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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Soc Clin Oncol Educ Book. 2015:57-65. Schiffman JD1, Fisher PG

• Guidelines에서 암선별용 검사

- 고위험군에서만 효과입증…

• In vivo 검사와 동시 시행

✓ 침습적이거나 불쾌한

✓ 시행하는 검사자간 차이

▪ 장기 특이적인 biomarker이나

해당 장기에서만 나오지 않거나

위증가를 보일 수 있다.

Tumor Markers Commonly Used for Screening or 
Surveillance

종양표지자

http://www.ncbi.nlm.nih.gov.ssl.eproxy.pusan.ac.kr/pubmed/25993143
http://www.ncbi.nlm.nih.gov.ssl.eproxy.pusan.ac.kr/pubmed/?term=Schiffman JD[Author]&cauthor=true&cauthor_uid=259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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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정확도 accuracy

-> 측정의 평균과 참값(Trueness)의 차이: Bias

➢ 정밀도 precision

비정밀도 imprecision -> 표준편차 SD, 변이계수 CV(%)

- 검증 Validation

- 검정 Verification

• 총 분석오차(Total Analytical Error, TAE)
CLSI EP21-ED2

의학적 결정 농도(medical decision level, Xc)에서
결정적 차이(ciritical difference)가 있는지 여부 -

용어 정의

임상의사가
궁금한 것?



용어 Terminology

• (측정의) 정밀도 precision (of measurement)– 규정된 조건 하에서 얻어진 독립적인 검사결과들 간

일치의 근사성 (ISO 3534-1); 주: 비정밀도-반복 측정값 결과들의 SD 또는 %CV로 정량적 표현

• 정확도 (측정) accuracy (measurement) – 측정값과 실제값 간의 일치의 근접성 (VIM07)

• 검증 validation – 특정 목적의 사용이나 응용에 대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객

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확정하는 것 (ISO 9000); 주석 1: 세계보건기구는 검증을 “검사절차, 처리, 

시스템, 장비 또는 검사방법이 예상되는 대로 작동하고 목적한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련의 프로

세스 또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WHO-BS/95.1793); 주석2: 검증의 요소는 질관리(quality control),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ing), 직원의 수행능력 검증, 검사기기 보정, 임상 소견과의 상관성 등이 있다. 

• 검정 verification – 지정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 (ISO 9000)6; 성능 검정 performance verification –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되기

로는) 대개 검사기기가 환자 검사에 이용되기 전 검사기기 수행특성을 결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회성 과정이다.; 작동 검정 operational verification – 검사기기가 환자 검사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수행

특성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지속됨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계획된 과정이다.



• 정확도

✓ 새로운 검사(장비/시약) 도입 or 시약 조성/과정의 중요한 변경

✓ 외부정도관리(신빙도 조사)에 실패한 경우 교정 활동

✓ 정확성 의심되는 경우

• 정밀도

✓ 새로운 검사(장비/시약) 도입 or 시약 조성/과정의 중요한 변경

✓ 내부정도관리상 정밀도 문제 발견한 경우 교정 활동

✓ 장비/분석 문제 해결

1.1 검정(평가) 필요한 경우



• 검정과정 계획 (문서화)

✓ 새 장비 도입 검증 과정 문서화 CLSI EP31-A 

- 각 절차의 책임소재 ~ 직위에 따라 조직화

- 해당 기기/시약으로 수행하는 모든 방법 검증 평가

✓ 검사실 허용한계(범위) -> 초과시 문제점 평가 절차

✓ 자료 수집/정리 방법

- 사무적 오차 방지, 분석/검토하기 적절하게

-> 평가완료 후 보관 (법률, 규제 인증 주체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1.2 검정 평가 준비

내부QC program으로
인터페이스(interface)? 





검정 계획 예시

✓ 환자 검체 minipool이 좋겠다!

✓ 검체번호 기재하기 바랍니다.

차이 날 경우 결과 판정용



• 새 검사법 도입 평가 전/(검사)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 10개 검체 순서대로 반복, 포괄적 평가 -> Pass or Fail 결정

✓ 검체 준비

- AMR내 적정 3개 농도 안정된 물질 ~ 충분한 양 확보 (3*5+3~5?)

- 5일간 불안정하면 동결 or QC물질 매일 조제

✓ 측정 – 친숙화 기간 이후 data 수집, 최소 5일간 매일 1회 이상 정해진 순서(M, 

H, L, M, M, L, L, H, H, M)에 따라 10개 batch로 시행

✓ 분석/평가

- 맨 앞의 M 제외, 매일 9개의 결과 data를 평가

- 5일간 전체 평균(grand mean) vs 물질의 정해진 값 -> 차(Bias)

Within-run, between-run, between day SD “보정” 부정확도

2.1 예비 평가 CLSI EP10



Analyse-itTM

홈페이지상

예비평가
EP10 적용 설명



• 제조사가 제시한 두가지 종류의 정밀도 성능

✓ 재현성(repeatability, within-run imprecision, σR)

✓ 검사실 내 부정확도(within-laboratory imprecision, σWL)

2.2 정밀도(precision) CLSI EP15-A3

제조사의 경우 최소 20
일간 4회씩 반복 data



• 검체

✓ 최소 2가지 농도 / (제조사) 검증 농도와 가깝게

✓ 환자 검체 pool 좋지만 (제조사가 썼다면) QC 물질도 가능

• 측정 -> 장비 친숙화 기간 이후 평가 시작

✓ 일상적 검사와 동일하게

- 매일 QC 시행하면서 ~ QC 허용범위 기설정 상태

- 1일 1회 농도별 5회씩 최소 5일간 5 design

✓ 비정밀도 요인 추가

- (제조사가 시행했다면) 중간에 calibratrion 시행 가능, 

- 교대 근무자가 수행한다면 평가시 근무자를 바꾸어가며 시행

- Outlier,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모든 측정결과 보관

- 모든 정밀도 변화 요인될 수 있는 상황 기록

2.2 정밀도 평가
CLSI EP15



• 평가

✓ 산포도 - 분포를 평가, 이상치를 포함하여 책임자 검토하도록 해야

❖ 이상치(Outlier) – 적절한 test에 의해 농도당 1개, 전체 2개까지만 제거 가능

Grubbs’ test 

N 총 결과값 수

• 분석 - 계산이 복잡 =>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 허용범위 미리 설정 권장



• 분석

- 각 농도별로 구별해서 one-way ANOVA로 2가지 정밀도를 추정

제조사 제시(claimed)한 정밀도 성능과 비교한다.

반복 정밀도(repeatability, SR, 이전의 within-run precision)
검사실 내 정밀도(within-laboratory precision, SWL, 이전의 total precision) 



제조사 claim 정밀도를 만족하는지?

✓ UVL(upper verification limit) 계산

1) 자유도 df (dgree of freedom) 계산

- repeatability; dfR = N – k (k; run 수)

- within-laboratory imprecision; dfWL

- claim ratio에 의한 계산값 테이블=>

2) UVL factor (F) 계산
=>                          or 





Pass fail시 문제해결방법



설정이나
검증용
아님

검사실용

제조사 기준
CLSI지침

EP06 직선성

EP17 검출능

EP28 참고치

EP05 정밀도

EP09 참값

EP10 예비평가

Precision, bias, 
Carryover, drift, 
nonlinearity



• 임상검사실에서 참값(true value) 확인

✓ 기준법(reference method) ~ 정확도 기반 신빙도 조사 Target

✓ 외부정도관리 동료 집단(peer group) 평균

✓ 새로운 검사법 도입시 –> 이전 (비교)검사법과의 Bias 추정

2.3. 정확도(precision)

CLSI EP9-A3



이전 장비와 얼
마나 큰 차이
(difference)가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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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 존재시

• 이상치 확인하기 위해 여

러 차이 도표를 그려 이

상치가 확인된 경우 1) 

제거하거나, 2) mean평

균값 대신 median 중앙

값 결과를 오차Bias 추정

치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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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치 검증 - 최소 40~198명 건강인



LoB, LoD, LoQ 검증 CLSI EP17-A2

• Type I, II error 대개 0.05 가정



• 종류

✓ Microsoft Excel

✓ Analyse-it  for Microsoft Excel

StatisPro = Analyse-it + CLSI guideline

✓ EP evaluator (online)

✓ 진단검사의학재단 표준통계프로그램 Labostats

• 장단점

- Lab 전용 프로그램: CLSI 지침에 따른 평가 가능

유료, 사용법 습득, 통계량에 대한 이해

- 범용 프로그램: F(x) 함수 입력, graph 양식에서 data 변경시 오류 발생

4. 검사실 통계 프로그램



Microsoft Excel을 사용한 분석 예시



통계 Program 사용한 분석을 권장
✓ 진단검사의학재단 표준통계프로그램





• 오차 추정치와 95% CI를 설정한 허용 오차기준 한계와 비교하는데, 

인증 주체나 학술단체 요구 총 허용오차(TEa) 기준값 사용할 수 있다. 

✓ 표준화된 검사 – 국제적 임상진료지침에서 검사 성능 기준

✓ 비표준화 검사 – Westgard DB나 문헌에 제시된 Biological variation 대비 비율

• 기울기와 절편으로 오차Bias를 특정화하기 위해 회귀(regression) fit





StatisPro를 이용한 예시*







정도관리물질 제조사 program에서 조회



같은 물질 사용하는 기관과 비교 가능



총 허용오차(Tea), 의학적 중요농도(Xc) 
미리 정해야!

7. 이제훈. 우수검사실 인증용 표준 통계 프로그램. 대한임상화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 http://www.kscc.or.kr/Archive/PlayWma?idx=197

CSV 파일로 저장

Outlier 제외시
계속 재저장?

http://www.kscc.or.kr/Archive/PlayWma?idx=197


평가

유은형 KSCC slide 2011. 11



시약 제조(관리)번호 변경시 검증



사전 조사, 계획

➢ Claimed 성능 확인

➢ 적절한 검체 수집이 중요

검사실 허용범위(우리 검사실에 필요한 수준) 결정

- 책임전문의와 검사자, 임상의사 Teamwork 필요

- 적절히 작동하는 검사기기, 검사 성능 => “환자를 살린다”

➢ 검사실 전용 (무료) 프로그램의 이용

마치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aong97@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