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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환자의 진단의학검사 결과는 참고구간과 함께 보고되며 참
고구간을 바탕으로 한 검사결과의 판정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검사를 도입하거나 검사법
변경 시 참고구간의 정확한 설정 및 적절한 검증이 요구되나
[1-5], 진단의학검사실마다 참고구간 설정과 검증방법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이어서 일부 검
사실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참고구간이 실제 잘못 설정되고 검
증된 상태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동일 항목에 대해 동일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라 하더라도 참고구간 설정과 검증방법이 제각기 다르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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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검사실에
서 이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참고구간 설정방법을 제
시하고 검사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
한 참고구간 설정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충분한 수
의 건강인 데이터 확보 문제와 참고구간 설정에 필요한 통계분
석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검사실에서 시행되는 개별 검사들에 대해 일일이 독립적인
참고구간 설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동
일한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는 검사실 간의 웹 네트워킹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참고구간 설정 통계분석 결과를 참여기관
이 실시간 조회하고 각자의 검사실에서 임상적으로 곧바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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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 설정방안을 개발하였다.

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결과

1.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설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설정 프로그램 개발

참여기관에서 1개 이상의 건강인 검체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참여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얻어진 누적된 결과가 반영된 참고
구간 설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조회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웹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고 최소 한 명의 건강
인 검체 결과만이라도 획득한다면 오픈된 웹을 통해 결과를 입
력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입력된 누적 결과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시간 새로이 설정된 참고
구간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참고구간 공동설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내 어느 검사실이나 실시간 웹을 통해 접속 및 입력 가능
하며 검사별로 각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시약에 대한 정
보 및 참고 검체에 대한 성, 연령 및 측정값 정보를 개수에 상
관없이 입력하면(Fig. 1), 해당 검사별 기존 입력된 피어그룹
의 누적된 데이터가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통계 처리된 후 설정
된 참고구간이 조건별로 실시간 조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
고구간 공동설정을 위해 개발된 웹 앱의 입력정보 화면 및 실
시간 참고구간 설정화면은 Fig. 2와 같다.

검사실 간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참고구간 공동설정용 웹
은 우분투 서버(14.04 LTS; Canonical Ltd., London, UK;
http://www.ubuntu.com/) 환경에서 nginx 1.4 (http://
nginx.org)를 웹 서버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Web Server
Gateway Interface (WSGI) 서버 소프트웨어는 uWSGI
ver. 2.0 (http://projects.unbit.it/uwsgi/)을 이용하여 운영
하였다. 웹 서비스는 python ver. 3.4 (http://www.python.
org)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6,7]. 개발에
이용한 웹 프레임워크는 Django ver. 1.8 (Django Software
Foundation; http://www.djangoproject.com/)이며, 참고
구간 설정 및 차트 작성을 위한 통계처리프로그램은 numpy
ver. 1.9 (http://www.numpy.org/) 모듈과 pandas ver. 0.16
(http://pandas.pydata.org/) 모듈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부분은 jQuery Mobile
ver. 1.4 (The jQuery Foundation; http://jquerymobile.
com/)을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히스토그램 차트는 flot ver.
0.8 (http://www.flotcharts.org/)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웹 주소는 http://www.referencerange.org이다.
2.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입력 및 참고구간 자동 설정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익명화된 건강인의 과거 검체 검
사결과 데이터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웹 기반 프
로그램에 누적된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참고구간 설정에 필요
한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과 퍼센타일을 포함
하여 로그치환 값, 왜곡도 검증, 정규성 검증과 누적분포 등 통
계분석이 제공되도록 하였다[8,9]. 분석자료에는 입력기관명
과 극단적인 측정값(Tukey 법칙)이 자동 제거된 측정값을 포
함하여 검사항목, 항목별 기기 및 시약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
다. 검사항목별로 건강인의 성별, 나이와 검사결과가 포함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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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입력 및 참고구간 설정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설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건강
관리협회로부터 얻어진 2016년과 2017년 임상화학분야 결과
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통계적 분석근거를 갖춘 참고구간을
설정하였다. 기초통계 외에도 결과의 정규분포 여부를 쉽게 파
악하여 해당되는 참고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
한치와 하한치에 90% 신뢰구간을 부여하였다. 전체 수가 120
명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참고구간 설정방법이 달라
지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참고구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연령대(10세 단위)와 성별 참고구간이 독립적으로 설
정되도록 하였다.
분석자료에는 입력기관명과 극단적인 측정값(Tukey 법칙)
이 자동 제거된 측정값을 포함하여 검사항목, 항목별 기기 및
시약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검사항목별로 건강인의 성별,
나이와 검사결과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통계분
석 결과화면에는 기본적으로 참여기관 수, Tukey법에 근거한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총 검체 수와 자동 제거된 아웃라이어 수
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검사방법별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검사장비별, 검사시약별
분석대상 검체 수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피어그룹별 정보에는
연령대별, 성별, 기관별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연령대의 구간을 10세 단위로 나누어 10세 미만부터
90세 이상까지 10개의 연령대 구간에 대한 통계결과가 제시되
도록 하였다. 성별 통계분석 결과도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체 대상자와 각 그룹별 대상자에 대한 참고구간 설정 통
계결과는 기본적으로 각 대상자 수,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5퍼센타일 값과 95퍼센타일 값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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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input page of the web-based collaboratively setting reference interv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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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istics page for the collaborative reference interval setting of glucose test by age group, gender an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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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고, 정규분포 여부를 보기 위해 대상자 수가
1,000명 미만이면 Shapiro-Wilk 검증을, 1,000명 이상이면
Kolmogrov-Smirnov 검증이 시행되어 P-value에 따라 정규
여부를 판정하고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을 경우 비모수적 통계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대상자들의 검사결과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히스토그램과 누적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제공하
였고 성별, 연령대별 그룹 간 결과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정규분포와 비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통계기법을 적
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참고구간은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지면 120명 미만일
경우 Robust 방법을 적용하여 참고구간이 설정되도록 하였고
120명 이상일 경우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모수적 방법, 비모수
적 방법, 로그치환 방법 등에 의한 참고구간이 제시되도록 하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는 검사실들로부터 입력된 결과 정보가
본 웹 기반 프로그램에 저장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자체의 통계
분석 프로세스에 의해 정제된 참고구간 결과가 실시간 제공되
며, 설정된 참고구간 결과를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각 검사실에서 결과 판정을 위한 참고구간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설정도구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설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검사방법별, 측정기기별 및 시약별 참고구간 설정에
관한 결과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한국인
의 건강정보를 파악하는 기초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내 여러 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였다. 제공되는 참고구간의 하한치와 상한치 외에도 해당 값에
서 보일 수 있는 90% 신뢰구간 값까지 제공하여서 하한치와
상한치의 신뢰도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량의 건강인 검체 검사를 통해 실시간 정확한 참고구간을 설
정하고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향후 참여기관의 로그인 정
보 등록을 통해 참여기관의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
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참고구간 설정 및 검증법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국내 모든 검사실이 쉽게 참여하고 공동으로 설정된
참고구간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참고구간 공동설정을 위
한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국내 검사실들이 정확하고
통계적 근거를 갖춘 참고구간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참고구간 설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건강인 데이터 확보 문제와 참고구간
설정에 필요한 통계분석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웹 기반 참고구간 공동설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 검사실이 이를 활용하여 용이하게 참고구간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국내 진단의학검사실 대부분은 주로 참고구간 설정을 위한
검체 확보의 어려움과 참고구간 설정을 위한 인력과 검사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검사실이 독립적으로 참고구간을 설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검사실이 참고구
간 검증으로 참고구간 설정을 대신하고 있다. 검사실에서 검증
하는 참고구간의 대부분은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참고구간일
뿐만 아니라 제시된 참고구간이 비정상적으로 넓거나 좁은 경
우가 많으나 이를 참고구간 검증방법만으로 정확히 검증하기
가 어려워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어느 검사실에서나 자유
롭게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참고구간 공동설정과 결과판정에
적용할 수 건강인 검체 결과를 입력하면 다른 검사실에서 입력
된 누적 결과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이 설정
된 참고구간이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되고, 이는 검진 결과 판
정기준인 참고구간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고구간 공동설정의 근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즉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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