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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a 제품 설명서 

 

용도 
Sofia S. pneumoniae FIA는 폐렴 환자의 소변 시료에서 폐렴연쇄구균 항원의 정성 검출을 위한 면역 형광법을 
사용합니다. 검사 결과는 폐렴구균성 폐렴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폐렴연쇄구균 감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환자의 임상 평가 및 기타 진단 절차에서 확인된 
정보와 함께 사용됩니다. 
 
요약 및 설명 
폐렴연쇄구균(SPN)은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주요 원인입니다.1,2  SPN 은 상기도감염에서 침습성 

폐렴구균성 질병까지 광범위한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SPN 감염은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계에서 매년 약 160 만 명의 사람들이 폐렴구균성 질병으로 사망하며 이중 100 만 명이 5 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³  
 
검사 원리 
Sofia S. pneumoniae FIA는 Sofia분석기와 함께 사용하는 형광면역분석법 기반의 측방 유동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폐렴연쇄구균 세포 벽 폴리사커라이드 항원(CWPS) 유형 1 및 2에 특이적인 정제된 토끼 
다클론성 항체를 사용하여 CWPS 항원을 포착 및 검출합니다. 모든 폐렴연쇄구균 혈청형에서 다양한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CWPS 항원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카세트의 샘플 웰에 넣습니다. 검사 카세트는 자동 
정의된 생성 시간 동안 Sofia분석기 내부에 두거나(WALK AWAY 모드), Sofia분석기 안에 넣기 전에 벤치 
탑으로 미리 배양합니다(READ NOW 모드). Sofia분석기는 검사지를 스캔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형광 신호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Sofia분석기는 검사 결과(양성, 음성 또는 무효)를 화면에 표시하며 통합 
프린터로 결과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시약 및 재료 
25-검사 키트:  
 개별 포장된 검사 카세트(25): 토끼 다클론성 항폐렴연쇄구균  
 정량 피펫, 120 μL (25) 
 폐렴연쇄구균 양성 대조액 (1): 용액에는 비전염성 폐렴연쇄구균 항원과 완충제가 들어 있습니다. 
 음성 대조액 (1): 용액에는 C형 연쇄구균 항원과 완충제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설명서(1) 
 간편 참조 지침(1) 
 QC 카드(키트 상자에 있음) 
 인쇄 용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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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안에 제공되지 않는 필수 재료 
 Sofia분석기 
 칼리브레이션 카세트(Sofia분석기 설치 팩과 함께 제공) 
 설치 팩 
 READ NOW 모드에서 사용할 타이머 또는 시계 
 시료 용기 

 
경고 및 주의사항 
 본 키트는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키트 내용물을 상자 겉면에 인쇄된 유효 기간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자 샘플 및 사용한 키트 내용물의 채취, 취급, 보관 및 폐기 시 적절한 주의사항을 준수 합니다.4 
 환자 샘플 취급 시 니트릴 또는 라텍스(또는 동등물) 장갑을 착용 하십시오.4 
 사용한 검사 카세트나 정량 피펫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는 검사 카세트를 즉시 사용할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사 
카세트의 포일 파우치를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손상된 검사 카세트나 재료는 모두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제품설명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정 카세트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포일 보관 파우치에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 용량이 부족하거나 시료를 잘못 보관, 운반하면 키트의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 및 취급 절차에는 특별한 교육 및 지침이 필요합니다. 
 검사 카세트의 바코드에 아무 것도 쓰지 마십시오. 이는 실시될 검사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Sofia분석기가 사용합니다. 
 검사 카세트를 두 번 이상 스캔하지 마십시오. 검사 카세트의 바코드에는 Sofia분석기가 이전 스캔한 
검사 카세트를 다시 판독하지 않도록 고유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카세트를 두 번 이상 스캔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검출 시약은 형광 물질이므로 검사지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해하려면 
Sofia분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는 적절한 환기시설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용기 및 미사용 내용물은 연방 정부 및 현지 규정 요건에 맞게 폐기해야 합니다. 
 이 키트의 내용물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용 의복, 장갑, 안구/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이 키트 내의 물질에 대한 위험 기호, 안전, 취급 및 폐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quidel.com에 있는 안전 
자료(SDS)를 참조하십시오. 
 

키트 보관 및 유효성 
이 키트는 15°C~30°C(59°F~86°F)의 실내 온도에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키트 내용물은 
외부 상자에 인쇄된 유효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냉동하지 마십시오. 

정도 관리 
Sofia분석기 및 검사 카세트의 정도 관리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Sofia분석기 보정 검사 절차, 내장된 절차적 
관리 기능 및 외부 정도 관리.  

Sofia분석기 보정 절차 
보정 절차는 특별한 칼리브레이션 카세트를 사용하여 Sofia분석기 광학 및 계산 시스템을 확인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칼리브레이션 카세트는 Sofia분석기 설치 팩과 함께 제공됩니다.   

중요: 칼리브레이션 카세트는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는 제공된 보관 파우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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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ia분석기 보정 절차를 실시하려면 기본 메뉴에서 “Calibration”을 선택합니다.  

 

2. 표시된 내용에 따라 칼리브레이션 카세트를 Sofia분석기에 삽입한 후 함을 닫습니다. Sofia분석기는 
사용자의 조작 없이 보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Sofia분석기는 보정이 완료되면 전시화면에 완료를 표시합니다. 기본 메뉴로 돌아가려면 OK를 선택합니다. 

메모: 보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장 감독이나 Quidel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태평양 시간: 월~금, 오전 
7시~오후 5시). 태평양 시간, 전화: 800.874.1517(미국); 858.552.1100 (기타 국가); 팩스: 858.455.4960; 
customerservice@quidel.com (고객 지원부); technicalsupport@quidel.com (기술 지원부); 또는 현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내장된 절차적 관리 
Sofia S. pneumoniae FIA에는 절차적 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이 절차적 관리 
부위를 Sofia분석기에서 스캔하며 그 결과를 Sofia분석기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매일 검사하는 최초 시료에 대해 이 내장된 절차적 관리의 결과를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는 각 검사 결과와 함께 Sofia분석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절차적 관리를 통해 얻은 유효한 결과는 검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고 검사 카세트 기능의 온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증 시켜 줍니다. 절차적 관리는 검사 카세트를 10분 동안 스캔한 후 해석됩니다.  검사가 잘못 
진행되면 Sofia 분석기는 결과의 무효성을 표시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 절차를 검토한 후 새 환자 샘플 및 새 
검사 카세트로 검사를 다시 합니다. 

mailto:customerservice@quidel.com
mailto:customerservice@quidel.com
mailto:technicalsupport@quidel.com
mailto:technicalsupport@qui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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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정도 관리 
외부 정도 관리 기능을 통해 시약 및 분석 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능은 
교육 받지 않은 새 검사자가 있거나, 새로 키트를 받거나(공급 받은 각 로트를 검사하는 경우), 내부 정도 관리 
절차 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관련 규정 또는 인가 절차에 따라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정도 관리 기능을 실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본 제품설명서, Sofia분석기 사용자 설명서 및 외부 정도 
관리 세트의 각 지침을 따릅니다.  
 
외부 정도 관리 검사 절차 
1. 기본 메뉴에서 Run QC를 선택합니다. 

 

2. 화면의 지침에 따라 QC 카드(키트 상자 내)를 스캔합니다. 
3. 사용자는 Sofia분석기에 표시되는 모드(WALK AWAY 또는 READ NOW)를 선택하여 외부 대조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절차를 통해 각 대조 용액을 검사합니다. 양성 대조액을 먼저 실시한 후 음성 대조액을 실시해야 
합니다.  
a. 양성 대조 용액 3 방울을 검사 카세트 샘플 웰에 추가하여 양성 대조 카세트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Sofia분석기 화면 지침에 따라 양성 대조 카세트를 스캔 및 분석합니다. 
b. 음성 대조 용액 3 방울을 검사 카세트 샘플 웰에 추가하여 음성 대조 카세트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Sofia분석기 화면 지침에 따라 음성 대조 카세트를 스캔 및 분석합니다. 
5. 양성 및 음성 대조액을 모두 실행했으면 결과가 “Passed" 또는 “Failed"로 표시됩니다. 

 
QC 검사 결과 중 하나라도 실패인 경우 환자 샘플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환자 샘플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다시 하거나 환자 시료를 검사하기 전에 Quidel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양성 및 
음성 대조액이 모두 검사를 실패한 경우 양성 및 음성 대조액으로 모두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나의 
대조액만 실패한 경우 양성 및 음성 대조액에 대해 검사를 모두 다시 실시하거나 실패한 대조액에 대한 
검사만 실시해도 됩니다. Sofia분석기 전시화면에서 “Skip”을 선택하여 이전에 통과한 대조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한 대조 검사는 QC 결과에 “unknown”으로 표시됩니다. 
 
추가 외부 정도 관리용 대조액은 Quidel 고객 지원부(미국: 800.874.1517 또는 기타 국가: 858.552.1100)로 
문의하여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예시는 무효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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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소변 샘플 채취 및 보관  
소변 시료는 표준 시료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붕산을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취 후 곧바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15°C ~ 30°C)에서 보관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2°C ~ 8°C 에서 냉장 보관하거나  –20°C로 냉동한 후 15일 이내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냉동된 샘플은 완전 
해동한 후 검사에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  
주의사항 
샘플 검사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검사 카세트가 들어 있는 호일 파우치를 개봉하지 마십시오.  검사 
카세트를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모든 샘플은 평가 전 실온화 되어야 합니다. 
사용할 때에는 개별 검사 포장 또는 외부 상자의 겉면에 있는 유효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라벨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키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Sofia분석기를 원하는 모드로 설정합니다: WALK AWAY 또는  

READ NOW.  자세한 내용은 “Sofia분석기 사용”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2. 제공된 정량 피펫에 환자 샘플을 채웁니다.  
 
정량 피펫에 환자 샘플을 채우려면: 
a) 상단 원형부를 단단히 누릅니다.  
b) 누르면 피펫 끝을 샘플에 넣습니다. 
c) 피펫 끝을 액체 샘플에 넣은 채  
누른 원형부를 놓아 피펫을 채웁니다. 

 
3. 상단 원형부를 단단히 눌러 정량 피펫의 내용물을 검사 카세트 샘플 
웰에 모두 넣습니다.  액체가 아래 넘침용 원형부로 흘러도 괜찮습니다.  
 
메모: 정량 피펫은 정확한 양의 액체 샘플을 담아 카세트에 분주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피펫은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로 폐기합니다. 
 

4. 검사를 완료하려면 다음 섹션인 “Sofia분석기 사용" 에서 계속하십시오. 
 
SOFIA 분석기 사용 
WALK AWAY/READ NOW 모드 
사용 방법은 Sofia 분석기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ofia분석기는 WALK AWAY 및 READ NOW 모드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모드의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WALK AWAY 모드 
WALK AWAY 모드인 경우 사용자는 검사 카세트를 Sofia분석기에 즉시 삽입합니다.  그런 다음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10분간 기다립니다.  이 모드에서 Sofia분석기는 검사 결과를 스캔한 후 표시하기 전에 검사 생성 
시간으로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READ NOW 모드 
검사를 10분 동안 스캔한 후 Sofia 분석기에 넣습니다. 
 
사용자는 우선 검사 카세트를 카운터나 벤치 탑에 10분 동안 둔 후 이 스캔 단계의 시간을 수동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검사 카세트를 Sofia분석기에 삽입합니다.  READ NOW 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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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a분석기는 스캔한 후 1분 이내 검사 결과를 표시합니다. 메모: 결과는 10분의 권장 스캔 시간 이후 추가 
10분 동안 유지될 것 입니다. 
   
검사 실시  
1.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사용자 ID를 입력하거나 키 패드를 사용하여 직접 입력하십시오. 

 
메모: 잘못된 바코드를 잘못 스캔한 경우 Sofia 분석기 키 패드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필드를 
다시 강조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 올바른 바코드로 다시 스캔하면 이전 스캔한 바코드가 새 바코드로 
덮어쓰입니다. 
 

  

2.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환자 ID나 Order #(발주 번호)를 입력하거나 키 패드로 직접 입력합니다. 
  

     

 
3. Start Test를 누르면 Sofia분석기 함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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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LK AWAY 또는 READ NOW 중 원하는 스캔 모드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준비된 환자 검사 
카세트를 Sofia분석기 함에 삽입한 후 천천히 닫습니다. 
 

 

 
5.  Sofia 분석기는 자동으로 시작되며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WALK AWAY 모드인 경우 검사 결과는 

10분 이내 전시화면에 표시됩니다. READ AWAY 모드인 경우 검사 결과는 1분 이내 전시화면에 
표시됩니다. 결과 해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결과 해석 
검사가 끝나면 결과가 Sofia분석기 전시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이 옵션이 선택된 경우 통합 프린터로 
자동으로 인쇄됩니다.  형광물질인 검사 라인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Sofia분석기 전시화면에 절차적 컨트롤의 결과가 “valid” 또는 “invalid”로 표시되며 폐렴연쇄구균 검출 
결과도 양성 또는 음성으로 표시됩니다. 절차적 관리 검사 결과가 “invalid”인 경우 새 검사 카세트로 환자 
샘플을 다시 검사합니다. 
 
양성 결과: 

  

 

예: 이 예시는 WALK AWAY 모드의 검사 시간이 9분 
44초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Sofia 분석기는 10분 후 
결과를 표시합니다. 

예: 이 예시는 폐렴연쇄구균에 대한 유효한 양성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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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결과:  

  
무효한 결과:  

 

무효한 결과: 검사 결과가 무효한 경우 새 환자 샘플 및 새 검사 카세트를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한계점 
 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검사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자 샘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면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키트의 내용물은 소변에서 폐렴연쇄구균 항원 검출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검사는 생육(살아 있는) 및 비생육 폐렴연쇄구균을 모두 검출합니다.  검사의 성능은 시료 내 항원의 
양에 따라 좌우됩니다. 

 음성 검사 결과는 샘플 내 항원이 검사의 검출 한계 미만이거나 샘플을 잘못 채취 또는 운반한 경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검사 수행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임상 데이터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어도 다른 병원균과의 이중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특정 폐렴연쇄구균 혈청군을 식별하지는 못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비 폐렴연쇄구균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사의 성능은 감염 증상 및 징후가 없는 환자에 대한 사용에 대해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양성 및 음성 예상 값은 유행에 크게 좌우됩니다. 질병의 유행이 심하고 폐렴연쇄구균 활동성이 가장 
높은 동안에는 음성 검사 결과가 잘못된 가능성이좀 더 높습니다. 질병의 유행이 중간 이하이고 
폐렴연쇄구균 활동이 낮은 동안에는 양성 검사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예상 값 
폐렴연쇄구균 검사에서 관찰된 양성 비율은 검체 취급, 사용한 검출 방법, 시기 및 질병의 유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이 예시는 무효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 이 예시는 폐렴연쇄구균에 대한 유효한 음성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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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특성 

임상 및 스파이크 시료에 대한 Sofia S. pneumoniae FIA 성능  

Sofia S. pneumoniae FIA의 성능은 251개의 임상적으로 획득한 양성 및 음성 소변 시료에 대한 맹검 패널을 
사용하여 이미 시판된 신속 폐렴연쇄구균 항원 검사와 비교되었습니다. 각 시료는 각 제품설명서에 따라 
Sofia S. pneumoniae FIA 키트와 비교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결과는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표 1 
시판된 신속항원 검사와 비교한 Sofia S. pneumoniae FIA성능 

소변 시료 

 비교 검사 양성 일치 = 100% (15/15) 

 양성 음성  (95% CI=76%-100%) 

Sofia 양성 15 10* 음성 일치 = 95.8% (226/236) 

Sofia 음성 0 226  (95% CI=92%-98%) 

합계 15 236 전체 일치 = 96% (241/251) 
(95% CI=93%-98%) 

 
* Sofia S. pneumoniae FIA를 통해 양성 판정되었고 비교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된 
10개의 검체를 여과하여 농축한 후 다시 비교 검사한 검체로, 10개의 검체 모두 비교 
검사에서 양성 판정되었습니다. 불일치 결과에 대한 추가 검사 후, 음성 일치율 = 
100%(226/226). 

 
재현성 시험 
Sofia S. pneumoniae FIA의 재현성은 별개의 두 기관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기관마다 2명의 검사자가 코드가 
부여된 여러 인공 샘플을 검사한 후 음성, 약양성, 중양성 시료를 포함하여 음성 소변 매트릭스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샘플에 대한 여러 실험실 및 자체 실험실 일치율은 100%였습니다(180/180). 
 
검출 한계 
Sofia S. pneumoniae FIA의 검출 한계(LOD)는 소변에서 검사된 정제된 폐렴연쇄구균 세포 벽 
폴리사커라이드(CWPS) 항원을 사용하여 확인되었습니다(표 2). 

표 2 
소변에서 정제된 CWPS항원을 사용한 검출 한계 

 검출 한계 
(pg/mL) 

CWPS 항원 55 

 
 
 
분석적 포괄성 
분석적 포괄성이 폐렴연쇄구균의 98개 혈청군을 사용하여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균주가 아래 

나열된 농도에서 검출되었습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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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혈청형 검출 수준 
 

혈청형 검출 한계 
1 5.00E+03 CFU/mL 
2 5.00E+03 CFU/mL 
3 5.00E+03 CFU/mL 
4 5.00E+03 CFU/mL 
5 5.00E+03 CFU/mL 
6A 3.00E+04 CFU/mL 
6B 5.00E+03 CFU/mL 
6C 5.00E+03 CFU/mL 
6D 5.00E+03 CFU/mL 
6F 5.00E+03 CFU/mL 
6G 5.00E+03 CFU/mL 
6H 5.00E+03 CFU/mL 
7F 5.00E+03 CFU/mL 
7A 5.00E+03 CFU/mL 
7B 5.00E+03 CFU/mL 
7C 5.00E+03 CFU/mL 
8 5.00E+03 CFU/mL 
9A 5.00E+03 CFU/mL 
9L 5.00E+03 CFU/mL 
9N 5.00E+03 CFU/mL 
9V 5.00E+03 CFU/mL 
10F 8.99E+03 CFU/mL 
10A 5.00E+03 CFU/mL 
10B 5.00E+03 CFU/mL 
10C 5.00E+03 CFU/mL 
11F 5.00E+03 CFU/mL 
11A 1.80E+04 CFU/mL 
11B 5.00E+03 CFU/mL 
11C 5.00E+03 CFU/mL 
11D 5.00E+03 CFU/mL 
11E 5.00E+03 CFU/mL 
12F 5.00E+03 CFU/mL 
12A 5.00E+03 CFU/mL 
12B 5.00E+03 CFU/mL 
13 5.00E+03 CFU/mL 
14 5.00E+03 CFU/mL 
15F 5.00E+03 CFU/mL 
15A 5.00E+03 CFU/mL 
15B 5.00E+03 CFU/mL 
15C 5.00E+03 CFU/mL 
16F 5.00E+03 CFU/mL 
16A 5.00E+03 CFU/mL 
17F 5.00E+03 CFU/mL 
17A 5.00E+03 CFU/mL 
18F 5.00E+03 CFU/mL 
18A 5.00E+03 CFU/mL 
18B 5.00E+03 CFU/mL 
18C 5.00E+03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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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형 검출 한계 
19F 5.00E+03 CFU/mL 
19A 5.00E+03 CFU/mL 
19B 1.20E+04 CFU/mL 
19C 5.00E+03 CFU/mL 
20 5.00E+03 CFU/mL 
20A 5.00E+03 CFU/mL 
20B 1.00E+04 CFU/mL 
21 5.00E+03 CFU/mL 
22F 1.00E+04 CFU/mL 
22A 5.00E+03 CFU/mL 
23F 5.00E+03 CFU/mL 
23A 1.00E+04 CFU/mL 
23B 5.00E+03 CFU/mL 
24F 5.00E+03 CFU/mL 
24A 5.00E+03 CFU/mL 
24B 5.00E+03 CFU/mL 
25F 5.00E+03 CFU/mL 
25A 5.00E+03 CFU/mL 
27 1.00E+04 CFU/mL 
28F 5.00E+03 CFU/mL 
28A 5.00E+03 CFU/mL 
29 5.00E+03 CFU/mL 
31 5.00E+03 CFU/mL 
32F 1.00E+04 CFU/mL 
32A 5.00E+03 CFU/mL 
33F 5.00E+03 CFU/mL 
33A 5.00E+03 CFU/mL 
33B 5.00E+03 CFU/mL 
33C 5.00E+03 CFU/mL 
33D 5.00E+03 CFU/mL 
34 5.00E+03 CFU/mL 
35F 5.00E+03 CFU/mL 
35A 5.00E+03 CFU/mL 
35B 5.00E+03 CFU/mL 
35C 5.00E+03 CFU/mL 
36 5.00E+03 CFU/mL 
37 5.00E+03 CFU/mL 
38 5.00E+03 CFU/mL 
39 5.00E+03 CFU/mL 
40 5.00E+03 CFU/mL 
41F 5.00E+03 CFU/mL 
41A 5.00E+03 CFU/mL 
38 5.00E+03 CFU/mL 
39 5.00E+03 CFU/mL 
40 5.00E+03 CFU/mL 
41F 5.00E+03 CFU/mL 
41A 5.00E+03 CFU/mL 
42 5.00E+03 CFU/mL 
43 5.00E+03 CFU/mL 
44 5.00E+03 CFU/mL 
45 5.00E+03 CFU/mL 
46 5.00E+03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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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형 검출 한계 
47F 5.00E+03 CFU/mL 
47A 5.00E+03 CFU/mL 
48 5.00E+03 CFU/mL 

 
분석적 특이성 
교차 반응성 
Sofia S. pneumoniae FIA의 성능은 소변 샘플에서 흔히 발견되는 잠재적인 교차 반응 및 간섭 유기체가 있는 
곳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본 임상시험을 통해 아래 나열된 유기체 및 농도가 Sofia S. pneumoniae FIA의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표 4). 

표 4 

분석적 특이성 및 교차 반응성 

유기체/바이러스 
농도 

CFU/mL (박테리아), TCID50/mL (바이러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2) 1.0E+06 
아시네토박터 류오피이 1.0E+06 
아시네토박터 종 1.0E+06 
아데노바이러스 3 1.0E+05 
알칼리제니즈 페칼리스 1.0E+06 
고초균 1.0E+06 
블라스토미세스 더마티티디스 현장에서 1:200 희석* 
백일해균 1.0E+06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1.0E+06 
칸디다 알비칸스 (3) 1.0E+06 
칸디다 알비칸스 스텔라토이디어 3) 1.0E+06 
디프테리아균 1.0E+06 
코리네박테리움 슈도디프테리티쿰 1.0E+06 
코리네박테리움 선조체 1.0E+06 
엔테로박터 클로아케 (4) 1.0E+06 
엔테로코커스 듀란스 1.0E+06 
엔테로코커스 아비움 1.0E+06 
엔테로코커스 패칼리스 1.0E+06 
대장균 (7) 1.0E+06 
에스케리치아 헤르마니 (2) 1.0E+06 
플라보박테리움 메닝고셉티쿰 1.0E+06 
플라보박테리움 종 1.0E+06 
가르드네렐라 바기날리스 1.0E+06 
인플루엔자균, A형 1.0E+06 
인플루엔자균, B형 1.0E+06 
인플루엔자균, C형 1.0E+06 
인플루엔자균, D형 1.0E+06 
인플루엔자균, E형 1.0E+06 
인플루엔자균, F형 1.0E+06 
인플루엔자균, 무형(4) 1.0E+06 
헤모필루스 파라헤몰리티쿠스 1.0E+06 
클렙시엘라 옥시토카 (2) 1.0E+06 
크렙시엘라 뉴모니아 (3) 1.0E+06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1.0E+06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륨 1.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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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바이러스 
농도 

CFU/mL (박테리아), TCID50/mL (바이러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1.0E+06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1.0E+06 
락토바실러스 라이키마니 1.0E+06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1.0E+06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1.0E+06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 (2) 1.0E+06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 1.0E+06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1.0E+06 
마이코박테리움 칸사시 1.0E+06 
결핵균 1.0E+06 
마이코플라스마 보비스 1.0E+06 
폐렴마이코플라스마 1.0E+06 
네이스세리아 키네레아 1.0E+06 
임균 (3) 1.0E+06 
네이스세리아 락타미카 1.0E+06 
수막염균 1.0E+06 
네이스세리아 폴리사카레아 1.0E+06 
네이스세리아 서브플라바 1.0E+06 
노카르디아 파르시니카 현장에서 1:200 희석* 
브라질파라콕시디오이디즈 현장에서 1:200 희석* 
파라인플루엔자 1 1.0E+05 
파라인플루엔자 4a 1.0E+05 
프로튜스 미라빌리스 (2) 1.0E+06 
프로튜스 불가리스 (2) 1.0E+06 
프로비덴시아 스투아르티 1.0E+06 
녹농균 (4) 1.0E+06 
슈도모나스 플루오레센스 1.0E+06 
슈도모나스 스투체리 1.0E+06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1.0E+05 
리노바이러스 1.0E+05 
살모넬라 엔테리카 (3) 1.0E+06 
살모넬라 엔테리카 아종 아리조네 1.0E+06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1.0E+06 
스핑고박테리움 멀티보룸 1.0E+06 
황색포도상구균 (6) 1.0E+06 
표피포도상구균 1.0E+06 
스타파일로코쿠스 헤몰라이티쿠스 1.0E+06 
스타파일로코쿠스 인테르메디우스 1.0E+06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파이티커스 1.0E+06 
스태필로코커스 와르네리 1.0E+06 
스태필로코커스 자일로서스 1.0E+06 
스타필로코쿠스 시우리 1.0E+06 
스타필로코커스 렌터스 1.0E+06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1.0E+06 
스트렙토콕쿠스 안지노수스 1.0E+06 
스트렙토코커스 보비스 1.0E+06 
화농성연쇄구균 (2) 1.0E+06 
연쇄상 구균 B그룹 (7) 1.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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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바이러스 
농도 

CFU/mL (박테리아), TCID50/mL (바이러스) 
스트렙토코커스 아갈락티아 (B그룹) 1.0E+06 
연쇄상 구균 C그룹  1.0E+06 
연쇄상 구균 F그룹  1.0E+06 
연쇄상 구균 G그룹  1.0E+06 
스트렙토코쿠스 무탄스 1.0E+06 
스트렙토코쿠스 파라상귀스 1.0E+06 
스트렙토코커스 산구이스 1.0E+06 
질트리코모나스 1.0E+06 

  *균사 형태의 ag, 균류 양이 많음  
 
 
간섭 물질 
소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물질은 아래 나열된 농도에서 Sofia S. pneumoniae FIA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표 5 

비간섭 물질 

물질 농도 

아세틸살리실산 3.62 mmol/L 

아목시실린 206 µmol/L 

아스코르빈산 100 mg/dL 

빌리루빈 20 mg/dL 

시프로플록사신 0.22 mg/mL 

에리트로마이신 0.067 mg/mL 

글루코오스 2000 mg/dL 

헤모글로빈 1000 µg/dL 

이부프로펜 2.425 mmol/L 

미노싸이클린 34 µmol/L 

페니실린 2 µg/mL 

단백질 - BSA 500 mg/dL 

리팜피신 0.09 mg/mL 

테트라시클린 34  µmol/L 

트리글리세라이드 37 mmol/L 

요소 2000 mg/dL 

소변 pH 5 ~ pH 9 

 
지원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800.874.1517(미국) 또는 technicalsupport@quidel.com을 통해 
Quidel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 배포자를 통해 또는 아래 번호 중 하나로 
Quidel에 직접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del.com을 참조하여 더 많은 지원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mailto:technicalsupport@quidel.com
mailto:technicalsupport@qui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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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353 (91) 412 474(대표전화) 
0 1800 200441(무료전화) 

emeatechnicalsupport@quidel.com 

오스트리아 +43 316 231239 
프랑스 0 (805) 371674 
독일 +49 (0) 7154 1593912 
네덜란드 0 800 0224198 
스위스 0 800 554864 
영국 0 800 3688248 
이탈리아 +39 (800) 620 549 
북미,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858.552.1100 technicalsupport@quidel.com 

캐나다 
437.266.1704(대표전화) 
888.415.8764(무료전화) 

technicalsupport@quidel.com 

중국 
0400 920 9366 또는 
+86 021 3217 8300 

chinatechnicalservice@qui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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