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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control samples for external quality assessment (EQA)
must be highly stable during the EQA proces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in-house prepared external quality controls for autoimmune
disease tests, including anti-nuclear antibody (ANA), anti-double stranded
DNA immunoglobulin G antibody (anti-dsDNA), anti-thyroglobulin antibody
(anti-Tg), and anti-thyroperoxidase antibody (anti-TPO).
Methods: The in-house prepared external quality controls with two different
levels (negative and positive for ANA and anti-dsDNA; low and high for antiTg; and anti-TPO) for each autoimmune disease test were prepared and
stored at test temperatures of –20℃, 4℃, and room temperature (RT). The
levels of each autoimmune disease test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at
1 week, 2 weeks, 1 month, 3 months, and 6 months. The internal quality
controls from the same batch run were also tested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Results: The negative and positive controls for ANA were stable for 6 months,
regardless of storage temperature. The positive control for anti-dsDNA tended
to increase in level at 6 months (P =0.033). The low and high anti-Tg controls
tended to decrease in levels at 3 months (P =0.033 and P =0.042, respectively).
The low control of anti-TPO decreased in level at RT compared to –20℃ at
1 week (P =0.026) and the high anti-TPO controls tended to decrease in level
at 3 months regardless of storage temperature such as –20℃, 4℃, and RT
(P =0.041).
Conclusions: The stability of in-house prepared external quality controls was
influenced by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and dura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l EQA samples for autoimmune disease tests should be stored
at –20℃ or 4℃ and be tested as soon as possible during the EQA process.
(Lab Med Qual Assur 2021;4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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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측정하여 자가제조 외부정도관리물질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

자기관용성(self-tolerance)에 이상이 발생하여 체내의 자기조직

재료 및 방법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을 파괴하고, 그 결과 신체 내외에 증상을 발현하는 질환이다[1].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은 인체의 어떠한 조직도 파괴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신장계, 혈액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소화

였다.

1. 대상

2018년 7월에서 9월 동안 대전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

기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

면역 부서에서 ANA 형광현미경 정성검사, anti-dsDNA 정성검

어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상의사들이

확인하여 검사결과 통보 후 잔여 검체를 수집하였다. 각 자가면

증가로 인하여 임상에서 이러한 질환들이 의심되거나 이미 이환되
진료과정에서 진단, 치료, 예후판정 및 진료상담의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가면역질환 관련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안정적이

고 정확한 정도관리가 임상검사실의 중요 업무로 요구된다[2]. 임

상검사실에서 검사의 정밀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검사의 경우 기준 검사법으로 정확한 정

도관리 목표값을 사전에 측정한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이 없거나

이러한 정도관리물질이 판매되어도 비용적인 부담으로 통상적인
내부정도관리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상검

사실이 정확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시약이나 장비회
사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목표범위만 제시되어 있는 상품화된 정도

관리물질을 자체적으로 허용범위를 설정하여 내부정도관리용 물
질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임상검사실의 일상

적인 내부정도관리활동은 주로 검사의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외부정도관리에 참가하여 검사의 정확도

를 평가받는 것이 필수적이다[3]. 한편, 외부정도관리를 위해서는
다량, 동질의 정도관리물질이 안정적으로 참여기관에 배포되어야
한다[4]. 보통 기질효과의 최소화 및 제조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자
가제조 혈청이나 혈장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분주한 후 외부정도관
리에 참여하는 검사실에 배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도관리
물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이 없

는 일부 검사의 경우 검사실 내부정도관리를 위하여 자가제조 혈
청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관온도 및 보관기간에 따른 정도관리물질의 안
정성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5].

사, anti-Tg와 anti-TPO 정량검사가 의뢰된 환자의 검사결과를

역질환 검사항목의 결과가 ANA 형광현미경 정성검사는 음성, 양

성(homogenous와 speckled pattern), anti-dsDNA 정성검사
는 음성(<10 IU/mL), 양성(>30 IU/mL), anti-Tg 정량검사는 참
고치 이내(<115 IU/mL), 참고치 상한보다 5–10배 이상 고농도,

anti-TPO 정량검사는 참고치 이내(<34 IU/mL), 참고치 상한보다

5–10배 이상 고농도인 혈청을 각각 수집하여 자가제조 혈청을 제
조하기 전까지 파라핀 필름으로 밀봉하여 냉장보관하였다. 수집

된 혈청은 자가면역질환 검사항목의 종류 및 농도별로 혼주한 후

마그네틱 바와 교반기를 사용하여 150 rpm으로 18시간 동안 냉

장상태에서 섞어서 균질화한 후 Corning Bottle-Top Vacuum
Filter, 0.22 µm Pore (Corning Life Sciences, Tewksbury,
MA, USA)를 이용하여 섬유소를 제거하였다. 4가지 자가면역질환

검사항목에 대해 각각 음성과 양성, 저농도(정상 참고치 내외)와
고농도(정상 참고치 상한의 5–10배)의 자가제조 혈청을 60 mL

이상의 양이 되도록 제조하였다. ANA 검사는 음성(역가 1:40 이
하)과 양성(homogenous와 speckled, 역가 1:80 이상)으로 제

조하였고, anti-dsDNA 검사는 음성(<10 IU/mL)과 양성(>60 IU/

mL), anti-Tg와 anti-TPO 검사는 정상 참고치 상한 근처의 농도
와 참고치 상한의 5–10배 근처의 고농도 물질을 제조하였다. 각

자검체는 뚜껑이 있는 1.2 mL 마이크로 튜브에 분주하였고, 증발
로 인한 농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뚜껑을 닫은 후 파라핀 필
름으로 밀봉하였다.

2. 방법

제조 당일에 각각의 자가제조 혈청을 10회 반복 측정한 평균을

본 연구에서는 자가면역성 류마티스질환의 체외진단검사로

기준값(baseline)으로 산출하였다. ANA, anti-dsDNA, anti-Tg,

stranded DNA immunoglobulin G (IgG) antibody (anti-

주하여 10개씩 냉동(–20℃), 냉장(4℃) 및 실온(24℃)에서 1주, 2

널리 이용되는 anti-nuclear antibody (ANA), anti-double

dsDNA)와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의 체외진단검사로 이용되는
anti-thyroglobulin antibody (anti-Tg), anti-thyroperoxidase

antibody (anti-TPO)를 대상으로 외부정도관리를 위한 자가제
조 혈청을 각각 제조하여 보관온도 및 기간에 따라 농도를 반복
www.jlmqa.org

anti-TPO의 각각의 자가 제조혈청에 대해 자검체를 500 µL씩 분

주, 1개월, 3개월, 6개월 보관하였다. 각 측정일에 보관조건별 자
검체 10개를 연속으로 측정하였고 여분의 자검체는 재검 및 오
염 등에 대비해 보관되었다. 연구대상 기간에 각 자가면역질환 자

가제조 혈청 중 ANA 형광현미경 정성검사는 혈청을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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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ed saline (PBS)으로 40배 희석한 후 HEp-2 세포가 고정

를 기준으로 냉장 및 실온보관 자가제조 혈청의 측정결과와 다중

포하고 실온 암소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는 PBS로 세

Software ver. 17.6 (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을

된 슬라이드(Bio-Rad Laboratories, Redmond, WA, USA)에 도
척 후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labeled conjugate
를 도포하여 실온 암소에서 20분간 반응시키고 PBS로 다시 세
척 후 coverslip으로 덮어 형광현미경하에서 형광강도를 관찰하

였다. ANA 검사상 양성인 경우 희석배수를 추가하여 반정량 역가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체 역가가 1:80 이상인 경우 양성, 1:40
의 경우는 약양성, 1:40 미만의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Anti-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MedCalc Statistical
사용하였고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1. 연구기간 중 내부정도관리 결과

연구기간 동안 ANA, anti-dsDNA, anti-Tg 및 anti-TPO 4종

dsDNA 정성검사는 혈청에서 dsDNA에 대한 IgG 항체를 효소

의 자가면역질환검사에 대한 내부정도관리를 각각 2가지 농도의

으로 정량하는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CHORUS dsDNA-G

생산번호를 유지하여 내부정도관리를 시행하였으므로 내부정도

면역결합흡수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DIESSE Diagnostica Senese Spa, Tuscany, Italy)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범위(analytic measurement range,
AMR)는 1–150 IU/mL였고, 판정기준은 음성(<20 IU/mL),

equivocal (20–30 IU/mL), 양성(>30 IU/mL)으로 정성적으로

판정하였다. Anti-Tg과 anti-TPO 정량검사는 전기화학발광법
(electrochemiluminescence) 원리를 이용한 COBAS e602 면

역측정시스템(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 및
동사의 전용 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MR은 anti-Tg 10–

4,000 IU/mL, anti-TPO 5–600 IU/mL였고 정상 참고치는 antiTg 115 IU/mL 이하, anti-TPO 34 IU/mL 이하였다. 검사실에서

정도관리물질로 시행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정도관리물질의 동일
관리 목표치 및 허용범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자가제조 혈청

의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던 ANA, anti-dsDNA 정성검사의 내부
정도관리는 연구기간에 음성과 양성 정도관리물질로 평가하여 모

두 판정기준이 일치하였다. Anti-Tg와 anti-TPO는 연구기간에 정
도관리물질 농도 측정결과의 변이계수는 anti-Tg의 경우 저농도

5.8%(평균 75.6 IU/mL; 표준편차 4.4 IU/mL), 고농도 5.9%(평
균 161.6 IU/mL; 표준편차 9.5 IU/mL)였고, anti-TPO의 경

우 저농도 7%(평균 26.6 IU/mL; 표준편차 1.9 IU/mL), 고농도
2.1%(평균 77.6 IU/mL; 표준편차 1.6 IU/mL)였다.

자체 설정한 내부정도관리 목표값과 허용범위를 적용한 내부정도

2. 보관조건에 따른 자가제조 혈청의 안정성

각 제조사의 지침에 따랐으며, 통상적인 외부정도관리와 마찬가지

도의 자가제조 혈청을 냉동, 냉장 및 실온상태에서 6개월간 보관

동일하게 취급하여 검사 당일 아침에 각 자가면역질환 검사당 두

10개의 자검체를 연속 측정한 결과의 안정성 추이는 다음과 같았

관리를 만족한 경우에만 검사결과를 수집하였다. 모든 검사과정은

로 본 연구에서 제조된 자가제조 외부정도관리물질을 환자 검체와
가지 농도의 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하여 내부정도관리를 시행한 후

정규검사시간 중에 환자 검체와 함께 제조된 외부정도관리물질을
검사하였다. 연구기간에 동일 생산번호(lot number)의 검사시약

과 내부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하여 각 자가면역질환검사에서 기질
효과와 계통오차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하면서 제조 당일,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에서 각각

다. ANA 정성검사는 음성, 양성(homogeneous과 speckled)에
대해 기준값에서 각각 음성(역가 1:40 이하), homogeneous 양
성(역가 1:160), speckled 양성(역가 1:320)이었으며 1주, 2주, 1
개월, 3개월, 6개월 후 냉동, 냉장, 실온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모

두 역가의 변화가 없이 음성, homogeneous 양성, speckled 양
성이었다. 결과적으로 ANA 검사의 음성, 양성 형광양상은 모든 보

3. 통계분석

연구기간 동안 보관온도와 보관기간에 따라 각 자가제조 외부

정도관리물질의 종류, 농도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각 보관조건

별 10회 반복 측정결과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를 산출하였
다. Kruskal-Wallis 시험을 사용하여 자가제조 혈청을 제조한 기

준값과 각 보관조건에 따른 각 자가제조 외부정도관리물질의 측
정결과를 다중비교하였으며, 제1종 통계오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Bonferroni 교정법을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같은 검사일에 측
정한 결과의 보관조건별 차이는 냉동보관 자가제조 혈청의 결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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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조건에서 제조 당일의 역가가 6개월 동안 유지되었다(Table 1).

Anti-dsDNA 검사는 정량적으로 검사하나 정성결과로 통보되는
검사로, 음성(<10 IU/mL) 물질은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후 냉동, 냉장, 실온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모든 보

관조건에서 음성이었다. Anti-dsDNA 양성 물질은 30 IU/mL 이

상인 경우로 제조 당일 기준값은 80.9 IU/mL였고 표준편차 2.3
IU/mL, 변이계수 2.8%였다. Anti-dsDNA 양성 물질의 경우 모

든 보관조건에서 양성이었으나 보관기간 동안 냉동(6 months,

114.1 IU/mL), 냉장(6 months, 105 IU/mL), 실온(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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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the levels of ANA by 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say in the pooled sera according to the storage condition and
duration

ANA

Negative

Homogeneous

Speckled

Storage
condition
–20℃

4℃

RT

–20℃

4℃

RT

–20℃

4℃

RT

Baseline

1 week

2 weeks

1 month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160

1:160

1:160

1:320

1:320

1:320

1:160

<1:40

<1:40

1:160

1:160

1:160

1:160

1:160

1:320

1:320

1:320

1:320

1:320

Abbreviations: ANA, anti-nuclear antibody; RT, room temperature (20℃–24℃).

1:320

<1:40

<1:40

1:160

1:160

1:160

1:320

1:320

1:320

3 months
<1:40

<1:40

<1:40

1:160

1:160

1:160

1:320

1:320

1:320

6 months
<1:40

<1:40

<1:40

1:160

1:160

1:160

1:320

1:320

1:320

96.4 IU/mL)에서 검사결과의 정량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식화하였다(Fig. 1). Anti-dsDNA의 경우 음성 물질은 측정기간 동

로 저농도 물질은 정상 상한치(115 IU/mL) 근처의 농도인 126.4

른 차이는 없었으나(P =0.521), 보관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

Anti-Tg 검사는 정량적으로 검사하고 정량결과로 통보되는 검사
IU/mL로 제조하였고 표준편차 6.1 IU/mL, 변이계수 4.8%였다.

안 AMR 하한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양성 물질은 보관온도에 따

다(P =0.037). 제조 당일 기준값과 1주 후 농도가 증가하였고(냉동

고농도 물질은 AMR 상한의 50% 근처의 농도인 2,366.4 IU/mL

11.9%, 냉장 13%, 실온 10.9%; P =0.033), 1주에서 3개월 동안

도와 고농도 물질 모두 냉동(6 months; 저농도 61.6 IU/mL, 고

경향을 보였다(냉동 41%, 냉장 29.8%, 실온 19.2%; P =0.042)

로 제조하였고 표준편차 146.7 IU/mL, 변이계수 6.2%였다. 저농

농도는 안정적이었으나 6개월 측정 시에는 다시 농도가 증가하는

농도 2,090.6 IU/mL), 냉장(6 months; 저농도 51.2 IU/mL, 고

(Fig. 1A, B). Anti-Tg의 경우 보관온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저

농도 1,863.3 IU/mL)에서 보관기간 동안 검사결과가 대체로 감소

되었다(저농도, P =0.010; 고농도, P =0.008). 저농도 물질의 경우

농도 2,001.2 IU/mL), 실온(6 months; 저농도 43.3 IU/mL, 고

농도, P =0.621; 고농도, P =0.675), 보관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

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i-TPO 검사는 정량적으로 검사하고 정량

기준값과 1주 후 농도가 감소하였고(냉동 –11.1%, 냉장 –11%,

근처의 농도인 36.8 IU/mL로 제조하였고 표준편차 2 IU/mL, 변

적이었으나 3개월(냉동 –35.8%, 냉장 –47%, 실온 –62.4%)과 6

결과로 통보되는 검사로, 저농도 물질은 정상 상한치(34 IU/mL)
이계수 5.3%였다. 고농도 물질은 AMR 상한의 70% 근처의 농도
인 412.8 IU/mL로 제조하였고 표준편차 22.7 IU/mL, 변이계수
5.5%였다. Anti-Tg 검사와 유사하게 저농도와 고농도 물질 모두

냉동(6 months; 저농도 30.9 IU/mL, 고농도 357.9 IU/mL), 냉

실온 –18%; P =0.045), 1주에서 1개월 동안 농도는 대체로 안정

개월(냉동 –51.3%, 냉장 –59.5%, 실온 –65.7%) 측정 시에는 다
시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33). 고농도 물질의 경우
기준값과 2주 후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냉동 –3.8%, 냉장

–5.2%, 실온 –5.9%; P =0.037), 2주에서 3개월 동안 농도는 대체

장(6 months; 저농도 25.7 IU/mL, 고농도 342.7 IU/mL), 실온(6

로 안정적이었으나 6개월 측정 시에는 다시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

간 동안 검사결과가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2).

(Fig. 1C, D). Anti-TPO의 경우 저농도 물질에서 실온보관인 경우

months; 저농도 21.2 IU/mL, 고농도 328.2 IU/mL)에서 보관기

3. 보관조건에 따른 자가제조 혈청의 농도 추이

을 보였다(냉동 –11.7%, 냉장 –15.4%, 실온 –21.3%; P =0.042)

냉동과 냉장보관보다 농도 감소가 6개월 후 유의하게 관찰되었으
나(냉동 –16%, 냉장 –30.2%, 실온 –42.4%; P =0.026), 보관기간

정량적 측정을 시행한 anti-dsDNA, anti-Tg 및 anti-TPO의 자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 =0.161). 고농도 물질에서 보관온도에 따

조한 당일 10회 측정한 기준값과 비교하여 냉동, 냉장 및 실온에

고(냉동 –6.6%, 냉장 –8.2%, 실온 –9.2%; P =0.046), 1주에서 1

가면역질환검사에 대하여 저농도 및 고농도 자가제조 혈청을 제

서 보관하면서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에서 각각 10개

의 자검체를 연속 측정한 보관온도 및 보관기간별 농도 변화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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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이는 없었으나(P =0.341), 기준값과 1주 후 농도가 감소하였

개월 동안 농도는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3개월(냉동 –12.2%, 냉

장 –13.4%, 실온 –16.2%; P =0.041)과 6개월(냉동 –13.3%,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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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status

RT

4℃

–20℃

RT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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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4℃

–20℃

RT

4℃

–20℃

RT

4℃

–20℃

412.8±22.7

412.8±22.7

412.8±22.7

36.8±2.0

36.8±2.0

36.8±2.0

2,366.4±146.7

2,366.4±146.7

2,366.4±146.7

126.4±6.1

126.4±6.1

126.4±6.1

80.9±2.3

80.9±2.3

80.9±2.3

<10

<10

<10

Mean±SD

Baseline

NA

5.5

5.5

5.5

5.3

5.3

5.3

6.2

6.2

6.2

4.8

4.8

4.8

2.8

2.8

2.8

NA

NA

CV
(%)

NA

9.9

7.3

7.3

5.1

6.7

5.8

4.1

4.5

NA

NA

CV
(%)

374.7±25.1

379.1±19.0

385.7±39.3

30.7±1.9

31.1±2.1

35.7±2.7

6.7

5

10.2

6.1

6.7

7.6

2,293.7±364.7 15.9

2,302.5±227.9

2,352.4±171.7

103.7±7.6

112.5±5.7

112.4±7.5

89.7±5.2

91.4±3.7

90.5±4.1

<10

<10

<10

Mean±SD

1 week

<10

364.7±34.6

369.9±24.8

387.2±21.7

24.7±2

29.9±1.76

37.2±3.01

2,225.7±55.6

2,242.5±114

2,277.3±118

105.7±7.4

102.5±5.43

107.3±6.55

90.3±8.49

96.3±7.32

99±4.55

<10

<10

Mean±SD

2 weeks

9.5

6.7

5.6

8.1

5.9

8.1

2.5

5.1

5.2

7

5.3

6.1

9.4

7.6

4.6

NA

NA

NA

CV
(%)

357±40.3

366.2±27.5

376.6±25.6

27±1.49

32.2±2.61

36.6±2.78

2,131±85.2

2,197±105

2,237.6±192

91±7.28

97±6.6

107.6±7.96

834±66.7

89.9±4.67

100±4.7

<10

<10

<10

Mean±SD

1 month

NA

11.3

7.5

6.8

5.5

8.1

7.6

4

4.8

8.6

8

6.8

7.4

8

5.2

4.7

NA

NA

CV
(%)

<10

67±5.03

346.1±30.8

357.3±27.2

362.6±23.9

26±2

34±2.52

27.3±1.86

2,087.5±148

2,207±99.3

2,181.1±109

47.5±4.18

81.1±7.7

86.6±7.1

99.3±5.66

102.4±4.51

<10

<10

Mean±SD

3 months

7.5

8.9

7.6

6.6

7.7

6.8

7.4

7.1

4.5

5

13.4

9.5

8.2

5.7

4.4

NA

NA

NA

CV
(%)

328.2±20.3

342.7±37

357.9±39.4

21.2±1.7

25.7±1.82

30.9±1.82

1,863.3±231

2,001.2±304

2,090.6±322

43.3±3.81

51.2±4.76

61.6±7.02

96.4±16.7

105±7.77

114.1±12.9

<10

<10

<10

Mean±SD

6 months

6.2

10.8

11

8

7.1

5.9

12.4

15.2

15.4

8.8

9.3

11.4

17.3

7.4

11.3

NA

NA

NA

CV
(%)

Abbreviations: anti-dsDNA, anti-double stranded DNA immunoglobulin G antibody; anti-Tg, anti-thyroglobulin antibody; anti-TPO, anti-thyroperoxidase antibody;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N, negative; P, positive; L, low; H, high; RT, room temperature (20℃–24℃); NA, not available.

H

L

Anti-TPO (IU/mL)

H

RT

4℃

–20℃

Anti-Tg (IU/mL)

L

P

N

Anti-dsDNA (IU/mL)

Analyte

Table 2. Changes in the levels of anti-dsDNA, anti-Tg, and anti-TPO in the pooled sera according to the storage condition and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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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sDNA Ab (IU/mL)

120

20 C
4C
RT

90

60

30

B
Anti-dsDNA Ab (IU/mL)

A

0

120

90

60

30

20 C
4C
RT

0
Baseline 1 week

2 weeks 1 month 3 months 6 months

Baseline 1 week

Time

Anti-thyroglobulin Ab (IU/mL)

150

Time
20 C
4C
RT

120
90
60
30

D
Anti-thyroglobulin Ab (IU/mL)

C

2,500
2,000
1,500
1,000
20 C
4C
RT

500

0

0
Baseline 1 week

2 weeks 1 month 3 months 6 months

Baseline 1 week 2 weeks 1 month 3 months 6 months

Time

Time

F

60

20 C
4C
RT

45

30

15

0

Anti-thyroperoxidase Ab (IU/mL)

Anti-thyroperoxidase Ab (IU/mL)

E

2 weeks 1 month 3 months 6 months

440

330

220

110

20 C
4C
RT

0
Baseline 1 week

2 weeks 1 month 3 months 6 months

Baseline 1 week

Time

2 weeks 1 month 3 months 6 months
Time

Fig. 1. The changes of level of in-house prepared external quality controls for autoimmune disease tests during a 6 month time period.
Abbreviations: anti-dsDNA, anti-double stranded DNA immunoglobulin G antibody; anti-Tg, anti-thyroglobulin antibody; anti-TPO, antithyroperoxidase antibody; RT, room temperature (20℃–24℃).

–17%, 실온 –20.5%) 측정 시에는 다시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E, F).

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되는 장비와 시약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7,8]. 각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자가면역질환검사는 기준

고찰

검사법으로 측정한 결과로 검증된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정도관리

자가면역질환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치료, 예후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검사의 정밀도뿐만 아니라 정확도의 신뢰성

을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6]. 그러나 대부분의

www.jlmqa.org

자가면역질환검사의 경우 검사시약마다 검출대상이 되는 항체 부

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인 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하는 내부
정도관리만으로 검사의 정확도를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

서 검사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해서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
가하여 검사실 측정결과를 동일한 검사원리, 검사장비, 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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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하는 다른 검사실들과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추천된

연구의 제한점은 단일 혈청과의 안정성 비교를 시행하지 않아 다

질의 안정성은 정확한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제조

못했고, 해당 검사항목만의 검사 후 잔여 검체를 이용함으로써 자

다. 이때 보관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배포되는 외부정도관리물
건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후 잔여 검체를 이용하여 자
가제조 혈청을 제조하고 기질효과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18시

간 이상 충분히 냉장상태에서 교반하여 외부정도관리용 물질의 보
관조건 및 기간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자가면역질환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 질환활성도 평가는 각 자가면역질환검사의 농도
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우 높거나 낮은 자가면역질환검사 농도보다

는 정상 참고치 또는 양성/음성 판정기준 근처의 농도에 대한 검사
의 정밀도 및 물질 안정성이 검사의학적으로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저농도 물질은 각 자가면역질환검사의 정상참고치 상한, 양성/음
성 판정기준 내외 농도가 되도록 제조하였다. 고농도 물질은 각 자

가면역질환검사의 AMR 상한의 50%–70% 이내의 물질을 제조하
여 평가하였다. 제조된 자가제조 혈청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반
복 측정한 결과가 검사실 및 검사법 자체의 무작위 오류 또는 정밀

도 및 계통오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된 자가제조 혈

수의 검체의 혼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질효과를 평가하지

가제조 혈청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검사항목의 존

재를 확인하지 않아 각 자가제조 혈청의 불안정성 원인을 정확하
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공여 혈청을 이용하여 혼주혈청을 제조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주요 가정은 하나 또는 소수 공여 혈청에 의
해 제조된 혼주혈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가능하면 의도한 측정값을 제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공여 혈청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9]. 보통 외부정도관

리 참여기관에서 정도관리물질을 수령한 후 수일 내에 검사를 시
행하므로 자가제조 혈청의 보관온도와 기간에 따른 안정성이 외부
정도관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나,

방부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 혈청을 혼주한 후 여과한 자가제
조 혈청을 배포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이 고려된다.

결론적으로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는 기관은 되도록이면 물질

청의 안정성뿐 아니라 대상기간 동안 해당 검사의 내부정도관리

을 전달받은 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한 후 빠른 시일 안에 검사하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가면역질환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하는 것이 고려된다. 자가면역질환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용으

결과도 참고하였다.

용 자가제조혈청 중 ANA 물질은 보관온도와 상관없이 6개월까
지 평가결과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anti-dsDNA, anti-Tg, anti-

TPO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검사결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i-dsDNA 고농도 물질의 경우 6개월 동안 농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주에서 3달 동안은 안정하였다.

Anti-Tg 물질의 경우 6개월 동안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저농도 물질의 경우 1주에서 1개월 동안은 안정하였고 고농도
물질의 경우 2주에서 3개월 동안 안정하였다. Anti-TPO의 경우 6

개월 동안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농도 물질의 경우
보관온도의 영향을 받았고 6개월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것을 추천하고 검사시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보관
로 검사 후 잔여 검체를 이용하여 자가제조 혈청을 제조하여 참여

기관에 정도관리용 자가제조 혈청을 동시에 배포하면 검사 전 요

소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아 외부정도관리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가제조 혈청을 사
용하여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자가면역질환검사의 정확
도 검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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