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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quality assessment (EQA) of peripheral blood smear test for
malaria was conducted as a pilot project in 2020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EQA Service. Two trials were performed with three different cases per
trial. Scanned images for the whole slide with brief patient histories were
distributed to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online. In total, 208 and 232
laboratories participated in the two trials, respectively. The acceptable rates
for malaria detection were 96.1%–100.0% and those for identifying malarial
species were 68.1%–97.6%. The acceptable rates for parasitemia count were
87.2%–94.6%. The EQA scheme assessing peripheral blood smear test for
malaria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diagnostic ability of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Lab Med Qual Assur 2021;4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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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혈액도말검경으로 혈중 원충 정량을

서론
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 토착 국가다. 오래 전부터 유행하

던 말라리아는 국가적 퇴치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1984년까지

급속히 줄었지만, 북한과 접해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1993년 재출

현한 이후 환자 수는 2015년 말까지 해마다 증가했다[1]. 현재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3]. 따라서 말라리아 감염의 진단과 치

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인 말라리아 혈액도말검경이 검사실

에서 신뢰도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정확도 확인을 위해서 외부정도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에티오피아, 콩고,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여러 말라리

1년에 500건 전후로 환자 감염이 발생한다. 약 90% 가량이 서울,

아 발생국가에서 외부정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4-9]. 대한임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에게 옮기는 질환

Assessment Service, KEQAS)에서는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여 지역 편차가 큰 편이다[2].
으로, 모기가 주로 생활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이 집중되

어 전체 발생의 약 96%를 차지한다[3]. 발병 후 5일 이내에 빠르

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여 신속진단검사를 우선적으로 실
시하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을 위해서 혈액도말을 이용한

말라리아 현미경검경 또는 유전자검사를 시행한다[3]. 신속진단검
사가 음성이더라도 임상적으로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경우는 혈액

상검사정도관리협회(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혈액도말을 이용한 말라리아 검사를 시작하였다. 시범사업의 프

로그램 개발은 2016년에 발행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말라리아 검경 품질관리지침을 참고로 하

였다[9]. 저자들은 2020년에 시행한 말라리아 도말검사 외부정도
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도말검경 혹은 유전자검출검사를 한다[3]. 또한 치료약제 투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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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5. 결과 판정 및 분석

1. 조사항목

에 따라 참여기관의 80% 이상의 일치를 보이는 결과를 intended

였다. 회차별로 3개의 슬라이드 스캔 이미지를 배포하였으며, 말

의 정량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해 표준편차지수

말라리아 검출 및 종 감별 문항은 KEQAS의 정성검사 판정기준

2020년 4월 및 10월에 연 2회에 걸쳐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하

라리아 검출, 말라리아 종 감별, 말라리아 원충 정량의 세 가지 조
사항목에 대하여 답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response로 판정하였다[10]. 말라리아 원충 정량 문항은 KEQAS

(standard deviation index, SDI)를 산정하고 3SDI를 넘는 경우

‘unacceptable’로 판정하였다[10]. 다만 공통된 이미지를 보고
판독하므로 제조회사나 측정기기별로 그룹을 나누지 않고 참여기

2. 혈액도말 슬라이드 및 스캔 이미지 제조

외부정도관리에 사용된 혈액도말 슬라이드는 EDTA (ethy

lenediaminetetraacetic acid) 전혈을 이용하여 인제대학교 일

산백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조하였다. 일산백병원의 슬라
이드는 SP-10 (Sysmex, Kobe, Japan) 자동화장비를 이용하여

관 전체 결과로 SDI값을 산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참여기관 전체에 대한 ‘공통보고서’와 각 기관별

결과에 대한 ‘기관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홈페이지에
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Wright-Giemsa 염색을 시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수작업

결과

이드 이미지에 HSM-20-01, HSM-20-02, HSM-20-03, HSM-20-

1. 외부정도관리 참여기관

라이드는 PANNORAMIC Digital Slide Scanner (3DHISTECH

2회차에 232기관이 결과를 회신하였다.

배율에서 스캔하였다. 사용자가 모니터로 이미지를 확인할 때 디

2. 응답기관 결과 분포

으로 Wright-Giemsa 염색을 시행했다. 1차와 2차 총 6장의 슬라
04, HSM-20-05, HSM-20-06으로 검체 번호를 부여하였다. 슬

Ltd., Budapest, Hungary)로 슬라이드의 약 1/3 정도를 400배
지털확대 기능으로 1,600배까지 배율을 조절하며 판독할 수 있다.

3. 슬라이드 이미지 업로드

슬라이드 이미지와 해당 슬라이드의 환자 정보를 KEQAS 외부

정도관리 홈페이지(http://eqas.keqas.org)에 연결된 웹사이트
에 외부정도관리 기간에 업로드하였다. 실제 임상상황과 비슷하도
록 환자의 나이, 성별과 거주지역, 여행력, 증상과 함께 일반혈액
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결과를 제공하였다.

4. 결과 입력

참여기관에서는 KEQAS 외부정도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

캔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판독하고, 그 결과를 KEQAS 외부정도관

리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다. 말라리아 검출 문항은 양성 또는 음성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말라리아 종 감별 문항은 Plasmodium

falciparum (P1), P. malariae (P2), P. ovale (P3), P. vivax

(P4), unable to identify the Plasmodium species (P5) 중 하

나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말라리아 검출에서 결과를 음성으로 답

하는 경우에는 “말라리아가 관찰되지 않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말라리아 원충 정량 문항에는 원충 정량결과를 μL 단위로 응답하

도록 하였고, 말라리아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186

2020년 말라리아 혈액도말 외부정도관리는 1회차에 208기관,

1) 말라리아 검출

2020년의 1차와 2차에 걸친 총 6개의 슬라이드 이미지 중 양

성은 5개, 음성은 1개였다. 정답률은 96.1%–100.0%로 높았다
(Table 1).

2) 말라리아 종 감별

말라리아 종 감별에서는 검체에 따라 정답률이 다양하게 분포

했다. HSM-20-03의 경우 97.6%로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정
답률이 68.1%로 가장 낮았던 HSM-20-06의 경우 29개 기관이 P.

Table 1. Proficiency test results for malaria detection in the 2020
repor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Trial

Cases

Total

1st

HSM-20-01

208

HSM-20-03

208

2nd

HSM-20-02

HSM-20-04

HSM-20-05
HSM-20-06

Lab Med Qual Assur 2021;43:185-9

208

232
232

232

Intended
response

Acceptable (%)

Negative

204 (98.1)

Positive

206 (99.0)

Positive

208 (100.0)

Positive
Positive
Positive

223 (96.1)

232 (100.0)
223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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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ficiency test results for identification of malarial species in the 2020 repor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Trial

Cases

P1
P2
P3
P4
Total (Plasmodium (Plasmodium (Plasmodium (Plasmodium
falciparum)
malariae)
ovale)
vivax)

1st

HSM-20-01

165

2nd

HSM-20-04

HSM-20-06

HSM-20-03

HSM-20-05

3

8

3

147

182

170

1

0

182

0

29

165

161

182

1

3

1

2

1
9

P5 (Unable to
identify the Acceptable Intended
Plasmodium
(%)
response
species)
4

147 (89.1)

P4

3

2

170 (93.4)

P1

124

3

124 (68.1)

0

2

176

0

161 (97.6)

176 (96.7)

P1
P4
P4

Table 3. Proficiency test results for quantitative parasitemia count in malaria in the 2020 repor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Trial
1st
2nd

Specimen
HSM-20-01

HSM-20-03

HSM-20-04

HSM-20-05
HSM-20-06

No. of
No. of
participants outliers
187

187

202

202
202

24

Min

Max

188

21

10,000

12

24

Mean±SD

CV (%)

37,051

37,011.1±9,634.8

26.0

999,999

120,333

118,574.7±68,955.2

58.1

190 (94.6)

177,480

1,740

1,720.2±935.2

54.4

178 (88.6)

0

13

0

0

99,999

99,999

999,999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SD was 0 owing to insufficient input space to enter the value.

malariae (P2)로 보고하였고 9개 기관이 P. ovale (P3), 3개 기관
은 종 감별불가(P5)로 보고하였다(Table 2).

99,999

10,000

99,999±0*

9,848.2±3,149.8

0

32.0

163 (87.2)
174 (93.0)

181 (90.1)

었다. 첫 시범사업에는 혈액도말 말라리아 검사 외부정도관리에 1
차에 208개 기관, 2차에 232개 기관으로 2020년 전체 외부정도

관리 참여기관 1,873개 중 11.1%–12.4%가 참여하였다. 우리나

3) 말라리아 원충 정량

말라리아 원충 정량검사의 정답률은 87.2%–94.6%였다. 1

회차에서 정량값을 입력할 수 있는 자릿수가 다섯 자리였는데,
HSM-20-03 슬라이드의 정량값이 다섯 자리를 초과하였기 떄문

에 평균값이 99,999로, 표준편차가 0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회차부터 입력 자릿수를 여섯 자리로 수정
하였다(Table 3).

라의 말라리아 주요 발생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호

발 지역에서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로 아주 낮은 빈도로 말라리아
의심 환자 검체가 검사실에 의뢰되고 말라리아 양성률이 낮기 때
문에 검사실에서 혈액도말검경으로 말라리아를 진단할 때 경험 부
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외부정도관리를 통해 다양한 말라리

아 감염 혈액도말 이미지를 접하게 되면서 추후 말라리아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라리아 감염 확인을 위해서 적혈구 내의 ring

form이나 trophozoite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의 배

고찰
말라리아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혈액도말 슬라이드 검경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 대량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
금까지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지 못했다. 최근 디지털이미지 기술
의 발달로 슬라이드를 고해상도로 스캔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현미
경을 보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이미지를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정도관리를 시작하게 되

www.jlmqa.org

Acceptable
(%)

Median

율을 1,000배로 하여 검경한다[11].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ANNORAMIC Digital Slide Scanner를 이용하여 ideal zone을
포함한 슬라이드 1/3 부분을 400배로 스캔하였는데, 디지털 확대
를 최대한으로 하는 경우 1,600배까지 배율을 확대할 수 있다. 디

지털 이미지는 말라리아 감염을 감별하기에는 충분했으나 현미경
수준의 해상도를 얻을 수는 없었다. 향후 oil을 사용하여 1,000배
에서 스캔할 수 있는 oil scanner가 도입되면 해상도가 더 향상될

Lab Med Qual Assur 2021;4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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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

는 것으로 KEQAS 원충 정량 판독기준을 마련하였다.

은 P. vivax 로, 그 외 다른 형태의 말라리아 종은 거의 관찰하지 못

데에 효과가 있다. 이 경우 gametocyte에 대한 효과는 없으며

카 지역에서는 P. falciparum 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에, 초기 진단보다는 치료 후 추적관리에서 약제효과를 판단하기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말라리아 감염증의 대부분의 원인 종

한다[2]. 해외 지역에 따라 우세 원인 종에도 차이가 있어 아프리

우리나라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2].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에

서는 P. falciparum , P. malariae , P. ovale 가 종종 동정되고, 이
들은 현미경에서 관찰할 때 P. vivax 와는 차이가 있으나 P. vivax

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의 검사자들이 형태학적으로 동정하기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WHO 매뉴얼에서는 혈액도말로 종 감별까

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9],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항원검사로 먼저 선별하거나 또는 신속항원검사
와 혈액도말검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도

말검경으로 종 수준까지 감별해야 하는 부담은 적다. 이번 말라리

대부분의 말라리아 치료약은 non-gametocyte를 제거하는

gametocyte 유무 여부가 임상경과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원충 정량에서 gametocyte는 제외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14]. 그러나 최근 gametocytocidal 약물 또는 기

존 약물과의 조합을 치료에 사용하게 되에 따라 gametocyte 검
출도 중요해졌다[14]. 이번 2020년 외부정도관리 시범사업에서는

원충 정량에서 gametocyte와 non-gametocyte를 구별하지 않
고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non-gametocyte와 gametocyte의 임

상적 중요도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외부정도관리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계수하고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외부정도관리로서 미진했던 부분도

아 혈액도말 외부정도관리 시범사업에서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P.

있었다. 말라리아 원충 정량 문항에서 1회차 때 입력 자릿수를 다

로 유용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가능한 다양한 종의 말라리아를

이 있어서 최종 평균값이 99,999로, SD가 0으로 집계되었다. 동

falciparum 을 포함하여 이미지를 제공하였기에 교육적인 목적으
포함시킬 계획이다.

원충 정량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고, 현재 통용되는

몇 가지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WHO 매뉴얼에 따르면 후층도말

섯 자리로 설정했는데, 검체의 정량값이 다섯 자리를 초과하는 값

일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2회차부터는 입력할 수 있는 자릿수
를 여섯 자리로 수정하였다.

혈액도말 말라리아 외부정도관리는 2020년 시범사업을 성공적

로 200개의 백혈구를 셌을 때 100개 이상의 원충이 보이는 경우

으로 마쳤고 2021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말라리아

이는 경우 500개의 백혈구까지 세어 500개 백혈구당 원충 수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검사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는 백혈구 200개당 원충 수로 기록하고, 99개 이하의 원충이 보

기록하도록 한다. 박층도말에서는 약 5,000개의 적혈구 중 감염
된 적혈구 수를 기반으로 혈액 마이크로리터당 원충 수를 계산한

혈액도말 외부정도관리는 각 기관에서 말라리아 혈액도말을 판독
된다.

다[12].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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