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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y the National Medical Reference Laboratory
Division of Chronic Disease Control, Center of Disease Prevention, CDC
Lee Kyeong-Seob, Cho Chan-Ik, Lee Han-Jung, Kim Young-Taek

Medical laboratory testing, not only plays a critical role in diagnosing morbidity and managing indices which are related with health care,
but are also very important in making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In order to increas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medical laboratory test resul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established the National Medical
Reference Laboratory (NMRL) in 2011. NMRL joine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in 2012 and the Cholesterol
Reference Method Laboratory Network (CRMLN) in 2013 following its successful passing of the certification exam. NMRL tried to qualify
for additional certifications, as well as, maintain its already acquired certifications. We anticipate that NMRL will play a pivotal role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medical laboratory testing in Korea and enhancing the public health care level.

현재 국내 약 26,000 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2014년도 한 해

표준검사실을 설치하고, 국가 표준검사실로서 역할과 그 기능을

10억 건(Table 1)에 해당하는 임상검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와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임상화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같은 임상검사 결과는 질병의 선별과 조기발견, 진단과 경과

o f C l i n i c a l C h e m i s t r y, I F C C), 지질표준검사 실

관찰, 치료와 예후판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네트워크(Cholesterol Reference Method Laboratory

있다[1]. 더욱이 각종 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지표 산출에

Network, CRMLN)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되는 중요 기초자료로써 사용되므로 효과적인 보건 정책

이를 기반으 로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 실은 임상검사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사 결과가 반드시

정도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검사의 기준이 되는 참값을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임상검사실이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제공하여 국내 임상검사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신빙도 조사는 동일 검사방법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글을 통해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이

참여한 기관들의 평균값만으로 검사 결과 값을 비교, 평가하기

국제기구 가입 시 획득하였던 국제 인증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때문에 물질의 참값에 대한 정확도는 보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다.

각 임상검사실이 참값 측정을 위해 표준검사법을 세팅하고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은 당뇨 진단의 중요 검사 항목인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참값 측정이

1)당화혈색소와 2)이상지질혈증의 대표 검사 항목인 총

가능한 국외 표준검사실에 의뢰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항목의 국제

큰 비용이 소요되며 보고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

표준검사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화혈색소 검사 항목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진단의학

경우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은 2012년 11월 I F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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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e of medical laboratory testings corresponding to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2013

2014

Medical institution
Number
Senior General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Health center
Total

Case

Cost(1000won)

47

333,567,299

1,171,296,254

46

340,876,750

1,220,015,108

293

323,424,253

998,192,376

296

341,879,745

1,088,030,298

2,986

150,270,749

374,784,086

3,148

157,563,239

406,873,162

21,964

181,187,858

494,405,147

22,253

187,301,748

539,142,639

625

3,839,097

8,288,048

649

3,869,584

8,606,896

25,915

992,289,256

3,046,965,910

26,392

1,031,491,066

3,262,668,103

Hemoglobin A1c Network Approved Laboratory로

Number

Case

Cost(1000won)

유지하였다(Figure 1).

인증받았다. 이에 전 세계 18개 표준검사실 중 하나로서 물질의

총 콜레스테롤 항목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CRM L N

참값을 설정하고, 당화혈색소 검사 시약 및 검사 장비의 제품

member laborator y로 인증받았다. 이에 전 세계 8개

평가를 대행하고 있다. IFCC 당화혈색소 국제 인증은 국제

표준검사실 중 하나로서 총 콜레스테롤의 참값 측정 업무를

임상화학회가 주관하여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사실 간 비교

수행하고 있다. CRMLN 국제 인증은 미국 질병예방센터

시험에서 2번 연속으로 통과하면 획득 가능하며, 2번 연속 실패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 주도로

시 인증이 취소된다. 검사실 간 비교 시험은 6월과 10월에

전 세계 지질검사의 표준화를 위해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실시한다. 1회 시험 당 5개 검체에 대해 측정하고 각 검사실과의

고밀도 및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항목에 대해 매년 4회

체계적 편향(Systemic bias)와 비례적 편향(Proportional

CRMLN survey를 실시하여 2번 연속으로 통과 시 인증이

bi a s)을 조합한 통과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성공으로

발급되고 2번 연속 실패하였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총

간주한다(Table 2). 2016년 현재까지 꾸준히 인증을 유지해

콜레스테롤 항목의 CRMLN survey는 1월, 4월, 7월, 10월에

오고 있으며, 작년 검사실 간 비교 시험의 결과는 1차 시험에서

실시한다. 1회 시험 당 4개 검체에 대해 측정하고 각 검체의

통과 한계 값 10.1 중 1.4 를 획득하였고, 2차 시험에서는 통과

측정값과 미국 질병예방센터 검사실의 측정값과의 차이를

한계 값 10.4 중 0.2 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은 총 콜레스테롤

Table 2. Criteria for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ccredited by IFCC and CRMLN
Organization

Subject

Method

Sample No.

Criteria

IFCC

Hemoglobin A1c

LC/MS*

5

＜ critical value

ID-GC/MS

4

Abell-Kendall

4

mean bias ＜ 1 %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 1 %

ID-GC/MS

4

CDC is considering

Ultra Centrifugation

2

DCM**

4

mean bias ＜ 1 mg/dL
and
standard deviation ＜ 1 mg/dL

ID-GC/MS

3

Abell-Kendall

3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CRMLN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ean bias ＜ 2 %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 1.5 %

*LC/MS :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DCM : Designated comparis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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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port of intercomparison studies of IFCC HbA1c Network
*lab_21: National Medical Reference Laboratory i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항목의 Isotope Dilution-Gas Chromatography Mass

중 성지방 항 목 은 국가 진단 의 학 표 준 검사 실과 미 국

Spectrometry (ID-GC/MS) 검사법에 대해 인증을 획득한

질병예방센터 검사실의 숙련도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작년 10월 CRM LN

주관 기관인 미국 질병예방센터의 인증 업무 절차 확립이

s u r v e y에서는 4가지 검체에 대해 미국 질병예방센터

지연되어 인증 업무가 시행될 때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나머지

검사실과의 차이가 각각 1.6％, 0.6％, 0.5％, 0.2％ 로 평균 1％

지질 항목들도 빠짐없이 CRMLN survey에 참여하여 숙련도를

미만이고, 각 검체의 변동계수가 1% 미만으로 산출되어 인증을

향상시키고 있다(Table 4).

유지하였다(Table 3). 현재 총 콜레스테롤 항목은 ID-GC/MS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은 획득한 국제 인증을 기반으로

검사법에 이어 Abell-Kendall 검사법도 1차 시험 통과 후 2차

표준화 관리사업을 통하여 국내 임상검사실의 정확도를

시험 절차 중에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6년 하반기에

개선하고, 국내·외 체외진단시약의 품질 보증사업을 수행하며,

인증 을 획득할 것으 로 보인다. 추가로 고밀도 지단백

참값 측정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운영

콜레스테롤(H DL cholesterol) 항목의 초고속 원심분리

중인 당화혈색소와 지질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검사방법 또한 1차 시험 통과 후 2차 시험 절차 중에 있다.

보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검사 항목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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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1015 CRMLN survey in total cholesterol
lab No.

Pool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Bias vs. overall
Mean absolute
%Bias vs. CDC lab
Mean %bias
lab mean
%bias

285

130.65

0.3

0.2

-0.5

1.0

125

176.78

0.4

0.2

0.1

0.8

371

180.89

0.1

0.1

-0.1

0.7

813

243.46

0.1

0.1

-0.1

0.0

285

131.64

0.1

0.1

0.3

1.7

125

176.80

0.6

0.3

0.1

0.8

371

181.91

0.8

0.4

0.4

1.2

813

243.53

0.5

0.2

0.0

0.1

285

131.47

0.4

0.3

0.2

1.6

125

176.46

0.2

0.1

-0.1

0.6

371

180.56

0.3

0.2

-0.3

0.5

813

243.93

0.1

0.1

0.1

0.2

lab 501

lab 508

lab 509*

0.6

0.6

1.0

1.0

0.7

0.7

*lab509: National Medical Reference Laboratory i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Table 4. Progression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cquired by National reference medical laboratory
Organization

Subject

Period

’12

IFCC

Hemoglobin A1c

Jun,Oct

Acquired

Total cholesterol

CRMLN

Total glycerol

’13

’15

’16

Maintenance

Participated

Jan,Apr,Jul,Oct

’14

Acquired
(ID-GC/MS)

1st survey
passed
(Abell - Kendall)

Maintenance

Participated (CDC is considering)

HDL cholesterol

1st survey
passed
(UC*)

Participated

LDL cholesterol

Participated

*UC : Ultra centrifugation

개선하거나 우리나라 임상검사실의 전반적인 검사의 질 향상을

있는 검사실로서 자리매김해 우리나라의 진단의학검사 수준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지질항목의

높이며 국민의 보건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추가 인증 외에 간 기능 검사를 위한 항목이나 호르몬,
비타민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국제 인증 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임상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인증에 기인한 제품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측정 의뢰
서비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 행정 절차 마련도 시급하다.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능한 전문 인력의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인된 실력을 갖추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검사실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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