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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heumatoid factor (RF) is used as one of the diagnostic criteria for rheumatoid
arthrit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qualitative RF reagents used in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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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인구의 1%에서 발생하며, 여성에게 호발하는 만성진행성 염
증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표준화된 검사법이 없기 때문
에 임상증상, 신체검사, 진단검사 소견, 영상검사 소견 등을 종
합하여 진단하게 된다. 1987년에 개정된 미국 류마티스학회의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기준에 의하여 일곱 가지 항목 중 네 가
지 이상을 충족시키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그 중
진단검사 소견으로는 혈청 류마티스인자(rheumatoid factor,
RF) 양성만 포함되어 있었다[1]. 이후 2010년에 미국 류마
티스학회와 유럽 류마티스학회의 공동연구에 의해 새로운 분

류기준이 발표되었으며, 당시 기준에 혈청 RF와 항 cyclic
citrullinated peptide 항체검사가 포함되었다[2]. 따라서 RF
는 류마티스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검사로 임
상검사실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RF는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 G (IgG)의 Fc portion
에 결합하는 자가항체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60%-80%
에서 양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F의 검사방법은 1956년
라텍스응집법에 의한 정성검사법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효소결합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면역혼탁측정
법(Immunoturbidimetric assay) 등이 개발되어 정량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3]. RF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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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예측인자인데, 정량검사법은 정량값을 추적 관찰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진행양상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자
동화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대용량 검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정성검사법은 대용량 검체 처리 및 결
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검사 수행의 간편함과 값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이나 선별검사 용도로
여전히 많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라텍스응
집법을 이용한 정성검사의 특성 때문에 판독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판독될 가능성이 있고, 상용화된 RF 검사시약 간 판독
결과의 불일치가 관찰된 바 있어, 양성, 음성 판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3,4].
RF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다양한데, 검사방법 또는 시약
에 따라 RF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3,4].

Laboratory, Boerne, TX, USA), Rheumatoid Factor Latex
Test (Pulse Scientific Inc., Burlington, ON, Canada), RF100 (Teco Diagnostics, Anaheim, CA, USA) 등이었다.
RF 정성검사 시약의 검사원리는 전부 라텍스응집법이었다.
RaPET RF, Rheumatoid Factor Latex Test, RF-100 등 3
종의 시약에는 양성 대조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LabSlide
RF와 ASAN RA Latex Reagent 등 2종의 시약에는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

또한 RF의 정성검사 간 상관성 및 정량검사 간 상관성에 비하
여 정성검사와 정량검사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5]. RF 검사결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및 치료 결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서로 다른 RF 검사시약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6]. 그러나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
회에서 수행 중인 신빙도조사 단백면역프로그램을 살펴보면
RF 항목의 정성 및 정량검사에 동일한 정도관리물질을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량검사 결과와 정성검사 결과가 불일
치한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지난 신빙
도조사프로그램의 RF 검사항목 결과를 분석하고, 국내 임상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RF 정성검사의 결과와 정량검사의 결과
를 비교 평가하여 RF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평가하였다. 1차 실험에 사용한 상품화 물질은 Rheumatoid
Factor Calibrator Series Level 1-5 (Randox Laboratories,
Crumlin, UK), Specific Protein Control Level 1, 3 (Randox
Laboratories)과 Liquicheck Rheumatoid Factor Level 1-3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이었으며,
2차 실험에 사용한 정도관리물질은 Liquichek Immunology
Control Level 1 (Bio-Rad Laboratories Inc.)이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RF 검사가 의뢰된 혈청 검
체를 혼주하여 정량값을 10 IU/mL 미만, 10-15 IU/mL, 2025 IU/mL, 25-30 IU/mL, 100 IU/mL 초과의 농도가 되도
록 제조하여 정성검사 시약의 응집 여부를 판정하였다. 상품화
된 정도관리물질과 자가 제조한 혼주 혈청의 정량값은 Roche
Modular E170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
장비로 2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시약 lot 간 검사결과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실험과 2차 실험에서 RF 정
성시약 lot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조사 단백면역검사프로
그램은 연 2회 수행하며, 매회 3개의 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한
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1, 2차와 2018년 1차 신빙도조사프
로그램 RF 검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CAP)에서 주관하는 국외 외부정도
관리프로그램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국내ㆍ외 동료집단(peer
group)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시판 중인 RF 정성검
사 시약제품 5종을 대상으로 검사정보지를 취합하여 기준치
(cut-off)를 확인하였으며 시약 구매 후 실험을 시행하여 기준
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해당 시약들은 LabSlide RF (IVD
Lab Co., Suwon, Korea), ASAN RA Latex Reagent (Asan
Pharmaceuticals Co., Seoul, Korea), RaPET RF (Stan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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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재료
1차 실험은 10가지 농도의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과 보정
물질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2차 실험은 자가제조한 혼주
혈청 5가지 농도와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 1개를 사용하여

3. 판정 및 분석
1차 실험에서는 10가지 농도의 상품화 물질을 RF 정성시약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각각 8회씩 분주한 후 판독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５가지 농도의 자가제조한 혼주 혈청과 1가지 농
도의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을 각각 ５회씩 분주한 후 판독하
였다. 각 실험에서 검사결과 판독의 객관성을 위하여 두 명의
검사자가 동시에 맨눈으로 판독하였으며 제조사의 지침에 따
라 양성 및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입자가 보이지만 명확한 응
집상을 관찰할 수 없는 위양성의 경우 음성으로 판단하였다.
정도관리물질과 혼주 혈청의 정량값을 기준으로 정성시약의
일치도 및 kappa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J Lab Med Qual Assur 2019;41:105-110

www.jlmqa.org

Jongwon Oh et al • Evaluation of RF Qualitative Reagents

결과

정성시약과 정량값과의 일치도는 51.4%-100.0%를 보였으며,
kappa 통계량은 0.40에서 1.00까지의 값을 보였다.

신빙도조사프로그램의 RF 정량검사 및 정성검사 통계는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CAP에서 주관하는 외부정도관리의
RF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국내 신빙도조사프로그램
에서 1번 검체 정량값의 중앙값은 20 IU/mL 근처로 대부분의
정성시약 기준치 근처 수치로 출제되었으며, 2번 검체와 3번
검체의 정량값은 각각 30-40 IU/mL, 40-50 IU/mL의 범위로
정성시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CAP에서 주관하
는 외부정도관리의 경우, 낮은 농도 검체는 대부분 10 IU/mL
이하의 범위였으며, 높은 농도 검체는 100 IU/mL 이상을 보
였다. 국내 신빙도조사프로그램과 CAP에서 주관하는 외부정
도관리에서 유사한 농도의 RF 물질은 없었다.
1, 2차 실험에 사용한 상품화 정도관리물질과 혼주 혈청의
측정된 정량 평균값, 제조사 정보지의 목적값 및 범위, RF 정
성시약의 lot 번호 및 기준치 정보와 판독결과는 Table 3에 정
리하였다. 5개의 정성시약 중 3개 시약은 기준치가 20 IU/mL
이었으며 2개는 각각 8 IU/mL과 10 IU/mL이었다. 두 명의
검사자 간 판독결과는 모두 일치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정성
시약은 10 IU/mL 이하의 범위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으며, 30
IU/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대부분 양성 소견을 보였지만 일
부 시약에서는 음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Table 4에 각 RF 정
성시약의 정량값과의 일치도 및 kappa 통계량을 기술하였다.

고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
행한 신빙도조사사업의 단백면역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RF
정성검사 결과가 정량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2016-2017년 2년간의 신빙도조사사업 결과를 분
석해 보면 RF 정량값이 20 IU/mL 내외인 1번 검체의 경우,
정성 결과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는 50% 내외였다. 기준치가
20 IU/mL인 정성시약의 경우 정성 결과가 음성으로 판독될
가능성은 있으나 예상되는 결과보다 더 많은 음성 판정이 관찰
되었다. 2번, 3번 검체의 경우 정량검사를 수행한 대부분의 기
관에서 30 IU/mL 이상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정성 검사결과는
대부분 양성으로 판정되어야 하지만,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가
2번 검체는 35.0%-51.5%, 3번 검체는 4.5%-44.8%로 상당
히 많았다. 정성시약 기준치를 상회하는 2번, 3번 검체에서 음
성으로 판정된 경우가 30% 이상이었다는 것은 RF 측정에서
정성 검사시약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높
은 농도인 3번 검체(40-50 IU/mL)는 2017년 2차와 2018년 1
차 신빙도조사사업에서 양성률이 증가했는데, 2번 검체(30-40
IU/mL)의 경우 2017년 2차에서는 여전히 낮은 양성률을 보

Table 1. Proficiency testing results for rheumatoid factor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Year/round

No. of quantitative/
qualitative test results

CP-01 (IU/mL, % )

CP-02 (IU/mL, %)

CP-03 (IU/mL, %)

2016/first

22.3 (54.7)

33.1 (56.8)

44.0 (67.4)

310/95

2016/second

20.0 (44.8)

34.1 (56.3)

47.0 (55.2)

314/96

2017/first

19.9 (43.0)

34.0 (65.0)

46.1 (70.0)

334/100

2017/second

20.3 (64.2)

33.0 (48.5)

45.7 (95.5)

363/134

2018/first

20.4 (72.3)

36.1 (95.3)

45.3 (97.3)

402/148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positive %), unless otherwise stated.

Table 2. Proficiency testing results for rheumatoid factor from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Year/round

RF-01 (IU/mL, %)

RF-02 (IU/mL, %)

RF-03 (IU/mL, %)

RF-04 (IU/mL, %)

RF-05 (IU/mL, %)

5 (1.9)

5 (1.4)

189 (99.9)

193 (99.4)

6 (2.4)

2016/second

242 (99.4)

134 (98.1)

9 (8.5)

10 (9.3)

131 (97.7)

2017/first

148 (99.3)

2 (2.1)

247 (99.7)

96 (95.3)

3 (2.1)

2017/second

113 (99.3)

2 (3.8)

3 (3.7)

210 (99.7)

115 (98.8)

2018/first

228 (99.6)

196 (100.0)

136 (98.4)

3 (0.3)

3 (0.7)

2016/first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positive %), unless otherwis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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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58005

180512

75348

RaPET RF

RF Latex Test

RF-100

658004

181631

77001

RaPET RF

RF Latex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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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100

8/2

20/2

20/3
0%

0%

0%

0%

H995

ASAN RA Latex

20/1

0%

6518081

LabSlide RF

Pooled
serum

0%

0%

0%

0%

7.90

10/2

8/2

20/2

20/3

20/3

Measured value by
Modular E170
(IU/mL)

Manufacturer

Second experiment

657005

RaPET RF

0%

S993

ASAN RA Latex

20/1

0%

6518031

LabSlide RF

10/2

12.6

Target value (range),
IU/mL

Randox

Level 1

11.4

Lot

Measured value by
Modular E170
(IU/mL)

Manufacturer

First experiment

Variable

Cut-off
(IU/
mL)/
time
(min)

0%

0%

0%

0%

0%

0%

13.25

Pooled
serum

25%

50%

0%

0%

37.5%

23.1

18.2

Randox

Level 2

100%

100%

100%

0%

100%

22.95

Pooled
serum

100%

100%

100%

62.5%

50%

25%

28.5
(22.8–34.2)

28.0

Randox

Level 3

Table 3. Positive rates of qualitative rheumatoid factor reagents used in this study

80%

100%

100%

0%

100%

23.10

Bio-rad

100%

100%

100%

87.5%

100%

87.5%

40.5

33.0

Randox

Level 4

100%

100%

100%

100%

100%

27.80

Pooled
serum

100%

100%

100%

100%

100%

100%

32.7
(28.0–37.4)

33.6

Bio-rad

Level 5

100%

100%

100%

100%

100%

199.10

Pooled
serum

100%

100%

87.5%

100%

100%

100%

60.8

48.8

Randox

Level 6

-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59.5
(52.9–66.1)

59.9

Bio-rad

Level 7

-

-

-

-

-

-

-

100%

100%

100%

100%

50%

12.5%

82.1
(65.7–98.5)

77.8

Randox

Level 8

-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9.9

90.8

Randox

Level 9

-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95.5
(86.5–105)

93.8

Bio-rad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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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greement rates and Kappa statistics between rheumatoid fact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agents
Reagents
Variable

LabSlide RF

ASAN RA
Latex

RaPET RF

RF Latex Test

RF-100

6518031

S993

657005/658005

180512

75348

Agreement rate (%)

62.5

86.2

95.0/98.8

95.0

82.5

Kappa statistic

NA

0.62

0.86/0.96

0.83

NA

First experiment
Lot

Second experiment
Lot

6518081

H995

658004

181631

77001

Agreement rate (%)

83.3

66.7

100.0

100.0

51.4

Kappa statistic

0.57

0.40

1.00

1.00

0.80

Abbreviation: NA, not available.

이다가 2018년 1차에서 95.3%로 양성률이 증가했다. 이와 같
은 정확도의 개선은 각 RF 정성시약 제조사에서 정확도를 향
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lot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한 제조사 시약
을 사용하더라도 lot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시
약의 lot 관리를 통해 정확성을 계속 유지하며, 기준치 이상의
물질에서 양성 결과가 일관되게 보이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RF 정성시약은 감마글로불린으로 코팅된 라텍스인자를 함
유하고 있으며, 인간 감마글로불린을 사용한 시약과 토끼 감마
글로불린을 사용한 시약 간 결과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이 알
려져 있으나 이번 연구에 사용한 시약들은 모두 인간 감마글로
불린을 사용한 경우였다[4]. 한편 RF 정성시약 평가에서 제조
사에 따라 같은 물질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제조사의
기준치가 시약의 실제 성능보다 낮게 잘못 설정되어 있어 신
빙도조사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
히 기준치가 8 IU/mL과 10 IU/mL인 시약들의 위음성 결과
가 많았는데, RF 18 IU/mL 물질에서 대부분 음성 결과를 보
여서 신빙도조사사업의 불일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시약의 경우 기준치의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신빙도조사사업의 고농도 3번 검체와 유사한 40
IU/mL 이상의 물질로 평가한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양성 소
견을 보였다. Prozone 효과로 고농도의 시료에서 반대로 낮은
값이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70 IU/mL 이
상의 정량값에서 정성시약이 음성을 보인 경우는 prozone 효
과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lot에 따라 51.4%에서 100%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시약의 경우도 lot이 다른 경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일치도 차이를 보여 시약 lot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다. Kappa 통계량도 시약 lot에 따라 편차가 심했으며 일부
시약은 lot 관리 및 정확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
험에서 낮은 일치도 및 kappa 통계량을 보인 RF 정성시약은
기준치 농도가 10 IU/mL 이하인 시약들이었는데, 과거에 기
준치 농도를 15, 20, 25 IU/mL에 따라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
준치 농도를 높여서 류마티스질환 진단의 특이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추천하였다[8]. 덴마크에서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는 9,7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RF의 중
앙값은 18 IU/mL였으며[9], 국내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의 RF 평균은 377.1±614.2 IU/mL인데 비하여 건강
대조군에서는 1.9±8.5 IU/mL를 보였다[10]. 류마티스 관절
염 환자들에서는 100 IU/mL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종
종 보고되므로 너무 낮은 농도를 기준치로 정하면 실질적으로
류마티스질환 진단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많은 위양성 결과를
초래하여 불필요한 추가검사를 유발할 것으로 여겨진다.
CAP에서 주관하는 신빙도조사사업의 경우, RF의 정성결
과 기관 간 일치도가 90.7%-100%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
으나, 해당 외부정도관리물질의 정량값이 10 IU/mL 이하거
나 100 IU/mL 이상인 물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관 간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기준치
에 근접한 9-10 IU/mL의 농도물질을 사용한 경우에 90.7%91.8%의 기관 간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2-6 IU/mL의 농도물

실제 RF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혈청 중의 과다 항체량으로 인
해 음성 혹은 약양성 반응으로 나타나는 prozone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성검사 판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실험에서 정성값과 정량값의 일치도는 시약 및 시약

질을 사용했을 경우의 96.2%-99.7%의 기관 간 일치도에 비해
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비슷한 농도의 혼주한 사
람 혈청 물질에 비하여 정도관리물질로 검사했을 때의 응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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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속도가 더 느렸다는 점이다. 시료 종류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정도관
리물질을 사용한 경우보다 혼주한 사람 혈청을 사용했을 때 위
음성이 더 적었으므로, 정도관리물질로 평가한 외부정도관리
결과에 비하여 실제 임상검사실에서 환자 검체로 검사했을 때
정성 시약에서의 위음성이 더 적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혈청으로 정성시약을 평가한 것이 아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의 임상적 민감도와 특이도 등을 구할 수는 없었
다는 점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Roche Modular E170 장비
로 측정한 정량검사 결과를 정성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여
러 종류의 정량측정장비로 검사하여 정성검사 결과와 비교/평
가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임상검사실에서 사용되는 RF 정성시약은
정량값과 상당한 불일치를 보였으며, 많은 정성시약에 대해 정
확도의 개선 및 기준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임상검사실에서 여건이 된다면 RF 측정은 정성
검사를 최소화하고 정량검사를 하는 것이 추천되지만, 부득이
한 상황에서는 정성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차적
으로 제조사에서 시약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시약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대조물질을 추가하고, lot 간 변이 최소화 및 적절
한 기준치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차적으로 정성검
사 시약 사용자는 적절한 정도관리물질이나 임상 검체를 이용
하여 시약의 적절성 및 시약 lot 간 수행능을 정기적으로 검증
하고,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여 정확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F 정성시약의 질을 개선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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