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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are essential to the quality assessment and regulatory approval of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However, the long-term stability of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has not been
comprehensively secur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ment on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hepatitis B
virus (HBV), hepatitis C virus (HCV), and 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HIV-1)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intended to be used for the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T).
Methods: The viral loads of the MFDS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orking standard and recombinant
o
DNA for HBV, HCV, and HIV-1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storage at –70 C for up to 72 months using Cobas
Ampliprep/Cobas Taqman assays (Roche Molecular System, Inc., Branchburg, USA) at defined time points.
Results: The viral loads of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fo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of HBV, HCV,
o
and HIV-1 stored at –70 C for up to 72 month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baseline viral load. The changes
o
in viral load of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of HBV, HCV, and HIV-1 tested after storage at –70 C for up to
72 months ranged from –0.36 to 0.16 log10 IU/mL and did not exceed 0.5 log10, which is the estimated intra-assay
variation of molecular tests.
Conclusion: The HBV, HCV, and HIV-1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fo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o
intended to be used for the NAT were relatively stable after long-term storage at –70 C for up to 72 months,
regardless of the initial titer.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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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외진단의약품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
능평가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특성이 잘 규
명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
외진단의약품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표준
물질(reference standard material)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체외진단분석기 및 체외진단의약품의 개발,
평가, 표준화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WHO
생물의약품표준화 전문가 회의(WHO Expert Committee on Biological Standardization, WHO ECBS)
등을 구성하여 표준물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WHO 국제표준품(WHO International Standard) 위탁관리 기관인 NIBSC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나 WHO CCs (WHO
Collaborating Centers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를 통해 WHO 국제표준품을 제조ㆍ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품은 각 나라별
유행하는 유전자변이형을 모두 구하기 힘든 경우
가 종종 있고, 그 가격이 고가이며 공급량도 제한
적이어서 모든 검사실마다 국제표준품을 사용하
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WHO ECBS에서는 각 국
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약품 및 체외진단용 의
료기기의 평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나라별로
자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체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
표준품(National Reference Standard)을 제조하여
사용하고 이의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1].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도 2004년부터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화
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표준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은 체외진단용 제
품(in vitro diagnostics)의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서, 허가ㆍ심사와 관련된
시험, 검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그 기준을 인정하고 확립한 표준품으로
국가표준품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현재 32개 품
o
목이 표준품으로 확립되어 –70 C 초저온냉동고
에 보관하며 체외진단용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유상 분양되고 있다[2]. 그
러나 표준품 확립 이후의 안정성 검증(post-establishment stability monitoring)과 표준품의 사용기
한(shelf life)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ㆍ외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보
관온도와 보존기간의 설정은 과학적인 근거보다
는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
며, WHO 국제표준품의 경우에도 표준품 확립 시
10년 이상 분양할 수 있는 수량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사용기한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양중인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 표준품 중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T)를 위한 B형간염바이러스
(hepatitis B virus, HBV),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HIV-1) 관련 국가표준품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특정시점에서의 역가(titer)를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와 비교ㆍ평가하는 실시
간 안정성(real-time stability) 방법으로 평가하여
국가표준품의 객관적인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
고 표준품 확립 이후 안정성 검증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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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결 과

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줌품

1. HBV 유전자 표준품의 안정성

국가표준품으로서 2012년 4월에 제조ㆍ확립된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19),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
020),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
021),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02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
(IVD-12/00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재조
합 DNA (IVD-12/00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
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
다.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
020) 및 5개의 패널검체로 구성되어 있는 B형간
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19)은 표준
품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인 6.05 log10 IU/mL
(재조합 DNA), 6.55 log10 IU/mL (panel 1), 4.85
log10 IU/mL (panel 2), 4.23 log10 IU/mL (panel 3),
3.61 log10 IU/mL (panel 4), 2.94 log10 IU/mL (panel
5)에서 이들 표준품을 –70oC에서 72개월을 보관
한 뒤에도 역가가 7.01 log10 IU/mL (재조합 DNA),
6.47 log10 IU/mL (panel 1), 4.83 log10 IU/mL (panel
2), 4.29 log10 IU/mL (panel 3), 3.69 log10 IU/mL
(panel 4), 2.98 log10 IU/mL (panel 5)로 나타나 역
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준품을 –70oC에 보관하면서 보관기간에 따
른 역가 변화를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와 비교
하여 그 차이(log10 difference)를 분석한 결과 B형

2. 실시간 안정성 평가
표준품에 대한 실시간 안정성 평가는 핵산정
량검사 자동화 장비인 TaqMan system과 Cobas
Ampliprep/Cobas TaqMan HBV Test v2.0, HCV Test,
HIV-1 Test v2.0 (Roche Molecular System, Inc.,
Branchburg, USA) 시약을 사용하여 표준품 제조ㆍ
확립 이후 12, 15, 24, 36, 48, 60, 72개월이 도래하
는 시점에서 각각의 표준품을 3회 반복(triplicate)
검사하고, 3회 반복 검사한 결과의 평균값을 제
조ㆍ확립 당시의 역가(titer)와 비교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SPSS (version 23.0,
Armonk, NJ,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보존기간에 따른 표준품 역가의 변화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을 통해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
다.

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020)
및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19)
제조 후 보관기간이 12개월, 15개월, 24개월, 36개
월, 48개월, 60개월 및 7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역가의 변화는 –0.07∼0.16 log10 IU/mL로 모두 ±0.5
log10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1).

2. HCV 유전자 표준품의 안정성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
022) 및 4개의 패널검체로 구성되어 있는 C형간
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21)은 표준
품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인 7.44 log10 IU/mL
(재조합 DNA), 5.23 log10 IU/mL (panel 1), 3.34
log10 IU/mL (panel 2), 2.80 log10 IU/mL (panle 3),
2.20 log10 IU/mL (panel 4)에서 이들 표준품을 –7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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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long-term storage at –70oC on the quantitation of HBV DNA, HCV RNA and HIV-1 RNA national
reference standard for in vitro diagnostics
National
Reference
Standard

Mean log10 viral loads (95% CI) at:
00 MO

12 MO

15 MO

24 MO

HBV DNA
Working
Standard
(IVD-12/019)
Panel 1

36 MO

48 MO

60 MO

72 MO

6.55
6.50
6.51
6.47
6.56
6.51
6.47
6.47
(6.46∼6.63) (6.43∼6.57) (6.43∼6.59) (6.39∼6.56) (6.43∼6.70) (6.41∼6.61) (6.45∼6.48) (6.47∼6.48)
Panel 2
4.85
4.85
4.75
4.76
4.89
4.80
4.83
4.83
(4.74∼4.93) (4.71∼4.98) (4.68∼4.82) (4.70∼4.81) (4.79∼5.00) (4.73∼4.88) (4.77∼4.89) (4.79∼4.87)
Panel 3
4.23
4.23
4.24
4.22
4.29
4.21
4.28
4.29
(4.16∼4.29) (4.13∼4.32) (4.17∼4.30) (4.21∼4.23) (4.20∼4.37) (4.12∼4.30) (4.25∼4.31) (4.27∼4.31)
Panel 4
3.61
3.61
3.64
3.64
3.61
3.53
3.68
3.69
(3.54∼3.67) (3.61∼3.62) (3.49∼3.76) (3.53∼3.74) (3.56∼3.66) (3.28∼3.78) (3.62∼3.74) (3.58∼3.78)
Panel 5
2.94
3.08
3.04
2.99
2.93
3.01
3.10
2.98
(2.79∼3.05) (3.05∼3.11) (3.01∼3.08) (2.94∼3.04) (2.85∼3.00) (2.94∼3.08) (3.06∼3.15) (2.91∼3.03)
HBV
6.05
5.90
5.73
5.65
5.90
7.02
6.92
7.01
Recombinant (5.99∼6.09) (5.83∼5.97) (5.64∼5.82) (5.56∼5.75) (5.82∼5.99) (6.91∼7.13) (6.06∼7.41) (6.68∼7.20)
DNA
(IVD-12/020)
HCV RNA
Working
Standard
(IVD-12/021)
5.33
5.28
5.13
5.31
5.22
5.21
5.13
Panel 1
5.23
(5.13∼5.32) (5.31∼5.35) (5.23∼5.31) (5.12∼5.13) (5.29∼5.33) (5.17∼5.26) (5.19∼5.23) (5.07∼5.19)
Panel 2
3.34
3.39
3.43
3.27
3.56
3.55
3.44
3.42
(3.26∼3.40) (3.36∼3.43) (3.37∼3.49) (3.26∼3.29) (3.53∼3.58) (3.53∼3.57) (3.43∼3.45) (3.41∼3.43)
Panel 3
2.80
2.85
2.88
2.67
2.92
3.04
2.90
2.89
(2.70∼2.88) (2.77∼2.93) (2.75∼3.01) (2.64∼2.71) (2.90∼2.93) (2.99∼3.09) (2.81∼2.99) (2.83∼2.95)
Panel 4
2.20
2.39
2.31
2.01
2.41
2.49
2.30
2.34
(2.06∼2.31) (2.16∼2.56) (2.24∼2.37) (1.95∼2.07) (2.27∼2.55) (2.30∼2.67) (2.19∼2.41) (2.18∼2.46)
7.70
7.79
7.06
7.50
HCV
7.44
＞8.00
＞8.00
＞8.00
Recombinant (7.21∼7.59) (7.65∼7.74) (7.73∼7.86) (6.93∼7.18) (7.46∼7.55) (N/A)
(N/A)
(N/A)
DNA
(IVD-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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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0.88
0.62
0.59
0.48
0.83
0.50

0.42
0.73
0.63
0.66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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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ational
Reference
Standard
HIV-1 RNA
Working
Standard
(IVD-12/007)
Panel 1
Panel 2
Panel 3
Panel 4
HIV-1
Recombinant
DNA
(IVD-12/008)

Mean log10 viral loads (95% CI) at:
00 MO

12 MO

15 MO

24 MO

36 MO

48 MO

60 MO

72 MO

P
value

4.19
4.25
3.76
4.22
4.23
4.22
4.16
0.74
4.32
(4.26∼4.37) (4.17∼4.21) (4.22∼4.27) (3.74∼3.77) (4.18∼4.27) (4.19∼4.28) (4.20∼4.23) (4.10∼4.21)
2.36
2.26
2.14
1.82
2.17
2.13
2.30
2.25
0.82
(2.22∼2.47) (2.22∼2.29) (2.08∼2.19) (1.72∼1.92) (2.02∼2.32) (1.90∼2.37) (2.16∼2.44) (2.19∼2.31)
2.10
1.45
1.65
1.35
1.54
1.54
1.56
1.79
0.98
(2.08∼2.12) (1.34∼1.57) (1.29∼2.00) (1.25∼1.46) (1.28∼1.80) (1.28∼1.79) (1.31∼1.81) (1.76∼1.82)
1.45
1.33
＜1.30
(1.35∼1.53) (1.27∼1.39) (N/A)
＞7.00
(N/A)

＞7.00
(N/A)

＞7.00
(N/A)

＜1.30
(N/A)

＜1.30
(N/A)

＞7.00
(N/A)

＞7.00
(N/A)

1.46
(1.28-1.64)
＞7.00
(N/A)

＜1.30
(N/A)

＜1.30
(N/A)

0.93

＞7.00
(N/A)

＞7.00
(N/A)

N/A

Abbreviations: MO, month; CI, confidence interval; N/A: not applicable.

에서 72개월을 보관한 뒤에도 역가가 ＞8.00 log10
IU/mL (재조합 DNA), 5.13 log10 IU/mL (panel 1),
3.42 log10 IU/mL (panel 2), 2.89 log10 IU/mL (panel
3), 2.34 log10 IU/mL (panel 4)로 나타나 역가의 변
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준품을 –70oC에 보관하면서 보관기간에 따
른 역가 변화를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와 비교
하여 그 차이(log10 difference)를 분석한 결과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022)
및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21)
제조 후 보관기간이 12개월, 15개월, 24개월, 36개
월, 48개월, 60개월 및 7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역가의 변화는 –0.09∼0.13 log10 IU/mL로 모두 ±0.5
log10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1).

3. HIV-1 유전자 표준품의 안정성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008) 및 4개의 패널검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07)은 표
준품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인 ＞7.0 log10 IU/mL
(재조합 DNA), 4.32 log10 IU/mL (panel 1), 2.36
log10 IU/mL (panel 2), 2.10 log10 IU/mL (panel 3),
1.45 log10 IU/mL (panel 4)에서 이들 표준품을 –70oC
에서 72개월을 보관한 뒤에도 역가가 ＞7.00
IU/mL (재조합 DNA), 4.16 log10 IU/mL (panel 1),
2.25 log10 IU/mL (panel 2), 1.79 log10 IU/mL (panel
3), ＜1.30 log10 IU/mL (panel 4)로 나타나 역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준품을 –70oC에 보관하면서 보관기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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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difference in the viral load (log10) of HBV DNA, HCV RNA and HIV-1 RNA national reference
standard for in vitro diagnostics over 12 to 72 months stored at –70oC. The results obtained by individual
panel specimens at different time periods (12, 15, 24, 36 48, 60, and 72 months after storage), and each symbol
indicates panels of the national reference standards. (A) Mean difference in the viral load (log10) for HBV
DNA working standard and HBV recombinant DNA (HBV rDNA); (B) Mean difference in the viral load (log10)
for the HCV RNA working standard and HCV recombinant DNA (HCV rDNA); (C) Mean difference in the
viral load (log10) for the HIV-1 RNA working standard and HIV-1 recombinant DNA (HIV-1 rDNA).

른 역가 변화를 제조ㆍ확립 당시의 역가와 비교
하여 그 차이(log10 difference)를 분석한 결과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
008) 및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
(IVD-12/007) 제조 후 보관기간이 12개월, 15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및 72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서 역가의 변화는 –0.36∼0.01 log10 IU/
mL로 모두 ±0.5 log10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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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은 생물유래의 물
질로 제조된 표준품으로 물리화학적 혹은 생물학
적 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바이알 사이의 균질
성이 보증되고 적절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
준품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연구사
업을 통해 표준품 후보물질이 제조된 이후 다기
관 공동품질검증 및 통계분석 후 식품의약품안전
처 체외진단 표준품 실무기술위원회의 기술적 검
토와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표준
품 등록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나라를 비롯한 국외의 규제기관 및 표준품 관리ㆍ
분양 기관에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을
포함한 생물학적 표준품의 확립 이후 표준품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 동안 보존할 수 있는지, 즉
표준품의 사용기한이 얼마인지 또는 안정성 검증
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명확한 과학적 검증결과나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표준품으로 확립하
여 관리ㆍ분양하고 있는 32개 품목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표준품 중 핵산증폭검사를 위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준품의
장기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표준품도 일반의약품의
경우에서처럼 가속열화시험(accelerated degradation test, ADT)과 아레니우스 방정식(Arrehenius
equation)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예측하고 사용기
한을 산정할 수 있다[3,4]. 가속열화시험 결과와
아레니우스 모델에 따른 안정성 유지기간, 즉 사
용기한 산출을 위한 표준품 특성값의 허용범위
(acceptance criterion)는 규정된 보관온도에서 95%
CI (confidential interval)를 적용하고 있다[5]. 그러

나 이러한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사용기한의
산정은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ly significant)”이
검정 통계량의 크기, 설정된 귀무가설(null hypothesis) 등으로 오류 가능성을 동반하므로, 반드
시 어떤 실험결과의 중요성이나 의사결정의 수단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5년 José 등[6]의 보고
o
에서도 –70 C에 보관한 HBV DNA, HCV 및 HIV-1
RNA의 역가와 관련하여 시간과 바이러스의 역
o
가가 선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70 C에
보관한 바이러스의 역가는 시간의 경과에도 변함
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사용기한을 산정하려고 하였으나 실험기
간 동안 바이러스의 역가에 실제로 의미 있는 변
화를 관찰할 수 없어 사용기한을 산정할 수 없었
다. 이에 생물학적 임상검체의 장기 보존에 따른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통계학적인 수단
에 의해 사용기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장기간 보관
하면서 일정간격으로 검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초기의 역가와 비교하는 방법인 실시간
안정성 평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
o
법으로 2011년 Baleriola 등[7]은 –70 C에 보관한
HBV, HCV 또는 HIV-1 바이러스가 포함된 임상
검체가 9년간 안정하였음 보고하였다.
한편, 냉동액(liquid-frozen)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스 핵산의 불활화에는 보관온도 등 보존 조
건뿐만 아니라 핵산의 자연적인 가수분해(natural
hydrolysis), 핵산가수분해효소의 함량(nuclease content), RNA 또는 DNA가 바이러스 외피단백질(virus
coat proteins)로 보호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NAT 의료기기 국가표준품 등과 같은 생물학적
표준품의 사용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거나 통
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내는 것은 불가능하
다.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 177 －

Korean J Blood Transfus Vol. 29, No. 2, 171-181, Aug. 2018

의약품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도 실온과 실
온 이하에서 보관하는 의약품의 안정성 평가 방
법을 달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실온 이하에
서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냉장보관, 냉동보관,
o
–20 C 이하에 보관하는 의약품의 평가 방법을 구
o
분하고 있다. 규정된 보관온도가 –20 C 이하인 의
약품의 안정성 재평가 기간 또는 사용기한은 장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품목별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 또한 최
o
근 De Vore 등[9]은 0 C 이하에 보관하는 생물학
적 물질의 안정성 기간 산출에 있어 기존의 아레
니우스 모델에 의한 안정성 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시간 안정성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경제적인
평가 방법임을 보고하였다.
임상검체의 실시간 안정성 평가에서는 특정
보관조건에서 보관 중인 사람의 혈장(human plasma) 또는 기타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역가가 보관 전 역가의 50%가 보존되는 시점, 즉
최초 바이러스 역가의 0.5 log10 감소되는 시점을
사용기한으로 간주할 수 있다[6]. 분자진단법을
사용한 바이러스 정량검사(quantitative analysis)의
검사내 변이(intra-assay variation)와 검사간 변이
(inter-assay variation)가 약 ±0.2 log10으로 보고되
고 있고[10,11], 임상검체의 생물학적 변이(biological variability)는 약 ±0.3 log10으로 보고되고 있어
[12] 바이러스 분자진단에서는 임상검체의 보관
중 0.5 log10 copy/mL 또는 0.5 log10 IU/mL 이하의
변이는 일반적인 범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13-15], 0.5 log10 이상의 역가 변화가 있을 때 유
의미한 변화로 간주화고 있다[16].
핵산증폭검사를 위한 HBV, HCV, HIV-1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준품은 바이러스 농도를
알고 있는 감염자의 혈청을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제조한 희석패널(dilution panel; working standard)
표준품과 검출대상 바이러스 유전자를 유전자 재

조합법으로 제조한 표준품이 있다. 우리나라 국
가표준품인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020),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IVD-12/02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재
조합 DNA (IVD-12/00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
준품은 검출대상 바이러스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
합법으로 제조한 표준품이며, HBV C2/adw형 양
성혈장으로 제조하여 5개의 양성 패널검체로 구
성한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
019), HCV 2a/2c 양성혈장으로 제조하여 4개의
양성 패널검체로 구성한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
자-희석패널(IVD-12/021) 및 HIV-1 B형 양성혈장
으로 제조하여 4개의 양성 패널검체로 구성한 사
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IVD-12/007)
은 희석패널 표준품으로 핵산증폭검사의 성능평
가 및 품질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7].
본 연구에서 평가한 핵산증폭검사를 위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
준품의 경우에도 확립 당시 제시된 표준품의 정
량값은 사용한 시약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
는 핵산증폭검사의 경우 증폭하는 표적유전자의
부위와 시약마다 검출감도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7]. 따라서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표준품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방법은
o
현행 보관온도에서(–70 C 이하)에서 보존하면서
정해진 간격으로 검사하여 표준품 제조 시의 역
가와 비교하여 보는 후향적 실시간 안정성 평가
(retrospective real-time stability monitoring)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안정성의 판단 기준은 표준품
제조 당시의 역가와 비교하여 0.5 log10 이하의 감
소를 보일 때 안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조ㆍ확립 이
o
후 –70 C에서 보관하면서 72개월까지 안정성을
평가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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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 모두 제조 당시의 역가와 비교하여
0.5 log10 이하의 감소를 보여 안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
표준품은 동결건조품 및 동결품의 형태로 제
조되는데, 국제표준품(international standard)의 경
우 고역가의 동결건조품으로 제조된다[18]. 이처
럼 국제표준품을 고역가의 동결건조품으로 제조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낮은 역가의 생물학적 물
질이 높은 역가의 생물학적 물질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역가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동결
건조품이 동결품 형태보다 역가의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희석패널 또는 국가표준품의 경
우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용으로 대량
소모되므로 제조 및 사용에 용이한 동결품으로
제조되고, 사용할 때 희석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표준품에 비해 낮은 역가로 제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핵산증폭검사를 위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준품의
경우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하여 동결품으로 제
조되었으며, 높은 역가에서 낮은 역가까지 다양
한 농도가 포함되어 있도록 제조된 정성분석
(qualitative analysis) 목적의 표준품이다. 따라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
준품의 고유한 특성값은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양성(reactive) 또
는 음성(non-reactive)으로 표현되는 정성적인 척
도일 수 밖에 없고, 표준품의 사용 대상이 되는
핵산증폭검사 자체도 정성검사이기 때문에 정량
검사에서처럼 정도관리물질의 측정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직접 확
인할 수 없다.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역가는 다만 참고치(reference range)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체외분석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중장기 안정성
모니터링의 경우, 표준품의 품질 검증과 국가표

준품으로서 사용자(민원인)의 확고한 신뢰를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외국의 유사 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보면, 핵산증폭검사를 위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준품은
o
–70 C에 냉동 보관하였을 경우 최소 10년 이상 안
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지기
한을 별도로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표준품 보관
중 보관온도의 일탈 등 보관환경의 변화, 표준품
사용자의 환류(feedback)가 있을 경우 관련 전문
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표준품의 분양 중단을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José 등[19]의 보고
에 의하면 핵산증폭검사나 흡광도로 표시되는 검
사의 결과를 분석할 때 정량적인 측면을 너무 강
조한다면 검사내 변이, 검사간 변이에 의한 결과
값의 변동이 분석의 최종목표인 분석결과의 유효
성 여부 판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따라서 표준품에 대한 실시간 안정성 평가 결
과,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저역가 표준품 패널 검
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역시 전문가 검토회의 후
해당 패널 검체만 제외한 희석패널 표준품을 분
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핵산증폭검사
를 위한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o
국가표준품은 –70 C 보관조건에서 표준품 제조
후 72개월(6년)이 경과하여도 역가가 0.5 log10 이
하의 감소를 보여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실시간 안정성 평가가 표준품의 안정성 모니
터링에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요 약
배경: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및 규
제기관의 심사ㆍ허가를 위해 국가표준품은 필수
적인 물질이나 국가표준품의 장기 안정성은 완전

－ 179 －

Korean J Blood Transfus Vol. 29, No. 2, 171-181, Aug. 2018

히 확보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핵산증폭검
사를 위한 B형간염바이러스(HBV), C형간염바이
러스(HC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국가표
준품의 장기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HBV, HCV,
o
HIV-1 희석패널 및 재조합 DNA 표준품을 –70 C
에 보관하면서 보관 전 및 특정 보관기간이 경과
한 후의 바이러스 역가를 Cobas Ampliprep/Cobas
Taqman assays (Roche Molecular System, Inc., Branchburg, USA) 시약을 사용하여 72개월까지 분석
하였다.
결과: 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o
국가표준품의 바이러스 역가는 –70 C에서 72개
월까지 보관하여도 제조ㆍ확립 당시의 바이러스
수치와 큰 변화가 없었다. HBV, HCV, HIV-1 국
o
가표준품을 –70 C에서 72개월까지 보관하는 중
역가의 변화는 –0.36∼0.16 log10 IU/mL로 분자진
단의 검사내 변이인 0.5 log10 범위를 벗어나지 않
았다.
결론: 핵산증폭검사를 위한HBV, HCV, HIV-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가표준품은 제조 당시의
o
역가에 관계없이 –70 C에서 72개월까지 장기 보
관하여도 비교적 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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