괄

수가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약 40%는 들어 보았으나 내용

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의료진의 약 절반에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

한 이해도가 부족하였다. 신포괄수가제의 정책 목표 중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67%)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대로 지불

정확성 개선(25%)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응답자의 약 절

반에서만 과잉의료 감소 및 재원기간 단축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영향평가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영역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비급여 비중, 재원일수 등을 평가하였다[12]. 평가 결과 신포괄수가

제 참여병원의 보장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었는데,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보다는 비급여 비중 감소에 기인하고 있었으며, 특히 의

료급여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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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조기관과 비교할 때 재원일수의 뚜렷

한 개선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80%에서 소속기관 상관없이 신포

괄수가제 도입이 전반적인 의료의 질 및 진단검사 질 관리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진단검사 질 관리 항목의 경

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부정 답변 비율(93%)이 내외과계열 임

상의(68%)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높았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에 대한 평가에서 질 향상 유도기전 부족 문제와 함께 지불정확성 

측면에서 기본수가 산출기관 확대 필요성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13]. 참여기관에서는 환자 만족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 중립, 

부정 답변 비율이 약 3분의 1씩으로 비슷하였으나, 비참여기관에

서는 긍정 답변(8%)에 비해 부정 답변(63%)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인부담금 감소 측면 등 실제 진료 관련 경험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지방의료원 의사를 대상

으로 시행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절반에서 신포괄수가제에 찬성하였고 찬성 이유로는 환자 부담 

진료비 감소 응답이 가장 많았다[15]. 

이전의 연구[12]에서 재입원율을 이용하여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신포괄수가

제에 참여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비참여 의료기관보다 전반적

으로 재입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포괄수가제의 지불방식에 

대해 의료기관의 대처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거나 실제 의료의 질 

감소에 따른 영향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분석을 통

해 재입원율 증가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검사처방량 변화 관련 문항에서는 입원 환자 검사 처방량

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것으로 답변한 비율은 참여기관 49%, 비참

여기관 84%로 비참여기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문과목에 따

라 나누어 비교 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86%, 내외과계열 전문의 

67%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신포괄수

가제에서 진단검사의학 검사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

Table 4. Reason for physicians changing their practice pattern of laboratory testing 

Categories Reasons
N (%)

NDRG participant Non-participant 

Reduction in 
laboratory 
testing 

Hospital executives will demand fewer laboratory testing 7 (43.8) 42 (60.0)

Physicians will voluntarily order laboratory tests more carefully 3 (18.8) 10 (14.3)

Physicians will order relevant laboratory tests in an outpatient clinic before admission or after discharge 4 (25.0) 8 (11.4)

Others 2 (12.5) 9 (12.9)

No response 0 (0.0) 1 (1.4)

Total responses 16 70

No change in 
laboratory 
testing

General practice pattern of each department is conservative 10 (76.9) 2 (20.0)

General practice pattern of every physician is conservative 2 (15.4) 5 (50.0)

Amount of reimbursement under NDRG is higher than that under FFS 0 (0.0) 0 (0.0)

Others 1 (7.7) 1 (10.0)

No response 0 (0.0) 2 (20.0)

Total responses 13 10

Increased labo-
ratory testing

NDRG alleviates patients’ financial burden for lab testing under FFS 4 (100.0) 2 (66.7)

Amount of reimbursement under NDRG is higher than that under FFS 0 (0.0) 0 (0.0)

More permissive laboratory testing under NDRG will help reduce total inpatient medical costs 0 (0.0) 1 (33.3)

Total responses 4 3

Abbreviations: NDRG, New Diagnosis-Related Group; FFS, fee-for-service.

Table 5. Survey results regarding awareness of laboratory test quality incentives and their possible clinical impact within a healthcare institution 

Group
N of respon-

dents 

Level of understanding for quality incentives (%)
Influence of NDRG introduction on quality 

control of laboratory testing (%)
Necessity to apply quali-

ty incentives in NDRG 
system or set up an ad-

ditional fee (%Yes)
Have some degree 

of knowledge
Have heard of, but 
do not know well

Never heard of 
before

Beneficial No change Adverse

NDRG participant 33 48.5 30.3 21.2 9.1 6.1 84.8 78.8

Non-participant 83 45.8 32.5 21.7 2.4 7.2 90.4 91.6

P value 0.963 0.276 0.057

Abbreviation: NDRG, New Diagnosis-Rel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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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로는 조정계수와 정책가산 등으로 인한 보상 효과로 인해 

참여기관에서 검사량 유지 또는 증가로 답변한 비율을 합하면 51%

에 달하였다. 2009-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자료를 이

용하여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의 입원 건당 검체검

사 건수를 비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참여기관에서는 정책가산

율 최대 적용률의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청구 건수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일부 질환에서는 오히려 비참여기관에 비하여 

청구 건수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16].

마지막으로, 검체검사 질 가산료는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검체

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보전과 질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신설되었

으며, 2017년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진단검사분야는 0-4%까지 5단

계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전체 답변자의 47%에서 검체검사 질 가

산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이해도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인지

율은 소속기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와 내외과계열 전문의로 나누어 비교 시 각각 97.7%, 15.3%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과목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검사의학과 측면에서 질 가산수가의 도입은 정도관리에 대한 

보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 신포괄수가제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질 가산수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적

극적인 정도관리 참여의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 전체 답변자의 약 90%에서 검사의 질 관리 측면에서 신포괄수

가제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답변하였고, 신포괄수가제 하에

서 질 관리를 위한 가산율 적용이나 별도 수가가 필요하다고 답변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질 관리를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그렇다”로 답변한 비율이 참여기관 79%, 비참여기관 

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비참여기관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신포

괄수가제 참여기관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었고, 비참여기관은 모

두 민간의료기관이었다.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 응답에 이러한 기관 특성이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1월 기준 신포괄수가제 참여 

민간병원은 53개 기관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차이를 보이

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에 참여 중인 민간의료기

관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본추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체 

참여기관 및 비참여기관의 전체 전문의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의사들의 제도 

인지율이 더 높았으며 소속기관 상관없이 대다수 의사들은 이 제

도가 전반적 의료의 질 및 진단검사 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환자 만족도와 진단검사

의학 검사 처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참여기관 의사

들이 비참여기관 의사들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검

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율 및 영향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간 

답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다수 의사들은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진단검사의학 검사 질 관리를 위한 가산율 적용이나 별도 

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학회와 

관계 당국에 대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포괄수가제 도

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인식을 반영하

여,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기된 포괄수가 현실화 및 

질병분류 재정비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연구가 필요

하겠다. 둘째,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물론 비참여 

의료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포괄수가

제 정책가산 조정 시 검체검사 질 관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 생

성과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배경: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란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

되는 보상 방식을 의미하며 의료의 질, 의료비, 검체검사량 등에 많

은 영향을 준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 기반에 고가 의료서

비스 등을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혼합형 신규 지불제도이며, 공

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의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법: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도, 정책 목표달성도, 제도 도입 

시 의료행위와 환자에 미칠 영향, 입원환자 진단검사 처방량 변화, 

검체검사 질 가산료 관련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여 2019년 5-6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18년 9월 이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

사업에 참여해 온 42개 공공기관 및 신포괄수가제 미적용 84개 민

간기관을 선정하였고 기관별 진단검사의학과, 내과계열, 외과계열 

전문의 각 1인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였다. 총 11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전체 연구대상자 대비 설문조사 응답률은 32.5%였다. 

결과: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율은 참여기관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참여 87.9%, 비참여 45.8%; P =0.001).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약 50%의 응답자에서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과잉의료 감소 및 재원

기간 단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약 80%에서는 전반

적인 의료의 질과 진단검사 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였다. 환자 만족도에 미칠 영향 및 입원 검체검사 처방량 

변화에 대해서는 비참여기관에 비하여 참여기관의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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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율은 

46.6%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진단검사의학 97.7%, 

내외과계열 15.3%로 전공과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약 90%의 응

답자들은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한 가산율 

적용이나 별도 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였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의료기관 의사들의 새로운 지불보상제도

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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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기에 다른 검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당화혈

색소는 적혈구의 수명에 영향을 받는다. 적혈구의 수명이 길어지

는 철결핍성 빈혈이나 신부전 환자에서는 당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실제 혈당 조절에 비해 높게 측정된다. 

반대로 적혈구 수명이 단축되는 용혈성 빈혈이나 조혈이 왕성한 

철분치료 중인 철결핍성 빈혈 환자에서는 실제 혈당 조절에 비해 

낮게 측정된다. 따라서 적혈구 수명이 영향을 받는 질환을 가진 환

자들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 포도당 수치를 반영하는 당화혈색

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3주일의 반감기를 가지는 당화알부민

이 단기간의 혈당 조절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 유용한 감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2-4]. 

임상검사실에서 당화알부민은 당화혈색소와 마찬가지로 % 단

위로 보고하고 있으며, 매 검사마다 당화알부민과 알부민의 농도

(μmol/L)를 측정하여 그 비율을 이용한다. 당화알부민의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면역

측정법, 비효소화학측정법, 효소법 등이 있으나, 측정값들의 편차

로 인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임상검사실에서 fructosyl amino acid 

oxidase를 이용한 효소법이 사용된다[5, 6]. 본원에서 기존에 Lu-

cica GA-L (Asahi Kasei Pharma Corporation, Tokyo, Japan) 시약

당뇨병의 진단과 감시에는 포도당, 당화혈색소, 당화알부민, 프

럭토사민, 1,5-anhydro-D-glucitol 등의 혈액표지자가 이용되고 있

다. 혈중 포도당과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환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

에 사용되고 있으나[1], 공복 포도당과 당화혈색소 수치 간의 경향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당화혈색

소가 당뇨병의 진행 정도나 당 조절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

Norudia GA 시약의 당화알부민 검사 분석능 평가
Evaluation of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the Norudia GA Glycoalbumi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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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biomarkers for the diagnosis and monitoring of diabetes mellitus include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glycoalbumin (GA), fructosamine, 
and 1,5-anhydro-D-glucitol levels. GA has a half-life of approximately three weeks, and its levels are useful for assessing short-term changes in 
glycemic control. Herein,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Norudia GA assay kit (Sekisui Medical, Japan) using a Roche Modular E170 analyz-
er (Roche Diagnostics, Germany). We evaluated the precision and linearity of the assay in accordance with the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EP05-A3 and EP06-A guidelines, respectively. A comparison of the Norudia GA and Lucica GA-L (Asahi Kasei Pharma Corporation, 
Japan) methods was performed by Passing-Bablok regression, using blood samples obtained from 121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CLSI 
guideline EP09-A3. The reference interval for GA concentr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120 healthy individuals, according to CLSI guideline 
EP28-A3C. Repeatability (% CV) ranged from 0.9-2.5% and within-laboratory precision was 2.6-4.5% at three levels. Linearity was observed for 
GA concentration in the performance ranges used (21.4-713.0 μmol/L). In the equation for the correlation between Norudia GA and Lucica GA-L 
assay results, the slope and y-intercept were 1.014 (95% confidence interval: 1.000-1.045) and -0.017 (95% confidence interval: -0.444- 0.381), 
respectively. The reference interval was calculated to be 11.2-17.5%. 

Key Words: Diabetes mellitus, Glycoalbumin, Norudia GA,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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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당화알부민의 혈중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는 당화알

부민을 산화시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와 N,N-Bis-(4-sulfobutyl)-

3-methylaniline를 반응시켜 생성되는 청자색의 색소(blue-purple 

pigment)를 측정하여 당화알부민 값을 구하는 방식이다[7]. 한편, 

최근 출시된 Norudia GA (Sekisui Medical, Tokyo, Japan) 시약은 

과산화수소와 N,N-Bis-(4-sufobutyl)-m-toluidine disodium을 반

응시켜 생성되는 적자색의 색소(purple-red pigment)를 측정하여 

당화알부민의 값을 구한다. 기존 Lucica GA-L에 대한 성능 평가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1.9-3.9%의 반복정밀도와 1.0-4.1%의 

검사실내정밀도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3, 8-10], 현재까지 Norudia 

GA에 대한 성능 평가는 시행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Norudia 

GA의 정밀도, 직선성, 상관성 등의 성능을 평가하여 임상검사실에

서 사용 가능한지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본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8-

04-067)을 받아 진행하였다. Norudia GA 평가에 사용된 시약과 보

정물질은 각각 Norudia GA Control (Lot.801RLO, Exp.2019.01, Sekisui 

Medical, Tokyo, Japan)과 Norudia GA Calibrator (Lot.801RLO, 

Exp.2019.01, Sekisui Medical)였고, Roche Modular E170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밀도는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EP05-

A3 지침에 따라 20일 동안 매일 두 차례씩, 한번 측정할 때마다 각

각 2회씩 반복 측정하여 평가하였다[11].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

인 Norudia GA Control level 1과 level 2, 그리고 환자들의 혈청으

로 제조한 혈청 풀(pooled serum)을 사용하였으며, 반복정밀도

(repeatability)와 검사실내정밀도(within-laboratory precision)의 

변이계수(%CV)를 평가하였다. 직선성은 CLSI EP06-A에 따라 평가

하였다[12].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D-(+)-glucose를 혈청 풀에 

5 g/L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한 다음 당화가 되도록 37˚C에서 1주

일간 반응시킨 물질을 사용하였고, 6:0, 5:1, 4:2, 3:3, 2:4, 1:5, 0:6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혼합하여 7가지 농도를 만든 후, 각 농도에서 

두 번씩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회귀식과 결정계수를 구하였다. 다

항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으로 최적의 다항식을 

확인하였으며, 최적의 다항식이 일차 선형식인 경우 해당 범위의 

직선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최적의 다항식이 일차 선

형식이 아닌 경우, 상대적 비직선성이 5% 이하를 만족하면 직선성

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CLSI EP09-A3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

용중인 Lucica GA-L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Norudia GA 측정값을 

비교하여 상관성을 평가하였다[13]. 2018년 3월에 전혈구검사, 공

복 포도당 및 당화혈색소 등의 검사 결과가 있는 당뇨 환자 122명

의 잔여검체에 대해 Lucica GA-L과 Norudia GA를 사용하여 당화

알부민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당화알부민 %값을 계산하였

다. 이상치 여부는 generalized extreme studentized deviate 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11, 13], 한 명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 121

명의 측정값을 상관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Passing-Bablok 회귀분

석을 시행하여 회귀방정식의 기울기 및 y절편과 각각의 95% 신뢰

구간 그리고 Spearman 상관계수(r)를 계산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975 이상인 경우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구간은 건강

의학센터를 방문한 수진자들의 잔여 혈청 검체를 이용하여 CLSI 

EP28-A3C 지침에 따라 설정하였다[14].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고혈압과 당뇨가 없으면서 당화혈색소 측정 이력이 있고, 일반혈액

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결과 등이 모두 참고구간을 벗어나

지 않은 20세에서 85세 사이(중앙값 52세)의 건강인 121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의 당화알부민 %값을 계산하였으며, Dixon-Reed 

기준[15]에 따라 이상치를 제거한 후, Kolmogorov-Smirov test를 시

행하여 정규성을 평가하였다.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모수적

인 방법으로 중앙 n백분위수를 이용하여 참고구간을 구하였다. 통

계분석은 Microsoft Excel 2016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WA, USA), Labostats v1.5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 Seoul, 

Korea), MedCalc v11.5.1.0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정밀도 평가 결과, Norudia GA의 당화알부민은 모든 경우에서 

최대 5.0% 미만의 변이계수(%CV)를 보였다. 정도관리물질과 혈청 

풀을 이용한 당화알부민의 반복정밀도는 0.9-2.5%였으며 검사실내

정밀도는 2.6-4.5%였다(Table 1). 직선성 평가 결과 다항회귀식이 

이차 혹은 삼차식인 경우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한 t-통계량은 각

각 0.25, 2.11, 자유도는 각각 11, 10이었고 유의확률은 모두 0.05 이

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적의 다항식은 일차 선형이었으며, 당

화알부민은 21.4-713.0 μmol/L (1.4-47.5 g/L)의 범위에서 직선성을 

보여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범위 내에서 직선성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차 회귀방정식의 기울기와 y절편은 각각 1.000과 

-0.235였고, 결정계수는 0.992였다(Fig. 1). 상관성 평가는 121명의 

환자 검체로 Passing-Bablok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scatter plot

과 difference plot은 Fig. 2에 나타냈다. Passing-Bablok 회귀분석 

결과, Lucica GA-L과 Norudia GA의 회귀방정식은 기울기 1.014 

(95% 신뢰구간: 1.000-1.045), y 절편 -0.017 (95% 신뢰구간: -0.444- 

Table 1. Precision of Norudia GA kit for serum glycoalbumin measure-
ment at three levels

Analyte Level Type Mean SD

Coefficient of varia-
tion (%)

Repeat-
ability

Within-
laboratory

G lycoalbu-
min  
(μmol/L)

Low QC 1   78.02 3.53 2.5 4.5

Middle QC 2 211.04 5.45 0.9 2.6

High Pooled serum 303.14 8.51 1.1 2.8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QC, quality contro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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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1), Spearman 상관계수 0.993으로 두 시약 간의 동등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참고구간 설정에 사용된 121명의 결과 중 하나의 

이상치가 제거되었으며, Kolmogorov-Smirov test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비모수적 방법인 중앙 95백분위수(central 

95th percentile)로 설정된 참고구간은 11.2-17.5% (양 끝값의 90% 

신뢰구간, 10.9-11.8% 및 16.2-20.5%)였다.

당화알부민은 당화혈색소보다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 단기간

의 혈당 조절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적혈구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프

럭토사민과 당화알부민의 장단점을 분석한 Danese 등[16]의 연구

에 따르면 당화혈색소와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반면,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체지방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만성적인 염증반응, 포도당-인슐린 항상성 저하 등으로 인해 당화

알부민 값이 낮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17, 18]. 

기존에는 Lucica GA-L 시약이 일반화학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당화알부민 측정용 시약이었기 때문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

토그래피로 측정한 당화알부민 값과 비교하거나[5, 10], 당화혈색

소 농도와 비교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3]. 그러나 최

근 들어 국내에서 여러 종류의 일반화학검사용 당화알부민 시약

이 출시되고 있는데, 시약들의 측정능 적절성이나 시약 간의 상관

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Noru-

dia GA의 기존 시약과의 비교평가를 포함한 기본 성능 평가를 시

행하였으며 참고구간을 설정하였다. 정밀도 평가 결과 Norudia GA

의 당화알부민 반복정밀도는 세 농도에서 0.9-2.5%로 Westgard 

QC 자료[19]에 제시된 바람직한 비정밀도 수준(2.6%) 이내였다. 검

사실내정밀도 변이계수(% CV)는 중간농도 정도관리물질에서 2.6%

로 상기 기준에 들었지만 저농도 정도관리물질에서는 4.5%로 높

은 편이었고 고농도의 혈청풀에서는 2.8%로 허용기준에 근접하였

다.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에 당화

알부민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Westgard QC 자료[19]의 

생물학적 변동성(5.2%)과 총허용오차(allowable total error 7.2%)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적합하였다. 직선성 평가에서는 일차 선

형식이 최적 회귀식으로 도출되어 직선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중앙 95백분위수 참고구간은 11.2-17.5%로 
Fig. 1. Linearity of the Norudia GA assay for serum glycoalbumin mea-
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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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된 참고구간들과 차이가 있었다. Fu-

rusyo 등[20]이 일본 교외 지역의 인구집단 1,575명을 대상으로 수

행한 연구에서 제시한 참고구간은 12.2-16.5%였으며, Kohzuma 등

[9]이 North Carolina에 거주하는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참고구간은 11.9-15.8%로 본 연구의 

참고구간에 비해 더 좁았다. 이것은 Furusyo 등의 연구가 참고구간

을 중앙 80백분위수, 즉 10% 백분위-90% 백분위 값으로 저자들의 

연구 중앙 95백분위수보다 좁게 설정한 점과, Kohzuma 등의 연구

에서와 같은 건강인 참고집단의 인구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 본 연구의 중앙 80백분위수로 설정한 참고구간

은 12.1-15.6%로 좁아지면서 Furusyo 등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참

고구간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일반화학검사용 시약에 대하여 당화

알부민 값을 측정하여 상관성을 평가하였고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참고구간 설정에 사용된 건강인들의 검체에 대해 당화혈색

소 값을 확인하여 Norudia GA로 측정된 당화알부민과의 Spear-

man 상관계수는 당화혈색소 값 4.7-6.5% 범위, 당화알부민 값 10.9-

20.5% 범위에서 0.196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서(자료 미제시) 

당뇨병 환자에서는 두 가지의 당뇨병 혈액표지자를 병행한 치료 

반응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상관성 평가에 이

용된 환자들은 외래 진료 시 다른 혈액표지자들도 모니터링 중이

었으며, 그 중 한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에 속하나(5.3%) 

당화알부민이 증가해 있었고(21.7%), 공복 포도당은 정상이었으나

(0.9 g/L) 범혈구감소증(백혈구 2.33×109/L, 적혈구 87 g/L, 혈소판 

7.7×1010/L)과 합토글로빈 감소(30 mg/L)를 보였다. 적혈구의 기능

에 문제가 있는 이와 같은 환자는 당뇨병의 치료 반응을 당화알부

민으로 추적 관찰하여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며 Norudia GA 시약

이 그 값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Norudia GA 시약을 이용한 당화알부민 측정은 정밀

도와 직선성이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으며, 기존 중앙검사실에서 사용하는 Lucica GA-L 당화알부민 측

청치와 우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이 설정

한 참고범위는 향후 이 시약을 사용하는 임상검사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당뇨병의 진단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혈액 지표들은 공복 혈

당, 당화혈색소, 당화알부민, 프럭토사민, 1,5-anhydro-D-glucitol

등이 있는데, 당화알부민은 약 3주일의 반감기를 갖기에 상대적으

로 짧은 기간의 당 조절능을 관찰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Roche Modular E170 (Roche Diagnostics, Germany) 장비를 이용

하여 Norudia GA (Sekisui Medical, Japan) 시약의 분석성능을 평

가하였다. 정밀도와 직선성은 각각 CLSI 가이드라인 EP05-A3와 

EP06-A에 따라 평가했으며, 상관성 평가를 위해 CLSI 가이드라인 

EP09-A3에 따라 121명을 대상으로 Norudia GA와 Lucica GA-L 

(Asahi Kasei Pharma Corporation, Japan) 시약 측정결과에 대해 

Passing-Bablok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참고구간은 120명의 건강

인을 대상으로 CLSI 가이드라인 EP28-A3C에 따라 설정하였다. 반복

정밀도와 검사실내정밀도의 변이계수는 각각 0.9-2.5%와 2.6-4.5%

의 분포를 보였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범위(21.44-713.01 μmol/L)

에서 직선성이 확인되었다. 상관성 평가에서 Norudia GA와 Lucica 

GA-L 두 시약 간의 동등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참고구간은 

11.2-17.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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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Boramae Medical 

Center (IRB No. 20200407/30-2020-40/043).

An 80-year-old Korean man with a medical history of early gas-

tric cancer and subtotal gastrectomy in 1993 visited the outpatient 

department of Boramae Medical Center from 2012 to 2018. He 

complained of chronic cough, recurrent pneumonia, and left knee 

pain and swelling. No evidence of mycosis was detected during 

the six-year outpatient visits. In June 2018, he opted to have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and underwent a preoperative evalua-

tion. Chest radiographs and computed tomography images revealed 

multiple solid and cavitary nodules of variable size in both lungs. 

We suspected, that he had either pulmonary metastasis of a ma-

lignant tumor or a mycobacterial infection. At the time, he refused 

further diagnosis and treatment. Subsequently, in November 2019, 

he reported increased sputum production and aggravated dyspnea. 

A complete blood count (CBC) test indicated mild eosinophilia 

(592/μL) with normal leukocyte count (8,710/μL). A transbron-

choscopic lung biopsy and path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granulomatous in�ammation and necrosis of bronchial tissue, in-

dicative of coccidioidomycosis. Both Gomori Methenamine Silver 

and periodic acid-Schiff staining of bronchial tissue were positive, 

while acid-fast bacillus staining was negative. However, no organ-

ism growth was detected in the culture of bronchial washings. 

Meanwhile, the patient complained of severe arthralgia of the left 

knee, and therefore underwent an ultrasound-guided joint �uid 

aspiration for diagnosis. The �uid had a yellow jelly-like consis-

tency with debris. After 3 weeks of incubation on Sabouraud dex-

Dear Editor,

Coccidioidomycosis is a fungal infection caused by the Coccid-

ioides species. It is a common disease, endemic to the southwest-

ern United States, and region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In-

fection is generally caused by inhalation of spores [1]. Symptoms 

of coccidioidomycosis range from asymptomatic to life-threaten-

ing pulmonary or disseminated disease, involving the central ner-

vous system, bones, joints, and skin. Diagnosis should be con-

�rmed by serological tests, culture or histopathological examina-

tion [2]. In Korea, coccidioidomycosis was �rst reported in 1976. 

Its incidence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last 20 years, 

with 17 cases reported so far. However, these cases were con�rmed 

by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r culture with microscopic iden-

ti�cation [3]. Here, we present the �rst case of disseminated coc-

cidioidomycosis involving the knee joint, con�rmed by molecular 

identi�cation of Coccidioides posadasii infection. This study was 

활액에서 분리된 Coccidioides posadasii의 분자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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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se agar at 30˚C, there was white cottony mold on the plate, that 

grew into white �uffy circles (Fig. 1A). Microscopic examination 

revealed branched hyphae with alternating barrel-shaped arthro-

conidia that suggested Coccidioides species (Fig. 1B). The genus 

Coccidioides is classi�ed into two species according to their geo-

graphical distribution: C. immitis primarily occurs in the Central 

Valley of California in the US, while C. posadasii primarily occurs 

outside California. However, the two species are morphologically 

identical with similar phenotypes and pathogenicity. They are 

therefore, dif�cult to distinguish using morphological and sero-

logical methods. However, molecular identi�cation techniques 

can overcome this limitation [4].

We extracted the DNA from the isolated colony by boiling at 

100˚C for 10 min. PCR ampli�cation and sequencing of the inter-

nal transcribed spacer (ITS) region was then conducted using the 

ITS1 (5′-TCCGTAGGTGAACCTGCGG-3′) and ITS4 (5′-TCCTCC-

GCTTATTGATATGC-3′) primers. We thus obtained a 628 bp con-

sensus sequence (GenBank accession number MH862946.1) which 

was found to share 100% similarity with C. posadasii strain CBS 

113847, using the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program of 

the NCBI database. Further, the patient was suspected to have 

coccidioidomycosis involving the adrenal glands, but refused ad-

renal biopsy. The patient’s serum sample was sent to the Mayo 

Clinic Laboratory (Rochester, MN, USA) for serological testing. Re-

sults were negative for IgM antibodies but positive for IgG anti-

bodies, as determined by the immunodiffusion method. In addi-

tion, the antibody titer was 1:256, as determined by the comple-

ment �xation metho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e had a chronic 

coccidioidal infection.

He was administered �uconazole 400 mg/d IV for 2 weeks, 200 

mg/d IV for 1 week, and 200 mg/d PO for 10 days. Following that, 

he was administered amphotericin B 200 mg/d IV for 4 weeks and 

�uconazole 300 mg/d for 4 weeks. He was discharged with impro-

vement of symptoms.

Although coccidioidomycosis is common in America, it is rarely 

recognized or diagnosed in non-endemic regions [5]. In our case, 

it was only after his diagnosis, that the patient informed us of hav-

ing visited Phoenix, Arizona, USA several times from 2010 to 2012. 

This lack of information delayed accurate diagnosis. Therefore, 

while taking patients’ medical histor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ravel history, to facilitate accurate diagnosis. In addition, pneu-

monia of unknown etiology should be eliminated as a possible 

cause of coccidioidomycosis, which accounts for 30% of cases of 

Table 1. Summary of disseminated coccidioidomycosis cases reported in Korea

Case Year Age/Sex
Primary  

complaint
Underlying 

disease
Exposure to endemic 

areas
Diagnostic technique

Organs  
involved

Therapy References

1 1976 57/M Cutaneous lesion DM Indirect contact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culture Skin Antifungal agent [13]

2 1996 63/F Fever None Residence in California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Liver, lung Antifungal agent 
(before death) 

[14]

3 2004 32/F Cutaneous lesion None Travel to Mexico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culture Skin Antifungal agent [15]

4 2005 69/M Cutaneous lesion DM, ICS Non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Skin, lung Antifungal agent [16]

5 2006 32/M Fever, cough ALD Travel to New Mexico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serological test

Skin, lung Antifungal agent [17]

6 2008 79/F Cutaneous lesion Herpes 
zoster

Non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Skin Information not 
available

[18]

7 2009 35/M Cutaneous lesion None Residence in California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culture Skin, bone Antifungal agent [19]

8 2012 32/M Fever, headache None Residence in Arizona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culture Skin, lymph 
node, brain

Antifungal agent [20]

Abbreviations: DM, Diabetes mellitus; ICS, iatrogenic Cushing syndrome; ALD, adrenoleukodystrophy.

Fig. 1. Microbiological findings in culture of synovial fluid: (A) Colony 
of white cottony mold on Sabouraud dextrose agar after 3 weeks at 
30°C, (B) Arthroconidia of Coccidioides posadasii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 1,000× magnifica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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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 endemic regions [6]. Since it 

was �rst reported in 1976 in Korea, 17 previous cases of coccidioi-

domycosis, have been con�rmed by histopathology or culture with 

microscopic identi�cation [3]. Of these, 8 were of disseminated 

coccidioidomycosis (Table 1). Including our case, this number ac-

counts for half of the total cases. Most cases (87.5%) involved the 

skin, while only our case involved the joint. Further, a review of 

coccidioidomycosis in China, has reported 30 total cases, of which 

12 (40%) were that of disseminated infection [7]. Although extra-

pulmonary involvement of coccidioidomycosis accounts for less 

than 1% of total infections [8], disseminated infection is more com-

mon in Asian patients than in patients from endemic regions [7, 8]. 

It is also more common in men, pregnant women, infants, non-

Caucasians, and immunocompromised individuals [6]. In Korea, 

66.7% cases of disseminated infection were male and 55.6% (in-

cluding our case) were immunosuppressed patients (Table 1). 

Our patient showed chronic pulmonary pneumonia and dis-

seminated infection. As it happened in our case, pulmonary coc-

cidioidomycosis is often mistaken for pulmonary malignancies 

due to morphological similarities. It presents as a nodular or cavi-

tary lesion, cavitary pulmonary disease with �brosis, or military 

pulmonary dissemination [9]. Therefore, laboratory con�rmation 

by histological or microbiological testing is important. Although, 

culture is the gold standard in diagnosis, it is slow [10]. Moreover, 

since Korea is a non-endemic region, the serological test that is 

commonly used in America, is not easily available here. There-

fore, in addition to the serologic test, we analyzed the synovial 

�uid by culture, followed by ITS sequencing of the fungal isolate. 

Disseminated infection requires lifelong treatment with anti-fun-

gal agents.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 rec-

ommends �uconazole or itraconazole for chronic pneumonia, azole 

therapy for bone and joint coccidioidomycosis, and amphotericin 

B as initial therapy in severe cases [11]. In our case, we started with 

�uconazole, but later changed to amphotericin B after diagnosis 

of joint infection. Further, Coccidioides spp. are known to cause 

laboratory-acquired infections. The organism is highly infectious; 

just one spore can cause an infection. Therefore, clinical specimens 

should be handled and processed in Class II biological safety cab-

inets according to Biosafety Level II procedures. An unknown mold 

should be cultured inside a class II biological safety cabinet [11].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classi-

�ed Coccidioides spp. as a high-risk pathogen and requires noti-

�cation of its isolation and transfer [12].

In summary, we identi�ed C. posadasii in synovial �uid from 

the knee joint of a patient. Although coccidioidomycosis is rarely 

known in Korea, its incidence is rapidly increasing owing to glo-

balization. Therefore, clinicians and clinical pathologists need to 

be aware of the disease. Molecular identi�cation techniques can 

be used for accurate diagnosis of Coccidioides spp. infection, es-

pecially in non-endemic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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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of extracorporeal organ supporting approaches, including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and therapeutic plasma exchange 

(TPE). Simultaneous dual-modality therapy has been frequently 

performed to treat TAMOF around the world. However, simulta-

neous triple-modality therapy has been rarely reported [3]; hence 

references for this treatment are extremely limited. Here, we re-

port the �rst case of triple-modality therapy to treat a patient with 

TAMOF in Korea, which involved the following therapeutic ap-

proaches: ECMO, CRRT, and TPE.

CASE

A 50-year-old woman diagnosed with organizing pneumonia 

was transferred to our institution. Initial arterial blood gas analy-

sis revealed a PaO2/FiO2 ratio of 74. Chest computed tomography 

demonstrated aggravation of organizing pneumonia with lung in-

jury. Under the impression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TRODUCTION

During the progression of multiple organ failure, new-onset 

thrombocytopenia is regarded as a hazardous sign indicating that 

thrombocytopenia-associated multiple organ failure (TAMOF) 

may have developed [1, 2]. This condition may require the appli-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에서 
체외막산소화요법, 지속적 신대체요법 및 혈장교환술을 
동시에 적용한 사례 보고
Simultane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Renal Replaceme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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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cytopenia-associated multiple organ failure (TAMOF) is a distinct type of sepsis related to thrombocytopenia, microangiopathic hemolysis, 
and multiple organ failure. TAMOF belongs to a spectrum of syndromes related to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thrombotic thrombocy-
topenic purpura, and hemolytic uremic syndrome. Treatment modalities for TAMOF include therapeutic plasma exchange along with other extracor-
poreal organ suppor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we report the first case of triple-modality treatment for TAMOF in Korea, which involved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and therapeutic plasma exchange in a patient with TAMOF.

Key Words: Multiple organ failure, Thrombocytopenia, Thrombotic microangiopathies, Plasmapheresis, Plasma exchange, Extracorporeal membrane oxy-
genatio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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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ubation and mechanical ventilation were applied but failed to 

enhance SpO2 to the therapeutic level. ECMO was applied on hos-

pital day (HD) 6 for oxygenation. Although the SpO2 had reached 

therapeutic status, the patient’s urine output decreased to less than 

500 cc/day and serum creatinine level increased from 0.21 to 0.96 

mg/dL on HD7. Under a presumed diagnosis of acute kidney in-

jury combined with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CRRT 

was connected to the same circuit (Fig. 1, Fig. 2).

On HD7 th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e 

for the diagnosis of sepsis increased from 7 to 12. On HD8, in-

creased number of schistocytes (1-2 cells/high power �eld), de-

creased number of platelets (less than 50×109/L), and reduced 

ADAMTS13 activity (36%) led to the diagnosis of TAMOF.

As TPE was the treatment choice for TAMOF, a TPE circuit was 

Fig. 2. Triple-modality circuit of ECMO, CRRT, and TPE.
Abbreviations: ECV, extracorporeal volume;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TPE, ther-
apeutic plasma exchange.

Fig. 1. Summary of disease progression in the TAMOF patient.
Abbreviations: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TPE, therapeutic plasma exchange; P:F 
ratio, PaO2:FiO2 ratio; HD, hospital day;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NG, no growth; TAMOF, thrombocytopenia-associated multiple 
organ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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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to the previously set ECMO-CRRT circuit (Fig. 2) and 

simultaneous triple-modality therapy was performed on HD8 and 

HD9.

The calculated total blood volume was approximately 3,640 mL 

(56 kg×65 mL/kg) and the total extracorporeal volume was ap-

proximately 900 mL, which exceeded 15% of total blood volume. 

Initial inlet velocity was 30 mL/min, ACD-A to whole blood ratio 

was 1:15, and 16 units of fresh frozen plasma were used as replace-

ment �uid. For three hours, one plasma volume of TPE was pro-

cessed without adverse effect. Before TPE, the patient’s serum �-

brinogen level had decreased to 80 mg/dL, while prothrombin 

time (PT) and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were 

slightly prolonged to 15.2 sec and 55.7 sec, respectively. After two 

cycles of TPE, serum �brinogen, PT, and APTT were normalized 

to 218 mg/dL, 12.7 sec, and 30.2 sec, respectively. On HD6, Aci-

netobacter baumanii and Aspergillus terreus were recovered 

from the patient’s sputum specimen. After the administration of 

anti-fungal therapeutics, the patient demonstrated no evidence of 

fungal infection, but A. baumanii was recovered from sputum 

and blood cultures on HD10. The general condition of the patient 

deteriorated and the SOFA score steadily increased; the patient 

expired on HD11. 

DISCUSSION

Systemic endothelial microangiopathy after exposure to infec-

tion, autoimmune disease, transplantation, radiation, chemother-

apy, and even cardiopulmonary bypass can lead to TAMOF. Based 

on this pathophysiology, TAMOF can be regarded as a thrombotic 

microangiopathic syndrome with a spectrum including throm-

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 secondary 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 and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

tion (DIC) [4], which can cause critical illness with unstable hemo-

dynamics and organ dysfunction. The lung and kidney are the 

commonly insulted organs during TAMOF progression. So, timely 

application of extracorporeal organ supporting devices is required 

to maintain vital stability of the patient. ECMO and CRRT are cru-

cial procedures that continuously replace failing cardiopulmonary 

and renal function, respectively. Usually, each of these procedure 

is performed individually at the bedside; however,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patients, both can be performed simultaneously 

with various connection methods for life support [5, 6].

Moreover, in TAMOF featuring TTP, secondary TMA, and DIC, 

TPE may be helpful in reducing mortality. In TTP, TPE has been 

proven to improve survival [7, 8] and accepted as �rst-line therapy 

with ‘Category I, Grade 1A’ in the 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ASFA) guidelines [9]. Further, in secondary TMA, TPE can be per-

formed as �rst-line therapy, especially in complement- or drug-as-

sociated TMA, although more evidence regarding its ef�cacy is 

needed [9, 10]. In the case of DIC, although the usefulness of TPE 

has not been established, Nguyen and Carcillo suggested that TPE 

may be tried for removal of circulating tissue factor (TF) and plas-

minogen activator inhibitor type I (PAI-1), as well as theoretical 

restoration of antithrombin III and protein C in the plasma of pa-

tients [4].

TPE can be performed simultaneously with another extracor-

poreal organ supporting modality, including ECMO or CRR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ECMO and TPE has been reported in 

both pediatric and adult patients with apparently effective and tol-

erable outcomes [11-13]. Hemodialysis, which is functionally simi-

lar to CRRT, could be combined with TPE simultaneously. Com-

pared to sequential application, the advantages of the simultane-

ous application of different life support modalities include reduc-

tion of both total procedure time and anti-coagulant dose [14-17].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illnesses, especially in case of 

TAMOF, patients may require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EC-

MO, CRRT, and TPE. In this case report, the patient was initially 

in a condition requiring ECMO-CRRT dual-application; however, 

several laboratory �ndings suggested the onset of TAMOF. An in-

crease in the SOFA score by 2 points or more from the baseline, 

which is associated with an in-hospital mortality >10%, was ob-

served around the time of new-onset thrombocytopenia [18]. Con-

sequently, the addition of TPE to the ECMO-CRRT circuit was con-

sidered to relieve the unfavorable condition. 

Triple-modality treatment is almost unprecedented, with only 

one previously reported study, wherein each of three pediatric 

TAMOF cases was treated using a TPE circuit connected to the 

ECMO-CRRT circuit; the treatment improved symptoms in the pa-

tients and eventually, all extracorporeal devices were disconnected 

[3]. However, this study did not describe the set-up of the whole 

circuit comprising combined modalities and the speci�c method 

for TPE. Therefore, we designed a new approach in this study.

Before performing TPE, the ECMO-CRRT dual-circuit was al-

ready set and the venous (outlet) line of the CRRT wa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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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ad of the ECMO’s pump and oxygenator. This connection me-

thod has two major advantages. First, puri�ed blood in the venous 

(outlet) line of the CRRT can be easily returned into the drainage 

limb (inlet) line of the ECMO, which has negative pressure gener-

ated by the ECMO pump [5, 19]. Second, air bubbles or clots formed 

in the CRRT line may be trapped in the ECMO oxygenator before 

reentry into the patient [6].

We primarily focused on the connection of TPE to the ECMO-

CRRT dual-circuit. As there was no previous reference, we focused 

on connecting the TPE to the CRRT line, rather than the ECMO 

line. We connected the access (inlet) line of the TPE to the arterial 

(inlet) line of the CRRT in parallel [14-17, 20]. As the pressure of 

�ui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velocity, the TPE velocity was set 

slower than the CRRT velocity, resulting in increased pressure of 

the return (outlet) line of the TPE compared to that of the venous 

(outlet) line of the CRRT. This combined �ow joined the drainage 

limb (inlet) line of the ECMO to achieve unilateral �ow due to neg-

ative pressure in this line and removal of air bubbles or clots formed 

in the TPE and CRRT circuit, as shown in Fig. 2.

However, the recrudescence was faster than the therapeutic 

convalescence. From HD5 to HD7, the SOFA score increased from 

8 to 12 and this deterioration could not be explained. Moreover,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could not be reversed by multiple 

extracorporeal life supports and sepsis was uncontrolled due to 

the spread of microbes from the sputum to the blood. Although 

TPE was applied at the point of thrombocytopenia, the SOFA score 

increased to 13. TAMOF seemed to occur irreversibly, which might 

explain the failure of the triple-modality treatment of extracorpo-

real life support.

Further studies on multiple application of extracorporeal life 

support are required for evaluating treatment effectiveness and 

intervention point during disease progression. Speci�cally, treat-

ment of TAMOF with TPE and other extracorporeal life support 

requires further clinical studies for determining the intervention 

period, treatment number, and replacement �uids.

요  약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은 패혈증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중증 임상 상태로 파종혈관내응고, 혈전혈소판감소자색

반병, 그리고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치료로는 혈장교

환술 및 여러 체외 생명유지 장치가 동시에 요구된다. 본 증례에서

는 혈장교환술, 체외막산소화요법, 그리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동

시에 진행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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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국내 첫 감염성 심내막염 증례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01-156-1099).

증  례

고혈압과 경도의 대동맥판막 역류증이 동반된 대동맥근부 확장

증으로 본원 순환기내과 추적관찰 중이던 46세 남자 환자가 내원 

5개월 전 흉통으로 타병원에서 대동맥박리, Stanford A형을 진단 

받아 Bentall 수술(인공대동맥 및 인공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

고, 이후 심방조동으로 내원 3개월 전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ra-

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RFCA)을 시행 받았다. 이후 저녁

과 밤에 간헐적 열감이 있고 체온은 37.5-37.6˚C로 측정되며, 오한

이 동반되었다. 내원 3-4일 전부터는 왼손가락 끝 통증이 있어 타

원에 내원하였으나, 감염성 심내막염 의심 소견으로 입원 대기 중 

본원 진료를 원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시 이학적 검

사 상 체온은 37.7˚C, 맥박수는 70회/분, 혈압은 138/75 mm/Hg였

고, 왼쪽 셋째 및 넷째 손가락 끝에 오슬러결절이 관찰되었다.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 10.37×109/L 및 호중구 비율 82%로 상승한 

소견과,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CRP] 4.93 mg/dL) 상승과 

서  론

Kytococcus 속은 호기성, 비포자 형성, 비운동성, 카탈라아제 양

성, 그람양성 구균이다[1]. Kytococcus 속은 피부 상재균으로 생각

되며, 이에 의한 인체감염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K. schroeteri

는 주로 인공판막을 가진 환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1-6]을 비롯하

여, 백혈병 환자에서 감염을 일으킴이 보고되어 있다[7, 8]. 국내에

서는 기존에 알려진 위험요인이 없는 환자에서 이 균의 폐렴에 의

한 균혈증이 보고된 바 있다[9]. 저자들은 Kytococcus schroeter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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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tococcus spp. is a skin bacterial flora that rarely causes human infections. K. schroeteri has been reported to cause infective endocarditis and 
bloodstream infections in patients with prosthetic valves and leukemia, respectively. In this study, we report a case of infective endocarditis 
caused by K. schroeteri. A 46-year-old man who underwent valve replacement surgery for aortic dissection 5 months ago was admitted. The pa-
tient had intermittent fever, suggestive of infective endocarditis. Gram-positive bacteria were detected in one aerobic blood culture bottle among 3 
pairs of blood cultures and identified as Dermacoccus nishinomiyaensis/K. sedentarius by the VITEK® 2 system (bioMérieux, USA). However, K. 
schroeteri was identified by the microflex™ LT biotyper (Bruker Daltonics, Germany; score 2.037), and the sequence of the 16S rRNA showed 
99.79% similarity with that of K. schroeteri. The patient received antibiotics, including gentamicin, vancomycin, and rifampin. Four sequential fol-
low-up peripheral blood cultures were negative for microorganisms, and the patient recovered from infective endocarditi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ed case of infective endocarditis caused by K. schroeteri in Korea. 

Key Words: Kytococcus schroeteri, Bacterial endocarditis, Bacteremia, Mass spectrometry,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16S rRNA gene 
seq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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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원(514 mg/dL)의 상승 소견을 보였다. 

응급실 내원 당일 말초정맥에서 채취한 3쌍의 혈액배양은 각각 

Bactec Plus Aerobic/F 병과 Lytic/10, Anaerobic/F (Becton Dickin-

son, Sparks, MD, USA) 병에 접종하여 Bactec FX 시스템(Becton 

Dickinson)에서 배양하였다. 하나의 호기성 혈액배양병에서 86시

간 후에 그람 양성 알균이 검출되었고, 쌍알균 혹은 사륜알균의 군

집을 이루었다(Fig. 1). 분리된 그람 양성 알균은 혈액한천배지에서

는 자랐으나, MacConkey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았다. VITEK 2 (bio-

Mérieux, Durham, NC, USA)의 GP ID card를 이용하여 Dermaco-

ccus nishinomiyaensis/Kytococcus sedentarius (excellent level)

로 동정되었다. 균은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ght mass spectrometry (MALDI-TOF MS, micro�ex LT, 

Bruker Daltonics, Bremen, Germany)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집

락은 직접 도말법을 이용해 도말했고, MALDI Biotyper RTC soft-

ware 3.1과 6903 MSP (main spectra) Library를 사용하여 K. schroeteri 

(score 2.037)로 동정되었다. 정확한 균종 확인을 위해 마크로젠

(Seoul, Korea)을 통해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

였다. 본 증례에서 분리된 균주의 DNA 증폭에 사용한 시발체는 

5́ -AGAGTTTGATCMTGGCTCAG-3´ (27F)과 5́ -TACGGYTACCTT-

GTTACGACTT-3´ (1492R)였으며,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

한 시발체는 5́ -GGATTAGATACCCTGGTA-3´ (785F)와 5́ -CCGT-

CAATTCMTTTRAGTTT-3´ (907R)였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

열을 BLAST database (http://www.ncbi.nlm.nih.gov/blast/)에서 

검색한 결과 K. schroeteri Muenster 2000 (DSM 13884, RefSeq ac-

cession no: NR_028935.1)와 99.79% (1447/1450)의 일치도, K. sed-

entarius DSM 20547 (RefSeq accession no: NR_074714.2)와 

98.14% (1424/1451)의 일치도를 보여, K. schroeteri로 동정하였다.

Mueller-Hinton 한천배지를 이용하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

행하였다.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를 얻기 위해 penicillin, vancomycin, erythromycin, clindamycin, 

oxacillin, teicoplan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cipro�ox-

acin, levo�oxacin, cefotaxime, ceftriaxone, imipenem, merope-

nem에 대해 E-test (bioMérieux)를 진행하였다 Kytococcus 속에 

대한 최소억제농도 해석은 penicillin, vancomycin, erythromycin, 

clindamycin은 CLSI guideline M45 Ed3의 Micrococcus 속 기준을 

따랐고[10], oxacillin, teicoplan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cipro�oxacin, levo�oxacin은 CLSI guideline M100 S29의 Staphy-

lococcus 속 기준을 따랐다[11]. 그 결과, penicillin, oxacillin에 대

해 내성, clindamycin, cipro�oxacin에 대해 중간내성, vancomy-

cin, erythromycin, teicoplan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evo�oxacin에 감수성을 보였다(Table 1).

입원 당일 3쌍의 혈액배양 후 gentamicin, vancomycin, rifampin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rifampin은 내성 획득 우려로 투약 당일에 

중단하였다. 입원 1일째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 및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고, 입원 4일째 시행한 전신 18F-FDG 

PET 검사상 상행대동맥의 혈관이식편의 광범위한 대사항진으로 

염증성 병소 소견을 보였다. 입원 6일째부터 rifampin을 다시 투약

하였고, 입원 13일째는 gentamicin을 중단하였다. 내원 22일째에 

약열이 의심되어 vancomycin을 teicoplanin으로 변경하였다. 내원 

35일째에 약열을 의심하여 teicoplanin과 rifampin을 중단하고, 

cipro�oxacin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5일간 투약 후 발열이 호전되

어 입원 39일째에 퇴원하였다.

이후 입원 11일, 19일, 34일, 37일째에도 각각 3쌍 말초혈액배양

Table 1.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Kytococcus schroeteri clinical 
isolate from blood culture determined by the E-test

Antimicrobial agent MIC (μg/mL) Interpretation

Penicillin >32 R

Vancomycin 0.125 S

Erythromycin 0.25 S

Clindamycin 1 I

Oxacillin >256 R

Teicoplanin 2 S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0.125/2.375 S

Ciprofloxacin 2 I

Levofloxacin 1 S

Cefotaxime >32  NA

Ceftriaxone >32  NA

Imipenem 0.125  NA

Meropenem 2  NA

Abbreviations: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NA, not applicable; R, resis-
tant;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Fig. 1. Microscopic findings of Kytococcus schroeteri showing pairs or 
tetrads of gram-positive cocci (Gram stai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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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5일간의 배양에서 음성으로 보고되었다.

고  찰

Kytococcus 속은 이전에 Micrococcus 속에 속해 있었으나 Mi-

crococcus 속과 다르게 penicillin과 methicillin에 내성이고, argi-

nine dihydrolase 활성을 보이며, 16S rRNA 염기서열도 차이를 보

여 재분류되었다[12]. K. schoroeteri는 2002년에 심내막염 환자의 

혈액에서 처음 분리되었고[1], 최근 K. aerolatus가 실내 공기에서 

분리되었다[13]. K. sedentarius와 마찬가지로 K. schroeteri도 피부

의 상재균으로 알려져 있다. K. schroeteri에 의한 인체 감염은 매

우 드물며 크게 두 종류의 환자군에서 발견된다[14]. 첫 번째는 인

공판막, 인공관절, 뇌실-복강간 션트(VP shunt)와 같은 인공삽입

물을 가진 환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 등의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이다. 두 번째는 혈액종양에 걸렸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면역저

하환자에서 폐렴 및 폐렴에 따른 균혈증으로 나타난다.

이 증례에서 입원 당시 시행한 3쌍의 말초혈액배양 검사 중 하나

의 호기성 병에서만 86시간의 배양 후 K. schroeteri가 확인되었다. 

국내 첫 K. schroeteri에 의한 균혈증 증례에서는 3쌍의 말초혈액

배양 중 하나의 혐기성 병에서만 확인되었는데[9], 국외 증례에서

는 호기성 병에서 배양되었다[6-8]. 검출된 균이 오염균일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인공판막과 연관하여 K. schroeteri

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 증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고, 4회의 

추가 혈액배양에서 오염균을 비롯한 다른 균이 검출되지 않아 원

인균으로 판단하였다. 임상 진단기준에 따라 환자의 감염성 심내

막염 가능성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Modi�ed Duke criteria에 

따르면 환자는 기저 심장질환이 있고, 오슬러 결절이 관찰되며, 3 

쌍의 혈액배양 중 1쌍의 혈액배양병에서만 균이 배양되었으나 비

전형적인 균으로 3개의 소 기준을 만족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

성이 있는 소견이었다[15]. 추가적으로 European Society of Cardi-

ology 2015 modi�ed criteria에 따르면, 환자는 인공판막이 있으며 

전신 18F-FDG PET에서 상행대동맥의 혈관이식편에 염증성 병소 

소견을 보여 1개의 주 기준을 추가로 만족하였다[16]. 따라서 환자

는 확실한 감염성 심내막염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Kytococcus schroeteri는 VITEK 2 GP card에서 부정확하게 동

정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존 보고와 일치하였다[7]. MALDI-TOF 

MS는 임상미생물검사실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17]. 국내 보고를 포함한 기존 증례에서는 MALDI-TOF 

MS로 동정에 실패했다고 보고하였으나[6, 9], 본 증례에서는 정확

히 동정되었는데 이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에 따른 차이로 추측된

다. 현재 Bruker 6903 MSP Library에 Kytococcus 속으로는 K. sed-

entarius와 K. schroeteri가 등재되어 있으며, 본 증례의 MALDI-

TOF MS 결과 상 K. schroeteri (2.037)에 이어 K. sedentarius (1.341)

의 결과를 보여, Kytococcus 속 내에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LSI guideline에서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으로 Kyt-

ococcus 속을 종 수준으로 동정하기 위해서는 1,000 bp 이상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18]. 이에 따라 16S rRNA 

염기서열분석으로 정확히 동정할 수 있었다.

Kytococcus 속은 Micrococcus 속과 다르게 penicillin과 oxacil-

lin에 내성이다[14]. 그 외 K. schroeteri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는 cipro�oxacin에 중간내성 내지는 내성, gentamicin, vancomy-

cin, rifampin, teicoplanin, trimethoprim/sulfamethosazole, levo-

�oxacin, moxi�oxacin 등에 감수성으로 보고되고 있다[5, 7]. 본 

증례에서 분리된 K. schroeteri도 이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본 증례에서는 초기에 gentamicin, vancomycin, rifampin을 

투여하였고, 약열을 의심하여 내원 22일에 teicoplanin, 내원 35일

에 cipro�oxacin으로 항균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항균제 투여 

이후 4회의 추적 말초혈액배양 결과 음성으로, 적절히 치료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노령 인구에서 퇴행성 판막질환의 증가, 병

원내 감염, 인조판막 치환술 환자의 증가, 혈관내 약물투여 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증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19]. 심내막염 원인

균 중 Staphylococcus 속과 Enterococcus 속이 증가하는 추세이

고, 혈액배양 음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19, 20]. 적절한 항생제 치

료를 위해 배양,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가 중요한데, 드물

게 동정되는 균종에 대해 MALDI-TOF MS를 통해 정확한 동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증례는 K. schroeteri에 의한 심내막염의 국내 첫 보고이다.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대동맥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았고, 이

후 간헐적인 열감이 지속되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이후 

gentamicin, vancomycin, rifampin 등의 항생제로 균혈증은 음전

되고 감염성 심내막염이 치료되었다. 인공판막은 K. schroeteri에 

의한 심내막염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균종 동정을 위

해서는 MALDI-TOF MS 및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이 유용하다.

요  약

Kytococcus 속은 피부 상재균으로 인체 감염을 드물게 유발한

다. K. schroeteri는 인공판막을 가진 환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과 

백혈병 환자에서 혈류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

자들은 K. schroeteri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내원 5개월 전 대동맥박리로 수술 및 판막치환술을 받은 46

세 남자가 감염성 심내막염 의심 소견으로 입원하였다. 3쌍의 혈액

배양 중 하나의 호기성 혈액배양병에서 그람 양성 알균이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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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VITEK 2 (bioMérieux, USA)에서는 Dermacoccus nishino mi-

yaensis/Kytococcus sedentarius로 동정되었다. 하지만, micro�ex 

LT Biotyper (Bruker Daltonics, Germany)는 K. schroeteri (2.037)

의 결과를 보였고,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은 K. schroeteri

와 99.79%의 일치도를 보였다. 환자는 초기에 gentamicin, vanco-

mycin, rifampin을 포함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이후 4회의 연속

된 추적 말초혈액배양에서 미생물이 관찰되지 않았고, 감염성 심내

막염에서 회복하였다. 저자들이 알고 있는 한, 본 증례는 K. schroe-

teri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의 국내 첫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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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에 의한 교상 후 B. zoohelcum에 의해 발생한 연조직염의 

국내 첫 번째 증례를 경험하여 이에 대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다(IRB No. 2008-148-1151).

증  례

66세 여자 환자가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2일 전 왼손 가운뎃손

가락 3번째 마디를 물린 후 발생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내원

하였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만

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었다. 환자는 개에게 물린 직후 의원에서 

소독 및 성분 불명확한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 증상

이 악화하는 소견으로 상급 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수상 2일 후 응

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환자의 왼손 가운뎃손가락 3번째 마디에 

3개의 물린 상처가 관찰되었고 그 중 하나에서 고름이 배출됐다

(Fig. 1). 왼손 전반과 왼쪽 손목에 이르는 부종이 관찰되었고, 환자

는 해당 부위의 통증과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

의 활력 징후는 혈압 183/98 mm/Hg, 맥박 99회/분, 호흡수 15회/

분, 체온 37.0˚C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2.53×109/L, 호중구 

9.52×109/L로 증가하여 있었고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서  론

Bergeyella zoohelcum은 호기성, 비운동성, 비발효성인 그람 음

성 간균이다[1, 2]. 개나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의 정상 구강 세균총

에서 자주 발견된다[2-4]. 인간에서 감염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

는 흔하지 않으나 주로 개, 고양이에 의한 교상을 입은 후 감염을 

일으킨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다. B. zoohelcum에 의한 감염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은 연조직염이며[1, 5], 균혈증[6, 7], 폐렴[8], 뇌수

막염[9], 감염성 심내막염[2] 등을 일으킨 사례가 알려져 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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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yella zoohelcum is an aerobic gram-negative bacillus frequently found in the normal oral flora of mammals. It rarely causes human infection; 
most reported infection cases were associated with animal bites. In this study, we report a case of cellulitis after a dog bite caused by B. zoohel-
cum. A sixty-six-year-old woman presented to the hospital due to soft tissue infection (a finger); the woman was bitten by a dog two days prior to 
the hospital visit. Gram-negative bacilli were isolated from pus cultures; identified via MALDI-TOF MS, 16s rRNA sequencing, and automated iden-
tification systems revealed B. zoohelcum. This is the first report of an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B. zoohelcu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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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emergency room picture of a dog bite on the left third finger. 

Fig. 2. 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Bergeyella zoohelcum clinical isolate. (A) Circular, translucent, and sticky bacterial colonies grew on a 
blood agar plate. (B) Gram staining of the Bergeyella zoohelcum shows gram-negative rod-shaped bacilli (magnification: 1,000×).

A B

[CRP] 10.43 mg/dL) 상승 소견을 보였다. 수부 X-ray 검사에서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농양 형성이 의심되는 소견과 수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응급실 내원 당일 말초 정맥에서 채혈한 2쌍의 혈액 검체를 각

각 BACTEC Plus Aerobic/F, BACTEC Lytic/10 Anaerobic/F (Bec-

ton Dickinson, Sparks, MD, USA) 병에 접종하여 BACTEC FX 시스

템(Becton Dickinson)에서 배양하였다. 상처 부위에서 채취한 3쌍

의 농양 검체를 각각 혈액한천배지, 브루셀라 한천배지, MacCon-

key 배지, phenylethyl alcohol 배지에 접종하여 35˚C 환경에서 배

양하였고, 동일 검체로 진균배양도 병행하였다. 다음날 농양 검체 

3쌍 모두 혈액한천배지와 브루셀라 한천배지에서 투명하고 매끈

하며 끈적한 성상의 그람 음성 간균의 단일한 형태의 집락이 배양

되었다(Fig. 2). 농양 검체의 진균배양과 혈액배양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람 음성 간균은 VITEK 2 (bioMérieux, Dur-

ham, NC, USA, Software version 8.01)의 GN ID card를 이용하여 

Brevundimonas diminuta (95%)로 동정되었다.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ght mass spectrometry (MALDI-

TOF MS, micro�ex LT, Bruker Daltonics, Bremen, Germany)를 이

용하여 해당 균주를 동정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MALDI Biotyper 

RTC software 3.1과 6,903 MSP (main spectra) Library를 이용하였

다. MALDI-TOF MS 결과 Bergeyella zoohelcum (score 2.051)로 

동정되었다. VITEK 2를 Software version 9.01로 업데이트한 뒤 GN 

ID card로 재검하여 B. zoohelcum (99%)의 결과를 얻었고, BD 

Phoenix M50 (Becton Dickinson)과 NMIC/ID-504 panel에서도 B. 

zoohelcum (94%)으로 동정되었다. 정확한 균종 확인을 위하여 추

가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마크로젠(Seoul, Korea)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한 시발체는 5́ -AGAGTT-

TGATCMTGGCTCAG-3´ (27F)과 5́ -TACGGYTACCTTGTTACGA-

CTT-3´ (1492R)였으며,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한 시발체

는 5́ -GGATTAGATACCCTGGTA-3´ (785F)와 5́ -CCGTCAATTC-

MTTTRAGTTT-3´ (907R)였다. 해당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

서열을 NCBI BLAST database (http://www.ncbi.nlm.nih.gov/blast/)

에서 검색한 결과 B. zoohelcum (RefSeq accession no: JN7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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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99.79% (1,440/1,443)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고, B. porco-

rum (RefSeq accession no: NR_136869.1)과 96.85% (1,383/1,428)로 

두 번째로 높은 일치도를 보여 B. zoohelcum으로 동정하였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임상의의 판단 하에 환자는 

ampicillin/sulbactam 1,500 mg 6시간 간격으로 2차례 정맥 투여 

후 귀가하여 이후 경구 amoxicillin/clavulanic acid 1 g 하루 2번 

복용하면서 감염내과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다. 응급실 방문 6일 

후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6.9×109/L, 호중구 2.95×109/L, C-반응 

단백 0.83 mg/dL으로 참고범위 이내로 감소하였으며, 부종 또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처 부위의 염증 및 국소적 통증이 남

아 있었다. 응급실 방문 25일 후 외래에서 말초 정맥에서 채혈한 2

쌍의 혈액 검체를 각각 BacT/Alert FA Plus, BacT/Alert FN Plus (bio-

Mérieux) 병에 접종하여 BacT/Alert VIRTUO 시스템(bioMérieux)

에서 배양하였고,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구 amoxicillin/

clavulanic acid 2주간 복용 이후에도 가운뎃손가락의 국소적 부

종, 열감,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하여 piperacillin/tazobactam 4.5 g 

하루 3회 정맥주사로 항생제 변경하여 10일간 투여하였으며, 증상 

호전되어 항생제 치료를 종결하였다.

해당 균주는 Mueller-Hinton 한천배지 및 5% 면양적혈구를 첨

가한 Mueller-Hinton 한천배지에서 배양되지 않아, 혈액한천배지

를 이용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Piperacillin, cefta-

zidime, cefoperazone, cefepime, aztreonam, imipenem, amika-

cin, gentamicin, tobramycin, cipro�oxacin, piperacillin/tazobac-

tam,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amoxicillin/clavulanic acid

에 대해 디스크 확산법(Thermo Fisher Scienti�c, Basingstoke, UK)

으로 억제대를 관찰하였고, imipenem, meropenem,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cefotaxime, ceftriaxone, moxi�oxacin, clinda-

mycin, minocycline, penicillin에 대해 E-test (bioMérieux, Marcy 

Table 1.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Bergeyella zoohelcum clinically isolated from pus cultures, as determined by the E-test and disk diffusion 
tests, compared to that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Present study Yi et al., 2016 [1] Chen et al., 2017 [2]

Method
Unit
Culture media
Antibiotics

E-test
MIC (μg/ml)

BAP

Disk Diffusion
Zone diameter (mm)

BAP

Broth microdilution
MIC (μg/ml)

MH broth with 2.5% horse blood

Disk diffusion
Zone diameter (mm)

MH agar plate with 5% horse blood

Penicillin 2 0.12

Ampicillin 40

Amoxicillin 0.12

Amoxicillin/clavulanic acid 23

Piperacillin 50

Piperacillin/tazobactam 50

Cefepime 43

Cefoperazone 36

Cefotaxime 0.125 0.03

Ceftazidime 39

Ceftriaxone 0.38 0.06 38

Aztreonam 32

Imipenem 0.032 42

Meropenem 0.032 0.06 40

Amikacin 20

Gentamicin 17 ≤2 26

Tobramycin   6

Ciprofloxacin 20

Levofloxacin ≤0.5 28

Moxifloxacin 0.25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0.75 22 ≤0.25 40

Clindamycin 0.047 ≤0.12 28

Erythromycin ≤0.25 26

Doxycycline 1

Minocycline 0.25

Tetracycline 2

Abbreviations: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BAP, blood agar plate, MH, Mueller-H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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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oile, France)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

centration, MIC)를 얻었다. 현재 Bergeyella 속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판독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내성 여부 

판단 없이 억제대 직경과 최소억제농도만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고  찰

Bergeyella 속은 Flavobacteriaceae 과에 속하며 이전에는 CDC 

group IIj organism으로 불리었고, 이후 Weeksella 속으로 분류되

었으나 urease 활성도와 MacConkey 한천배지에서 배양성의 차이

를 보여 1994년 Vandamme 등에 의해 새로운 속으로 분리되었다

[9, 10]. 당시에는 B. zoohelcum이 Bergeyella 속의 유일한 종이었

으나 2015년 Sohn 등[11]이 B. cardium을, 2016년 Zamora 등[12]이 

B. porcorum을 발견하여 현재 총 3종이 보고되어 있다. Zoohel-

cum이라는 종명은 그리스어로 ‘animal’, ’wound’를 뜻하며, 동물 

교상에 의해 감염되는 임상적 특징을 반영한 이름이다[4, 7]. B. 

zoohelcum에 의한 인체 감염은 매우 드물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

된 질환은 연조직 감염 질환이며 종종 균혈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6, 7, 13]. 이외에도 뇌수막염[9], 폐렴[8], 감염성 심내

막염[2]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었다. 주된 감염 경로는 개, 고양이

에 의한 교상이지만 상처 없이 잦은 접촉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킨 

보고가 있으며[4, 7],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된 사례도 알려

져 있다[14]. 본 증례는 개에 의한 교상 이후 발생한 연조직염 증례

로 B. zoohelcum 감염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다. 

국내에서 동물 교상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

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5]. 동물 교상에 의한 감염은 대부분 

복합균 감염이며 흔한 원인균으로는 Staphylococcus, Streptococ-

cus, Bacteroides, Peptostreptococcus, Fusobacterium, Prevotella 

heparinolytica 등이 있다[16]. 다른 감염에서는 보기 드문 균이 관

여될 수 있어 정확한 균 동정과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중요하다. 

Bergeyella는 자동화 미생물 동정장비에서 부정확한 동정 결과

를 나타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VITEK 2는 B. zoohelcum 및 B. 

cardium을 Brevundimonas diminuta로 잘못 동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11]. BD Phoenix 100 (Becton Dickinson)은 Chrys-

eobacterium bemardetii를, MicroScan WalkAway (Siemens Health-

care Diagnostics Inc., West Sacramento, California, USA)는 Bru-

cella melitensis를 B. zoohelcum으로 잘못 동정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7, 18]. 본 증례에서도 VITEK 2 (software version 8.01)는 

해당 균주를 B. diminuta로 잘못 동정하였으나, software version 

9.01 업데이트 후에는 B. zoohelcum으로 정확히 동정하였다. 이는 

VITEK 2 software의 데이터베이스 및 동정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MALDI-TOF MS에서 score 2.0 

이상으로 B. zoohelcum를 종 수준으로 동정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2, 3], 본 증례에서도 score 2.0 이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B. zoohelcum은 β-lactam 계열 항생제와 �uoroquinolone에 감

수성을 보이고, tetra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은 감

수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colistin에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4]. 아직 표준화된 항생제 요법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amo-

xicillin/clavulanic acid, ampicillin/sulbactam, cefuroxime, cipro-

�oxacin, oxacillin, penicillin G, meropenem, levo�oxacin 등의 항

생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증례들이 보고되었다[1, 2, 4, 

6, 13, 14]. 본 증례는 경험적 항생제로 경구 amoxicillin/clavulanic 

acid 2주 복용 후 전신적 염증 반응이 크게 호전되었으나 국소적 

증상이 남아 있어 배양된 균주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따라 pipe-

racillin/tazobactam 정맥주사로 치료하여 회복되었다. 

해당 균주는 Mueller-Hinton 한천배지에서 자라지 않았다. Yi 등

[1], Chen 등[2]의 연구에서는 말 적혈구를 첨가한 Mueller-Hinton 

배지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는데[1, 2], 해당 배지는 

일반적으로 검사실에서 사용되지 않아 동일 조건에서 검사를 시

행하기 어려웠다. B. cardium에 대하여 5% 면양적혈구를 첨가한 

Mueller-Hinton 한천배지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했던 보

고가 있어[11] 동일 배지에서 배양하였으나 자라지 않았다. 본 증례

에서 분리된 균주는 혈액한천배지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에서 cephalosporin 계열과 carbapenem 계열 등 다수의 β-lactam 

계열 항생제에서 낮은 최소억제농도 및 넓은 억제대를 보여 이전 

보고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1, 2].

본 증례는 저자들이 아는 한 B. zoohelcum에 의한 감염 질환의 

국내 첫 번째 보고로 개에 의한 교상 이후 발생한 연조직염 환자에

서 B. zoohelcum이 분리되었다. 환자는 amoxicillin/clavulanic acid 

경험적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었고 잔존 증상에 대해 piperacillin/

tazobactam으로 치료하여 성공적으로 회복되었다. 해당 균의 동

정에 자동화 동정장비에 추가로 MALDI-TOF MS와 16s rRNA 염기

서열 분석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요  약

Bergeyella zoohelcum은 포유류의 정상 구강 세균총에서 자주 

발견되는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이다.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

는 드물지만 주로 동물에 의한 교상을 입은 후 감염을 일으킨 사

례들이 보고되어 있다. 저자들은 개에 의한 교상 후 B. zoohelcum

에 의해 발생한 연조직염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내원 2일 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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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물린 66세 여자 환자가 교상 부위 연조직 감염 의심 하에 내

원하였다. 교상에서 배출된 농양 검체에서 그람 음성 간균이 배양

되었고 MALDI-TOF MS, 16s rRNA 염기서열 분석, 자동화 동정장

비에서 B. zoohelcum으로 동정되었다. 본 증례는 B. zoohelcum

에 의한 감염 질환의 국내 첫 번째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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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은 Westgard가 제안한 sigma metrics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Sigma value는 검사에서 error 발생률을 추정하는 수치이며 100만 건당 얼마나 error가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defects per million  

(DPM)에 따라 0에서 6까지로 표현된다.

 ② Sigma metrics는 (총 허용오차-바이어스%)/변이계수%로 계산할 수 있다.

 ③ Sigma value가 작을수록 검사의 정확도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3 이하인 경우는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④ 총 허용오차가 변이계수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바이어스%가 작으면 과도한 sigma value를 나타낼 수 있다.

 ⑤  Sigma value를 통해 새로 도입하려는 기기나 시약의 평가, 장비 간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2. 다음의 보기 중 NF1 유전자의 특징에 대해 옳게 기술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3.  RNA splicing과 연관된 유전자의 변이는 급성골수성백혈병(AML)과 비교했을 때 골수이형성증(MDS)에 보다 특이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spliceosome 관련 유전자 중에서 변이가 생길 경우 환형 철적혈모구(ring sideroblast)와의 연관성이 가장 깊은 것은? 

 ① TET2

 ② ASXL1

 ③ U2AF1

 ④ SRSF2

 ⑤ SF3B1

  4.  당뇨병의 진단과 감시에 사용되는 혈액표지자들 중 3주일 가량의 반감기를 가지며, 적혈구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혈액투석을 

받는 신질환 환자들에서 단기간의 혈당 조절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것은?

 ① 포도당

 ② 당화알부민

 ③ 당화혈색소

 ④ 프럭토사민

 ⑤ 1,5-Anhydroglucitol

QUIZ

LMO 2021:11(1) 

ㄱ. 원종양유전자(proto-oncogene)인 neurofibromin 1을 코딩한다.

ㄴ. 위유전자(pseudogene)가 존재하여 염기서열분석이 어렵다.

ㄷ. NF1 유전자 엑손 전체의 결실은 염기서열분석으로 검출할 수 있다.

ㄹ. Deep intronic variants에 의해서도 짜깁기(splicing)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QUIZ

eISSN 2093-6338 www.labmedonline.org   79

  5.  다음 중 혈장교환술로 치료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파종성 혈관내 파종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hemolysis)

 ② 패혈증에 동반된 다수의 장기 부전(sepsis with multiorgan failure)

 ③ 종양용해증후군(tumor lysis syndrome)

 ④ 백혈구울혈(leukostasis)

 ⑤ 요독증(uremic syndrome)

  6.  다음 중 Kytococcus schroeteri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Kytococcus 속은 그람 양성 구균으로 이에 의한 인체 감염은 드물다 

 ②  Kytococcus schroeteri는 주로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예. 인공판막을 가진 환자에서 심내막염)이나 면역 저하 환자에서 균혈증을  

일으킨다. 

 ③  Kytococcus schroeteri 동정에 있어 VITEK 2 등의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생화학적 분석이 MALDI-TOF MS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ght mass spectrometry) 및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④  심내막염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상 진단 기준에는 Modi�ed Duke criteria와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2015 modi�ed criteria가 있다. 

  7.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은 최근 혈액 종양의 진단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혈액 종양에서 획득된 체세포 돌연변이는 병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직 질환의 진단의 표지자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②  높은 초기 준비 비용, 각 혈액 종양과 연관된 유전자의 선정, 검사 시행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까다로운 검증 절차, 합리적인  

TAT 유지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수의 기관에서 혈액종양 NGS 검사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③ 현재의 모든 Sanger sequencing 검사 방법을 NGS로 대체 가능하다. 

④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NGS 패널은 기관별 구성 유전자가 동일하다. 

  8.  다음 중 quick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qSOFA) 판정 기준이 아닌 것은?

 ① Respiratory rate > 22 breaths/min

 ② Altered mentation (Glasgow coma scale score < 15)

 ③ Systolic blood pressure < 100 mm Hg 

 ④ Heart rate > 90 beats/min

  9.  80세 남성이 10년 전부터 만성 기침과 반복되는 폐렴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전염성 활막염 (infection synovitis) 증상이 

나타나 입원하였다. 환자의 호흡기와 활막액을 배양해보니, 약 3주 후 SDA (Sabouraud’s dextrose agar) 배지에서 (A)와 같은 균주가 

자랐으며 LCBS 염색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 후 현미경 관찰하니 (B)와 같이 보였다. 거주지와 여행력을 추가 조사해보니 약 

10년 전 미국 남서부 지역에 단기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본 환자는 어떠한 감염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는가?



 QUIZ

eISSN 2093-633880   www.labmedonline.org

10.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한 종류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00개 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료공급자의 제도 수용성이 높다.

 ② 행위별수가제에 비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③ 진단검사 질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④ 의사의 시술 행위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⑤ 의사의 진료행태나 검사 처방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  동물 교상에 의한 감염 질환에서는 정확한 균 동정과 적절한 항생제 선택이 중요하다. 다음 중 동물 교상에 의한 감염 질환의 흔한 

원인균이 아닌 것은?

 ① Staphylococcus spp.

 ② Chlamydia spp.

 ③ Streptococcus spp.

 ④ Fusobacterium spp.

 ⑤ Bacteroides spp.

12. 다음 중 진단혈액학회 표준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급성백혈병 진단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침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골수검사 보고서에는 말초혈액도말, 골수세포 감별 계수, 골수흡인 및 생검소견은 들어가야하나 그 외 특수검사 결과 기술은 

추천되지 않는다.

 ② 골수세포 감별 계수에 거대핵세포, 골모세포, 파골세포, 전이암세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유세포 검사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 각 항체별 양성률을 기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④  염색체검사 보고서에는 국제표준명명법(International System for Human Cytogenomic Nomenclature)에 근거하여 염색체 핵형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보고서에서 검출된 모든 유전적 변이는 미국임상종양학회/분자병리학회 지침에 따라 Tier I에서 IV의 4 Tier 

시스템으로 분류하며 보고서에 Tier IV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

11권 1호 Quiz 답  1. ③   2. ③   3. ⑤   4. ②   5. ②   6. ③   7. ②   8. ④ 
9. 콕시디오이데스 감염증(Coccidioidomycosis, valley fever)   10. ③   11. ②   1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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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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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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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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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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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규정

eISSN 2093-6338 www.labmedonline.org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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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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