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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평가평가평가    요약요약요약요약    

 

 

신청기술신청기술신청기술신청기술 :  :  :  : 인유두종바이러스인유두종바이러스인유두종바이러스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유전자형유전자형유전자형    검사검사검사검사 PCR PCR PCR PCR----RFMPRFMPRFMPRFMP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이하 "HPV PCR-RFMP"라 한다)는 유전자 서열

을 이루는 4개의 염기가 고유한 질량 값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전자 내 변이가 밀집

한 부위를 직접 절단해내고, 조각난 유전자 절편의 질량을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로 자동 측

정하여 DNA 소중합체의 HPV DNA 유전자형에 따른 질량조견표의 기대 분자질량과 그래프

에 나타난 피크를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구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이

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22일 

신청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및및및    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    운영운영운영운영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7.8.3)에서 대부분의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고위험군 HPV 

DNA가 검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HPV PCR-RFMP는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며, 평

가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아울러 임상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심

의하였다. 
 

총 6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7년 8월 30일부터 2008년 3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총 3

회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헌적 근거에 따라 동 검사법을 평가하고 검토결과를 제출하

였으며,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3.21)에서 동 내용을 토대로 HPV PCR-RFMP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였다. 

 

 

인유두종바이러스인유두종바이러스인유두종바이러스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유전자형유전자형유전자형    검사검사검사검사 PCR PCR PCR PCR----RFMPRFMPRFMPRFMP의의의의    평가평가평가평가    
 

평가목적 

HPV PCR-RFMP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첫째 말디토프 질량분석을 이용한 

HPV PCR-RFMP의 검사 원리를 조사하고, 기존 HPV의 검사방법인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HPV Hybrid CaptureⅡ assay)와 유전자형 검사(HPV DNA Microarray)와의 차이점을 통해 동 

검사법의 정확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출판문헌과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HPV PCR-RFMP의 

검사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동 검사가 임상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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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평가방법 

HPV PCR-RFMP의 문헌검색전략은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HPV PCR-RFMP를 수행하

고, 해부병리조직검사나 염기서열검사를 표준진단으로 하여 HPV Hybrid CaptureⅡ 및 HPV 

DNA Microarray와 비교한 진단의 정확성을 주요 의료결과로 선정하였다. 
 

HPV PCR-RFMP의 검사 원리에 대한 문헌은 PubMed를 중심으로 검색하였고, 검사 정확도

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코리아메드를 비롯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8개, 국외 데이터베이

스는 Ovid-MEDLINE, EMBASE 및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다. 'HPV'와 'RFMP' 검색어로 

총 147개 문헌을 검색하였고 연구유형은 제한하지 않았다. 한국어와 영어로 기술된 문헌으

로 논문 초록만 발표된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상기 문헌검색전략에 따라 적절한 의료결과

가 보고된 연구를 선택하고 동물실험이나 전 임상시험 연구 등은 배제하였다. 중복검색된 

문헌(56개)을 포함하여 총 145개가 제외되었고 총 2개 문헌이 최종 평가에 포함되었다.  
 

문헌검색부터 선택기준 적용 및 자료추출까지 각 단계는 모두 소위원회와 아울러 2명의 평

가자가 각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는 SIGN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거의 수준과 권고의 등급을 선정하였다. 

 

안전성 

HPV PCR-RFMP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pap smear)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환자의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검사 채취나 검사과정으로 인해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동 검사의 안전성은 별도 평가하지 않았다. 

 

유효성    

HPV PCR-RFMP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헌은 개발과정에서의 임상시험 자료와 

진단법평가연구 2개 문헌(Chung et al 2006; Lee et al 2007)이었으며, 출판된 동 문헌도 검사개발

기관과 관련된 연구였다. 동료심사된 출판문헌 2편의 연구결과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혼

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관계가 적은 낮은 수준의 근거수준 2-

에 해당되는 문헌이었고, 각각 염기서열분석법과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참고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 진단정확성을 평가한 이질성이 있는 문헌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기치료 효과나 발생률 감소에 대한 문헌도 부재하여 HPV의 다양한 유전자형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동 검사 개발목적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검사법(예: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및 HPV DNA Microarray)과 비교하여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을 언급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동 검사의 

기존의 HPV유전자형 검사와의 원리를 비교 검토한 결과, MALDI-TOF MS라는 DNA분석에

서 정확도가 확립된 방법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을 판별하고, 기존 검사법과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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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치율 분석에서(Chung et al 2006; Lee et al 2007) 84.8~98.0%로 비교적 높은 일치율을 보이

고, 말디토프 질량분석법의 검사원리를 고려할 때, 동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고 확언하기 어

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HPV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는 기존 검사법으로 진

단된 HPV 감염자를 대상으로 HPV 유전자 고위험군의 유전자형을 구분하는 경우로 제한적

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권고의 등급 D). 
 

비록 소위원회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 이후 단계에서 

고위험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이차적인 검사로 그 사용을 권유했으나, 상기 문헌적 근거와 

아울러 40여종의 유전자형 세분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예방백신 투여 및 자궁경부암의 적

극적 치료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을 주지 못하므로 아직은 검사정확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더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였다. 
 

 

제언제언제언제언    

 

소위원회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에 대해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

과 같이 제언하였다. 
 

기존 검사법(예: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및 HPV DNA Microarray)과 비교하여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을 언급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동 검사는 

MALDI-TOF MS라는 DNA분석에서 정확도가 확립된 방법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을 판별하고, 기존 검사법과의 진단 일치율 분석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므로 말디

토프 질량분석법의 검사원리와 함께 고려할 때 동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고 확언하기 어렵

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HPV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는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

된 HPV 감염자의 HPV 유전자 고위험군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권고의 등급 D). 
 

소위원회가 제언한 내용은 2008년 3월 21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의 진단정확성을 증명하는 두 편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관계가 적은 ‘근거수준 2-’에 해당되어 이를 

보편화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두 문헌의 연구방법도 이질성을 나타

내 일관성있는 문헌적 근거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였다. 
 

비록 소위원회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 이후 단계에서 

고위험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이차적인 검사로 그 사용을 권유했으나, 상기 문헌적 근거와 

아울러 40여종의 유전자형 세분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예방백신 투여 및 자궁경부암의 적

극적 치료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을 주지 못하므로 아직은 검사정확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더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로 심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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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전형을 정확하게 구분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개발된 제한효소질

량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RFMP) 분석을 이용한 HPV DNA microarray 

(human papilloma virus genotyping)는(이하 "HPV PCR-RFMP"라 한다)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

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

RFMP"라는 명목으로 2007년 5월 22일 신청되었다.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7. 8. 3)에서 HPV PCR-RFMP는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고위험군 HPV DNA가 

검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가할 필요성이 충분한 신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신청기관의 검사관련 원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며, 진단검사의

학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총 6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하도

록 심의하였다. 
 

HPV PCR-RFMP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는 총 3회 운영되었다. 소위원회에서는 HPV PCR-

RFMP는 국내 개발특허 받은 검사방법이므로, 동 검사에 대한 평가는 진단 정확성 뿐 아니

라 기존 임상에서 수행되는 HPV 유전자형 검사법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로서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는 2008년 3월 21일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의 진단정확성을 증명하는 두 편의 문헌을 검토

한 결과,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관계가 적은 ‘근거수준 2-’

에 해당되어 이를 보편화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두 문헌의 연구방법

도 이질성을 나타내 일관성있는 문헌적 근거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였다. 
 

비록 소위원회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 이후 단계에서 

고위험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이차적인 검사로 그 사용을 권유했으나, 상기 문헌적 근거와 

아울러 40여종의 유전자형 세분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예방백신 투여 및 자궁경부암의 적

극적 치료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을 주지 못하므로 아직은 검사정확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더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이다. 
 

이 보고서는 현존하는 문헌의 근거에 의해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1.  1.  1.  1.  평가평가평가평가    개요개요개요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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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평가평가평가평가    배경배경배경배경    

 

 

2.1 개요 

 

HPV PCR-RFMP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자궁질도말세포병

리검사와 아울러 추가적으로 고위험군 HPV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동 감염이 지속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HPV PCR-RFMP는 올리고핵산염의 질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자동화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MALDI-TOF MS)를 이용

한 제한효소질량변이 방법으로, 유전자 서열을 이루는 4개의 염기가 고유한 질량 값을 가

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전자 내 변이가 밀집한 부위를 직접 절단해내고 조각난 유전자 절

편의 질량을 측정하여 HPV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검사법이다(정현재 등 2006; 이은희 등 

2007) 
 

제한효소질량다형성 유전자형검사는 2004년 B형 간염바이러스 YMDD 변이형 조사를 위하

여 Hong등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 연구되었으며(Hong et al 2004), 이후 고위험군 HPV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HPV PCR-RFMP 방법이 개발되었다. 

 

 

2.2 질병의 특성과 질병부담 

 

2.2.1 HPV 감염의 특성  
 

Gissman 등이 처음으로 4종류의 HPV를 보고한 이래(Gissman et al 1977), 현재까지 약 100여

종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0여종이 여성 생식기에 감염을 일으키고 15여 아종

이 자궁경부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unoz et al 2003). 생식기 HPV는 일반

적으로 침윤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위험군과 양성질환에서 흔히 발견되는 저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김용범 등 2003). 
 

고위험군 HPV 감염은 성생활의 시작과 함께 10~20대에서 발생하며, 상피이형성증은 10년 

후, 자궁경부암은 40~50대에 최대로 발생하므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박

종섭 2006). 자궁경부암 발암 가능성에 따라 HPV-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8, 

73 등은 고위험군, HPV-6, 11, 40, 42, 43, 44, 54, 61, 70, 72, 81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분류된다

(Lorincz et al 1992). 특히,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위험군 HPV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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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16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Lee et al 2007). 
 

HPV감염은 50세까지 80%이상의 성생활 여성에서 감염되며(Myers et al 2000), 일반적으로 1

년 또는 2년 이내에 소실될 수 있으나, 때때로 비정형편평세포, 저등급편평상피내병변, 자

궁경부상피내암으로의 세포병리학적인 변화가 발생한다(Ho et al 1998; Woodman et al 2001). 또

한, 고위험군 HPV의 감염이 지속되면, 전암병변과 암 발생 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Nobbenhuis et al 1999; Wright et al 2003). HPV감염, HPV감염의 지속, 전암병변 발생, 침윤이라는 

단계적인 암 발생은 평균적으로 20여년이 소요된다(Hildsheim et al 1999). HPV 감염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는 성교 파트너의 수, 흡연, 구강피임약 복용, 이른 시기의 성생활 시작이 있

다(Bosch et al 1995).  

 

 

그림 2.1  HPV감염에서 자궁경부암 발생까지의 3단계의 자연사(Wright et al 2003) 

 

   고위험 HPV 유전자    

        

   통   합    

        

   E2 기능상실    

        

   E6/p53-E7/Rb 결합    

        

   불  멸  화    

        

        

 염색체 재배열 이형 접합 원발암 유전자 활성화  
        

        

   상피내암  침윤암  

그림 2.2  HPV와 관련된 자궁경부암 발생 기전 
 

HPV와 관련된 자궁경부암 발생 기전은 다음과 같다(Ferenczy et al 2002). 발암과 관련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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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HPV 유전자형 감염이 지속되면, HPV 16과 18의 변이가 이루어져 그 결과 숙주세포 

염색체로 바이러스가 통합된다. 그 결과로 HPV/E2의 기능상실과 E6/E7 원발-단백질의 조절

이 상실되며, 이들 형태들은 p53과 RB 단백질과 각각 결합되어 불활성화된다. 세포 성장 

조절의 상실은 세포고사를 방해하는 것을 포함한, 손상된 DNA-복구 유전자 기능과 함께 

불멸화된다. 불멸화된 세포들은 염색체가 결손되고, 이형접합이 손실되고, 원발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HLA 결함과 같은 손상된 세포 매개성 면역력을 가진 감수성있는 개인에게서, 

전암인 상피내암은 침윤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2.2.2 질병부담 
 

자궁경부암이 HPV에 의한 감염으로 발병된다는 것은 이전의 역학조사에 의해 알려졌으며,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암과 초기변화의 99.7%에서 HPV DNA가 검출되었다(Walboo-

mers
 
et al 1999). 자궁경부암의 74%가 고위험군 HPV 유전자형 (16,18,31,45)과 관련이 있었으

며(Lorincz et al 1992), 지속적인 고위험군 HPV 감염 여성에서의 고등급 자궁경부암 발생 비

교 위험도는 12-350배 높았다(Cuzick et al 1999; Liaw et al 1999; Nobbenhuis et al 1999). 우리나라 

여성의 HPV 유병률은 15.5%로 추정되었으며(주원덕 등 2004), 부산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HPV 유병률은 10.4% (Shin et al 2003), 15.2%로 보고되었다(Shin et al 2004). 한편, 지속적인 

HPV 감염 여성의 약 1%에서 자궁경부암 발생이 보고되었다(DACEHTA 2007). 
 

1999-2001년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자궁경부암 발생자수는 4,316명 (9.8%)으

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보건복지부 2003), 2005년도 의사진단 자궁

경부암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1.92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06).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국 부인암 등록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자궁경부암 등록자수는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1년도 3,386명으로 증가하

다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3,148명이었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07). 

 

2.2.3 고위험군 HPV 감염이 자궁경부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에서 고위험군 HPV감염이 자궁경부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판된 역학자료를 근거로 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선별검사에서 HPV 유전자형 검사 대상자 : 3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과 고위험군 HPV 유전자형과의 연관성 = 99%(Walboomers et al 1999)  

▪  HPV 16, 18 유전자형의 자궁경부암 발생 연관성 = 60~75%(Clifford et al 2003) 

▪  지속적인 HPV감염에 의한 자궁경부암 발생률 = 1%(DACEHTA 2007) 

▪  국내 1999-2002년 자궁경부암 연평균 발생자수 = 4,394명(국가암정보센터) 
 

지속적인 HPV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발생자수는 1999-2002년 자궁경부암 연평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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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4,394명을 기준으로 1%에 해당되는 43.94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HPV 16, 18번의 자궁경부암 발생 연관성은 최대 75%이므로 32.96명이 HPV 고위험 유전자

형 16, 18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0.75%를 설명한

다. 

 

   HPV 16, 18    

        

    연관성 60-75%  

        

고위험군 HPV 유전자형  지속적인 HPV 감염  자궁경부암 발생 

        

   연관성 99%    

그림 2.3  고위험군 HPV감염의 자궁경부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2.2.4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 

    

1999년에 시작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로 자궁경부상피내암병변

의 조기진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검사 수행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검진 기관의 의사가 

수행한다. 검사 결과는 베데스다 체계(The Bethesda System)로 해부병리 전문의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 연령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령 제한없이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이다. 검사주기는 2년 간격이다(국립암센터, 

http://211.114.9.232/nciapps/user/basicinfo/each_cancer_main.jsp). 

 

 

2.3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 HPV 유전자형 검사의 의미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목적은 진행된 자궁경부상피내암을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침윤암

으로의 발달을 예방하는 것이다(KCE 2006).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의 HPV유전

자형 검사의 역할에 대한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HPV 유전자형검사를 선별검사

(screening test)로 보는 것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이하 Pap test)를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에 관한 것과 둘째, Pap test와 병합하여 비정상적인 Pap test 결과를 가진 대상자에게 HPV 유

전자형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추가검사(triage test)의 역할인지에 관한 것이다(USPSTF 2002). 

최근 HPV유전자형 검사가 선별검사 또는 추가검사로써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Pap test를 받은 대상자와 HPV유전자형검사를 포함한 대안적인 선별검사를 받은 대

상자를 비교하여 의료결과를 평가하는 무작위임상시험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PubMed

 1%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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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HPV test and pap test’로 검색한 후 연구유형을 RCT로 제한 검색하여 검색된 문헌에서 

HPV유전자형 검사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의 장점과 HPV 유전자형검사와 관

련된 문헌에서 언급된 단점은 다음과 같다. 

 

2.3.1 HPV 유전자형 검사의 장점 
 

HPV유전자형검사와 Pap test를 병합한 경우와 Pap test만을 수행한 인구집단 기반의 조기검

진프로그램에 대한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연구에서(Naucler et al 2007), HPV검사가 양성이고 

Pap test가 정상인 경우 1년 후 HPV 유전자형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같은 고

위험군 HPV유전자형에 감염된 경우 조직검사와 함께 질확대경검사를 수행하였다. 등록당

시 HPV검사를 추가검사로 수행한 집단에서 CIN2+의 비율은 pap test를 수행하는 집단에 비

해 51% 더 많이 발견되었으며, 4.1년을 추적관찰 한 후 조기검진에서 HPV검사를 추가검사

로 수행한 집단은 pap test를 수행한 집단에 비해 CIN2+가 42% 적게 발생하여 Pap test에 추

가적으로 HPV유전자형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CIN2+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CIN3+를 발견하기 위하여 HPV 유전자형검사와 Pap test를 병합한 집단과 Pap test만을 수행

한 집단에 대한 5년 추적조사한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연구에서(Bulkmans et al 2007), 연구시

작점에서 Pap test만을 수행받은 집단보다 HPV 유전자형검사와 Pap test를 병합한 집단에서 

CIN3+를 70% 더 발견하였으며, 추후 검진에서 HPV 유전자형검사와 Pap test를 병합한 집단

이 CIN3+의 발견율이 55%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것은 HPV유전자형검사에 의해 연구시작

점에서 확인된 고등급 전암병변이 임상적으로 더욱 조기에 발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 유럽과 북미 연구에 관한 고찰에서(Cuzick et al 2006), 

1999~ 2004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에서 출판된 6개의 문헌을 조

사하였다. HPV 유전자형검사와 Pap test의 CIN2+를 발견해내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비교하였

다. HPV 유전자형검사는 Pap test에 비해 실제적으로 민감도가 높았지만(96.0% 대 53.0%), 특

이도는 더 낮았다(90.7% 대 96.3%). HPV 유전자형검사의 민감도는 유럽과 북미에서 유사하

였지만, Pap test의 민감도는 변이가 높았다. 이것은 HPV 유전자형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성

에게 Pap test를 후속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선별검사프로그램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Kotaniemi-Talonen 등에 의한 HPV검사와 Pap test 병합검사와 Pap test 추가검사(triage test)로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 관한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연구에서, 일차적으로 HPV검사를 시행

하는 집단은 고식적인 Pap test를 수행하는 집단에 비해 질확대경검사에 더 의뢰되었고(RR 

1.51, 95% CI 1.03-2.22), 특이도는 HPV검사를 시행하는 집단(91.5~92.1%)이 Pap test를 추가검

사로 하는 집단(98.7~99.3%)보다 훨씬 낮았으며, 고식적인 Pap test하는 집단이 99.2~99.6%로 

가장 높았다. 고식적인 Pap test와 비교하여, 일차적인 HPV검사는 상대적인 민감도를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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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Pap test를 추가검사로 함으로써 특이도를 고식적인 Pap test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Kotaniemi-Talonen et al 2005).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CIN2+를 발견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2년동안 추적조사한 무작위대조

군임상시험연구에서, Pap test와 HPV검사를 병합한 집단과 Pap test를 수행한 집단에서 민감

도는 각각 100%, 63.6% (P=0.14), 특이도는 46.4%, 71.4% (P=0.005)이었다. 병합된 검사는 비용

이 더 들지라도 Pap test 단독에 비해 CIN2+를 더 발견해냄을 보고하였다(Lytwyn et al 2003). 

 

2.3.2 HPV 유전자형 검사의 단점 
 

자궁경부암 선별프로그램에서 HPV유전자형 검사에 관한 단점은 HPV의 자연사와 관련이 

있다. 젊은 여성에서 HPV 감염은 성생활을 활발하게 한 이후 몇 년 이내에 발생하며, HPV

의 다른 발암성 유전형에의 동시적이고 후속적인 감염은 일반적이다. 즉, 매우 소수(약 5년 

동안 HPV에 감염되었던 여성의 약 10%)만이 감염이 지속된다. 따라서 HPV DNA검사의 과

도한 수행 즉, 오남용은 감염이 회복되는 많은 수의 여성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오분류는 과도한 치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안을 야기시

킬 수 있다(Wright et al 2003; Waxman 2005; CDC 2006). 
 

USPSTF의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관한 보고서(USPSTF 2002)에서 5개의 고위험인구집단과 

1개의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총 6개의 문헌을 바탕으로 HPV 유전자형검사의 수행력

을 평가한 결과, 조직학적으로 확인한 HSIL+를 발견해내기 위한 고위험 HPV 유전자형검사

인 Hybrid Capture Ⅱ의 민감도 84.4%, 특이도 78.7%, 양성예측도 23.4%, 음성예측도 98.5%

이었다. 또한, 4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학적으로 확인한 LSIL+을 발견해내기 위한 

Hybrid Capture Ⅱ의 민감도 67.3%, 특이도 80.1%, 양성예측도 36.7%, 음성예측도 93.4%이었

다. 이러한 낮은 양성예측도를 가지는 HPV감염 진단은 불필요하게 검사를 받은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진단내릴 수 있다.  
 

HPV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유전자형은 발암성으로 CIN2+에 대한 위험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에서 음성인 여성 가운데 10년 추적관찰 후 

CIN3으로 HPV 16에서 21%, HPV 18에서 18%가 확인되었지만, 반면에 다른 고위험군 HPV 

유전자형을 가진 여성들 가운에 CIN3은 단지 1.5%만이 발생하였다(Khan et al 2005). 즉, 진단

검사를 제조하는 회사는 확인해내는 HPV유전자 유전자형의 수를 증가시킨 검사법을 개발

하여 사용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선별검사에서 더 많은 수의 HPV 고위험군의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미리 수행되어야만 한다(Wright et al 2003).  
 

HPV검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는 환자들에게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시키게 할 수 있다(USPSTF 2002). HPV유전자형검사는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에 비해 매우 높

은 민감도와 더 낮은 특이도를 가지고 있다. 그 반면,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는 높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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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낮은 특이도를 가진다. 즉,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의 낮은 민감도 때문에 HPV 유전자형검

사를 선별검사로 촉진시키는 것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의 잘 알려

진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Gray et al 2007). 

 

2.3.3 HPV 유전자형검사와 HPV 예방백신 
 

HPV 감염은 모든 자궁경부암의 95~100%를 발생시키며(Walboomers et al 1999), HPV 16 유전

자형은 자궁경부암의 50%이상을, HPV 18 유전자형은 10~15%를 발생시킨다(Clifford et al 

2003). 따라서 자궁경부암의 예방은 두가지 측면에서 가능한데, 첫째는 HPV감염을 선별하

여 전구암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고, 둘째는 HPV백신을 이용하여 전구암 또는 초기암 발

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류기성 2005). ACIP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HPV감염여부나 현재 

성생활과는 무관하게 13~26세 여성에게 즉시 백신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CDC’s 

ACIP 2006). Future Ⅱ 연구그룹에서 6, 11, 16, 18 HPV유전자형에 대한 백신접종을 수행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CIN2+ 또는 자궁경부암 발생예방률에 관한 무작위대조군임상시

험연구에서 백신접종은 HPV유전자형에 의해 발생되는 CIN2+ 발생예방에 100%(95% CI 79-

100) 효과적이었고, 4종류의 유전자형가운데 등록 당시 양성이었던 유전자형을 제외한 나머

지 유전자형에 의해 발생되는 전암병변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HPV유전자형검사의 

선별검사없이 일반인구집단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The Future 

Ⅱ study group 2007). 고위험군 HPV 중에서 16, 18 유전자형이 자궁경부암 여성의 약 70%에

서 발견되기 때문에, 미국 FDA는 HPV 6, 11, 16, 18 유전자형에 대한 백신(Gadasil○R )이 9~26

세의 여성에서 허가되었고(CDC 2006), HPV 16, 18 유전자형에 대한 백신(Cervarix○R )이 승인

되었다(Menzo et al 2007).  

    

2.3.4 HPV 감염에 대한 치료 
 

HPV 감염은 치료되지 않으므로 HPV와 관련있는 병변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Markowitz et al 2007). HPV 관련 병변의 치료법은 HPV 유전자형에 의해 구분되지 않으며, 조

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암 2, 3단계일 경우에 이루어진다(Kim et al 2005). 임상의의 판단

에 따라 액체질소로 비정상세포들을 얼리는 냉동요법(Cryotherapy), 비정상세포들을 무통의 

전기전류로 제거시키는 고리 전기 절개술(Loop electro-excision procedure), 원뿔 생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원뿔절제술(Conization)로 비정상 세포들이 제거된다(Mao et al 2006). 악성, 양성 

HPV와 관련된 병변에 대한 치료는 물리적이고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성공적인 치료법이지

만, 최근 포도필린(Podophyllin), 시도포비르(Cidofovir), 이미퀴모드(Imiquimod), 아이노시플렉

스(Inosiplex)와 같은 약리학적 치료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enz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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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 HPV검사의 적용 전략 
 

모든 자궁경부암의 30%는 세포진 검사의 불완전한 민감도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Sawaya et 

al 1999), 자궁경부상피내암 2, 3 단계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궁경부암 발생률과 사망

률을 낮출 수 있다(Saslow
 
et al 2007). 따라서, 미국 암학회를 포함한 많은 기구에서 30세 이상

의 여성에서의 선별검사에 세포진 검사와 병합하여 HPV DNA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2005).  
 

세포진 검사와 HPV DNA 병합검사에 대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임상진료지침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비정형 편평세포보다 정도가 높은 세포진 검사결과가 나오면 HPV DNA결과에 무

관하게 질 확대경검사가 필요하며, 둘째, 세포진 검사와 HPV검사가 모두 음성이면 3년 간

격을 두고 검사를 해도 무방하고, 세포진 검사가 음성이고 HPV검사가 양성이면 반복 세포

진 검사와 6~12개월 후 HPV검사가 필요하다. 셋째, 세포진 검사가 비정형 편평세포이고, 

HPV DNA 음성이면 1년 후에 세포진 검사와 HPV DNA 선별검사를 하고, HPV검사가 양성

이면 질 확대경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Waxman 2005).  

 

 

그림 2.4  세포진 검사와 HPV DNA 병합검사 관리 알고리즘 (Wright et al 2004) 
 

성공적인 임상진료지침의 중재를 위해서는 환자교육, 기록유지, 이전보다 더욱 환자 추적관

리가 요구된다. HPV DNA검사와 병합된 세포진 검사를 받는 경우, 특히 세포진 검사에서 

이상이 없이 HPV DNA검사가 양성인 경우는 암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적절한 추적관리는 요구된다(Waxman 2005).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HPV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의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여성의 HPV감염을 다른 성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HPV 감염 및 성교 

Pap test > 미결정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HPV- HPV+ 

질확대경검사  

HPV- HPV+ 

3년마다 재검 질확대경검사 

Pap test 음성 Pap test 미결정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HPV- HPV+ 

3년마다 재검진 

세포진 검사 재검 & 

6~12개월이내 HPV검사 

HPV- HPV+ 

1년마다 검진 질확대경검사 

세포진 검사 음성 Pap test 미결정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Pap test > 미결정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HPV- HPV+ 

3년마다 재검 질확대경검사 

HPV- HPV+ 

질확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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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로부터의 전염 역학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은 여성의 암 검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HPV검사에서 중요한 측면이다(Waxman 2005; CDC 2006).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프로그램에서 HPV DNA검사의 추가사용은 선별검사의 민감도를 높였

지만, 세포진 검사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세포진 검사와 HPV DNA검사의 병합은 특이도

를 더 낮추었다. HPV DNA 양성결과가 자궁경부암 발생의 약 1%를 차지하는 작은 영향에

도 불구하고(DACEHTA, 2007), HPV DNA검사의 추가 사용은 불필요한 진료의뢰와 추가검사 

및 정신적인 불안감 등과 같은 의료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별검사

의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Goldie et al 2004; Kim et al 2005).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HPV DNA 검사의 비용효과분석 연구에서, 검진주기를 1~4년, 

Pap test의 종류를 전통적인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와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로 한 경우, 검

사전략을 HPV DNA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검진 적용 연령대를 모든 연령 또는 30

세를 기준으로 나눈 경우에 따라 분석하였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의료결과는 자궁경부

암 발생률, 여명, 생애 비용, 증가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s)이었다. 생애

기간동안 암발생 위험도가 매년 고식적인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에서는 89.5% 감소시킨 

반면, 3년마다 Pap test와 병합한 HPV DNA 검사전략에서는 91.1~91.3% 암발생 위험도를 감

소시켰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생애비용은 매년 전통적인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에서는 2,457$이었으나, 3년마다 세포진 검사와 병합한 HPV DNA 검사전략에서는 

1,358~1,453$로 더 낮았다. 3년마다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에서 미결정 

비정형편평상피세포 결과인 경우 HPV DNA검사를 수행(Hybrid captureⅡ)한 경우와 3년마다 

30세 미만에서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30세 이상에서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와 HPV DNA검

사를 수행한 경우가 가장 비용효과적이었다(Goldie et al 2004).  

 

 

2.4 HPV PCR-RFMP 검사 방법 

 

채취한 검체에서 분리된 세포로부터 QIAamp
®
 RNA Blood Kit를 이용하여 HPV DNA를 추출

한다.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위해 L1유전자부위를 증폭시키는 시발체(primer)를 PGMY09/ 

11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2차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위해 Fok인지부위와 BstF5 인지부

위를 포함하는 시발체를 제작한다. 각각은 PCR cycle에 의해 증폭되며, 증폭된 DNA는 Fok1

과 BstF5 제한효소에 의해 절단되어 7mer, 13mer, 17mer의 DNA 소중합체(oligomer)가 형성된

다.  
 

세가지 소중합체는 변이유전형에 따라 특정질량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 분자의 질량을 말

디토프 질량분석기에서 측정한다. 소중합체의 질량은 감염된 HPV의 유전형에 따른 L1 유

전자 서열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바이러스 유전형을 파악할 수 있다(황성규 2005; 정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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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6). 검사소요시간은 약 12시간이며, 결과는 DNA 소중합체의 HPV DNA변이형에 따라 

기대되는 분자질량과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피크를 고려하여 판독한다. 
 

기존의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검사에 비해, 제한효소질량다형성 유전자형 검사는 대용량 

처리능력 및 변이간 linkage 분석 능력이 있으며, Type IIS 제한효소 인지부위를 사용함으로

써 유전자형 결정 부위의 서열과 무관하게 다양한 유전자형에 공통적인 시발체를 사용한다. 

염기서열의 고유 질량에 근거한 본 분석방법은 유전자형별로 다른 탐색자를 이용하는 

DNA 유전자형 사이의 교차 교잡반응이 배제되므로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채취한 검체를 약 13,000rpm으로 1분 정도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분리한 다음 200uL로 

부피를 맞추어 사용한다. 

② 분리된 세포로부터 QIAamp RNA Blood Kit를 사용하여 HPV DNA를 추출한다. 

③ HPV의 L1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는 1차 PCR 시발체 쌍으로 MY11/GP6과 PGM09/11를 

사용하며, Fok 인지부위와 BstF5인지부위를 포함하는 2차 PCR 시발체 1쌍을 제작한다. 

④ 추출된 HPV DNA와 3)의 1차 PCR 시발체를 20mM Tris, 50mM KCl, 0.2 mM dNTP, 0.4 U의 

Taq DNA 중합효소와 혼합한 후, 94℃에서 15초, 60℃에서 15초, 72℃에서 30초를 1주기로 

하여 80회를 반복하고, 72oC에서 5분간 최종 반응시켜 HPV DNA를 증폭시킨다. 3)의 2차 

시발체를 사용하여 1차 PCR산물을 주형으로 1차 PCR조건과 동일하게 DNA를 증폭시킨

다. 단 1주기에서의 80회를 40회로 줄인다.  

⑤ HPV DNA 증폭 성공여부를 2.0% agarose gel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한다. 

⑥ 증폭된 DNA에 Fok Ι 제한효소를 첨가하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BstF5 Ι 제

한효소를 첨가한 후 45℃에서 2시간 동안 추가 반응시켜, 올리고머 (7mer, 13mer, 17mer) 

DNA로 절편화시킨다.  

⑦ 상기의 제한효소 반응물을 0.1 M triethylammonium acetate (TEAA)용액을 세척 한 후, 60vol/ 

vol) isopropanol 수용액으로 절편화된 올리고머 DNA를 정제한다. 정제된 올리고머 DNA

를 115℃에서 90분간 가열하여 건조시킨 후, matrix 수용액으로 용해시킨다. 

 

  

그림 2.5  HPV PCR-RFMP 방법 그림 2.6  HPV 유전자형 MALDI-TOF M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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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HPV 유전자형 질량 조견표 

 

7 mer 13 mer 12 mer 12 mer 13 mer 7 mer

HPV16 AATGGCATTTGTTGGGGTAACCAACTATTT 2191.4 4006.6 3796.4 3692.4 4003.6 2177.4

HPV6 -----T--------------T-----G--- 2206.4 3990.6 3811.4 3676.4 4019.6 2162.4

HPV11 -----T-----C-----A-----CT-G--- 2206.4 4006.6 3790.4 3692.4 4010.6 2162.4

HPV13 -----T--A--------C--T--CT-G--- 2215.4 3981.6 3796.4 3701.4 4010.6 2162.4

HPV18 -----TG----C---CA---T---T----- 2222.4 3991.6 3740.4 3715.4 4018.6 2177.4

HPV26 -----T--C--------C--T---T-G--- 2191.4 4006.6 3796.4 3676.4 4034.6 2162.4

HPV30 -----------------C-----GG----- 2191.4 4006.6 3781.4 3653.4 4059.6 2177.4

HPV31 -----T-----------C--T--GT----- 2206.4 3990.6 3796.4 3661.4 4034.6 2177.4

HPV33 -----T-----------C--T--GG----- 2206.4 3990.6 3796.4 3637.4 4059.6 2177.4

HPV34 -----------C---CA---T-----G--- 2191.4 4022.6 3740.4 3731.4 4019.6 2162.4

HPV35 -----T---------A--------T-G--- 2206.4 3990.6 3780.4 3691.4 4034.6 2162.4

HPV39 -----T--A------CA---T---T----- 2215.4 3981.6 3755.4 3715.4 4018.6 2177.4

HPV40 --------A----TT--C--T--GT----- 2200.4 3997.6 3746.4 3709.4 4034.6 2177.4

HPV42 -----T--A--------A--T--G------ 2215.4 3981.6 3820.4 3652.4 4019.6 2177.4

HPV43 -------------TT--G--T--GT-G--- 2191.4 4006.6 3786.4 3669.4 4050.6 2162.4

HPV44 -----T-----------A--T--GT----- 2206.4 3990.6 3820.4 3636.4 4034.6 2177.4

HPV45 -----T---------CA---T--GT-G--- 2206.4 3990.6 3755.4 3700.4 4050.6 2162.4

HPV51 -----------C---AAC--T--G--T--- 2191.4 4022.6 3749.4 3707.4 4010.6 2186.4

HPV52 --------A--------C--T--GT-G--- 2200.4 3997.6 3796.4 3661.4 4050.6 2162.4

HPV53 --------C------AAC--T--GT----- 2176.4 4022.6 3764.4 3691.4 4034.6 2177.4

HPV54 -----T-----------C--T--GG-G--- 2206.4 3990.6 3796.4 3676.4 4034.6 2162.4

HPV55 -----T-----------G--T--GT----- 2206.4 3990.6 3836.4 3621.4 4034.6 2177.4

HPV56 -----------C--------T---T----- 2191.4 4022.6 3796.4 3660.4 4018.6 2177.4

HPV57 -----ATG-GC-G---CA-T-GG-TCT--G 2216.4 3998.6 3781.4 3637.4 4035.6 2202.4

HPV58 -----------C-----C--T--GT----- 2191.4 4022.6 3781.4 3661.4 4034.6 2177.4

HPV59 -----T--A------CAC--T---T-G--- 2215.4 3981.6 3740.4 3731.4 4034.6 2162.4

HPV61 -----T---------TT---TG--T-G--- 2206.4 3990.6 3761.4 3668.4 4074.6 2162.4

HPV62 -----T---------TT---TG----G--- 2206.4 3990.6 3761.4 3684.4 4059.6 2162.4

HPV64 -----A---------CA---T-----G--- 2215.4 3981.6 3755.4 3731.4 4019.6 2162.4

HPV66 --------A--C--------T--GG----- 2200.4 4013.6 3796.4 3621.4 4059.6 2177.4

HPV67 -----T--A--C--------T---A----- 2215.4 3997.6 3796.4 3651.4 4027.6 2177.4

HPV68/73 -----T---------CA---T---T----- 2206.4 3990.6 3755.4 3715.4 4018.6 2177.4

HPV69 -----------------C------T-G--- 2191.4 4006.6 3781.4 3692.4 4034.6 2162.4

HPV70 ---------------CA------GT-G--- 2191.4 4006.6 3740.4 3716.4 4050.6 2162.4

HPV72 --------C------TT---TG-G--T--- 2176.4 4022.6 3761.4 3669.4 4050.6 2186.4

HPV74 -----T--------------T---T----- 2206.4 3990.6 3811.4 3660.4 4018.6 2177.4

HPV81 ---------------TT---TG--A-G--- 2191.4 4006.6 3761.4 3659.4 4083.6 2162.4

HPV82(MM4) -----------C---AA---T--G--T--- 2191.4 4022.6 3764.4 3691.4 4010.6 2186.4

HPV83(MM7) ---------------TT---TG-GT----- 2191.4 4006.6 3761.4 3653.4 4074.6 2177.4

HPV84(MM8) -----T--A--C---TT---T---T-G--- 2215.4 3997.6 3746.4 3708.4 4034.6 2162.4

HPV89(CP6108) -----T---------TT---TG-GT-G--- 2206.4 3990.6 3761.4 3653.4 4090.6 2162.4

HPV90 -----T--C--C--------T--G--T--- 2191.4 4022.6 3796.4 3661.4 4010.6 2186.4

Expected Fragment SequenceGenotype
Expected Molecular Weigh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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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올리고머- matrix 혼합액을 실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 후, 올리고머의 질량을 말디토프 

질량분석기에서 측정한다. 

 

 

2.5 HPV PCR-RFMP의 현황 

 

제한효소질량다형성 유전자형 검사는 2004년 우리나라에서 올리고핵산 분절에 대하여 질량

분광 분석을 이용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YMDD 변이형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

된 바 있으며(Hong et al 2004), 그 이후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형 조사에 사용된 연구가 

있다(이중민 등 2004; Kim et al 2005). 제한효소질량다형성 유전자형 검사방법은 2006년 10월 

특허청에 특허등록된 우리나라 개발 기술로 2007년 6월 미국에 기술 출원되어 있다. 제한

효소질량다형성 유전자형 검사는 2007년 1월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검사에 대하여 급여항목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HPV 유전자형 검사법 현황은 표 2.2와 같다(김선희 등

2007). 
 

표 2.2  2006년 HPV 검사법 실시 현황 조사 

HPV DNA 검사법 기관수 퍼센트 

Hybrid Capture Ⅱ 검사 (Digene Ⅱ) 17 48.6 

High-risk HPV DNA 6 17.1 

Biosewoom 3 8.6 

DNA microarray 검사 (DNA chip- Biomed lab) 2 5.7 

염기서열법 2 5.7 

HPV screen PCR, HPV genotype 2 5.7 

Nested PCR 2 5.7 

HPV PCR-RFMP 1 2.9 

HPV DNA in situ hybridization 1 2.9 

중합연쇄반응 검사 (PCR) 2 5.7 

합계 35 100.0 

 

 

2.6 평가 목적 

 

HPV PCR-RFMP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고위험군 HPV 감

염여부 및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이다.  
 

본 평가의 목적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의 HPV PCR-RFMP의 안전성과 유효성

을 평가하는 것이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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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V PCR-RFMP의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을 이용한 원리를 조

사하여 기존의 HPV검사법으로 급여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Hybrid CaputreⅡ assay, 

DNA microarray,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과 HPV 유전자형을 판별해

내는 원리를 비교 검토한다. 

2)  HPV PCR-RFMP 관련 출판문헌 및 원자료에 대한 황금기준 또는 참조기준과 비교된 동 

검사법의 진단검사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3)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 동 검사의 선별검사로서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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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평가평가평가평가    방법방법방법방법    

 

 

3.1 개요 

 

HPV PCR-RFMP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평가

방법은 동 검사법의 평가목적을 고려,「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HPV PCR-RFMP에 대한 진단 정확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HPV 감염과 자궁

경부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HPV 감염여부 

확인 및 백신접종 등이 권고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HPV 세부 유전자형의 구분은 자궁

경부암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료결과를 파악하여야 신청

된 검사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미 HPV 유전자형을 구분하는 진

단법으로 HPV Hybrid Capture Ⅱ Assay(hybrid capture assay), 유전자형 검사로 DNA microarray

법,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므로(건강보험요양급여비

용 목록에 등재) 동 검사법이 갖는 검사적 원리를 함께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다. 
 

따라서 HPV PCR-RFMP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우선 기존 HPV 유전자형검사와의 원

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진단 정확성은 검사개발 당시 사용된 원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후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미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2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 

 

HPV PCR-RFMP를 평가하기 위한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의 범위 내에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

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내역은 부록 3 문헌검색현황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2.1 국내 
 

국내문헌은 아래에 기술된 8개의 인터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전자도서관 및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 등의 국내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

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어 중복 검색되므로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파악하고 제외하였다.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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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수행되었으며,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용할 검색어를 확정하고 2007년 11월 28일 최종 검색을 완료하였다. 
 

▪  코리아메드   http://www.koreamed.org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  http://kmbase.medric.or.kr/ 

▪  KORDIC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ordic.re.kr 

▪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  http://kiss.kstudy.com/ 

 

3.2.2 국외 
 

국외문헌 데이터베이스는 Ovid-MEDLINE과 EMBASE 및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다. 소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검색어와 문헌검색전략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약 5일에 걸쳐 문헌검색을 완료하였다. PubMed는 제한효소

질량다형성(RFMP) 분석방법과 다른 HPV 유전자형 검사에 대한 문헌을 찾기 위해 이용되

었다. 
 

HPV PCR-RFMP는 국내에서 개발된 진단법이므로 다른 나라의 의료기술평가기관 등의 웹

사이트는 별도 검색하지 않았다. 

 

일차 데이터베이스 

▪  MEDLINE   Ovid    1950년부터 현재 

▪  EMBASE    http://www.embase.com 

▪  PubMed   www.ncbi.nlm.nih.gov 
 

이차 데이터베이스 

▪  Cochrane Library database 

   －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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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헌 검색 전략 

 

문헌검색전략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HPV PCR-RFMP 관련 

문헌을 찾기 위해 우선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약 3일에 걸쳐 간단한 검색어를 이

용하여(uterine cervical neoplasm과 HPV DNA test) 초안을 작성한 후 소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PICO 형식을 확정하였다. 

 

3.3.1 PICO 
 

대상환자(Patients) 

▪  30세 이상의 여성 

 

중재검사(Indext test)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분석을 이용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HPV PCR-RFMP, 

   Human Papilloma Virus Genotyping Assays using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비교검사(Comparators) 

▪  해부병리조직검사(Histopathology) 

▪  염기서열검사(DNA Sequencing) 

▪  Hybrid Capture ∥ Assay 

▪  HPV DNA Microarray 

 

의료결과(Outcomes) 

▪  진단의 정확성(accuracy of diagnostic test) 

   － 민감도(sensitivity) : TP / (TP+FN) 

   － 특이도(specificity) : TN / (FP+TN) 

   － 양성 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 TP / (TP+FP) 

   － 음성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 TN / (FN+TN) 

   － 양성 우도비(positive likelihood ratio) : sensitivity / (1-specificity) 

   － 음성 우도비(negative likelihood ratio) : (1-sensitivity) / specificity) 

   － 검사 정확도(accuracy of intervention) : (TP+TN) / (TP+FP+FN+TN) 

   － 진단 교차비(diagnostic odds ratio) : (TP×TN / (FP×FN) 
 

▪  의료결과에의 영향 

   －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 및 치료 의뢰율 등 

 

 

표 3.1  진단의 정확성(2×2표) 

참고기준 
 

D+ D- 

T+ TP FP 중재

검사 T- FN TN 
 

주: TP(진양성), FP(가양성), FN(가음성), TN(진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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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검색어 
 

국내·외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된 검색어는 PICO 형식을 토대로 선정하

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색인기능을 고려, 중재검사로만 검색어를 사용하였고 국외 데이

터베이스는 동 검사법이 국내 개발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환자와 중재검사만 각각 검색 후 

논리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효율을 높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문헌검색현황에 기술하

였다. 

 

국내 

국내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검색기능이 단순하여 조건에 맞는 논문을 검색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민감하지 못한 검색어 사용으로 필요한 문헌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

기 위해 주 중재인 '제한효소질량다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색용어를 선정하고, 이후 검색

된 범위 내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문헌인지 확인한 후 불필요한 문헌을 수작업으로 

제외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별 사용된 검색어와 검색된 문헌의 수는 부록 3에 자세히 기

술하였다. 
 

검색어는 KoreaMed를 제외하고는 '제한효소질량다형성'과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Restric-

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RFMP'로 동일하게 검색하였다. 국회도서관은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지로 자료구분이 되어 통합 검색할 수 있으나 단행본의 경우는 필요한 출판물이 

아니어 학위논문과 학술지로 국한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국내문헌은 총 2개이었다. 

 

국외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에 

따라 PICO 내역을 고려하여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사용된 검색어는 대상환자인 인유두종바

이러스 감염(Papilloma virus infection)과 자궁경부암(Uterine cervical neoplasms)을, 중재검사는 

'Rest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검색하고 논리연산자로 병합하

였다. HPV PCR-RFMP는 국내 개발된 검사방법이어 국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된 문헌

이 거의 없었다. 
 

RFMP 검사방법을 분석을 위한 문헌의 검색어는 부록 3에 별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용어를 활용하여 PubMed에서 간단 검색하였다. 

 

3.3.3 출판 형태 
 

문헌은 각 학술지의 심의기준에 따라 동료 심사(peer-reviewed)를 거쳐 공식적으로 게재된

(published) 경우만 포함하는 것으로 제1차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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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연구 유형 
 

HPV PCR-RFMP에 대한 평가는 진단검사의 정확성 뿐 아니라 검사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동 검사법이 자궁경부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자 한 것이므로 연구유

형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사설이나 증례보고는 제외하였다. 

 

3.3.5 언어의 제한 

 

문헌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언어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이후 검색된 논문을 선택하는 과정

에서 한국어나 영어로 기술된 문헌으로 국한하였다. 

 

3.3.6 문헌선택기준 
 

HPV PCR-RFMP의 문헌선택 및 배제기준은 진단정확성 등을 보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적용되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우선 일부 검색된 문헌을 토대로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문헌선택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였으며, 제1차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다.  

 

선택기준(Inclusion criteria) 

▪  30세 이상의 여성이거나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  HPV PCR-RFMP 검사가 수행된 연구 

▪  적절한 의료결과가 하나 이상 보고된 연구 

▪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연구 

 

배제기준(Exclusion criteria) 

▪  동물 실험(non-human) 및 전임상시험 연구(pre-clinical studies) 

▪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non-systematic reviews, editorial, letter and opinion pieces etc) 

▪  논문 초록(abstract)만 발표된 연구 

 

3.3.7 문헌선택과정 
 

본 평가목적에 적합한 문헌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

정은 문헌검색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료추출 수행하는 기간까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문

헌검색전략에 의해 검색된 문헌은 총 147건(국내 123건, 국외 24건)이었다. 

 

중복검색된 문헌 색인 

문헌선택에서 첫번째 과정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의 중복여부를 색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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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소장된 학술지 및 문헌 등이 중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데

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중복 검색되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은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되어 중복검색된 

문헌을 색인하기 위해서는 제목, 저자, 출판년도, 잡지명, 권(호), 페이지로 구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일일이 검색된 문헌을 입력하였다.  
 

저자의 기재 순서나 출판년도, 권(호) 등의 기본 정보의 오류는 여전히 발견되었다. 학위논

문은 이후 동일한 제목이나 내용으로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경우 중복으로 색인하였다. 1차 

중복검색된 문헌의 제거는 저자명을 중심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이용하였고, 2차 중복검색된 

문헌의 제거는 제목을 중심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후 수작업으로 제거하였다. 국내 8개 데

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총 123개 문헌 중 중복색인된 문헌은 총 54개(43.9%)이었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레퍼런스 매니저(R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중복여부를 조사하

였다. RM 프로그램에서 ‘batch duplicate search’ 기능을 이용하여 제목, 제1저자, 출판년도, 권, 

첫페이지로 선택조건을 주고 중복여부를 확인하였다. 중복으로 제외된 문헌은 총 검색문헌 

24개 중 2개(8.3%)이었다. 
 

종합하면, 국내·외 총 검색된 문헌 147개(국내 123개, 국외 24개) 중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 색인된 문헌은 총 65개(44.2%)이었다. 

 

문헌선택기준에 따른 추출과정 

중복검색이 제거된 문헌 총 82개에 대하여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2명의 평가자(evaluator)

가 각각 독립적으로 문헌선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초록 내용만으로 문헌선택이 애매한 

경우는 우선 배제하지 않고 전문(full text)을 포함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전문을 접할 수 없는 경우는 전문을 찾을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였다. 
 

중복 제거된 총 82개 문헌 중 80개 문헌(97.6%)이 2명의 평가자간 이견없이 배제되었다. 국

내의 경우 HPV PCR-RFMP에 관한 문헌은 비교연구 2편이 확인되었으며, 이외 대부분의 문

헌은 간염 바이러스 B형과 C형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효소질량다형성 검사와 B형 간염 바

이러스 치료 약제내성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었다. 모두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60건 중 58

건(96.7%)의 문헌이 제외되었다. 
 

국외의 경우 총 22개 문헌 중 첫번째 문헌선택과정에서 검색된 모든 문헌이 배제되었다. 국

내와 마찬가지로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효소질량다형성 검사이거나 'restriction fragment 

melting curve analysis'에 관한 문헌이었다. 문헌선택과정에서 평가자간 이견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문헌선택기준에 따라 배제된 문헌은 총 80개로 국내 58개(96.7%), 국외 22개(100%)

였으며, 평가에 선택된 문헌은 총 2개(국내 2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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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색 전략에 의거        

검색된 문헌                  

(n = 147) 

 

검색된검색된검색된검색된    전체전체전체전체    문헌문헌문헌문헌 (n =147) : (n =147) : (n =147) : (n =147) :    

    국내 (n= 123), 국외 (n = 24) 

※ 국외: Ovid-Medline 0, Embase 10, Cochrane 14 

   

 
 

제거 : 중복검색된 문헌 (n =65)                     

국내 (n= 63), 국외 (n= 2) 

  
 

중복 제거된 문헌             

(n = 82) 

     

 
 

제거 : 한국어,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n = 1) 

한국어·영어로 출판된 문헌        

(n = 81) 
  

 
 

제거 : 논문초록 발표 연구                             

(n = 6)  

원문으로 출판된 연구        

(n =75) 

  

 

 
 

제거 :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n = 65)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수행된 연구 (n = 10) 

  

 

  
제거 : HPV 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n = 8) 

HPV PCR-RFMP 평가에  

선택된 문헌 (n = 2) 

 

 

 

총총총총    배제논문배제논문배제논문배제논문 (n =  (n =  (n =  (n = 80808080 :  :  :  : 국내국내국내국내    58585858 , , , ,국외국외국외국외 2 2 2 22222))))    

총총총총    선택논문선택논문선택논문선택논문 (n = 2 :  (n = 2 :  (n = 2 :  (n = 2 : 국내국내국내국내 2) 2) 2) 2)    

그림 3.1  HPV PCR-RFMP 평가에 선택된 문헌 

 

 

3.4 문헌의 질 평가 

 

선택된 문헌의 질 평가 도구는 영국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의 '방법론 

체크리스트(Methodology Checklist 2004)'를 채택하였다. 논문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도구는 다양하나 각 질 평가 도구들의 평가 기준 및 내용을 종합 분석한 보건의료와 질 연

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과학적 근거의 강도에 대한 체계연

구(Systems to Rate the Strength of Scientific Evidence 2002)'에서 분석한 진단법에 대한 필수 질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제1차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SIGN의 질 평가도구 사용에 대한 이

유는 그간 신의료기술 시범평가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으므로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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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질 평가 도구 

 

SIGN의 질 평가 도구는 연구유형에 따라 부록 3에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SIGN의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전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

에 대한 의료기술(시범)평가 보고서(2004)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3.4.2 질 평가 판정 

 

문헌의 질 평가는 2명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판정 결과 회의를 통해 이견

을 조정하였다. 평가자간 이견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할 예정이

었으나 이견없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에 포함된 각 문헌의 질 평가 판정 

결과는 부록 5 선택문헌의 자료추출 '연구설계' 하단에 기술하였다. 
 

질 평가 판정은 모두 2개 문헌에서 시행되었다. '++'나 '+'로 평가된 양질의 문헌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두 '2–'로 평가되었다(Lee et al 2007; Chung et al 2006). SIGN의 질 평가 판정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  질 평가 판정 기준 

++ 거의 모든 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됨. 연구나 검토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될 경우 

＋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됨. 부적절하거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거의 모든 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이 연구의 결론은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3.4.3 근거의 수준 
 

문헌의 질 평가 결과에 따른 근거의 수준은 SIGN에서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이

전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에서 사용된 연구 유형 및 영국 SIGN의 정보팀 의견을 

수렴하여 비무작위 임상시험은 ‘1＋’ 이하에서, 진단법 평가연구는 환자-대조군 및 코호트 

연구와 동일하게 추가하였으며, 기타 연구는 3등급 비분석적 연구에 포함하였다.  
 

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선택된 문헌들의 근거수준은 ‘표 4.1 평가에 선택된 문헌’에 기술하

였다. 

 

표 3.3  근거의 수준 

1++ •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높은 질의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치우침(bias)의 위험이 매우 낮은 무작위 임상시험 

1＋ •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잘 수행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치우침(bias)의 위험이 낮은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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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치우침(bias)의 위험이 높은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2++ •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로 수행된 높은 질의 체계적 문헌 고찰 

 •  혼동(confounding)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낮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높은 

확률을 가진 높은 질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2＋ •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낮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보통의 확률을 가진 높

은 질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2－ •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 관계가 없는 상당한 위험을 환

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3 •  비분석적 연구 (예: 전후 연구, 증례 연구, 증례 보고) 

4 •  전문가 의견 

 

3.4.4 권고의 등급 

 

본 평가에 사용된 근거의 수준에 따른 권고의 등급은 표 3.4와 같다. 

 

표 3.4  권고의 등급 

A •  메타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1++의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가 최소 하나 이상이고, 

표적 모집단에 직접 적용가능한 경우 

 •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1＋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결과

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B •  2++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적

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  1++나 1＋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C •  2＋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적으

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  2++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D •  근거의 수준 3 또는 4에 해당되거나 

 •  2＋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3.5 자료 추출 

 

소위원회에서는 HPV PCR-RFMP가 '국내 개발'된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 당시 수행한 임상

시험한 연구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관계기관에 요

청하여 동 자료를 개발 당시 두 의료기관에서 수행하여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을 비교한 

원자료를 제출받았다.  
 

원 임상연구계획에는 일 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이용하되 해당 검체에서 DNA를 추출한 후  

시험에 참여한 4개 의료기관에서 운송하여 각기 다른 HPV 검사법(HPV Hybrid Calpture Ⅱ, 

HPV DNA chips, HPV PCR 및 DNA sequencing)으로 HPV 검사를 수행하고 그 일치율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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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제출받은 원 자료는 2개 의료기관의 DNA sequencing과 비교된 131개 

검체의 분석결과와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604개의 검체의 분석결과에 관한 자료이었

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출판된 문헌 2개와 제출된 2개의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에 활용하였

다. 선택된 문헌이 2개에 불과하여 자료추출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 

 

 

3.6 위원회 운영 

 

3.6.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7년 5월 29일 신청 접수된 HPV PCR-RFMP는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7. 8. 3)에

서 평가대상여부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HPV PCR-RFMP는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평가해야 할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또한 국내 개발 기술

임을 감안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임상시험 관련 원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속 HIV 항체검사와 함께 구성하도록 심의되었다. 
 

이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HPV PCR-RFMP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는 제

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 3. 21)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되었다. 

 

3.6.2 소위원회 
 

HPV PCR-RFMP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신속 HIV 항체검사와 함께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로 명명하였다. 두 기술을 공동 심의

하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2인,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1

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부록 2 HIV 및 HPV PCR-

RFMP 소위원회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소위원회는 모두 3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은 평가계획서 작성부터 PICO 형식에 의한 검색

어 선정, 선택 및 배제기준 등 모든 부분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택된 문헌에 근거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HPV PCR-RFMP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소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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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평가평가평가평가    결과결과결과결과    

 

 

4.1 개요 

 

4.1.1 개요 
 

HPV PCR-RFMP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기술되었다. 첫째, 

HPV PCR-RFMP의 검사원리를 조사하고 기존의 HPV 검사법들과의 비교를 통해 진단적 차

이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에 따라 선택된 문헌 2편과 개발당시 수행된 

임상시험 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HPV PCR-RFMP의 진단 정확성을 평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상기 두 결과를 종합하여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로서 동 검사법이 임상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동 검사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4.1.2 평가에 선택된 문헌 
 

HPV PCR-RFMP 평가에 이용된 문헌은 총 2편으로 모두 국내 문헌이었다. 모두 진단법 평

가 연구이었고 동 검사법이 개발된 회사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다. 또한 기술개발 당시 자료

는 2003년 9월 24일과 2004년 2월 17일, 약 5개월간 2개의 의료기관에서 분석한 131개 검체 

결과와 2005년 10월 15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일 검사센터에 의뢰된 자궁

경부 검체를 대상으로 4개의 의료기관의 604개 검체 결과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동 자료는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후 잔여세포 부유액 검체를 검사한 결과와 HPV DNA 검사법(HPV 

Hybrid Capture Ⅱ Assay, HPV DNA microarray) 및 HPV PCR-RFMP와의 상호 비교분석 후 불

일치 결과 검체에 대하여 염기서열검사를 수행한 자료이다. 

 

표 4.1  평가에 선택된 문헌 

연구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목적 

연구대상   

(환자/검체) 
비교검사 

근거  

수준 

진단법평가 2007 Lee et al 진단정확 50/- HPV Hybrid Capture ⅡAssay 2－ 

진단법평가 2006 Chung et al 조기진단 164/71 HPV DNA Microarray 2－ 

임상시험자료 2004 - 진단정확 -/131 염기서열검사 · 

임상시험자료 2007 - 진단정확 -/604 
HPV Hybrid Capture ⅡAssay 

염기서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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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PV PCR-RFMP의 안전성 
 

HPV PCR-RFMP는 자궁경부 내막 세포를 채취하여 환자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검체 

채취를 위한 행위는 기존에 널리 이용되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Pap test)와 동일한 방법

이며, 이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검사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

검사와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이상소견 환자에게 이후 수행되더라도 별도 검체 채취 과

정없이 기존 채취된 검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 검사법의 안전성은 별도 평가하지 않았다. 

 

 

4.3 HPV PCR-RFMP와 다른 HPV 진단법과의 비교 

 

4.3.1 HPV PCR-RFMP의 검사법과 그 원리 
 

HPV PCR-RFMP의 원리는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 이하 "MALDI-TOF MS"라 한다)이다. MALDI의 

원리는 1980년대 후반에 발견되었으며(Karas et al 1998; Tanaka et al 1998), 처음에 MALDI MS는 

주로 단백질과 펩타이드의 분석에서 적용되었다(Tost et al 2006). MALDI-TOF MS는 단백체학 

응용에서 선택하는 도구로써 소개된 이후 1995년 DNA분석(Tang et al 1995), 1998년 RNA분석

(Tolson et al 1998)에 대한 잠재력이 소개되었다. 이는 MAL DI-TOF MS를 이용하여 생체 고분

자의 염기서열과 분자 질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레이저 질량 분석법(laser mass spectrometry)

과 동의어로 사용된다(Zenobi 2001). 
 

MALDI-TOF MS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3-29bp 길이(1,000~8,600 Dalton)의 단일 사슬 핵산

분자가 매트릭스(예를 들어 3-hydroxy picolinic acid) 위에 침착된다. 분석물질/매트릭스 분자

는 이후 그들의 흡수와 이온화를 유도하는 레이저에 의해 방출되어 분자들은 다른 끝에 있

는 감지기가 부착된 비행관을 통과하여 지나간다. 이때 각각 분자들은 질량에 비례하여 비

행시간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Ragoussis et al 2006; Sauer 2006). 
 

펄스형 자외선 레이저(N2, Nd/YAG, Eximer) 또는 적외선 레이저(CO2, Er/YAG)의 파장을 잘 

흡수하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레이저의 흡수에 의해 검체-매트릭스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

하여 붕괴 방출되게 하며(김명수 2002), DNA분석에서 대부분의 매트릭스는 양이온을 발생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Ragoussis et al 2006). 
 

이는 비휘발성의 생물학적 시료를 고체상태에서 기체상태로 바꾸는 증발(vaporation)과정과 

이온화(ionization)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체상태가 된 시료는 매트릭스 내에 고정하게 되며, 

시료와 매트릭스에 강력한 펄스 레이저를 방사하면 시료가 분해되어 분자들이 방출되어 1 

milion Da 크기의 분자까지 질량 측정이 가능하다(Knochenmuss et al 1998). MALDI에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질량분광계의 유형은 넓은 범위의 질량이 분석가능한 비행시간 질량분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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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er: TOF MS)이다. MALDI-TOF 장비는 전기장 안에서 이온들이 

비껴나가게 하는 이온 거울(ion mirror)을 갖추고 있으며, 이온 비행경로를 접히게 하여 시료

의 분해를 증가시킨다(http://en.wikipedia.org/wiki/Analytical_Chemistry_%28journal%29). 
 

MALDI TOF MS분석의 장점은 매우 빠른 속도에서(약 100㎲), 질량이라고 불리는 분자의 내

적인 물리적인 특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Ragoussis et al 2006), 생체분자 분석에 MALDI- 

TOF MS를 이용하는 것은 수초 이내에 시료의 이온화와 발견하는 속도, 이차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료 이온의 내부적인 질량-전하비(mass-to-charge ratio; 단위 m/z)에 근거

하여 측정한다(Griffin et al 1999). 제한점은 MALDI 과정 동안에 크기 의존적인 파편 때문에 

DNA분자의 크기는 100bp보다 작아야 하고, 분석물질은 질량 왜곡을 이끄는 이온화 부가생

성물이 없어야만 한다(Ragoussis et al 2006). 

 

 

그림 4.1  MALDI-TOF MS의 원리 

  

그림 4.2  MALDI-TOF MS 분석 원리 그림 4.3  매트릭스 보조레이저 탈착/이온화 

 
 

그림 4.4  MALDI-TOF 질량분광계 그림 4.5  MALDI TOF MS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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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PCR RFMP는 유전자내 변이가 밀집한 부위를 2주기 PCR로 증폭시킨 후 제한효소로 

절단시켜 생성된 유전자 절편의 질량을 MALDI-TOF MS로 측정하여 유전자형을 판별해내

는 검사법이다(정현재 등 2006; 이은희 등 2007). 
 

HPV PCR-RFMP는 고위험군 15종(HPV-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7, 68, 69)과 

중등위험군(HPV-26, 53, 66, 70, MM4), 저위험군 12종(HPV-6, 11, 34, 40, 42, 43, 44, 54, 55, 61, 72, 

7), 미결정위험군(HPV-13, 30, 57, 62, 64, 74, 81, 90, MM8)을 포함하여 총 40종류의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다(정현재 등 2006).  
 

판독방법은 DNA 소중합체의 HPV DNA 유전자형에 따른 질량조견표에 따른 기대되는 분자

질량과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피크를 고려하여 해당 HPV 유전자형으로 판독된다. 

 

4.3.2 HPV Hybrid Capture Ⅱ Assay(Hybrid Capture Ⅱ assay, HCⅡ) 
 

HPV 진단 검사인 Hybrid Capture Ⅱ Assay는 2003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선별검

사로써 30세 이상의 여성에서의 고위험군 HPV DNA 유전자형 존재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에 병합하여 사용된다(FDA. http://www.fda.gov/cdrh/pdf/P8900 64s 

009b.pdf). 13개의 HPV 고위험군 유전자형(16, 18, 31, 35, 39, 45, 51, 52, 56, 58, 59, 68)과 5개의 

저위험군 유전자형(6, 11, 42, 43, 44)을 확인할 수 있으며(MSAC 2003), 타겟 증폭방법에 비교

할만한 민감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그널 증폭(signal amplication)을 이용하고 직접적으로 핵

산 표적을 발견하는 기술이다(Sherris et al 2000). 
 

Hybrid Capture Ⅱ assay의 기본 단계는 그림 4.7과 같다. ① 검체를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를 붕괴시키는 염기용액과 혼합하여 표적 DNA를 푼다. ② 표적 DNA는 RNA: DNA hybrid

를 만드는 특이 RNA probe와 혼합한다. ③ 배수 RNA:DNA hybrid는 RNA:DNA hybrid에 대해 

특이적인 광범위한 포획(captured) 항체로 코팅된 고체상(solid phase)으로 포획된다. ④ 포획

된 RNA: DNA hybrid는 알칼라인 포스파타제(alkaline phosphatase)와 결합된 배수 항체들로 발

견된다. ⑤ 결합된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는 화학발광 디옥시탄 기질로 발견되며, 알칼라인 

포스파타제에 의한 분열에 의한 빛을 화학 발광계로 측정한다(Vernick JP et al 2003; http://www. 

digene.com/labs/labs_hybrid.html). 검사소요시간은 약 6-7시간이고, 이 중 전문가가 약 2.5시간 

동안 집중해야 하며, 한 개의 마이크로미터 plate에서 약 90개의 검체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Malloy et al 2000). 

 

     

그림 4.6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검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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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은 probe B cut off value = 1×positive control RLU값을 기준으로 하여, 검체의 RLU/cut off 

value의 ratio>1.0 일 경우 양성이며, 검체 RUL/cut off value가 ratio<1.0 일 경우 HPV 고위험

군 13개 유형에 대한 음성 또는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검사의 한계치는 HPV type에 따

라 0.2pg/ml - 1pg/ml이다(Digene 2005). 

 

4.3.3 HPV DNA microarray (HPV DNA chips)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칩을 가진 분자 probe을 결합하여 최근 개발된 DNA chip은 빠르며 비

교적 저렴한 진단법이다. 칩의 표면은 금으로 된 정교한 층으로 덮여있고, 분자 probe가 칩

의 표면에 부착된다. 이러한 배열을 ‘micro-array’라고 한다(Malloy et al 2000).  
 

검사원리는 알데히드로 변형된 슬라이드 위에 HPV 유전자형에 특이적인 올리고핵산 프로

브(probe)와 대조군인 베타 글로빈(ß-globin)을 고정시켜 22종류(고위험군 15종류, 저위험군 7

종류) HPV 유전자형을 동시에 검사한다. 타겟 DNA는 여러 개의 HPV 유전자형의 L1 부위

(수정된 Gp5/6 primer)와 ß-globin(PC03/04) 둘 다를 위한 프라이머에 사용되는 형광핵산(Cy5 

또는 Cy3) 표지하에 표준화된 PCR과정을 거친다(Iftner et al 2003). Micro-arrays를 이용한 HPV 

DNA 유전자형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Malloy et al 2000). 
 

① 자궁경부 세포검체를 칩의 표면에 첨가시킨다.  

② micro-array위의 시발체(primer)들은 HPV DNA의 표적 염기서열과 결합한다. 

③ 도구는 micro-array위의 DNA표적 결합을 측정한다. 

④ 결합이 발견되면, 검체 검사결과는 HPV 양성이다. 
 

중합효소연쇄반응부터 DNA micro-array검사결과까지 5시간이 소요되며, 한 슬라이드에 4개

의 검체 구멍(slots)을 가지며 판독이 용이하다(http://www.dnachip-link.com/library/HPVDNAChip.asp).  
 

판독은 각 프로브는 고위험군 (HPV-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6, 68, 69)과 저위

험군 HPV (HPV-6, 11, 34, 40, 42, 43, 44)와 각 프로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HPV DNA와 전

혀 반응하지 않는 기준군 ß-globin을 일정 위치에 고정하며 표지자 M을 기준으로 한다. 양

성으로 점 표시된 해당 HPV 유전자를 판독한다(최순호 등 2007). 

 

 

그림 4.7  HPV DNA Microarray 검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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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HPV DNA Microarray 판독기준 및 결과 

 

4.3.4 HPV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PCR기술에서 DNA 중합효소가 특이적인 시발체에 작용하여 타켓 HPV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 젤 전기영동, dot blot, line-strip hybridization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검사된다(김

상현, 2007).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는 HPV 유전자형을 검사하는데 적용되는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이며(Hubbard 2003), 가장 큰 장점은 HPV DNA의 매우 작은 양의 시료를 가지고

도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가장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다(Sherris et al 2000). 
 

HPV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HPV PCR-RFLP)은 HPV L1 부위의 표적 서

열을 PCR로 증폭시킨 후 DNA 절편을 복제시켜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특정부위를 절단하여 

특이적인 유전자 서열의 농축된 검체를 제공하는 실험실 기반의 검사법이다(Sherris et al 

2000). 특이적인 제한핵산 내부가수분해효소를 가진 의문이 있는 부위에 DNA 검체를 소화

시킨 후 다른 길이의 분절들이 존재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동종 DNA서열들에서의 차이를 

검사한다(NCBI, http://www.ncbi.nlm.nih.gov/projects/genome/probe/doc/TechRFLP.shtml). HPV변이

형을 밝히기 위한 제한효소는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BamHI, DdeI, HaeIII, HinfI, PstI, RsaI을 사

용한다(Lungu et al 1992; Meyer et al 1995;Naqvi et al 2004).  

 

 

그림 4.9  PCR-RFLP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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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각종 HPV 진단법과의 장·단점 분석 
 

HPV PCR-RFMP 

일반적인 전기영동 기반의 DNA 염기서열검사는 골격구조이동 변이를 특징화하기 어려우

며, 젤 자체의 용해능력과 검체를 젤 전기영동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한점이 있

다(Edwards et al 2005). 이러한 점에서 MALDI-TOF MS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해내는 높은 정

확도로 인하여 임상에서 진단적 사용에 적합하다(Edwards et al 2005; Ragoussis et al 2006). HPV 

PCR-RFMP는 유전자내 변이가 밀집한 부위를 2주기 PCR로 증폭시킨 후 제한효소로 절단

시켜 생성된 유전자 절편의 질량을 MALDI-TOF MS로 측정하여 유전자형을 판별해내는 검

사법이므로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PV PCR-RFMP는 고가의 MALDI-TOF MS가 필요하므로 염기서열분석법과 같이 일

반검사실에서 시행되기는 어려우며, 시행 전에 미리 예측되는 결과를 알기 위해 사전 실험 

등이 충분히 필요한 단점이 있다(손용학 등 2004). 

 

Hybrid Capture Ⅱ assay 

Hybrid Capture Ⅱ assay는 바이러스 감염량이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며(MSAC, 2003; 김영탁, 

2007), 13개의 고위험군 유전자형에 대한 감염이 있을 경우 양성으로 판독한다. 대규모 선별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가톨릭의과학연구소 2006), 교잡기법(Hybridization method)은 

RNA 탐색자(probe)에 HPV DNA를 교잡반응하여 생성된 DNA-RNA 혼합(hybrid)에 항체를 

붙이는 과정에서 비특이적 교잡반응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복감염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이은희 등 2007).  

 

HPV DNA microarray 

HPV DNA microarray는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DNA chip으로 빠르며 비교적 저렴한 진단법

이다. 각 프로브는 고위험군, 저위험군과 각 프로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HPV DNA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기준군 ß-globin을 일정 위치에 표지자 M을 기준으로 하여 양성으로 

점 표시된 해당 HPV 유전자를 판독한다. 중복감염을 확인할 수 있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07). 그러나 정량을 알 수 없으며, 검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대규모 선별검사로서 한계가 있고, 정도관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가

톨릭의과학연구소, 2006). 또한 검사의 특이도가 80.0%-49.2%로 낮은 편이다(Kim et al 2003; 

정현재 등 2006).  

 

HPV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HPV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에 의한 유전자형 판별은 PCR에 의해 증폭

된 HPV 게놈 부위와 절편을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이적인 제한효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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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ago et al 2006). 그러나 HPV 제한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은 모든 고위험

군 HPV 유전자형을 밝혀내지 못하고(Pizzighella et al 1995; Kay et al 2002; Naqvi et al 2004); 종종 많

은 수의 제한효소를 사용하며(Bernard et al 1994; Astori et al 1997; Sherris et al 2000), 혼합감염의 진

단과 새로운 변이의 동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황성규 등 2003). 또한, 검사 비용과 시간 

소모적인 특성은 종종 선별검사 프로그램에는 적절하지 않다(Melloy et al 2000). 

 

표 4.2  HPV DNA 검사법의 원리 비교 

구  분 HPV PCR-RFMP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HPV DNA 

microarray 
HPV PCR-RFLP 

검사방법 생체분자 질량측정 Hybrid capture Oligo chip PCR 

측정방법 MALDI-TOF MS법 화학발광법 형광법 전기영동/교잡반응법 

HPV    

유전자형

구분 

15종류의 

고위험군을 

포함하여 40종류 

유전자형 파악 

고위험군(13종), 

저위험군(5종) 두 

범주로 구분        

고위험군 존재시 

양성 판정/정량화 

가능 

고위험군 15종,   

저위험군 7종       

유전자형 파악 

제작되는 시발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고위험군 7종(HPV-

16,18, 31, 33, 35, 52b, 

58)은  포함되어 

제작됨 

중복감염

측정여부 
○ × ○ × 

검사 

소요시간 

약 12시간         

(2 cycle PCR 수작업) 

약 6~7시간        

(2.5시간 수작업) 

약 5시간 PCR 분석법에     

따라 다름 

기타 약 350여개     

동시 판독 

키트당 90개 검체 

분석 가능 
  

 

기존 HPV 유전자형 검사법과의 검사 원리를 요약한 표를 토대로 HPV PCR-RFMP를 비교

하면, 동 검사법은 HPV의 유전자형을 더 많이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임상에서 유용성을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검사에서도 가장 빈발하는 고위험군 HPV 16, 18형의 감염

여부를 구분 진단할 수 있으며, HPV 예방백신이 고위험군 HPV 유전자형에 따라 개발되어 

있지 않고, 치료 또한 유전자형에 따라 구별하여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HPV 

PCR-RFMP는 기존의 HPV와 비교할 때 동일목적의 검사법으로 판단된다. 

 

 

4.4 HPV PCR-RFMP의 유효성 

 

4.4.1 개요 
 

HPV PCR-RFMP의 유효성은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단 정확도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단법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진단법이 '특정 질병을 가진 경우와 가

지지 않은 경우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질병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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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표적인 황금기준(gold standard)이나 참고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하여 민감도, 

특이도나 양성 및 음성 예측도 및 우도비 등을 산출하여 이를 판단한다. 본 평가에서도 이

를 이용하여 HPV PCR-RFMP의 진단력을 분석하였으나 검사후 할당비나 검사후 확률 등은 

해당 질병의 유병률에 영향을 받으므로 별도 지표로 산출하지 않았다. 다만, 본 평가에서 

사용된 문헌들은 향후 다른 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2표'를 제시하였다. 
 

HPV PCR-RFMP의 진단 정확성에 대한 결과는 참고기준으로 해부병리조직검사(Histopatho-

logy)와 염기서열검사(DNA Sequencing) 이외에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및 HPV DNA 

Microarray test와 비교한 2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제출받은 기술개발 당

시 염기서열검사와 비교된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4.4.2 HPV PCR-RFMP의 진단 정확성 
 

HPV DNA microarray와의 비교 

Chung(2006)의 연구(근거수준 2-)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Pap test)에서 정상소견을 보인 

40명과 이상소견을 보인 53명, 그리고 양성소견을 보여 해부병리조직검사 후 자궁경부암으

로 확진된 환자 71명을 포함한 총 164명을 대상으로 세포병리검사를 황금기준으로 하여 

HPV PCR-RFMP와 HPV DNA microarray를 비교하였다. 
 

HPV PCR-RFMP는 민감도 0.76(95% CI 0.72-0.77), 특이도 0.93(95% CI 0.82-0.97)이었으며, 양

성예측도 0.97(95% CI 0.93-0.99), 음성예측도 0.55(95% CI 0.49-0.58)이었다. 양성 및 음성 우도

비는 각각 10.1(95% CI 3.97-29.28)와 0.26(95% CI 0.23-0.34)이었고 검사정확도는 0.80(95% CI 

0.75-0.82) 진단교차비는 38.64(95% CI 11.72-125.97)이었다. 
 

반면 HPV DNA microarray의 민감도는 0.69(95% CI 0.65-0.72), 특이도 0.80(95% CI 0.67-0.89)이

었으며, 양성예측도 0.92(95% CI 0.86-0.95), 음성예측도는 0.46(95% CI 0.39-0.51), 양성 및 음

성우도비는 각각 3.47(95% CI 2.00-6.58)과 0.38(95% CI 0.31-0.52), 검사정확도는 0.72(95% CI 

0.66-0.76), 진단교차비는 9.05(95% CI 3.87-21.10)이었다. 
 

참고로 자궁경부암으로 확진된 환자의 HPV PCR-RFMP의 민감도는 0.97(95% CI 0.91-0.99), 

특이도 0.69(95% CI 0.65-0.71), 검사정확도 0.82(95% CI 0.77-0.84)이었고 HPV DNA microarray

는 각각 0.90(95% CI 0.83-0.95), 0.68(95% CI 0.62-0.71), 0.77(95% CI 0.71-0,82) 이었다.  
 

따라서 상기 결과를 통해 HPV PCR-RFMP나 HPV DNA microarray 모두 비정형 이상세포를 

판별하는 능력보다 자궁경부암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HPV PCR-

RFMP와 HPV DNA Microarry와의 결과 일치율은 84.8%(139/164)였으며, 카파 계수는 

0.688(95% CI 0.576-0.800)로 비교적 높은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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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Hybrid Capture Ⅱ Assay와의 비교 

Lee 등(2007)의 연구(근거수준 2-)는 HPV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50명의 여성을 대

상으로 염기서열검사를 표준검사로 하여 HPV Hybrid Capture Ⅱ Assay와 비교하였다. 
 

HPV PCR-RFMP의 민감도는 1.00(95% CI 0.96-1.00), 특이도 1.00(95% CI 0.84-1.00)이었다. 양

성예측도 1.00(95% CI 0.96-1.00), 음성예측도 1.00(95% CI 0.84-1.00) 및 검사정확도 1.00(95% 

CI 0.93-1.00) 모두 동일하였다. 
 

반면 HPV Hybrid Capture Ⅱ Assay의 민감도는 1.00(95% CI 0.95-1.00), 특이도 0.460(95% CI 

0.27-0.46)이었으며, 양성예측도 0.87(95% CI 0.82-0.87), 음성예측도는 1.00(95% CI 0.61-1.00), 

양성 및 음성우도비는 각각 1.83(95% CI 1.31-1.83)과 0.00(95% CI 0.00-0.18)이었고 검사정확도

는 0.88(95% CI 0.80-0.88)이었다.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은 HPV PCR-RFMP는 98.0%(49/50), HPV Hybrid Capture Ⅱ Assay는 

44명이 일치하여 88.0%이었다. 한편, HPV PCR-RFMP와 HPV Hybrid Capture Ⅱ Assay간의 

HPV 고위험군 양성과 음성결과에 대한 일치율은 88.0%(44/50)이었다. 

 

개발기관 임상시험 원자료 분석 

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는 염기서열검사를 참고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개 의료

기관에서 수행한 131개 검체의 HPV PCR-RFMP와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은 99.2%(130/ 

131)이었고, HPV 고위험군 양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민감도 1.00(95% CI 0.98-1.00), 특

이도 0.98(95% CI 0.92-0.98), 양성예측도 0.99(95% CI 0.97-0.99), 음성예측도 1.00(95% CI 0.95-

1.00), 양성 및 음성우도비는 각각 41.0(95% CI 12.61-41.00)과 0.00(95% CI 0.00-0.03), 검사정확

도는 0.99(95% CI 0.96-0.99)이었다. 
 

5개의 의료기관에 수행된 604개 검체에 대한 자료에서는 HPV PCR-RFMP와 HPV Hybrid 

Capture Ⅱ Assay를 실시한 후 불일치 결과를 보이는 경우에서만 염기서열검사로 확인하였

는데 이때 HPV Hybrid Capture Ⅱ Assay와는 73.6%(441/599), 염기서열검사와는 89.9% 

(98/109)의 일치율을 보였다. 

각 문헌의 진단 정확성과 기존 HPV 진단법과의 결과 일치율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HPV PCR-RFMP와 기존 검사법과의 일치율 비교 

비교검사 Jung et al 2006 Lee et al 2007 원자료 2004 원자료 2007 

염기서열검사  98.0(49/50) 99.2(130/131) 89.9(98/109) 

HPV HCⅡ  88.0(44/50)  73.6(441/599) 

HPV DNA Microarray 84.8(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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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 비교 

구분 목적 비교 검사 민감도 특이도 
양  성 

예측도 

음  성 

예측도 

양  성 

우도비 

음  성 

우도비 

검  사 

정확도 

진 단 

교차비 

HPV PCR-

RFMP 
0.76 0.93 0.97 0.55 10.1 0.26 0.80 38.64 

Jung 

2006 

조기 

진단1)
 HPV DNA  

Micro array 
0.69 0.80 0.92 0.46 3.47 0.38 0.72 9.05 

HPV PCR-

RFMP 
1.00 1.00 1.00 0.55 - - 1.00 - 

Lee 

2007 

진단 

정확2)
 HPV Hybrid 

Capture Ⅱ 1.00 0.46 0.87 1.00 1.83 0.00 0.88 - 

원자료 

2004 

진단 

정확2)
 

HPV PCR-
RFMP 1.00 0.98 0.99 1.00 41.0 0.00 0.99 - 

주)
 진단기준: 1) 조직검사에서 미확정비정형편평세포 이상(ASCUS+),  2) 염기서열검사에서 HPV 고위험군 양성 

 

전체 연구 비교 

4차 소위원회에서 출판된 문헌과 동료심사를 받지 않은 기술개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원자

료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에 대

한 참고사항으로 메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질병여부를 확진한 표준검사가 다르긴 

하나 임상에서 모두 사용되므로 전체 비교 가능한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 문헌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에 기초하여 문헌간의 이질성을 검증한 결과 통합 교차

비는 60.409(95% CI 23.568-154.83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나(X
2
=173.02, df=1, p<.0001) 병

합된 연구들간의 이질성을 보여(X
2
=18.53, df=2, p<.0001) 확률효과모형으로 재분석하였다. 

 

Odds ratio
8.2e-06 1 122555

Study  % Weight

 Odds ratio

 (95% CI)

 1817.00 (34.14,96712.90) Lee EH et al   0.7

 7.31 (1.78,30.05) Jung HJ et al  98.5

 4887.00 (194.87, 1.2e+05) Green Cross   0.8

 60.41 (23.57,154.84) Overall (95% CI)

 

그림 4.10  HPV PCR-RFMP전체 (고정효과모형) 
 

통합 교차비는 328.591(95% CI 2.417-44679.6)였으나(p=.021) 여전히 연구들간의 이질성은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
2
=18.53, df=2, p<.0001). Funnel plot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해부병리조직

검사와 비교된 진단정확성에 대한 문헌이 이질성을 보였다(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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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s ratio
8.2e-06 1 122555

Study  % Weight

 Odds ratio

 (95% CI)

 1817.00 (34.14,96712.90) Lee EH et al  30.4

 7.31 (1.78,30.05) Jung HJ et al  36.9

 4887.00 (194.87, 1.2e+05) Green Cross  32.7

 328.59 (2.42,44679.60) Overall (95% CI)

 

그림 4.11  HPV PCR-RFMP전체 (랜덤효과모형) 

 

1
/S
E
(E
ff
e
c
t 
s
iz
e
)

OR
7.31111 4887

.493127

1.38653

 

그림 4.12  Funnel plot(HPV PCR-RFMP전체) 

 

Odds ratio
8.2e-06 1 122555

Study  % Weight

 Odds ratio

 (95% CI)

 1817.00 (34.14,96712.90) Lee EH et al  46.0

 4887.00 (194.87, 1.2e+05) Green Cross  54.0

 3474.16 (289.56,41683.80) Overall (95% CI)

 

그림 4.13  염기서열검사와 비교한 HPV PCR-RFMP 진단정확도 

 

따라서 염기서열검사를 표준검사로 비교한 문헌만을 대상으로(Lee et al 2007과 임상시험 

2004) 고정효과모형에 기초하여 분석된 연구들간의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 진단교차비

는 3474.16(95% CI 289.6-41683.8)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X
2
=172.86, df=1, p<0.0001), 

연구들간의 이질성도 없었다(X
2
=0.15, df=1, p=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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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의 임상적 유용성 

 

현재 B, C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PCR-RFMP는 급여항목으로 약제내성 유발돌연변이검사

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지만, 이는 간염바이러스 치료제인 라미부딘에 대한 내성유발돌연변

이 검사에 사용되므로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임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이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 HPV PCR-RFMP가 선별검사로써 임

상적으로 유용한지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현재 FDA는 HPV고위험군 유전자형을 결정하는 세부 유전자형 검사법을 아직 승인해오고 

있지 않다(Wright et al 2007). HPV DNA검사가 자궁경부암 발생 예방 및 전암병변의 조기발견

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HPV 세부 유전자형 검사는 검사 받은 당일

에 고위험군 양성결과를 보인 대상자가 언제부터 해당 유전자형에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Gray et al 2007). ACIP임상진료지침에서 자궁경부암의 예방하기 위

한 HPV백신접종은 HPV감염여부나 현재 성생활과는 무관하게 13~26세 여성에게 즉시 백

신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CDC’s ACIP 2006). 따라서 유럽 전문가 포럼에서, HPV 

DNA검사법은 일차선별검사보다는 치료 이후의 추적조사와 저등급 세포진 결과의 추가검

사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Gray et al 2007).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의 HPV PCR-RFMP는 기존 검사법(HPV DNA Microarray, HPV 

Hybrid Capture Ⅱ Assay)과 비교된 진단 일치율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MALDI-

TOF MS 검사원리를 함께 고려할 때 동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HPV PCR-RFMP가 기존 검사법에 비해 HPV 유전자형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는 실제 임상에서 HPV감염 환자의 자궁경부암 치료와 관리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동 검

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HPV 감염여부를 가리

는 선별검사보다는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된 HPV 감염자의 HPV 유전자 고위험군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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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결론결론결론결론    

 

 

5.1 개요 

 

HPV PCR-RFMP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 검사법은 HPV 유전자형을 MALDI-TOF MS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판별해내는 국내개발 

기술로 출판된 문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미 HPV 유전자형을 구분하는 진단법으로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HPV Genotyping DNA microarray,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

편길이다형법(PCR-RFLP) 등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검사법이 갖는 검사적 원리를 비교 

검토하며, 출판 문헌 이외에 기술개발 당시의 원자료를 제출받아 진단 정확성에 관한 유효

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결과 평가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의 동 검사

법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

회에서 논의되었다.  

 

 

5.2 HPV PCR-RFMP의 안전성 
 

HPV PCR-RFMP는 체외검사이며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하여 수집되는 세포진으로 

수행되어 이로 인해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진단법으로 인해 환자

에게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평가하지 않았다.  

 

 

5.3 HPV PCR-RFMP의 유효성 

 

5.3.1 진단검사의 정확성 
 

진단정확성은 2개의 문헌과 2개의 원자료로 평가되었으며, 그 중 1편(정현재 등 2006)은 참

고기준으로 해부병리조직검사에 대한 2x2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근거수준은 2- 진단법 평

가연구이었다. 이 연구에서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 이상에 대한 진단 정확성은 HPV PCR-

RFMP에서 민감도 0.76 특이도 0.93이었고, HPV DNA Microarray에서 민감도 0.69 특이도 

0.80이었다. 다른 1편(이은희 등 2007)은 염기서열검사를 참고기준으로 하여 2x2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근거수준은 2- 진단법 평가연구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세부 유전자형을 고위험군

과 그렇지 않은 군(중등도, 저위험군, 미결정 위험군)으로 구분한 진단 정확성은 HPV PCR-

RFMP에서 민감도 1.00 특이도 1.00이었고, HPV Hybrid Capture Ⅱ Assay에서 민감도 1.00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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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0.46이었다. 2007년 학회초록발표문헌은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이어 2x2표를 작성할 수 

없었고, 2004년 원자료에서 염기서열검사에서 세부 유전자형을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

(중등도, 저위험군, 미결정 위험군)으로 구분한 진단 정확성은 민감도 1.00 특이도 0.98이었

다. 
 
 

일치율을 비교한 문헌 중 Lee의 연구(이은희 등 2007)와 2004년·2007년 원자료에서, 염기서

열검사와 HPV PCR-RFMP와의 일치율은 각각 98.0%, 99.2%, 89.9%이었다. HPV DNA 

Microarray와의 일치율은 84.8%이었고(정현재 등 2006), Hybrid Capture Ⅱ Assay와의 일치율

은 각각 88.0%(이은희 등 2007), 73.6%(원자료 2007)이었다. 

 

5.3.2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의 임상적 유용성 
 

소위원회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프로그램에서 HPV PCR-RFMP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의 대체검사(replacement test, screening use) 또는 추가검사(add on test, triage use)로서 임상적으

로 유용한지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PCR-RFMP는 현재 급여항목으로 B, C형 간염바이러스의 약제내성 유발돌연변이를 검사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지만, 이는 간염바이러스 치료제인 라미부딘에 대한 내성유발돌연변이 

검사에 사용되므로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임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이다. 하

지만 HPV PCR-RFMP는 30세 이상의 여성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에서 HPV유전자형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이다. MALDI-TOF MS을 이용하여 

유전자형을 판독하는 방법은 염기서열에 대한 분자 고유한 질량을 측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진단 정확도는 높을지라도 동 검사법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의 기존의 HPV 유전자형

검사와 차별화된 임상적 유용성은 없고 다만, MALDI TOF-MS법이 변이유전자의 분자질량

을 측정하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HPV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

다는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된 HPV 감염자의 HPV 유전자 고위험군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

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5.3.3 종합분석 
 

HPV PCR-RFMP의 유효성 평가는 출판문헌 2개와 원자료 2개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는 자

궁경부 내막 세포를 채취하여 환자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검체 채취를 위한 행위는 

기존에 널리 이용되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와 동일한 방법이며, 이는 환자에게 직접적

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검사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와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이상소견 환자에게 이후 수행되더라도 별도 검체 채취 과정없이 기존 채취한 검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 검사의 안전성은 별도 평가하지 않았다. 
 

진단의 정확성은 2개의 문헌과 2개의 원자료로 평가되었으며, 출판문헌 2편에서는 2x2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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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수 있었다.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참고기준으로 한 진단정확성을 평가한 문헌에서(정

현재 등 2006), HPV PCR-RFMP의 민감도 0.76 특이도 0.93으로 HPV DNA Microarray의 민감

도 0.69 특이도 0.80에 비해 높았고, 염기서열분석을 참고기준으로 한 진단정확성을 평가한 

문헌에서(이은희 등 2007) HPV PCR-RFMP의 민감도 1.00 특이도 1.00으로 HPV Hybrid 

Capture Ⅱ Assay의 민감도 1.00 특이도 0.46에 비해 높았지만, 비교된 참고기준이 해부병리

조직검사와 염기서열검사로 각각 달랐다. 추가로 2004년 원자료 분석에서, 염기서열검사에 

대한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은 민감도 1.00 특이도 0.98이었다. Lee의 연구(이은희 등 

2007)와 2004년·2007년 원자료 분석결과,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은 89.9~99.2%이었다. 그

러나 출판 문헌 2편 모두가 근거수준 2-의 진단법 평가연구인 점과 동료심사를 받지 않은 

학술대회 초록과 기술개발 당시의 원자료분석인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문헌에 근거

한 HPV-PCR RFMP의 진단정확성이 기존 HPV유전자형검사(HPV DNA Microarray, HPV 

Hybrid Capture Ⅱ Assay)보다 높다고 결론내리기 곤란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본 평가에 포함된 임상시험자료와 출판문헌들을 참조할 때 기존 검사법과 비교된 진

단 일치율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 MALDI TOF-MS법이 변이유전자의 분자질

량을 측정하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므로 HPV PCR-RFMP법의 검사원리를 고려할 때, 동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한편, HPV PCR-RFMP가 다른 검사법에 비해 

HPV 유전자형을 미결정 위험군과 저위험군에서 보다 세분화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 

임상에서 HPV 감염 환자의 자궁경부암 치료나 관리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다른 검사법

과 비교할 때 동 검사법의 임상적 유용성은 동일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HPV PCR-RFMP는 HPV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는 기존 검사

법으로 진단된 HPV 감염자의 HPV 유전자 고위험군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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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제언제언제언제언    

 

 

6.1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 검토결과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인유

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에 대해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

과를 제시한다. 
 

HPV PCR-RFMP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Pap test)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환

자의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검체 채취나 검사과정으로 인해 인체에 직접적인 위

험을 초래하지 않음으로 동 검사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HPV PCR-RFMP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헌은 개발과정에서의 임상시험 자료와 

진단법평가연구 2개 문헌(Chung et al 2006; Lee et al 2007)이었으며, 출판된 동 문헌도 검사개발

기관과 관련된 연구였다. 동료심사된 출판문헌 2편의 연구결과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혼

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관계가 적은 낮은 수준의 근거수준 2-

에 해당되는 문헌이었고, 각각 염기서열분석법과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참고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 진단정확성을 평가한 이질성이 있는 문헌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기치료 효과나 발생률 감소에 대한 문헌도 부재하여 HPV의 다양한 유전자형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동 검사 개발목적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검사법(예: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및 HPV DNA Microarray)과 비교하여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을 언급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동 검사의 

기존의 HPV유전자형 검사와의 원리를 비교 검토한 결과, MALDI-TOF MS라는 DNA분석에

서 정확도가 확립된 방법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을 판별하고, 기존 검사법과의 진

단 일치율 분석에서(Chung et al 2006; Lee et al 2007) 84.8~98.0%로 비교적 높은 일치율을 보이

고, 말디토프 질량분석법의 검사원리를 고려할 때, 동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고 확언하기 어

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HPV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는 기존 검사법으로 진

단된 HPV 감염자를 대상으로 HPV 유전자 고위험군의 유전자형을 구분하는 경우로 제한적

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권고의 등급 D). 
 

향후 상기 언급된 HPV PCR-RFMP의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줄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높고 

잘 설계된 임상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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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인유두종바이러

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에 대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

였다. 
 

현재 임상에서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대부분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근

거하여 30세 이상 여성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 인유두종바이러스(특히 고위험군 유전자

형)의 감염 및 지속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추세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RFMP는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조각낸 유전자 절편의 

질량을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다른 검사법(HPV Hybrid Capture 

Ⅱ Assay 및 HPV DNA Microarray)과 달리 보다 많은(40여종)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전자형

을 세분화하고, 동시 다량의 검체를 판독할 수 있는 진단법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그러나 동 검사법의 진단정확성을 증명하는 두 편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관계가 적은 ‘근거수준 2-’에 해당되어 이를 보편화하

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두 문헌의 연구방법도 이질성을 나타내 일관성

있는 문헌적 근거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였다. 
 

비록 소위원회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가리는 선별검사보다 이후 단계에서 

고위험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이차적인 검사로 그 사용을 권유했으나, 상기 문헌적 근거와 

아울러 40여종의 유전자형 세분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예방백신 투여 및 자궁경부암의 적

극적 치료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을 주지 못하므로 아직은 검사정확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더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와 함께 2008년 4월 24일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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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1   1   1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1 개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을 간

략히 소개하였다.  

 

 

1.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엄영진 위원장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행정정보학부 

김창휘 위원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철환 위원 

 

교수 

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과 
 

 

남상수 위원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강남경희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맹광호 위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영국 위원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경희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양훈식 위원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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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욱 위원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이경환 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동범 위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개발이사 

이동수 위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이원표 위원 

 

원장 

이원표 내과의원 
 

 

이종수 위원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임태환 위원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전병왕 위원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정상설 위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외과 
 

조영식 위원 

 

교수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최종욱 위원 

 

원장  

관악 이비인후과의원 
 

 

홍승권 위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 
 

홍승봉 위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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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활동 현황 

 

1.3.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2007년 8월 3일 개최된 제 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2008년 3

월 21일 개최된 제 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HPV PCR-RFMP에 대해 심의하였다. 

 

1.3.2 제 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2007년 8월 3일(금)  16:00- 19:40 

▪  참석위원: 18명 참석 

▪  회의내용 

HPV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암병변을 조기에 발견하여 침윤

암으로의 발달을 예방하는 것으로 임상적 의미가 있으므로 HPV PCR-RFMP를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며, 원자료를 활용한 체계적문헌고찰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결정

하였음. 소위원회 구성은 HIV 항체검사 소위원회와 병행하며 산부인과 전문가 1인을 추가 

구성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1.3.3 제 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2008년 3월 21일(금)  16:00- 18:20 

▪  참석위원: 14명 참석  

▪  회의내용 

HPV PCR-RFMP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최종 심의 – 참고기준 및 기존의 인유두종바이

러스 유전자형검사법(HPV Hybrid CaptureⅡ 및 HPV DNA Microarray)과 비교된 HPV PCR-

RFMP의 진단 정확성과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문헌적 근거가 불충분한 연구

단계의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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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2  HIV  2  HIV  2  HIV  2  HIV 및및및및 HPV PCR HPV PCR HPV PCR HPV PCR----RFMP RFMP RFMP RFMP 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    

 

 

2.1 개요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소위원회 위원을 간략

히 소개하였다. 

 

 

2.2 소위원회 

 

HPV 유전자형 검사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홍영준 위원장 

 

과장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김수영 위원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기성 위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섭 위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임인석 위원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진 위원 

 

부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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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위원회 활동 현황 

 

2.3.1 소위원회 개최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는 2007년 2007년 8월 30일부터 2008년 3월 13일까지 활

동하였으며, 동 기간 중 HPV PCR-RFMP는 2차 ~ 4차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에서

총 3회에 걸쳐 논의되었다. 

 

2.3.2 제2차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 
 

▪  일시: 2007년 11월 23일(금)  07:00- 07:50 

▪  참석위원: 5명 참석 

▪  회의내용: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PICO, 검색어 및 검색전략 확정, HPV PCR-

RFMP의 검사원리와 기존 HPV DNA검사법과의 원리 비교 검토 

 

2.3.3 제3차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 

 

▪  일시: 2008년 1월 25일(금)  07:00- 08:10 

▪  참석위원: 4명 참석 

▪  회의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선택된 문헌에 대한 질평가 결과와 자료추출결과 확정, 

HPV PCR-RFMP의 선별검사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함 

 

2.3.4 제4차 HIV 및 HPV PCR-RFMP 소위원회 
 

▪  일시: 2008년 3월 13일(목)  07:00- 08:30 

▪  참석위원: 3명 참석 

▪  회의내용: 결론 및 제언 합의- HPV PCR-RFMP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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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3   3   3   3  문헌문헌문헌문헌    검색검색검색검색    현황현황현황현황    

 

 

3.1 개요 

 

HPV 유전자형검사 PCR-RFMP의 의료기술평가에 사용된 문헌 검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문

헌 검색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및 색인 구조(structure of data tree)

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3.2 문헌 검색 현황 

 

3.2.1 국내 
 

국내문헌은 아래에 기술된 8개의 인터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7년 11월 14일

부터 16일까지 검색한 후 2차 소위원회에서 검색어를 확정받아 2007년 11월 28일 최종검색

을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전자도서관 및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 등의 국

내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어 중복 검색되므로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별 특성

을 파악하고 제외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별 사용된 검색어와 검색된 문헌의 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문헌수 

KoreaMed #  RFMP 7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26 

 수작업 결과 2 

국립중앙도서관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0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1 

 #  RFMP 1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1 

 수작업 결과 0 

국회도서관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2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1 

 #  RFMP 2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4 

 수작업 결과 2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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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문헌수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1 

 #  RFMP 1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0 

 수작업 결과 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1 

(RISS4U)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1 

 #  RFMP 5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24 

 수작업 결과 0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6 

(Kiss Kstudy)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4 

 #  RFMP 15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13 

 수작업 결과 0 

Kisti 과학기술학회마을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0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0 

 #  RFMP 0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4 

 수작업 결과 0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  제한효소질량다형성 1 

(Kmbase) #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 0 

 #  RFMP 0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4 

 수작업 결과 2 

 중복제거 후 종합 결과 2 

    

3.2.2 국외 

 

국외의 경우 일차 데이터베이스로 Ovid의 Medline과 Embase를 이용하여 2차 소위원회에서 

검색어를 확정받은 후 2007. 12. 24~29일 최종검색을 완료하였다.  

 

Ovid-Medline 

연번 검색어 검색된 문헌수 

1 exp Papillomaviridae/ 17,137 

2 exp Papillomavirus Infections/ 13,795 

3 HPV.mp. 13,801 

4 human papillomavirus.mp. 13,096 

5 exp Uterine Cervical Neoplasms/ 45,201 

6 cervi$ cancer.mp. 16,158 

7 exp Genital Neoplasms, Female/ 135,145 

8 exp Uterine Cervical Dysplasia/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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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된 문헌수 

9 exp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4,381 

10 CIN.mp. 4,326 

11 papillomavirus infection$.mp. 8,315 

12 high grade epithelial abnormalit$.mp. 12 

13 HSIL.mp. 595 

14 high grade squamous epithelial lesion$.mp. 11 

15 Or/1-14 155,948 

16 RFMP.mp. 12 

17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mp. 7 

18 Or/16-17 13 

19 15 and 18 0 

 

EMBASE 

연번 검색어 검색된 문헌수 

1 'papilloma virus'/exp OR 'papilloma virus' 23,527 

2 'papillomavirus'/exp OR 'papillomavirus' 24,583 

3 'papillomavirus infection' 1,762 

4 'papillomavirus infections'/exp OR 'papillomavirus infections' 536,590 

5 'uterine cervix cancer'/exp OR 'uterine cervix cancer' 36,180 

6 'uterine cervix dysplasia'/exp OR 'uterine cervix dysplasia' 2,922 

7 'uterine cervix tumor'/exp OR 'uterine cervix tumor' 52,446 

8 'uterine cervix carcinoma in situ'/exp OR 'uterine cervix carcinoma in situ' 6,290 

9 Or/1-8 593,251 

10 'rfmp' 15 

11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10 

12 Or/10-11 16 

13 9 and 12 10 

 

Cochrane Library 

연번 검색어 검색된 문헌수 

1 RFMP 0 

2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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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4 4 4 4        질질질질    평가평가평가평가    도구도구도구도구    

    

    

4.1 질 평가도구 선정 
 

질 평가 점검표 1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사용된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문헌검색은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기 위해 충

분했고 정밀(rigorous)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적절한 논문 선택기준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논문 검색 및 평가과정은 두 사람 이상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산정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선택된 문헌들은 그 결과를 조합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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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2 : 무작위임상시험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실험군과 대조군으로의 연구대상자 할당은         

무작위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적절한 은폐법(concealment method)이 사용되었

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연구대상자와 연구(조사)자에게 맹검법이           

시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모든 연구결과는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뢰적

인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값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10 
모든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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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3 : 비무작위 임상시험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

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연구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중재(intervention)는 맹검법 또는 표준화된 프로

토콜에 따라 시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모든 연구결과는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뢰적

인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값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8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 또는 혼동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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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4 : 코호트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두 그룹은 기반(source)집단에서 선출되었고, 연

구의 주요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교 

가능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이 연구는 참여 요청된 대상자의 수와 각 그룹

별 연구된 대상자의 수를 제시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등록시점에서 참여 가능한 대상자들의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

가? 

노출군 : (     %)   비노출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6 
전체 참여자와 추후관찰기간 중 누락된 연구대

상자는 노출상태 의해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연구결과는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의 평가는 노출군에 대해 맹검적으로 이루

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맹검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노출상태를 아

는 것이 결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노출에 대한 평가 측정은 신뢰할만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결과평가의 방법은 타당하고 신뢰할만하며, 이

는 다른 문헌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노출의 정도나 예후인자는 한번 이상 평가 되

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3 
주요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계

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4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다.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는 편중(bias)의 위험, 혼동변수를 최소

화하고, 노출과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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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5 : 환자-대조군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환자군과 대조군은 비교 가능한 집단으로부

터 선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동일한 배제준거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모

두 사용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각 그룹(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몇 %의 연구

대상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5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

점이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환자군은 대조군으로부터 분명하게 정의되어

지고 구별되어진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대조군은 비환자군(non-case)이라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 측정은 환자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노출요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시행되었는가?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노출상태의 측정은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

뢰할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주요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

계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다.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는 편중(bias)의 위험, 혼동변수를 최소

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HPV PCR-RFMP 

 
56 

 질 평가 점검표 6 : 비교관찰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두 그룹은 source population에서 선출되었고 연

구의 주요요인 외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교가

능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동일한 배제(또는 선택) 준거가 두 그룹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선택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는 모두 연구에 포함

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두 그룹은 동질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주요한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

계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연구과정에서 두 그룹간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평가의 방법은 타당하고 신뢰할만하며, 이

는 다른 문헌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값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11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 또는 혼동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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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7 : 진단법평가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내적내적내적 타당도타당도타당도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환자의 스펙트럼은 임상에서 검사가 수행될  

환자를 대표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선택 준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참고기준은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참고기준과 중재검사간의 간격은 두 검사간 표

적상태가 변화되지 않을 만큼 합당하게 짧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전체표본, 또는 표본의 무작위 선택은 진단 참

고기준을 이용하여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중재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참고

기준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참고기준은 중재검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예:중재검사는 참고기준과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중재검사는 해당 검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참고기준은 이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자세하게 기술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중재검사 결과는 참고기준의 결과를 알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참고기준의 결과는 중재검사 결과를 알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중간단계의 검사결과가          

보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3 
이 연구에서 탈퇴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공

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문헌에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전반적전반적전반적전반적 평가평가평가평가 

2.1 이 연구의 결론은 얼마나 신뢰할만한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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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5   5   5   5  선택된선택된선택된선택된    문헌의문헌의문헌의문헌의    자료자료자료자료    추출추출추출추출    

 

 

5.1 개요 

 

본 평가에 포함된 HPV PCR-RFMP 관련 문헌 2개 이외의 원자료 2개에 대한 주요 자료추

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는 출판년도 및 제1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추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추출의 기본 서식을 소개하였다. 각 문

헌의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기본 서식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으나 

원자료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확인가능한 부분만을 기술하였

다. 

 

5.1.1 HPV PCR-RFMP 문헌 

 

연번 출판년도 저자 연구목적 연구 장소 비교 검사 근거수준 

1 2006 Jung et al  조기 진단 한국 HPV DNA Microarray 2- 

2 2007 Lee et al 진단 정확 한국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2- 

3 2004 - 진단 정확 한국 염기서열검사 원자료 

4 2007 - 진단 정확 한국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염기서열검사 
원자료 

 

 

5.2 자료추출 서식과 내용 

 

5.2.1 기본 서식 
 

선택문헌에 대한 자료추출은 연구대상에 대한 구분없이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

게 기본서식을 마련하였으며, HPV PCR-RFMP의 진단정확성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2×2표’

를 기술함으로 진단법의 타당도 결과를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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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 진단의 정확성(검체)  

  

  참고기준   참고기준 

  D＋ D－   D＋ D－ 

T＋   T＋    

T－   

 

T－   

  

▪ 검사법간의 일치율(%) 

  

  

  

  

  

제1저자 

 

출판년도 

 

 

▪ 연구유형  

   

 

▪ 연구기간 

 

 

▪ 연구기관 

 

 

▪ 연구장소 

 

 

▪ 질평가 

  결과 (  ) 

▪ 연구대상 

   

 

▪ 대상 특성 

   

 

 

▪ 참고기준 

 

 

 

▪ 비교검사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HPV PCR- 
RFMP         

        
비교검사 

        

진단기준 D+:  

 

    

5.2.2 자료추출 내용 
 

구 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 진단의 정확성(검체)  
  

  염기서열

검사 

  염기서열 

검사 

  D＋ D－   D＋ D－ 

T＋ 39 0 T＋ 39 6 RF

MP T－ 0 11 

HC

Ⅱ T－ 0 5 

  

▪ 검사법간 일치율(%) 

-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  

HPV PCR-RFMP- 98% (45/50)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88% (44/50) 

- HPV PCR-RFMP법과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간의 일치율 - 88%(44/50) 

  

Lee EH 
 
 

출판년도 

2007 

 

▪ 연구유형  

진단법 

평가연구 
 

 

▪ 연구기간 

2003.2.~ 

2003.9월 
 
 

▪ 연구기관 

단일기관 
 
 

▪ 연구장소 

한국 
 
 

▪ 질평가 

  결과 (-) 

▪ 연구대상 

환자수= 50명 

연령=언급없음 
 
 

▪ 대상 특성 

HPV PCR 양

성인 대상자 

 

 

▪ 참고기준 

염기서열검사 
 
 

▪ 비교검사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1.00 1.00 1.00 0.55 - - 1.00 - HPV PCR- 
RFMP (0.96-1..00) (0.84-1..00) (0.96-1..00) (0.84-1.00) NA NA (0.93-1.00) NA 

1.00 0.46 0.87 1.00 1.83 0.00 0.88 - 
HC assay (0.95-1.00) (0.27-0.46) (0.82-0.87) (0.61-1.00) (1.31-1.83) (0.00-0.18) (0.80-0.88) NA 

진단기준 D+: 염기서열검사에서 HPV 고위험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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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 진단의 정확성(검체) 
  

  해부병리 

조직검사 

  해부병리 

조직검사 

  D＋ D－   D＋ D－ 

T＋ 94 3 T＋ 86 8 RF 

MP 
T－ 30 37 

DNA 

chip 
T－ 38 32 

  

▪ 검사법간 일치율(%) 

- HPV RFMP법과 HPV DNA Microarray간의 일치율         

84.8%(139/164) 

  

Jung HJ 
 
 

출판년도 

2006 

 

 

▪ 연구유형  

진단법 

평가연구 
 
 

▪ 연구기간 

2003.3.~ 

2003.12월 
 

 

▪ 연구기관 

단일기관 
 
 

▪ 연구장소 

한국 
 
 

▪ 질평가 

  결과 (-) 

▪ 연구대상 

환자수= 164명 

연령=45.4세 

 

 

 

 

 

▪ 참고기준 

해부병리

조직검사 

 

 

▪ 비교검사 

HPV DNA 

microarray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76 0.93 0.97 0.55 10.1 0.26 0.80 38.64 HPV PCR- 
RFMP (0.72-0.77) (0.82-0.97) (0.93-0.99) (0.49-0.58) (3.97-29.28) (0.23-0.34) (0.75-0.82) (11.72-125.97) 

0.69 0.80 0.92 0.46 3.47 0.38 0.72 9.05 HPVDNA 
microarray (0.65-0.72) (0.67-0.89) (0.86-0.95) (0.39-0.51) (2.00-6.58) (0.61-0.52) (0.66-0.76) (3.87-21.10) 

진단기준 D+: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 이상(ASCUS+) 
    

    

    

    

      

▪ 진단의 정확성(검체)  

  염기서열검사  

  D+ D-  

T+ 90 1  RF 

MP T- 0 40  

   

▪ 검사법간 일치율(%) 

-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 - 99.2%(130/131) 

 

출판년도 

2004 
 
 

원자료 

▪ 연구유형  

진단법 

평가연구 
 

▪ 연구기간 

2003.9.24/ 

2004.2.17 
 

▪ 연구기관 

2개 기관 
 

▪ 연구장소 

한국 

▪ 연구대상 

검체수= 131개 
 
 

 

 

▪ 참고기준 

염기서열검사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1.00 0.98 0.99 1.00 41.0 0.00 0.99 - HPV PCR- 

RFMP (0.98-1.00) (0.92-0.98) (0.97-0.99) (0.95-1.00) (12.61-41.0) (0.00-0.03) (0.96-0.99) NA 

진단기준 D+: 염기서열검사에서 HPV 고위험군 양성 
    

      

▪ 검사법간 일치율(%) 

- 염기서열검사와의 일치율  

HPV PCR-RFMP- 73.6% (441/599)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89.9%(98/109) 

 

 

출판년도 

2007 
 
 

원자료 

▪ 연구유형 - 진단법평가연구 

▪ 연구기간 - 2005.10.15 

~2006.2.28 

▪ 연구기관 - 5개 기관 

▪ 연구장소 - 한국 

▪ 연구대상 - 검체수= 604개 

▪ 참고기준 

염기서열검사 
 
 

▪ 비교검사 

HPV Hybrid 

Capture Ⅱ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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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6   6   6   6  배제된배제된배제된배제된    문헌문헌문헌문헌    목록과목록과목록과목록과    사유사유사유사유    

 

 

6.1 개요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들과 그 배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각 문헌은 국내와 국외를 구

분하여 제 1저자를 기준으로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나열하였다. 실제 중복 검색된 문헌 외, 

배제기준에 의해 제외된 문헌은 총 80개(국내 58개, 국외 22개)로 해당 문헌의 목록과 사유

를 기술하였다. 

 

 

6.2 배제된 문헌목록과 사유 
 

6.2.1 국내 
 

  1.  Kang BK, Lee SH, Shin JY.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umor Necrosis Factor-α Gene 

Polymorphism and Obese Patients. 대한한의학회지 2005; 26: 85-92.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  권동진, 유영옥, 김대훈, 김재훈, 박동춘, 이희중, 김은중, 김진홍. 한국 폐경여성에서 골밀

도와 Osteoprotegerin 유전자 A^(163)G, T^(950)C 다형성 연구. 대한폐경학회지 2003; 9: 238-

244.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3.  권동진, 유영옥, 김대훈, 조현희, 박원종, 김장흡, 임용택, 김은중,이진우,김진홍. 한국인 폐

경 여성에서 비타민 D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및 

Interleukin-6 유전자 다형성과 골밀도.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 46: 913-921.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4.  권동진, 유영옥, 김대훈, 조현희, 김장흡, 임용택, 김은중, 김진홍. 한국 폐경여성에서 골밀

도와 Osteoprotegerin 유전자 A163G, G1181C 다형성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 46: 

1560-1566.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5.  김인규, 강창모, 유태우, 박병주, 강흥식, 이행신, 김초일, 조현찬, 배상훈,박상철. 한국 폐경 

후 여성에서 유전자 다형성과 골밀도의 연관성: 유전자 상호작용. 대한내과학회지 2001; 

60: 421-431.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6.  김강모, 오흥범, 임영석, 이한주, 정영화, 이영상, 김수옥, 정현재, 김은옥, 홍선표, 유왕돈, 

서동진. 제한효소질량다형성 분석을 통한 한국인 환자에서의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형 6

형 동정. 대한간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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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논문초록만 발표된 연구 

  7.  김경오, 박기호, 임형준, 김진용, 연종은, 박종재, 김재선, 변관수, 이창홍, 유왕돈, 김석준, 

홍선표, 김수옥. 포스터 발표 : Lamivudine 내성 변이종의 발생과 Viral Breakthrough에 관한 

연구 -내성 변이종의 genotype 과 phenotype의 연관성. 대한간학회지. 2003; 9: 88. 

배제사유 : 논문 초록만 발표된 연구,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8.  김경오, 임형준, 김진용, 연종은, 박종재, 김재선, 변관수, 이창홍, 정현재, 김석준, 유왕돈, 

홍선표, 김수옥. 구연 :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를 이용한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법. 대한간학회지 2003; 9: 54.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9.  김미정, 서영성. 6 Uncoupling Protein 3 유전자 다형성과 비만 및 혈중 지질 농도와의 관계. 

대한비만학회지 2003; 12: 44-53.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 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0.  김연호. Lamivudine 내성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Adefovir 치료 중 발생된 약제 내성 변이 

발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1.  김일섭. Menadione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Saccharomyces cerevisiae KNU-

5377 균주의 생리학적인 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7.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2.  김재한, 윤석기, 김철희, 변동원, 김영선, 서교일, 유명희. 정상한국인에서 Uncoupling Protein 

1 유전자 및 B3 -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다형성과 체내 에너지 대사와의 관계. 당뇨

병 1999; 23: 803-813.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3.  김정구, 구승엽, 지병철, 서창석, 김석현, 최영민, 문신용. 한국 폐경여성에서 osteoprotegerin 

(OPG)-receptor activator of NF-kB Ligand (RANKL) 유전자 다형성과 호르몬치료 후 골밀도 변

화 사이의 연관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7: 50: 901-911.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4.  김정구, 구승엽, 김석현, 최영민, 문신용, 이진용. 한국 폐경여성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

자 BstBI 다형성과 골밀도 및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골반응도 사이의 연관성. 대한산부인

과학회지 2004; 47: 656-662.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5.  김정구, 김석현, 최영민, 문신용, 이진용. 한국 폐경여성에서 비타민 D 수용체 유전자 다형

성과 호르몬대체요법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과의 연관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 46: 

984-990.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6.  김혜순, 이인규, 서영성. 멜라노코닌-4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과 비만과의 관계. 대한당뇨

병학회지 2003; 27: 123-131.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7.  김정구, 지병철, 구승엽, 서창석, 김석현, 최영민, 문신용. 한국 폐경여성에서 interleukin-1계 

유전자 다형성과 호르몬 치료후 골밀도 변화사이의 연관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5; 48: 

1950-1961.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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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정구, 구승엽, 지병철, 서창석, 김석현, 최영민, 문신용. 한국 폐경여성에서 calcitonin 수용

체 유전자 AluI 다형성과 골밀도 및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골 반응도사이의 연관성. 대

한산부인과학회지 2005; 48: 1476-1483.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19.  김정구, 구승엽, 김석현, 최영민, 문신용, 이진용. 한국 폐경여성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

자 BstBI 다형성과 골밀도 및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골반응도 사이의 연관성. 대한산부인

과학회지 2004; 47: 656-662.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0.  김재택, 최승진, 오연상, 신순현, 이미경, 박애자. 제 2형 당뇨병 및 비만증 환자에서 Inter-

leukin-6의 유전자 다형성. 대한당뇨병학회지 2001; 25: 337-342.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1.  Koh JM, Jung MH, Hong JS, Park HJ, Chang JS, Shin HD, Kim SY, Kim GS. Association between 

Bone Mineral Density and LDL Receptor-Related Protein 5Gene Polymorphisms in Young Korean 

Men.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04; 19: 407-412.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2.  남길남. Metabolic Uncoupler가 잉여 슬러지 저감과 질소제거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

학원. 2003.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3.  박영민, 지승일, 홍선표, 김수옥, 박상종, 유왕돈. 포스터 발표 ; 바이러스성 간염, B&C형 : 

Peptide Nucleic Acid-clamped PCR 및 MALDI-TOF RFMP를 이용한 YMDD 돌연변이 바이러

스의 검출 및 라미부딘 치료전 혈청내 YMDD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빈도. 대한간학회

지 2006; 12: 87. 

배제사유 : 논문 초록(abstract)만 발표된 연구,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24.  박희등. EFFECT OF DISSOLVED OXYGEN ON AMMONIA-OXIDIZING BACTERIAL COM-

MUNITIES IN ACTIVATED SLUDGE.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2005.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5.  Park SK, Choi ES. Association Between Nasal Polyp and -308, -238 Tumor Necrosis Factor-alpha 

Polymorphism.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4; 47: 139-142.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6.  변석호, 오현섭, 안보영, 홍선표, 김진국, 권오웅. 한국인의 혈관내피성장인자 3  ̀ 비번역 부

위의 유전자 다형성과 당뇨망막증과의 상관성. 대한안과학회지 2005; 46: 1911-1918.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7.  손용학, 유수진, 양진혁, 황상현, 홍선표, 오흥범. HBV YMDD 돌연변이 검출을 위한 염기

서열분석법과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법의 비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4; 

24: 320-326.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28.  신지현. 한국인에서 분리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특성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의 대

안적 치료로서 난황 항체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  Um JY, Kang BK, Lee SH, Shin JY, Hong SH, Kim HM. Polymorphism of the Tumor Necrosis Factor 

Alpha Gene and Waist-Hip Ratio in Obese Korean Women. 분자세포학회지 2004; 18: 340-345.   

배제사유 :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HPV유전자형검사(PCR-RFMP)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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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오세용, 김병익, 유태우, 우희연, 박효선, 김홍주, 조용균. 제한효소분절 질량 다형성(RFMP)

과 TRUGENE 방법에 의한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의 비교. 대한내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5. 

배제사유 : 논문 초록(abstract)만 발표된 연구, 자궁경부암 대상이 아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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