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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행 전 이 설명서를 꼭 읽으십시오.

제품구성

STANDARD Q

COVID-19 A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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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36°F)

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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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디바이스 추출용액 튜브
(Extraction buff er tube)

노즐캡
(Nozzle Cap)

COVID-19 Ag
STANDARD Q

멸균스왑 사용 설명서 필름

검체 준비 및 저장방법
■ 검체 수집
�비인두 도말 (Nasopharyngeal swab)�

3-4회

1. 멸균 스왑을 비중격을 따라 부드럽게 밀어 넣어 비인두 후면까지 이동시킨 뒤 비인두 후면 부근의 표면에서 3~4회 돌려 줍니다.
2. 멸균 스왑을 조심스럽게 콧구멍 밖으로 빼냅니다.
3. 즉시 시험하지 못할 경우, 스왑을 바이러스 수송배지 (Viral Transport medium, VTM)에 넣어 보관 합니다. 권장하는 바이러스 

수송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명 신고 (인증) 번호 업체명 (제조사)

미생물염색 및 배양시약 경인 체외 제인 14-67호 (주)노블바이오

생체검사용도구 수인 13-1495호 (주)씨젠(Copan Italia S.p.a)

x5

4. 비인두 도말 검체가 묻은 스왑을 추출용액에 담그고 5회 이상 휘젓습니다.
5. 추출용액 튜브에서 스왑을 천천히 빼내며 튜브 양 옆을 눌러 스왑에 흡수된 검체 혼합액을 충분히 짜냅니다.
6. 추출용액 튜브에 노즐캡을 씌워 닫습니다.

�검체 저장 방법�
종류 저장방법 사용기한

비인두 도말
(Nasopharyngeal swab)

2~8℃ 4시간 이내

15~25℃ 1시간 이내

비인두 도말 수송배지
(Nasopharyngeal swab in Viral Transport Media)

2~8℃ 12시간 이내

15~25℃ 8시간 이내

검사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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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지침과 절차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2. 파우치의 뒷면에 인쇄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3. 파우치 속 검사용 디바이스와 방습제의 색상표지를 확인하십시오.
4. 검체 점적 전 제공된 필름을 디바이스에 부착합니다.

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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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울

30분

30분�이내
판독

TC

1. 추출용액 버퍼 튜브를 거꾸로 들고 검체 혼합액을 검사용 디바이스의 검체 점적 부위에 3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2. 30분까지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30분 이후 결과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결과 예시 결과해석

음성
TC

음성판정 : 결과창의�C�라인에 하나의 선이 나타납니다.

양성

TC

양성판정 : 결과창의 �C�라인과 �T�라인에 모두 선이 나타납니다.
TC

재시험

TC

재시험 : �C�라인이 결과창에 보이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결과입니다.
새로운 검체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재시험 하십시오.TC

* 반드시 의료전문의가 본 검사결과 및 임상 소견, 다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 선이 희미하더라도 라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요 및 설명
■ 도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경이 약 80 내지 120 nm 인 외피를 갖는 단일 가닥 양방향 RNA 바이러스 입니다. 이 유전자 물질은 모든 RNA 
바이러스 중 가장 크며 많은 가축, 애완 동물 및 인간 질병의 중요한 병원체 이며 다양한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일반적인 증상은 호흡기 증상, 열, 기침, 호흡 곤란 및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폐렴,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부전 및 심지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우한 바이러스 성 폐렴 사례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2019-nCoV”가 발견되었으며 2020 년 1 월 12 일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과 같은 감기,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사용 목적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인두 도말(Nasopharyngeal swab) 검체에서 SARS-CoV-2 항원(Nucleocapsid protein)
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ic assay, ICA)으로 정성하여 SARS-CoV-2 감염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 측정 원리
STANDARD™ Q COVID-19 Ag Test 는 니트로 셀룰로오스 멤브레인에 대조선(C)과 검사선(T)이 있습니다. 대조선에는 mouse 
monoclonal anti-chicken IgY antibody가 코팅되어 있고, 검사선에는 mouse monoclonal anti-COVID19 antibody 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검체 투입 전 결과 창의 대조선과 검사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채집된 swab을 추출용액에 넣고 충분히 휘저어주면 추출용액 
내의 계면활성제가 swab 내의 흡착된 분비물을 포함한 virus particle의 계면장력을 낮추어 수용액 안으로 용출되게 됩니다. 추출용액 
내의 높은 salt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virus particle을 터뜨리는 작용을 하고 계면활성제 또한 virus particle의 외피를 녹이는 
작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virus 내의 단백들이 추출용액 내에 용출되게 됩니다. 추출된 검체를 디바이스에 점적 하였을 때, 검체에 
SARS-CoV-2 항원이 존재할 경우, 컨쥬게이션 패드에 골드입자와 결합되어 있는 mouse monoclonal anti-COVID19 antibody
과 결합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모세관 현상을 통해 멤브레인을 따라 검사선까지 이동하여, 검사선에 
고정되어 있는 mouse monoclonal anti-COVID19 antibody와 결합하여 결과 확인 창에 보라색 선이 나타납니다. 검사선의 경우 
골드입자와 결합되어 있는 chicken IgY와 대조선의 mouse monoclonal anti-chicken IgY와 결합하여 보라색 선을 띄게 됩니다. 
검체에 SARS-CoV-2 항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사선에 보라색 선이 표시되지 않으며, 대조선은 검사 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된 경우 
항상 나타납니다.

키트 보관방법
키트를 2-30°C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키트의 구성품들은 외부 상자에 인쇄된 유효 기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트를 냉동보관 하지 마십시오.

사용 시 유의사항
■ 일반적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체외진단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전문가용으로 개인 또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본 제품은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4. 검사 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검사방법에 따르십시오.
5. 본 제품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환자 검체로 임상적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1. 본 제품이 손상되거나 밀봉 부분이 파손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본 제품에 인쇄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포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 디바이스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4. 제조사에서 용인하지 않은 인공제조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반드시 함께 포장된 패키지 내 구성품으로 시험하십시오. 
6. 키트 사용 시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험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 보관상 주의사항
본 제품은 2-30°C의 보관환경에 보관하십시오.

■ 결과 판정 시 주의사항
1. 본 제품의 결과만으로 SARS-CoV-2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 된 RT-PCR 제품(응급 선별 

검사용 제외)으로 확인하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2. 검체내 SARS-CoV-2 항원 농도가 검사의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부적절하게 채취 또는 운반된 경우 위음성(false negative)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성 결과로 SARS-CoV-2 감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 제품은 SARS-CoV-2 항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선의 강도와 SARS-CoV-2 항원의 농도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4. 본 제품에 함유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을 경우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본 제품은 SARS-CoV와 SARS-CoV-2의 항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6. 본 제품은 SARS-CoV-2 항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선의 강도(또는 측정값)와 SARS-CoV-2 항원의 농도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7.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8. 환자 검체 채취와 검사 종료 이후의 검체 처리 등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에서 안내하는 검사실 

생물안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능
■ 임상적 민감도 및 임상적 특이도 (희석검체 평가 제외)
1. 전체 임상적 민감도 및 특이도
본 임상적 성능시험과 관계없이 코로나-19가 의심되어 본원에 내원한 환자에서 채취한 비인두 도말 검체로 긴급사용승인된 RT-PCR 
제품으로 양성이 확인된 잔여검체를 60개와 음성이 확인된 잔여검체 100개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인두 검체는 검사 
후 바이러스 수송배지 2 ml에 넣어 ‒20℃에서 보관된지 4개월 이내의 잔여검체입니다. 2로트 제품으로 시험하였으며, 긴급사용승인되 
RT-PCR 제품의 결과와 비교하여 임상적 민감도 및 특이도를 산출하였습니다.

긴급사용승인 RT-PCR 제품 결과

양성 음성 Total

STANDARD Q 
COVID-19 Ag Test

양성 54 4 58

음성 6 96 102

Total 60 100 160

임상적 민감도 90.00% (54/60)[95% CI : 79.49% - 96.24%]

임상적 특이도 96.00% (96/100)[95% CI : 90.07% - 98.90%]

양성예측도 93.10% (54/58)[95% CI : 83.6% - 97.3%]

음성예측도 94.10% (96/102)[95% CI : 97.8% - 97.3%]

2. 검체 채취시점별 임상적 민감도
본 임상적 성능시험과 관계없이 코로나-19가 의심되어 본원에 내원한 환자에서 채취한 비인두 도말 검체로 긴급사용승인된 RT-PCR 
제품으로 양성이 확인된 잔여검체를 60개를 대상으로 신청제품의 증상발현일로부터 검체채취일까지의 시점별 임상적 민감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취시점* 양성 음성 민감도

≤ 5일 41 2 95.3% (41/43) [95%신뢰구간: 84.5% - 98.7%]

> 5일 13 4 76.55% (13/14) [95%신뢰구간: 52.7% - 90.4%] 

* 증상발현일로부터 검체채취까지의 시점

체외진단�의료기기
재사용�금지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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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 검체 Ct값별 임상적 민감도 
본 임상적 성능시험과 관계없이 코로나-19가 의심되어 본원에 내원한 환자에서 채취한 비인두 도말로 긴급사용승인된 RT-PCR 제품이 
양성으로 확인된 잔여검체를 60개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된 RT-PCR RdRp gene의 Ct값 기준으로 임상적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t값 양성 음성 민감도

≤ 20 13 0 100.0% (13/13) [95%신뢰구간:77.2% - 100.0%] 

20 < Ct ≤ 30 36 2 94.7% (36/38) [95%신뢰구간: 82.7% - 98.5%]

> 30 5 4 55.6% (5/9) [95%신뢰구간: 26.7% - 81.1%]

■ 분석적 민감도 (최소검출한계)
SARS-CoV-2(2019-nCoV) NCCP 43326/2020/Korea 바이러스를 연속 희석하여 만든 1 ×105.2 ~ 4.87 × 100.2 TCID50/ml의 13
단계 농도 검체를 만들었으며, 해당 검체는 긴급사용승인된 RT-PCR제품으로 시험하여 각 농도에서의 Ct값을 확인하였습니다. 1로트 
제품으로 각 농도별로 5회 반복한 후 최소검출한계 부근 3개 농도에서 20회 반복하여 95%이상 양성율을 보이는 최소검출한계를 
확인한 결과 3.12 × 102.2 TCID50/ml(RdRp gene의 Ct값: 23.37)이였다. 해당 농도에서의 양성율은 100%였습니다.

바이러스명 농도 Ct값

SARS-CoV-2(2019-nCOV) NCCP 43326/2020/Korea 3.12 X 102.2 TCID50/ml 23.37

■ 분석적 특이도 (간섭)
음성 및 저농도 양성 표준물질과 해당 표준물질에 아래 간섭물질을 첨가한 검체를 3회 반복시험한 결과 다음의 농도까지 간섭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외인요소

요인 간섭 물질 농도

Relevant medicines

Zanamivir (Influenza) 5 mg/ml

Oseltamivir (Influenza) 10 mg/ml

Artemether-lumefantrine (Malaria) 50 uM

Doxycycline hyclate (Malaria) 70 uM

Quinine (Malaria) 150 uM

Lamivudine (Retroviral medication) 1 mg/ml

Ribavirin (HCV) 1 mg/ml

Daclatasvir (HCV) 1 mg/ml

Anti-inflammatory medication

Acetaminophen 200 uM

Acetylsalicylic acid 3.7 mM

Ibuprofen 2.5 mM

Antibiotic

Mupirocin 10 mg/ml

Tobramycin 5 ug/ml

Erythromycin (antibiotic) 81.6 uM

Ciprofloxacin (antibiotic) 31 uM

Nasal sprays or drops

Neo-Synephrine (Phenylephrine) 10% (v/v)

Afrin Nasal Spray (Oxymetazoline) 10% (v/v)

Saline Nasal Spray 10% (v/v)

Rhinocort (Nasal corticosteroids - Budesonide) 10% (v/v)

Homeopathic allergy relief medicine

Homeopathic Zicam Allergy Relief Nasal Gel 5% (v/v)

Sodium Cromoglycate 20 mg/ml

Olopatadine Hydrochloride 10 mg/ml

Oral anaesthetic Anbesol (Benzocaine 20%) 5% (v/v)

Throat lozenges
Strepsils (flurbiprofen 8.75mg) 5% (w/v, 50 mg/ml)

Thoat candy (mint) 5% (w/v, 50 mg/ml)

Autoimmune disease
Human anti-mouse antibody

802 ng/ml

375 ng/ml

317 ng/ml

69 ng/ml

727.5 ng/ml

Rheumatoid factor 3,480 IU/mL

Serum protein
Whole Blood (human), EDTA anticoagulated 10% (w/w)

Human serum albumin 60 mg/ml

Others
Mucin: bovine submaxillary gland, type I-S 100 μg/ml

Biotin 100 μg/ml

■ 분석적 특이도 (교차반응)
음성 및 저농도 양성 표준물질과 해당 표준물질에 아래 교차물질을 첨가한 검체를 3회 반복시험한 결과 SARS-CoV에서만 교차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잠재적 교차반응 물질 균주 역가/ 값 (잠재적 교차반응 물질)

SARS-coronavirus Urbani 3.5 ug/ml

MERS-Coronavirus Florida/USA-2_Saudi Arabia_2014 4 Ⅹ 104TCID50/ml

Human Coronavirus

229E 1 Ⅹ 104.5TCID50/ml

OC43 1 Ⅹ 105TCID50/ml

NL63 1 Ⅹ 104TCID50/ml

HKU1 1 ug/mL

Influenza A

H1N1 Denver 3 Ⅹ 105TCID50/ml

H1N1 WS/33 3 Ⅹ 105TCID50/ml

H1N1 Pdm-09 3 Ⅹ 105TCID50/ml

H1N1 New Caledonia 3 Ⅹ 105TCID50/ml

H1N1 New jersey 3 Ⅹ 105TCID50/ml

Influenza B

Nevada/03/2011 3 Ⅹ 105TCID50/ml

B/Lee/40 2.5 Ⅹ 104TCID50/ml

B/Taiwan/2/62 3 Ⅹ 105TCID50/ml

Respiratory syncytial virus
Type A 3 Ⅹ 105TCID50/ml

Type B 3 Ⅹ 105TCID50/ml

Human Metapneumovirus (hMPV)
hMPV 3 Type B1 / Peru2-2002 1 Ⅹ 105TCID50/ml

hMPV 16 Type A1 / IA10-2003 1 Ⅹ 105TCID50/ml

Parainfluenza virus

Type 1 1 Ⅹ 105TCID50/ml

Type 2 1 Ⅹ 105TCID50/ml

Type 3 1 Ⅹ 105TCID50/ml

Type 4A 1 Ⅹ 105TCID50/ml

Rhinovirus
A16 1 Ⅹ 105TCID50/ml

Type B42 1 Ⅹ 104TCID50/ml

Enterovirus Type 68 (09/2014 isolate 4) 1 Ⅹ 104TCID50/ml

Mycobacterium tuberculosis

K 5 Ⅹ 104TCID50/ml

Erdman 5 Ⅹ 104TCID50/ml

HN878 5 Ⅹ 104TCID50/ml

CDC1551 5 Ⅹ 104TCID50/ml

H37Rv 5 Ⅹ 104TCID50/ml

Adenovirus

Type 1 3 Ⅹ 105TCID50/ml

Type 3 1.5 Ⅹ 106TCID50/ml

Type 5 4 Ⅹ 105TCID50/ml

Type 7 1.5 Ⅹ 106TCID50/ml

Type 8 4 Ⅹ 105TCID50/ml

Type 11 4 Ⅹ 105TCID50/ml

Type 18 4 Ⅹ 105TCID50/ml

Type 23 4 Ⅹ 105TCID50/ml

Type 55 4 Ⅹ 105TCID50/ml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lysate BaL 10 ug/ml

Haemophilus influenzae NCTC 4560 5 Ⅹ 104cells/ml

Mycoplasma pneumoniae

Mutant 22 5 Ⅹ 104cells/ml

FH strain of Eaton Agent [NCTC 10119] 5 Ⅹ 104cells/ml

M129-B7 5 Ⅹ 104cells/ml

Streptococcus pneumonia

4752-98 [Maryland (D1)6B-17] 5 Ⅹ 104cells/ml

178 [Poland 23F-16] 5 Ⅹ 104cells/ml

262 [CIP 104340] 5 Ⅹ 104cells/ml

Slovakia 14-10 [29055] 5 Ⅹ 104cells/ml

Streptococcus pyrogens Typing strain T1 [NCIB 11841,SF 130] 5 Ⅹ 104cells/ml

Legionella pneumophila

Bloomington-2 5 Ⅹ 104cells/ml

Los Angeles-1 5 Ⅹ 104cells/ml

82A3105 5 Ⅹ 104cells/ml

Candida albicans 3147 5 Ⅹ 104cells/ml

Bordetela pertussis NCCP 13671 5 Ⅹ 104cells/ml

Moraxella catarrhalis N9 5 Ⅹ 104cells/ml

Pseudomonas aeruginosa R. Hugh 813 5 Ⅹ 104cells/ml

Staphylococcus epidermidis FDA strain PCI 1200 5 Ⅹ 104cells/ml

Streptococcus salivarius S21B [IFO 13956] 5 Ⅹ 104cells/ml

Chlamydia pneumoniae TWAR strain TW-183 1 Ⅹ 104cells/ml

Pooled human nasal wash N/A N/A

정도관리
1. 필요한 경우, 범용 양성대조물질 및 음성대조물질로 해당 검사용 디바이스를 시험하여 각각 양성 및 음성 결과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 대조선(T)이 나타나는지 매 시험마다 확인합니다.
3. 만일 해당 결과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센터(031-206-9701, 9)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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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번호 체외진단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보관 및 취급시 온도 제한사용 지침 참조 키트 내 디바이스 갯수 제조 일자로트 번호사용 기한주의 제조자 참고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유럽 지침인 98/79/EC 만족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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