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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ized Quality Control Plan (IQCP)은 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
류에 대해 risk management를 기반으로 한 검사의 품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IQCP는 1) Risk Assessment (RA) 2) Quality Control Plan (QCP) 3) Quality Assessment 
(QA)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연속적인 주기로 볼 수 있으며, 검사의 품질
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Risk Assessment (RA)

Risk Assessment는 검사 전, 검사 중, 검사 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실패와 오
류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Individualized Quality Control Plan
- Risk management

이원의료재단  함 초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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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ality Control Plan (QCP)

Quality Control Plan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와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실에서 수행하는 절차를 기술한 문서이다. QCP에는 최소한 검사 정도 관리 물
질의 수, 종류, 빈도와 허용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3. Quality Assessment (QA) 

Quality Assessment는 QCP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QA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활동이다.

1) Monitor and Assess
검사실은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해당될 경우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 모니터링에는 검체, 검사 시스템, 시약, 환경, 검사 인력 등과 같은 risk 
assessment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Corrective Action
QA에는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시정 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
어야 한다. 검사실은 risk assessment를 업데이트하고, QA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QCP를 수정해야 한다.

IQCP를 도입함으로 인해 개별 검사실의 검사 방법과 이용, 환경, 인력적인 부분에 따라 QC 
plan을 맞춤화 하는 동시에 동등한 품질의 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References

1.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Individualized Quality Control Plan (IQCP) website. 2015. 
Available at: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Individualized_Quality_
Control_Plan_IQCP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CLIA) 
Individualized Quality Control Plan (IQCP) website. 2015. Available at:  https://www.cdc.gov/labquality/
iqcp.html

3.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ASM) Clinical Microbiology Portal. IQCP website. 2015. Available 
at: https://clinmicro.asm.org/index.php/lab-management/laboratory-management/445-iq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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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정성관리(laboratory test utilization management)란 검사에 필요한 자원들을 임상진
료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의 의뢰, 수행과정 및 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모니
터링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진담검사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신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의료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체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품질은 유
지,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영비용은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검사적정성관리의 최우선 목
표는 환자 진료에서 검체 검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가치는 비용 절감 또는 질 향상을 통해 
높아진다.

비용 절감에는 재정적 절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임상 결과, 검사실 서비스
에 대한 환자와 임상의의 만족도, 그리고 환자 안전이 검사 품질 판단기준의 예이며, 환자 외에
도 의료진, 임상검사실, 의료기관 및 일반 인구집단도 적절한 검사적정성관리를 통해 이득을 얻
는다(표 1).

검사적정성관리를 위하여 과잉이용검사(overutilization test)나 부적절한 검사의뢰는 줄이고,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충분하게 활용(underutilization)되는 것을 방지하여, 검사자원의 활용도
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 피드백, 2) 검사 처방 관리, 3) 
검사 수행 과정의 관리, 4) 검사결과 활용도 관리(표 2).

이득 검사실 의료진 환자 의료기관 일반인구집단

총 관리 비용 절감 O O O O

검사실 비용 절감 O O O O

정확한 적시 진단 O O O O

불필요한 위탁검사 감소 O O O O

불필요한 채혈 감소 O O O

환자 만족도 증진 O O O O

환자 결과 증진 O O O O

표 1. 검사적정성관리에 따른 기대 효과

Improved test utilization for
clinical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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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미생물에서의 검사적정성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은 다른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1) 의사 결정 지원 체계, 2) 근거중심의학의 적용, 3) 선별 알고리즘 
및 4)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을 포함하여 다른 진단검사의학 분야와 동일한 전략을 임
상미생물의 검사적정성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한 문헌에서 임상미생물에서의 검사적정성관리
의 예로 언급한 것을 발췌하였다.

검사 전 단계 검사 단계 검사 후 단계

- 의료진 대상 설명회 등의 사용자 
   교육 및 연결

- 구시대적 검사 중단
- 국가 임상 지침에 근거한
   임상 감사 수행

- 입문, 교육, 지침 개발 등에 정식 기여 - 용어의 조화
- 검사 결과가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사용자와 함께 검사 설명서 개발 - 단위 표준화
- 검사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검사 결과에 포함

- 검사 목록 전산 개발.
   질환별 토는 질문별 프로파일 사용

- 참고구간 표준화

- 임상 지침상 목표 달성을 보장

- 검사실 목록 표준화

- 반복 검사 사이의 최소
   재검사 간격 적용

- 적절한 이차(reflex) 검사 활용

표 2. 검사적정성관리를 위한 중재 전략의 예

- 의사 결정 지원: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상 검사 선택

- 혈액 배양 오염 감소

- 해석 오류를 피하기위한 임상미생물 보고서의 적절한 형식

- 병원균의 신속 동정을 위한 MALDI-TOF 적용

- 카바페넴 및 기타 제한 항균제에 대한 관리

Improved test utilization for
clinical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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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및 A군사슬알균에 대한 신속한 현장 진료 검사 :
    검사 처방 및 항균제 사용에 대한 영향

- 이전에 MRSA가 집락화되었던 환자에 대한 신속한 분자 진단 테스트

- 저수율 소변 배양을 줄이기 위한 선별 방법 사용

- 원내획득설사에서의 일반 대변 검사 제한

-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신속 검사: 입원 병상 관리에 미치는 영향

- 근거중심의학의 적용:  진균 대상 혈액 배양 중단

- 임상미생물학에서 분자 진단의 선택 및 감독

임상미생물 결과는 의료 비용, 특히 항균제 및 감염관리와 관련된 자원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
친다. 결론적으로 임상미생물학에서의 성공적인 검사적정성관리는 진단검사의학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본 연제에서는 국내·외 검사적정성관리 현황 및 진단검사의학의 대응 방안, 기관내 특정 사례
를 포함한 임상미생물의 검사적정성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References

- 검사적정성관리. 진단검사의학. 제6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1.

-  CLSI. Developing and Managing a Medical Laboratory (Test) Utilization Management Program. 1st ed. 
CLSI report GP49.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7.

-  Clinical Utility of Advanced Microbiology Testing Tools. J Clin Microbiol. 2019;57(9):e00495-19.

-  Utilization management in microbiology. Clin Chim Acta. 2014;427:173-7. 

-  Towards Better Test Utilization - Strategies to Improve Physician Ordering and Their Impact on Patient 
Outcomes. eJIFCC. 2015;26(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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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남환이 이전 입원에서 보인 MRI 이상소견에 대해 생검을 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2일
째 시행한 생검 결과 간의 S8 segment에 1.5cm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및 좌상복
부의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가 진단되었다. 입원 6일째에 HCC 병변에 대해 고주파
절제를 시행하였고, 7일째에 38.6도의 발열이었고, CBC 9,200/uL-13.4g/dL-146,000/uL, 
CRP 1.34mg/dL으로 감염이 의심되어, cefotaxime 6g/day 정맥주사를 시작하여 13일째까지 
유지하였다. 항균제 투역 전 실시한 말초혈액배양 3쌍중 2쌍에서 자랐고, 호기성/혐기성병에서 
12.8h/10.6h, 11.6hr/10.6h에 검출되었다. 양성병에서 제작한 도말 슬라이드 gram stain 소
견은 그림 1과 같았고, 균집락(그림1)으로 MALDI Biotyper (Bruker Daltonics)로 동정을 했
을 때 Kosakonia cowaniis 2.052, Cronobacter sakazakii 1.888가 1, 2 순위였다. 균 집락은 
oxidase 음성이고, Vitek2 Gram-Negative Identification card에서는 Pantoea spp (98%)
로 동정되었다. MicroScan Negative Combo 72 panel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는 그림2과 같았다. 입원 9일째 환자체온 36.1도로 열이 떨어졌고, 입
원 13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시 ciprofloxacin 1주일분을 처방하였다. 

문제 1. 이 증례에서 균혈증의 원인균을 동정하시오.

문제 2. Enterobacter species의 분류와 균명의 최신 변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문제 3. 이 균종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AmpC beta-lactamase와 연관하여 해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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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말초혈액배양 양성병에서 제작한 도말슬라이드의 gram stain 소견(x1000)(A)과

           혈액한천배지와 MacConkey배지에서 35℃ 대기조성 배양기에서 하룻밤 자란 집락(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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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이 균의 항생제 감수성 결과

향균제명 판넬 결과

Ampicillin/sulbactam O <=8/4 S

Amikacin O <=16 S

Ampicillin O >16 R

Aztreonam O <=4 S

Ceftazidime O <=1 S

Cefotaxime O <=1 S

Cefoxitin O <=8 S

Cefazolin O <=2 S

Colistin O <=2 I

Ciprofloxacin O <=1 S

Cefepime O <=2 S

향균제명 판넬 결과

Cefuroxime O <=4 S

Ertapenem O <=0.5 S

Gentamicin O <=4 S

Imipenem O <=1 S

Levofloxacin O <=2 S

Meropenem O <=1 S

Piperacillin/Tazobactam O <=16 S

Trimethoprim/Sulfam... O <=2/38 S

Tetracycline O <=4 S

Ticarcillin/Clavulanate O <=16 S

Tobramycin O <=4 S

평소 겅강한 53세 남자가 해외 출장을 위하여 SARS-CoV-2 PCR 선별검사를 시행하였다. 비
인두도찰 검체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SD BIOSENSOR, Inc.)
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했을 때, E gene Ct 31.14, RdRp Ct 32.22(Fig 1A)
으로 양성이었고, Xpert Xpress SARS-CoV-2로 검사했을 때, E gene Ct 35, N gene 음성
으로 “presumptive SARS-CoV-2 positive” 결과였다. 같은 날 재검체를 얻어서 BioFire 
FilmArray Respiratory 2.1 plus Panel로 검사한 결과 음성, STANDARD M nCoV Real-
Time Detection kit (SD BIOSENSOR, Inc.) 검사 음성으로 최종 음성으로 보고하였다. 당일 
혈액검체에서 WonMed SARS-CoV-2 rapid IgM/IgG 검사 결과 음성소견 보였다. 

다음날 채취한 비인두도찰 검체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로 검사
한 결과 E gene Ct 31.66, RdRp Ct 31.07(Fig 1B)으로 양성이었고, Allplex SARS-CoV-2 
Assay에서는 E gene negative, RdRp negative, N gene Ct 38.43으로 inconclusive였다. 동
시에 시행한 인후 도찰과 타액 검체는 Allplex SARS-CoV-2 Assay에서 음성이었다. 증례는 
수개월간 COVID-19 관련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문제 1. 이 증례에서 역전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최종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문제 2. 이 증례에서 COVID-19 감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검사 계획을 세우시오.

문제 3. 이 증례가 COVID-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지켜야 할지 판단하시오.

CASEⅡ

출제자 : 박근열 / 성흥섭 / 김미나 (울산의대)
토의자 : 박재현 (서울의대)

출제자 : 박근열 / 성흥섭 / 김미나 (울산의대)
토의자 : 조해원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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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Ⅱ

Fig 1.  Amplification plots of SARS-CoV-2 reverse-transcription real-time PCR: 

(A) 1st day, (B) 2nd day

출제자 : 박근열 / 성흥섭 / 김미나 (울산의대)
토의자 : 박재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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