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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경위, 측정원리 및 방법,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핚 자료
O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핚 자료
O 사용목적에 관핚 자료

O 저장방법과 사용기갂 또는 유효기갂에 관핚 자료
O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O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젂에 관핚 자료
O 이미 허가·인증 받은 제품과 비교핚 자료

O 자료 요건
가. 식약처장이 지정핚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핚 시험성적서
나.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구에 허가 당
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에 관핚 자료로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
가 업무를 위임핚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핚 자료 또
는 이를 공증핚 자료
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시템 하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서
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젂문기관에서 시험핚 것으로서 해당
젂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젂문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
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핚다)을 검토하여 타
당하다고 인정핛 수 있는 시험성적서

O 공란핚계(LoB), 최소검출핚계(LoD)
1. 시험방법
- CLSI EP17에 따라 시험핛 것을 권장함
- Probit analysis를 이용하여 최소검출핚계를 결정
2. 검체
- 일반적으로 싞청 제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검체를 사용핛 것을 권장
- 추정되는 검출핚계 젂후의 농도 값을 포함하여 최소 5단계 이상 희석
액 사용
3. 결과 제시
- 검체 유형별, 말라리아 종류별 최소검출핚계 제시
- 최소검출핚계는 현미경으로 관찰시 측정핛 수 있는 단위인
parasites/ul로 제시핛 것을 권장

O 판정기준치(Cut-off value)
1. 시험방법
- 임상 검체 시험결과로 ROC(Receiver Operating Curve)를 그려 판정
기준치를 설정핛 것을 권장
- 양성, 음성 외의 불확정 구갂(equivocal)이 있다면 불확정 구갂에 대핚
설정근거 제시

2. 검체
- 일반적으로 싞청 제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검체를 사용핛 것을 권장
3. 결과 제시
- 판정기준치(농도) 제시
- 분자유젂 제품의 경우 판정기준치는 Ct값 또는 복제수(copy number)
로 기재핛 수 있음

O 분석적 반응도
1. 시험방법
- 표준패널에 대핚 정보와 준비과정 기술
- 시험방법(반복횟수, 측정방법 등) 기술
2. 검체
- 가능하면 확립된 표준패널로 시험핛 것을 권장
3. 결과 제시
- 표준패널의 알려진 결과와 싞청 제품으로 시험핚 결과를 비교 분석

O 포괄성
1. 시험방법
- 검체 종류와 검체 준비과정(분석물질의 농도, 농도를 확인핚 방법 등)
등을 기술
- 시험방법(반복횟수, 측정방법 등) 기술
2. 검체
- 말라리아 종별 항원 또는 항체에 대하여 평가
- 다른 말라리아 종을 포함하고 있는 검체로 평가
3. 결과 제시
- 싞청 제품이 검출핛 수 있는 뎅기 종을 명확히 기재
- 말라리아 종별 싞청 제품이 검출핛 수 있는 검출핚계 기재

O 교차반응
1. 시험방법
- 교차반응 물질의 종류, 농도, 검체종류, 분석물질의 농도 및 결과 등
상세 기재
- 최소핚 3회 이상 반복수행하는 것을 권장
2. 검체
- 뎅기 바이러스와 유사항 증상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과 평가 권장
-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농도의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대하여 평가
(세균은 106 cfu/ml 이상, 바이러스는 105 pfu/ml 이상)
3. 결과 제시
- 교차반응 평가에 사용된 검체(양성물질의 종류 및 농도 등) 제시
- 교차반응 물질의 종류와 농도, 교차반응 여부 제시

※ 교차반응물질 예시
일련번호

교차반응 물질

1

Borrelia burgdorferi

2

Babesia microti

3

Trypanosoma cruzi

4

Trypanosoma rangeli

5

Leptosporosis

6

Leishmania sp.

7

Leptospira sp.

8

Treponema pallidum

9

M. Tuberculosis

10

Schistosoma sp.

11

Toxoplasma gondii

12

Brucella sp

13

Cytomegalovirus

14

Dengue virus

15

Epstein-Barr virus

O 교차반응
1. 시험방법
- CLSI EP7-A2에 따라 시험핛 것을 권장
- 검체 종류, 갂섭물질의 종류와 농도, 분석물질의 농도, 검체의 제조방
법 등 시험방법을 상세 기재
- 검사 대상 물질의 농도는 판정기준치 근처 농도로 설정
- 각 검체를 3회 이상 반복 시험

2. 검체
-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갂섭에 대해 시험
- 갂섭 물질이 존재핛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에서 시험핛 것을 권장
- 측정 검체와 호홖되는 기질의 검체 사용
3. 결과 제시
- 갂섭물질이 함유된 검체와 함유하지 않은 검체의 결과값 제시
- 갂섭이 확인된 물질의 경우 구체적 농도와 결과 차이 기술

O 반복성
1. 시험방법
- 3개 로트 제품으로 1일 2회, 최소 10일(20일 이상 권장) 시험하며 1회
시험 시 2회 반복 측정
- 단일기관에서 실시핚 결과를 분석
2. 검체
- 3개 농도의 검체(판정기준치 농도 검체 사용)

3. 결과 제시
- 검사내 정밀도(intra-assay), 검사갂 정밀도(inter-assay), 로트갂 정밀
도(inter-lot) 자료 제출

O 재현성
1. 시험방법
- 3곳의 검사실에서 2인 이상의 검사자가 1일 2회 이상, 5일 이상 시
험하며, 1회 시험시 시험 검체는 3회 반복하는 것을 권장
- 다수의 기관에서 실시핚 결과를 분석
2. 검체
- 3개 농도의 검체(판정기준치 근처 검체 포함)
3. 결과 제시
- 반복성 결과를 제시
- 검사 기갂 갂 결과를 제시

O 정확도
1. 시험방법
- 최소 2회 반복 측정
2. 검체
- 표준물질, 국제표준품 등을 사용하여 평가핛 것을 권장

3. 결과 제시
- 표준물질과 실측치 제시

O Carry-over와 교차오염
1. 시험방법
- 기기의 성능에 따라 양성과 음성검체로 시험
- 양성 검체와 음성 검체를 번갈아 가며 최소 5회 반복 시험
2. 검체
- 양성 검체와 음성 검체 사용
3. 결과 제시
- 고농도 음성 검체를 측정하였을 때, 음성이 나오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냄

O 자료 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4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에
의하여 실시핚 자료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핚 시행규칙」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2)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혈액원
3)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핚 임상시험기관

나. 외국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싞뢰성이 인정되고 별표 14 임
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핚 시험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자료
다. 식약처장이 지정핚 임상시험기관에서 시험핚 자료
라. 외국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싞뢰성이 인정되고 의료기기 임
상시험 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핚 시험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시험자료
마.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
어 평가된 임상적 성능 시험자료로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
임핚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핚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핚 자료
바. 과학논문 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젂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O 임상적 성능시험 설계 시 주의사항
•

임상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

IVD의 사용목적(intended use)은 무엇인가?

•

이미 확립된 분석적 성능의 특성은 무엇인가?

•

기대하는 임상적 성능의 특성은 무엇인가?

•

IVD에 적용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가?

•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제품이 있는가?

•

피험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사용 가능핚가?

O 사용목적별 임상평가 항목

Diagnosis

Target condition is present or not during
the time of testing

Screening

Maybe in a general population[asymptomatic
subjects at average risk]

Risk

Assessment of predisposition to disease in future

Prognosis

Separating already diagnosed patients into poor
or good outcomes

Monitoring
Companion
Diagnostics

Evaluating change in a patient’s condition
Whether a patient is a candidate for therapy

O 후향적 시험 시 점검사항
- 수집된 잒여검체가 싞청 제품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표하는지
- 수집된 잒여검체가 무작위로 수집되었다는 반영핛만큼 충분핚 수의 집
단에서 유래된 검체인지
- 검체제공자의 임상적 상태에 대핚 자료가 있는지
- 검체가 제품의 측정범위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 검체를 선택핛 때 발생핛 수 있는 바이어스가 최소화되어 있는지
- 분석물질이 안정핚지

O 임상적 민감도
1. 검체
- 제조사가 표방하는 모든 검체 유형에 대하여 평가핛 것을 권장
- 양성 검체는 각 질홖의 다양핚 임상단계를 포함핛 것을 권장
- 임상 검체를 양성으로 확인핚 방법 기술
- 말라리아 감염 의심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홖자 대상 실시
2. 시험방법
- 검체 수는 통계적으로 산출
- 피험자 선정/제외기준, 검체 종류와 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된
시험계획서 제출
- 2개 이상의 독립된 실험실에서 실시핛 것을 권장
- 결과 해석 알고리즘과 불일치 시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핚 방법
등 기술
- 적젃핚 참고표준방법 또는 여러 방법을 종합핚 진단 알고리즘으로
확인핛 결과 제시 (예시, 박층도말법과 후층도말법)

O 임상적 민감도
3. 결과제시
- 임상적 민감도와 95% 싞뢰구갂 제시
- 젂체 결과와 세부 집단별 결과 등을 제시
- 불일치핚 검체는 원인을 분석핚 자료를 제출하고 해석 제시
- 젂향적 시험의 경우 임상적 민감도 외의 유병율 등 제시 권장

O 임상적 특이도
1. 검체
- 제조사가 표방하는 모든 검체 유형에 대하여 평가핛 것을 권장
- 질홖이 없음을 확인핚 임상검체 사용
- 임상 검체를 음성으로 확인핚 방법 기술
2. 시험방법
- 검체 수는 통계적으로 산출
- 피험자 선정/제외기준, 검체 종류와 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된
시험계획서 제출
- 2개 이상의 독립된 실험실에서 실시핛 것을 권장
- 결과 해석 알고리즘과 불일치 시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핚 방법
등 기술
- 적젃핚 참고표준방법 또는 여러 방법을 종합핚 진단 알고리즘으로
확인핛 결과 제시

O 임상적 특이도
3. 결과제시
- 임상적 특이도와 95% 싞뢰구갂 제시
- 젂체 결과와 세부 집단별 결과 등을 제시
- 불일치핚 검체는 원인을 분석핚 자료를 제출하고 해석 제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