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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ti-Müllerian hormone (AMH) is regarded as a sensitive
and specific biomarker for assessing the ovarian reserve and has gained
widespread clinical use. However, discrepancies between methods, different
reference values, and inter-laboratory variation complicate the interpretation
of AMH values and their clinical implications. To resolve these problems,
external quality assessment (EQA) is important for standardizing AMH assays,
thereby ensuring accurate and precise results. To conduct an EQA program,
a large amount of quality control (QC) material is required. This study
aimed to produce AMH QC materials for an EQA program and evaluate their
homogeneity and stability.
Methods: QC materials for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MH were
produced from the collected remnant sera of 632 patients in whom AMH
assays were performed. These materials were evaluated for homogeneity
between vials and short-term stability over 7 days at three different storage
conditions.
Results: The total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MH QC materials at
the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ranged 2.09%–2.48%. No significant
inhomogeneity was noted between vials; therefore, the samples were
considered to be homogenous. With respect to short-term stability, three
levels of AMH QC materials were found to be stable for at least 7 days when
refrigerated or frozen condition.
Conclusions: The AMH QC materials produced from remnant sera were
found to be homogenous between vials and remained stable in a refrigerated
and frozen condition for at least 7 day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practically applied for producing AMH EQA materials.
(Lab Med Qual Assur 2020;42: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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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질(Müllerian inhibiting substance)로, 배아기 성 분화(sex

전동난포(pre-antral follicle) 및 작은 동난포(antral follicle)

를 반영하는 혈청검사 중 가장 우수한 지표로 인정받아 체외수

항뮬러관호르몬(Anti-Müllerian hormone, AMH)은 난소 내

의 과립층세포에서 생성되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b
superfamily에 속하는 당단백이다. AMH는 뮬러관 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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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AMH 검사는 최근 약 20년 사이에 난소 예비능과 난포 활성도

정 시 난소자극반응 예측 목적뿐 아니라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
단, 폐경의 예측 목적 등을 위하여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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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4]. AMH 농도는 난소 예비능을 보기 위하여 기존에 사

농도의 정도관리물질을 각 1.0 mL씩 멸균된 2.0 mL Cryogenic

hormone (FSH) 농도보다 유용하며, 동난포 수와의 상관성이 우

껑을 닫고 파라핀 필름으로 봉한 후 다시 냉동하여(–20°C) 보관하

용하고 있던 생리주기 2일 또는 3일의 기저 follicle-stimulating
수하여 그 임상적 효용성이 인정되었고, 주기 내(intracycle), 주
기 간(intercycle) 농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여성의 월경

vial (Corning Life Science, Corning, NY, USA)에 분주하여 뚜
였다.

주기와 무관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3].

3. 검사방법

무의 판단을 위한 직접지표로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어

Inc., Brea, CA, USA) 장비를 이용하여 화학발광면역검사(che

고시 제2009-160호), 또한 2019년 11월 4일 부로 요양급여 적용

검사의 분석측정범위는 0.08–24.0 ng/mL이며, 0.16 ng/mL

AMH는 난소의 과배란 유도 시 반응 및 난소능력 예측, 폐경 유

2009년 8월 27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고시되었고(보건복지부
고시가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

위와 같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AMH 농도가 치료방향의 결

정과 진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외부정도관리를 통하여 검

사 정확도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Quality Assurance Programs에
서 2011년부터, 미국의 경우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에서 2014년부터 AMH 외부신빙도조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

고, 국내에서는 AMH 검사에 대한 신빙도조사 프로그램이 2020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저자들은 환자의 잔여 검체를 활

용하여 최근 난소능력 반영지표로서 임상적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AMH 검사에 대한 외부신빙도조사물질의 제조방법을 확립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AMH 검사는 UniCel DxI 800 Access (Beckman Coulter

miluminescent immunoassay)로 측정하였다. Access AMH

이상의 농도에서 총 비정밀도(total imprecision)는 10.0% 미
만인 것으로 시약 설명서에 제시되어 있다. 건강한 성인 여성에
서 AMH 농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며, 각 연령범위에 따
른 참고치는 다음과 같다: 18–25세, 1.02–14.63 ng/mL; 26–30

세, 0.69–13.39 ng/mL; 31–35세, 0.36–10.07 ng/mL; 36–40
세, 0.18–5.68 ng/mL; 41–45세, 0.01–2.99 ng/mL. B형 간

염 표면항원검사는 Cobas e602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전자화학발광 면역분석
법(electro-chemiluminescent immunoassay)으로 검사

하였다. C형 간염 항체와 HIV 항체검사는 ARCHITECT i2000

(Abbott Laboratories, Abbott Park, IL, USA)을 이용하여 화학

발광 미세입자 면역분석법(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으로 검사하였다. 냉동된 AMH 정도관리물질은

재료 및 방법

측정 전 실온(20℃–25℃)에서 해동 후 교반기를 이용, 검사 시행

전 충분히 혼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AMH 검사는 모두 한 시약

1. 대상

2018년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

lot로 검사하였고, 해당 lot를 사용하기 전 장비 보정을 시행하였다.

였다. B형 간염 표면항원, C형 간염 항체 및 human immuno

4. 연구기간 중 anti-Müllerian hormone 검사의 내부정
도관리

인 잔여 혈청 632개를 수집하여 AMH 농도에 따라 1.0 ng/mL 미

농도의 전용 정도관리물질인 Access AMH QC (QC lot 789214;

정도관리물질 제조 전까지 냉동(–20°C)하였다. 본 연구는 (재)서

다(Table 1). 내부정도관리의 target value 설정방법으로, 새로운

AMH 검사가 의뢰된 환자의 검사 완료 후 잔여 혈청을 수집하

deficiency virus (HIV)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세 검사 모두 음성
만, 1.0–8.0 ng/mL 및 8.0 ng/mL 초과의 세 군으로 구분하였고,
울의과학연구소 기관생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2018-50-01F)
를 득한 후 진행되었다.

2. Anti-Müllerian hormone 정도관리물질 제조

냉동된 개별 혈청을 실온에서 해동한 후 각 세 군의 농도에 해당

하는 검체끼리 혼합하고 멸균거즈에 걸러 섬유소를 제거하였다.

세 가지 다른 농도의 혼주혈청 각 30 mL에 10% sodium azi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을 1% 농도로 첨가

후 교반기에서 180 rpm의 속도로 10분간 혼합하였다. 제조된 세
212

연구기간 중 AMH 검사의 내부정도관리방법으로, 매 검사 전 세

Beckman Coulter Inc.)를 사용하여 내부정도관리를 시행하였
lot의 정도관리물질 사용 시 각 농도의 정도관리물질의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과 기존 사용 중인 표준편차를 적용하다가, 새
lot에 대한 결과가 20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lot에 대한 평균과 표
준편차를 재설정하여 적용하였다. 매 실험 시 내부정도관리 결과
가 QC target 범위 이내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5. Anti-Müllerian hormone 정도관리물질의 용기 간 균
질성 평가
AMH 정도관리물질이 용기 간 균질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

Lab Med Qual Assur 2020;42: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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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level I, II 및 III 각 세 농도의 정도관리물질을 5개씩 임

일 경과 후 AMH 농도를 2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각 세 level에 대

과치에 대해 각 농도별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alysis

이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각 level별로 보관온도에 따른 검사일

의로 선택하여 AMH 농도를 3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uide 35에 준하여 농도별 용기 간 표준
편차(between-vial standard deviation)와 재현성 표준편차

(repeatability standard deviation) 값을 구하여 평가하였다

[5]. 통계분석에는 MedCalc ver. 19.4.1 (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를 사용하였다.

6. Anti-Müllerian hormone 정도관리물질의 보관온도
및 보관기간에 따른 단기 안정성 평가
AMH 정도관리물질의 보관온도와 보관기간에 따른 단기 안정

성 평가방법으로 각 세 level의 정도관리물질을 냉동(–20°C), 냉

장(4°C) 및 실온(20°C)의 조건에서 제조 직후, 1일, 2일, 3일 및 7

하여 온도 및 보관기간에 따른 AMH 농도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
내 변이계수(within-day coefficient of variation), 검사일 간 변
이계수(between-day coefficient of variation) 및 총 변이계수
(total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구하였다.

결과

1. 연구기간 anti-Müllerian hormone 검사의 내부정도
관리 결과
AMH 외부정도관리물질의 균질도 및 안정성 시험을 진행한 8일

동안의 AMH 내부정도관리 결과는 세 농도의 내부정도관리물질에
대하여 변이계수 4.46%–6.80% 사이로 안정적이었다(Table 1).

Table 1. Results of the internal QC testing for anti-Müllerian hormone to assess the homogeneitiy and stability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QC materials
QC1

QC target

During 1 month

Mean (ng/mL)

Range (ng/mL)

Mean±SD (ng/mL)

CV (%)

Mean±SD (ng/mL)

CV (%)

5.17

4.29–6.05

4.97±0.33

6.54

5.02±0.27

5.31

QC2
QC3

1.02

15.44

0.86–1.18

13.42–17.46

0.96±0.06

14.98±0.91

Abbreviations: QC, quality control;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2. Homogeneity assessment for three levels of AMH EQA materials

Vial no.

Vial 1 (n=3)

Vial 2 (n=3)

Vial 3 (n=3)

Vial 4 (n=3)

Vial 5 (n=3)

Overall (n=15)

Total CV (%)

P -value*
Sbb
Sr

5 Testing days during 
8-day evaluation

Level I

Level II

6.74
6.10

0.97±0.07

14.77±0.66

6.80
4.46

Level III

Mean±SD (ng/mL)

CV (%)

Mean±SD (ng/mL)

CV (%)

Mean±SD (ng/mL)

CV (%)

0.49±0.01

1.19

5.91±0.13

2.20

9.48±0.03

0.28

0.49±0.02

0.51±0.01

0.48±0.01

0.49±0.01

0.49±0.01

2.91

3.53

2.28

2.42

1.17

2.12

0.0839

0.009 ng/mL (1.78%)
0.011 ng/mL (2.29%)

5.77±0.03

5.61±0.13

5.65±0.18

6.02±0.08

5.93±0.11

2.40

0.50

2.23

3.15

1.38

1.89

0.1582

0.073 ng/mL (1.26%)
0.122 ng/mL (2.09%)

9.76±0.19

9.61±0.25

9.32±0.28

9.78±0.33

9.78±0.33

2.80

1.99

2.57

2.98

3.34

2.23

0.1832

0.132 ng/mL (1.38%)
0.238 ng/mL (2.48%)

Abbreviations: AMH, anti-Müllerian hormone; EQA, external quality assurance;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Sbb ,
between-vial standard deviation; Sr , repeatability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results with P -values less than 0.05 (by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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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i-Müllerian hormone 정도관리물질의 균질성 평
가결과

되었다(Table 2).

용기에 대한 3회 반복검사의 총 변이계수는 다음과 같았다: level

3. Anti-Müllerian hormone 정도관리물질의 보관온도
및 기간에 따른 단기 안정성 평가결과

AMH, 5.93 ng/mL); level III, 2.80% (mean AMH, 9.78 ng/

시 각 세 농도의 총 변이계수는 각각 5.98%–7.13% 및 4.85%–

인 Sr 값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보여 불균질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실온보관 시 level I의 총 변이계수는 7.40%

AMH 정도관리물질의 용기간 균질성 평가에서 level별 각 5개

I, 2.91% (mean AMH, 0.49 ng/mL); level II, 2.40% (mean
mL). 세 level 모두 용기 간 표준편차인 Sbb 값이 재현성 표준편차

냉동 및 냉장온도에서 제조된 정도관리물질을 7일까지 보관

8.40%의 범위로, 시약사에서 제시한 총 비정밀도 10.0% 이내의

Table 3. AMH concentration after storage under three different conditions (4℃, 20℃, and –4℃) on days 1, 2, 4, and 7

Level
I

Storage
condition
(°C)
–20

4

20

II

–20

4

20

III

–20

4

20

Category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Mean (ng/mL)

SD (ng/mL)

CV (%)

AMH stability test

Day 0
(n=2)

Day 1
(n=2)

Day 2
(n=2)

Day 4
(n=2)

Day 7
(n=2)

Overall
(n=10)

0.01

0.02

0.00

0.01

0.01

0.03

0.51

1.40

0.51

0.01

1.40

0.51

0.01

1.40

6.67

0.16

2.44

6.67

0.16

2.44

6.67

0.16

2.44

10.71
0.11

0.99

10.71
0.11

0.99

0.51

4.20

0.49

0.00

0.00

0.49

0.00

0.00

6.10

0.21

3.36

6.51

0.08

1.30

6.06

0.23

3.7%

10.30
0.32

3.09

9.94

0.13

1.35

10.71

10.48

0.99

3.37

0.11

0.35

0.48

0.00

0.47

0.01

1.52

0.47

0.01

1.52

6.20

0.08

1.26

6.01

0.26

4.36

5.76

0.08

0.47

3.01

0.46

0.00

0.00

0.43

0.00

0.00

5.77

0.01

0.12

5.49

0.16

2.97

5.29

0.06

0.43

1.66

0.45

0.00

0.00

0.43

0.00

0.00

5.85

0.02

0.36

5.77

0.15

2.58

5.09

0.01

6.78

0.47

0.02

4.58

0.46

0.03

6.98

6.11

0.35

5.68

6.09

0.49

7.98

5.77

0.60

1.47

1.20

0.14

10.44

0.03

0.37

0.21

0.66

10.11
0.28

9.85

0.02

0.22

9.48

0.08

0.90

9.13

4.11

9.23

0.22

2.38

8.48

0.06

0.67

9.31

2.28

9.08

0.31

3.43

8.54

0.12

1.41

Abbreviations: AMH, Anti-Müllerian hormone; CV, coefficient of variatio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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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6.64

9.76

0.63

6.42

9.54

1.00

Within- BetweenTotal
day CV
day CV
CV (%)
(%)
(%)
2.57

6.65

7.13

0.94

4.75

4.85

0.96

7.33

7.40

2.00

5.64

5.98

2.85

7.90

8.40

2.31

10.80

11.00

2.47

6.53

6.98

1.92

6.50

6.78

1.88

10.89

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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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level II와 level III는 각각 11.00%와 11.05%로 시약사에
서 제시한 총 비정밀도 10.0%를 초과하였다(Table 3).

고찰

농도가 23% 증가하였다고 한 반면, Kumar 등[14]은 혈청의 냉
장보관(2°C–8°C) 시 7일까지 안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leming 등[15]은 5시간 이내에 분리된 혈청의 실온보관(20°C)
시 7일까지도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검사방법•시약에 따른 AMH 안정성의 차이는 각 시약에 사용

AMH 측정을 위한 검사방법으로 ELISA 검사법이 1990년에 보

된 항체의 특이성 차이로 인한 AMH isoform의 검출능 차이에 기

는 자동화면역검사법이 널리 도입되어 임상검사에 사용되고 있다

농도로 축적되는데, 동일한 두 개의 모노머 소단위가 이황결합으

고된 이후 AMH의 면역검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현재
[6]. 자동화장비의 도입으로 AMH 검사의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장비•시약 간에 농도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7-9]. 예를 들어 기존 ELISA 방법(AMH Gen

II)과 비교하여 Access AMH는 약 15%, Elecsys AMH (Roche
Diagnostics GmbH)는 약 20%–30%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9]. 여성의 연령별 AMH 참고치가 시약제조사에 따라
다르며, AMH의 임상적 기준치도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다. AMH

농도의 방법 간 차이는 검사시약에 사용되는 항체 특이성의 차

이, 소급성의 결여, 개체 간(inter-individual) 및 개체 내(intraindividual) 차이, 검사 전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될
수 있다[10]. AMH 검사의 진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정도관리 외에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면밀한 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AMH 검사의 표준화(standardization)
와 일치화(harmonization)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AMH의 경우 FSH와 같은 다른 성호르몬과 달리 생리주

기에 따른 변이가 거의 없이 일정한 농도를 보인다는 점이 큰 장

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AMH의 평균적인 총
개체 내 변이(total intra-individual variation)는 20% (range,

인할 수 있다[10]. AMH는 크기가 작은 전정난포의 난포액에 고
로 연결된 140 kDa의 전구체(proAMH) 형태로 합성된다. 각 모
노머 소단위는 C-말단 도메인(mature region)과 N-말단 도메인

(pre region)을 포함하며, 세포질 통과 중 AMH 분자의 다양한 부

위가 단백질분해로 절단되어 활성화된다[16]. 미성숙 과립층세포

내부에 다양한 AMH isoform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AMH의
분해는 혈액 내에서도 진행되고, 혈액에 적어도 네 가지(proAMH,

AMHN,C, dissociated fragment 및 mature fragment)의 AMH
isoform이 순환하고 있다[17,18]. 혈액에서 AMH의 분해과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매우 한정적이며, 월경주기에 걸
쳐 다른 분자형태의 AMH가 생성되고, AMH isoform의 profile

이 개체 간 AMH 변이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AMH의 단백질 분해가 진행되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항
원 결정인자가 노출되면서 항체에 대한 친화력의 변화가 일어나

게 된다[19]. 최근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 연구에서 AMH 검사에
사용되는 항체의 특이성 차이가 AMH 분자 epitope의 인식 차이,

친화력의 차이를 유발하고, 따라서 시약에 따라 검출되는 AMH의
isoform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9,20].

본 연구에서 정도관리물질 제조 시 혼주혈청의 혼합방법으로

2.1%–73%) 정도로 크며, 임상적 기준치 근처에 해당하는 저농도

교반기에서 180 rpm의 속도로 10분간 혼합하였고, 세 level의 정

AMH 검사 시 검체의 불안정성 문제도 지적된 바 있는데, Zuvela

게 제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Cholesterol에 대한 이차 참고물질

에서 시약 간 AMH 농도 차이가 더욱 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1].

등[12]은 호주에서 2011년 도입한 AMH 외부신빙도조사 결과
에서 각 검사실의 재현성은 우수하지만 기준 농도(consensus

value)와의 차이가 –27.9%에서 54.7%로 검사실 간 차이가 매
우 컸다고 보고하였다. AMH의 검사실 간 큰 편차는 검사방법 및
시약 차이뿐 아니라 AMH의 검체 안정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

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AMH는 혈청에 비하여 전혈에서 단백
분해가 더욱 신속히 일어나 불안정하므로 시약제조사(Beckman

Coulter Inc.)에서는 검체 채취 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가급적 신
속하게 혈청•혈장을 분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조사가 제시

하고 있는

혈청•혈장의

안정성은 실온(15°C–30°C)에서 24시간,

도관리물질 모두 용기 간 AMH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균질하
로서 교환성 냉동 혈청(commutable frozen serum)을 만들기

위한 지침인 Clinical Laboratory Standard Institute 37-A에서
는 혼주혈청의 혼합 시 4°C에서 18시간 동안 저속으로 혼합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21]. 하지만 이 지침은 헌혈된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cholesterol과 같은 정도관리물

질의 제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수집된 잔여 혈청을 이용
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AMH의 정도관리물질 제조 시에

도 동일한 혼합방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추가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단기 안정성 평가실험에서 실온보관 시 정도관리물질의 level

냉장(2°C–8°C)에서 6일 이내이다. 혈청에서 AMH의 안정성에 대

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능한 원인으로 혼주혈청 제조 시 포함

은 혈청을 냉동(–20°C)하여 5일 보관 후 냉동 전에 비하여 AMH

가 있을 수 있고, 결국 단백분해 속도 차이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Rustamov 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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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정도관리물질의 냉장보관(4°C) 및 냉동보관(–20°C) 시
에는 7일까지의 안정성이 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AMH 검사의

표준화•일치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

여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NIBSC, Ridge, UK)에서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지원하
에 AMH에 대한 국제표준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

고[22], 2019년 11월 처음으로 AMH 국제표준물질(NIBSC code:
16/190)이 생산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AMH 외부정도

관리가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향후 AMH 검사

의 표준화•일치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기

준치 설정이 된다면 AMH 검사의 진단적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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