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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A 복잡성: 면제 

 
체외 진단용 
 
기호 용어집은 quidel.com/glossar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검사를 실시하려면 CLIA 면제 인증서(Certificate of Waiver)가 필요합니다. 면제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주 보건부에 연락하십시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www.cms.hhs.gov/CLIA) 웹사이트 또는 주 보건부에서 CLIA 면제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 설명서 및 품질 관리 절차를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시행할 때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검사 시스템 지침을 변경하면, 검사가 면제 분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본 사용 설명서를 폐기하지 마십시오. 디스펜서 상자당 
사용 설명서가 한(1) 부만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추가 사본은 quidel.com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는 사람 눈물에서 직접 아데노바이러스 항원(헥손 단백질)을 
육안, 정성 체외 검출하기 위한 신속한 면역 분석 검사입니다. 본 검사 기기는 급성 결막염의 빠른 감별 
진단을 돕기 위한 전문가용 검사 기기입니다.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세균에 의한 다른 
결막 감염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치료나 다른 관리 결정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39˚F~77˚F(4˚C~25˚C)에서 보관하십시오. 체내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처방 제품 
 
요약 및 설명 
형태학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는 외피 비보유 DNA 바이러스로, 정20면체 구조이고 직경은 약 
80nm입니다.1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안구, 위장 질환의 원인입니다.2-4  
 
아데노바이러스는 감염성 결막염의 흔한 원인입니다. 사람 아데노바이러스는 6개 아속 및 53개 
혈청형으로 분류됩니다.5-7 사람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의 약 1/3이 흔한 형태의 아데노바이러스 관련 
눈 감염과 연관성이 있지만8 급성 결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청형 3, 4, 8, 11, 19, 37과 관련이 
있습니다.9 각 혈청형은 다음과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청형 8, 19, 37은 유행성 각결막염의 
주범이며,10-13 혈청형 3, 4, 5, 7은 대개 어린이에게 발병하는 인두결막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10 
혈청형 1~11과 19는 비특이 여포성 결막염의 주요 원인입니다.10 하지만, 나머지 혈청형들도 
임상적으로 분명치 않은 급성 여포성 결막염 에피소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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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면역형광법과 세포 배양의 병용은 결막 시료 내 아데노바이러스를 확인하는 ‘황금 
기준’이었습니다.15 바이러스 분리는 힘든 절차 및 기술적 전문 지식을 요하며, 완료하는 데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은 세포 배양을 대신하여 아데노바이러스 검출에 점차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1,16 또한, 다양한 형태의(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유사한 
증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 진단은 종종 어렵습니다. 
 
절차 원리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는 직접 채취 미세 여과(Direct Sampling Micro-Filtration) 기술을 
활용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항원(보존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은 환자 샘플에 존재하는 경우, 
두 개 항원 특이 단일 클론 항체 사이에 확인됩니다. 첫 번째 항체는 기기의 검출 영역에 고정됩니다. 두 
번째 항체는 금콜로이드로 표지됩니다. 검출기는 결과를 얻는 데 10분이 소요되는 신속한 일회용 검사 
기기입니다.  
 
제공되는 시약 및 물품 
10회 검사용 키트:  
 개별 포장된 샘플 채취기(10) 
 개별 포장된 검사 카세트(10)  
 완충액 바이알(10): 0.1% 아지드화나트륨(방부제)이 함유되어 있는 완충 생리식염수 
 사용 설명서(1) 
 빠른 참조 지침(1)(미국만) 
 
샘플 채취기(A)는 개별 포장된 멸균 부품으로, 검사 카세트(B)에 쉽게 조립됩니다. 검사 카세트(B)는 
샘플이 측면 유동 분석 스트립으로 올바로 이동되게 합니다.   
 

 
 

 
 
키트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 
 타이머  
 장갑 
 품질 관리 물품(외부 대조 물질에 관한 섹션 참조) 
 
경고 및 주의 사항 
 체외 진단 전용. 처방 제품. 
 검사 카세트와 샘플 채취기는 사용 직전까지 포일 파우치에 보관하십시오.  
 채취용 플리스에 사용되는 Dacron®(데이크론)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자 샘플 취급 시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따르십시오.   
 키트 내용물 취급 시 적절한 보호용 의복, 장갑, 안구/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샘플 
채취기 

(A) 

검사 
카세트 

(B) 

완충액 
바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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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와 완충액 바이알은 모두 일회용입니다. 여러 시료에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는 육안 판독을 요합니다. 색각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판독하지 마십시오.  

 불빛이 밝은 환경에서 결과를 판독하십시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샘플 채취기, 검사 카세트, 완충액은 일회용입니다. 
 용기 및 미사용 내용물은 연방, 주, 현지 규정 요건에 맞게 폐기해야 합니다. 
 키트 내의 물품에 대한 위험 기호, 안전, 취급 및 폐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quidel.com에 있는 
안전 자료(SDS)를 참조하십시오. 

 
키트 보관 및 안정성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를 39˚F~77˚F(4˚C~25˚C)에서 보관하십시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와 완충액은 겉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유효 기간까지 안정적입니다.  
 
품질 관리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에는 절차 대조 물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일일 품질 
관리를 위해, Quidel은 매 검사 당일 첫 샘플에 대해 이러한 내부 절차 대조 물질을 점검했음을 
문서화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절차 대조 물질  
사용하지 않은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기기의 샘플 이동 창(G)에 있는 검사 스트립에는 
보라색 흐름 표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기기는 결과 창(H)에 옅은 주황색 선 두(2) 개가 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고 시약이 제대로 작용하면, 대조 영역에 파란색 선이 나타납니다.  
 이는 검사의 정상 기능 여부를 보여 줍니다. 
 
대조 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검사가 올바로 사용 및 실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검사는 대조 선이 
반드시 나타나야 유효합니다. 대조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검사를 무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새로운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검사 기기를 사용해 눈물 샘플 채취를 반복해야 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 창(H)을 가로지르는 보라색 액체 흐름이 관찰됩니다. 결과 창(H) 안의 
배경이 흰색이 되고 10분이 지나면, 검사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배경에 줄무늬 액체 
흐름이 있으면, 5~10분 더 있다가 판독하십시오. 결과 창(H)에서 배경 색을 제거하면 음성 배경 
대조입니다. 
 
외부 대조 물질  
양성 및 음성 외부 대조 물질은 Quidel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대조 물질은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의 검출 한계에 가까운 농도의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과 생체 
시료를 자극하기 위한 추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음성 대조 물질은 세정제 및 생체 시료 자극을 위한 
단백질이 함유된 완충액으로 구성됩니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외부 대조 물질을 검사하려면 샘플 채취기의 채취용 플리스를 
대조 바이알에 살짝 담가야 합니다. 대조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 기기를 조립하고 활성화하고 임상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독하십시오. 
 
다음의 경우, 양성 및 음성 외부 대조 검사를 모두 실시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각 새로운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로트 번호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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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새로 수령한 배송물마다 1회  
 각 새로운 미숙련 검사자가 환자 샘플을 검사하기 전 1회 
 
현지, 주, 연방 규정 또는 인증 기관의 요건에 따라 추가 대조 검사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QC 검사에 대한 지침은 CLSI 문서 EP12-A2 및 42 CFR493.1205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대조 물질 검사 방법에 대한 지침은 외부 대조 물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각 외부 대조 
물질마다 포장 겉면에 유효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대조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대조 검사를 반복하거나 Quidel 기술 지원부(미국: 800.874.1517 
또는 기타 국가: 858.552.1100)로 문의하십시오. 

추가 외부 대조 물질은 Quidel 고객 지원 서비스(미국: 800.874.1517 또는 기타 국가: 858.552.1100)로 
문의하여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 
유효 기간: 모든 포장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포일 파우치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포일 파우치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벨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검사 기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검사 준비  
각 포일 파우치를 절취선을 따라 뜯어서 개봉한 후 내용물을 꺼냅니다. 검사 카세트 본체(D)에서 보호용 
캡(F)을 제거합니다. 환자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는 채취용 멸균 플리스(C)를 만지지 마십시오.  
 
 
 
 

샘플 채취기 
 
 
 
 
 
 

검사 카세트 
 
샘플 채취  
1. 샘플 채취기 밑에 있는 채취용 플리스(C)를 찾습니다.  
2. 안구 마취제나 기타 국소 약품을 눈에 사용한 경우, 5분 이상 기다린 후에 샘플을 채취하십시오. 
환자의 눈꺼풀을 부드럽게 아래로 당겨 눈꺼풀 안쪽(안검결막)이 노출되게 합니다. 
 

채취용 
플리스(C) 

샘플 이동 창 (G) 
 

검사 카세트 본체(D) 
 

흡수 팁(E) 
보호용 캡(F) 포함 

 

결과 창(H)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5 / 12 페이지 

 
 

3. 채취용 플리스(C)를 안검결막을 따라 여러 부위에 대고 6~8회 부드럽게 꼭꼭 누르고 문지른 다음, 
결막에 대고 추가로 5초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채취용 플리스가 촉촉해집니다.  

 
눈물로 포화가 되면, 플리스가 반짝입니다. 눈물의 양과 구성 성분에 따라, 플리스가 흰색 또는 
군데군데 분홍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리스가 포화되지 않아 반짝이지 않으면, 채취용 
플리스(C)를 안검결막에 대고 추가로 4~6회 부드럽게 꼭꼭 누르고 문지릅니다.  
 
검사 기기 조립  
1. 검사 카세트 본체(D)와 보호용 캡(F)이 포함된 검사 카세트를 찾습니다.  
2. 샘플 채취기의 채취용 플리스(C)를 검사 카세트 본체(D)에 있는 샘플 이동 창(G)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 검사 기기를 조립합니다.   

3. 필요한 경우, 검사 기기가 고정될 때까지 단단히 누릅니다. 두 번 딸깍 소리가 나면 검사 기기가 
적절히 조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 실시  
참고: 검사 카세트를 개봉한 후 1시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 기기를 조립하고, 완충액을 
넣어야 합니다. 
1. 검사 카세트에서 보호용 캡(F)을 제거합니다. 완충액 바이알을 개봉합니다. 흡수용 팁(E) 외에 검사 
기기의 어떤 부분도 완충액 바이알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2. 흡수용 팁(E)을 완충액 바이알에 20초 이상 담급니다. 
 

 
 
 
 
 
 
 
 
 
 

 
3. 완충액 바이알에서 흡수용 팁(E)을 꺼내고, 보호용 캡(F)을 다시 끼우고, 검사 기기를 10분 동안 
수평면에 평평하게 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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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판독 
참고: 10분 이상 소요되는 결과 생성 시간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 결과를 판독하지 마십시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 창(H)을 가로지르는 보라색 액체 흐름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분석 판정 기준치는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의 연속 
희석으로 측정하였고, 검사당 6ng/ml 또는 60pg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40~50개 아데노바이러스와 
동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 창(H) 안의 배경이 흰색이 되고 10분이 지나면, 검사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배경에 줄무늬 액체 흐름이 있거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5~10분 더 있다가 판독하십시오. 검사 
결과는 검사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판독해야 합니다. 12시간 이후에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육안 판독하려면, 불빛이 밝은 환경에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결과 창(H)에 다음과 같이 두(2) 개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대조 선과 결과 선. 대조 선은 
대조 영역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대조 선은 검사가 올바로 사용 및 실행되었음을 의미하며, 
검사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양성 결과  
대조 영역의 파란색 선과 결과 영역의 빨간색 선이 모두 나타나면, 양성 결과를 
의미합니다. 빨간색 선이 고르지 않거나 불완전한 이유는 눈물이 채취용 플리스(C)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선의 색이 희미하거나, 검사 스트립의 폭에 
걸쳐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색이 고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양성으로 판독해야 
합니다. 양성 결과는 눈물에 아데노바이러스 항원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성 결과  
대조 영역에만 파란색 선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음성 결과는 눈물에 아데노바이러스 
항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효한 결과  
파란색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는 무효합니다. 흡수용 팁(E)을 완충액 바이알에 
추가로 10초 동안 다시 담그십시오. 10분 후에도 파란색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검사 기기를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검사 키트(새로운 샘플 채취기, 완충액 바이알, 검사 
카세트)를 사용해 눈물 샘플 채취를 다시하여* 환자를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무효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검사에는 10μL의 눈물만 필요하지만, 샘플 채취를 반복해야 할 경우 
충분한 샘플을 채취하기에 눈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샘플을 채취할 때마다, 검사 기기에 
전달되는 아데노바이러스 항원 부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상 검사는 질환이 더 심한 안구에 
실시해야 합니다. 
 
*양안의 질환 정도가 동일한 경우, 두 번째 샘플은 반대쪽 안구에서 채취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쪽 
눈에만 질환이 있는 경우, 30분 후에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제한 사항 
 감염성 결막염과 일치하는 눈 충혈이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검사는 질환이 가장 심한 안구에 실시해야 합니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는 감염성과 비감염성 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검사에 모두 
사용됩니다. 검사 성능은 시료 영역 내 항원 부하에 좌우되며, 동일한 시료에서 실시된 세포 배양과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가 불충분하거나 바이러스 흘림(virus shedding) 수준이 낮은 경우, 최적의 성능이 나오지 
않고 위음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서 얻은 결과, 특히 판독하기 어려운 약한 검사 선에서 얻은 결과는 의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임상 정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POSITIVE 

NEGATIVE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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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눈물 시료 외 다른 샘플 유형에 대해서는 본 검사의 성능을 평가한 바 없습니다.  
 양성 및 음성 예상 값은 정해진 집단 내 질환의 유병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값 
아데노바이러스의 유병률은 한 해 동안에도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는 봄과 초여름에 발생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실제 발생률은 시료 채취 
방법 및 사용된 검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연구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의 
유병률은 전체 감염성 결막염의 20%~75%로 다양했습니다.7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임상시험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발생률이 24%로 나타났습니다. 
 
성능 특징 
한 건의 전향적, 다기관, 눈가림, 순차, 임상시험이 개인 안과 병원 및 학술 기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시험에는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이라는 임상 진단을 받은 128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서른한(31) 명의 환자가 바이러스 세포 배양을 통해 아데노바이러스에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임상 성능 데이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N=128 
세포 배양 

+ -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 28 4 

- 3 93 

민감도 90% (28/31) 
95% CI (75.1-96.7) 

특이도 96% (93/97) 
95% CI (89.9-98.4) 

음성 예상 
값 

97% (93/96) 
95% CI (91.2-98.9) 

양성 예상 
값 

88% (28/32) 
95% CI (71.9-95.0) 

 
 
검출 한계 
모든 사람 아데노바이러스의 혈청형에는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로 검출되는 헥손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항체는 모든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에 공통적인 헥손 단백질의 보존 영역을 
표적으로 합니다.17-18 검사실에서, 혈청형 1, 3, 4, 5, 7, 8, 11, 14, 19, 31, 37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항원-항체 반응이 입증되었습니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검출 한계는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의 연속 희석으로 측정하였고, 검사당 6ng/ml 또는 60pg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40~50개 
아데노바이러스와 동등한 값으로 추정됩니다. 

 
교차 반응성 
세포 배양으로 만들었으며 결막염에 중요한 다양한 감염성 안구 병원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와 잠재적 교차 반응성을 확인했습니다.   
 에코바이러스 6형 배양액 
 파라인플루엔자 2형 
 파라인플루엔자 3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녹농균 
 폐렴연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리노바이러스 1A형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 2 균주 G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 1 균주 F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 1 균주 HF 
 콕사키바이러스 B1 
 에코바이러스 7형 
 표피포도상구균 (3개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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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인플루엔자 1형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에코바이러스 11형 

 트라코마 클라미디아, 혈청형 H 
 트라코마 클라미디아, 혈청형 I 

 
모든 분리주는 사람 시료에서 배양했습니다. 현탁액의 농도는 ml당 500,000개~1,500,000개 
미생물(바이러스, 세균)이었습니다. 어떤 양성 검사 선도 나타나지 않았고, 배양 현탁액 10μl를 
검사했을 때 이러한 미생물에 대한 교차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간섭 물질  
다음과 같은 안약에 대해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에 간섭을 일으키는지 검사하였습니다.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 플리스에 각 약의 10%를 사용했습니다. 민감도는 사람 눈물 내 정제된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판정 기준치 수준 두 배)과 해당 약물 20%의 1:1 혼합물로 
확인하였습니다. 판정 기준치 수준에서 다음 물질에 대해 어떠한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Alcon - Alcaine  
 Alcon - Azopt  
 Alcon - Econopred 
 Alcon - Nevanac  
 Alcon - Pataday  
 Alcon - Systane  
 Alcon - Tobradex  
 Alcon - Travatan 
 Alcon - Vigamox 
 Allergan - Acular LS  
 Allergan - Alphagan  
 Allergan - Combigan  
 Allergan - Elastat  
 Allergan - FML  
 Allergan - Lumigan  
 Allergan - Optive  
 Allergan - Pred Forte  
 Allergan - Refresh Liquigel  

 Allergan - Refresh Tears  
 Allergan - Zymar  
 AMO - Blink Tears 
 AVS - Thera Tears  
 Bausch + Lomb - Alrex  
 Bausch + Lomb - Lotemax  
 Bausch + Lomb - Zylet 
 Falcon - Gentamicin Sulfate 
 Falcon - Polymyxin B Sulfate 
 Falcon - Timolol 
 Inspire - AzaSite  
 Ista - Xibrom 
 MedPointe - Optivar 
 Merck - Trusopt 
 Novartis - GenTeal 
 Novartis - Voltaren 
 Novartis - Zaditor 
 Pfizer - Visine 
 Pfizer - Xalatan 
 Sigma-Aldrich - Human IgA (1 mg/ml) 
 Sigma-Aldrich - Human Lactoferrin (1 mg/ml) 
 SigmaAldrich - Transferrin (1 mg/ml) 
 Triad Disposables - Povidone  
 Vistakon - Betimol 
 Vistakon - Iquix 
 Vistakon - Quixin 
 Wilson - Proparacaine 

 
 
정밀도 및 재현성 연구 
정밀도 
안정 완충액과 정제된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로 샘플을 준비한 뒤, 약양성, 약음성, 양성, 음성 
대조 물질 등 8개 샘플을 검사하였습니다. 1곳의 기관에서, 약양성, 약음성, 양성, 음성 대조 물질 등 8개 
샘플로 구성된 160개 추가 검사를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약양성 샘플의 경우 
신호의 강도가 다양하기는 했지만,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을 검출하는 측정 간 정밀도는 
1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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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성 
안정 완충액과 정제된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로 샘플을 준비한 뒤, 약양성, 약음성, 양성, 음성 
대조 물질 등 8개 샘플을 검사하였습니다. 연속 3일에 걸쳐 3곳의 기관에서 총 162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약양성 샘플의 경우 신호의 강도가 다양하기는 했지만,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을 
검출하는 측정 간 정밀도는 100%였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배치를 사용해 배치 간 재현성을 
검사하였습니다. 0~48ng/ml 범위의 7개 서로 다른 헥손 농도로 3회 검사를 실시하여 평가한 결과 이들 
세 가지 배치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CLIA 면제 성능 
CLIA 면제 환경에서 검사자가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를 사용할 때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8곳의 CLIA 면제 (의도된 사용) 기관에서 26명의 의도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기 성능 섹션에 기술된 
전향적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험에는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이라는 임상 진단을 받은 
128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와 바이러스 세포 배양 간에는 
다음과 같은 일치도가 관찰되었습니다. 
 
민감도: 90% (28/31) 95% CI [75-98] 
특이도: 96% (93/97) 95% CI [90-98] 
 
PCR을 사용해 검사한 결과, 3개 민감도 불일치 샘플 중 1개에 대해 음성, 4개 특이도 불일치 샘플 중 
2개에 대해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효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3곳의 CLIA 면제 안과/검안 임상 기관에서 안구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의 전향적 연구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3곳의 임상 기관에서 9명의 미숙련 검사자가 칠십 명의 환자에 대해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로 검사했습니다. 아래 표에는 미숙련 검사자가 실시하여 얻은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결과를 세포 배양 결과와 비교한 일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N=70 
세포 배양 

+ –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 1 5 

– 0 64 

민감도 100% (1/1)  95% CI (20.7-100) 
특이도 93% (64/69)  95% CI (84.1-96.9) 

 
무효한 결과가 1건 있었습니다: 1.4% (1/71) 95% CI [0.3-7.6] 
 
의도된 사용자에 의해 실시된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의 성능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분석의 동적 범위를 반영하는 LOD의 1~5배 농도에서, 사람 눈물로 인공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에 걸쳐, 3곳의 임상 기관에서 각 기관당 3명의 미숙련 검사자가 108개의 양성 샘플과 
81개의 음성 샘플로 구성된 총 189개의 눈가림되고 무작위배정된 샘플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성 인공 샘플은 사람 눈물에 있는 비활성 아데노바이러스로 구성되었고, 음성 샘플은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음성 외부 대조 물질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 표에는 총 3곳의 임상 기관에서 미숙련 검사자가 검사했을 때, 알려진 양성 및 음성 인공 샘플과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간의 양성 및 음성 일치율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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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9 
세포 배양 

+ –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 105 1 

– 3 80 

양성 
일치율 

97% (105/108) 95% CI (92.2-99.1) 

음성 
일치율 

99% (80/81) 95% CI (93.3-99.8) 

 
무효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분석 판정 기준치 근사값을 이용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3곳의 CLIA 면제 기관의 미숙련 검사자들이 
약한 반응의 샘플로 검사를 실시하여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검사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열두(12) 명의 의도된 미숙련 검사자들은 120개의 알려지지 않은 샘플에 대해 검사를 
준비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판독해야 했습니다. 샘플은 눈물에 정제된 아데노바이러스 헥손 단백질을 
혼합하여 만들었고 60개 약양성[검출한계(LOD) 또는 분석 판정 기준치에서] 및 60개 약음성(0.2x 
LOD)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임상 기관에서 하루 안에, 샘플을 눈가림하고, 무작위배정하고, 
검사했습니다. 미숙련 검사자가 검사했을 때 QuickVue Adenoviral conjunctivitis Test 검사와 예상 값의 
일치율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샘플 예상 값과의 일치율 
약양성* 

(LOD에서) 
97% (58/60) 
(88.6-99.1) 

약음성* 
(LOD 미만에서) 

100% (60/60) 
(93.9-100) 

*“약양성” 샘플의 예상 값은 “양성이고, “약음성”의 예상 값은 “음성”입니다. 

 
무효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둔감도(Flex) 연구: 위험 분석을 참조하여, 다수의 분석 둔감도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연구는 
검사가 환경적 조건 및 잠재적 사용자 오류로 인한 스트레스에 검사가 둔감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도움 
본 제품의 사용에 관한 질문은 Quidel 기술 지원부(미국: 800.874.1517 또는 기타 국가: 858.552.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태평양 시간, 월~금, 오전 7시~오후 5시). 기타 국가의 경우 현지 대리점 또는 
technicalsupport@quide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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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제조 
 

   
온도 제한  용도 

  

 

 
전문 의약품  방사선 살균 
 

   
주의  재사용 금지 
 

  

 

 
사용 시 지침 참조  체외 진단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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