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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제품 문서는 전자 미디어에서 추가 언어로 제공됩니다.

기호 어휘

유럽 CE 인증 제조자 유럽 연합 공인 대리점

로트 번호 사용 기한 체외진단용

온도 제한 제품번호 사용설명서 참조

검사 횟수 함께 사용 가능 일련 번호

처방 전용 라텍스 포함

Bio-Rad 기술 지원

도움 및 기술적 조언을 얻으려면 Bio-Rad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미국의 경우, 기술 
지원부 근무 시간은 월~금, 오전 5:00~오후 5:00(태평양 시간)입니다.

전화: 1-800-424-6723

팩스: 1-510-741-5802

이메일: LSG_TechServ_US@bio-rad.com(미국 및 국제 고객용)

온라인 기술 지원 및 전 세계 연락처 정보는 www.consult.bio-rad.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Bio-Rad Laboratories의 서면 허락 없이는 이 출판물의 일부를 복사, 기록, 기타 정보 저장 또는 
검색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Bio-Rad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io-Rad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오류에 대해 또는 
이 설명서에 있는 정보의 적용 또는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cel 및 Microsoft는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FAM 및 VIC는 Applera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TaqMan은 Roche Molecular Systems,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 해당사의 소유입니다.

Bio-Rad의 열순환기 및 실시간 열순환기는 미국 특허 번호 6,767,512 및 7,074,367 중 한 가지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한 Eppendorf AG 소유 해외 특허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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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및/또는 제품의 사용에는 미국 특허의 청구, 및/또는 Bio-Rad Laboratories, Inc.가 
소유하거나 Bio-Rad Laboratories, Inc.에 부여된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보류 중인 미국 및 
미국 외 지역 특허 신청이 적용됩니다. 제품 구매시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따라 내부 연구 
및 진단 목적으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되고 양도 불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제품은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용도(제조, 정도 관리 또는 상업 서비스(예: 계약 서비스나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 필요한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는 Bio-Rad Laboratorie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부가적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은 구매자/최종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안전 및 규정 준수

QX200TM System은 검사를 거쳐 다음 안전 및 전자파 표준의 해당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IEC 61010-1:2010(3판), EN61010-1:2010(3판). 측정, 제어 및 실험 용도의 전기 장비 — 1부: 
일반 요구 사항

2. EN 61326-1:2006(Class A). 측정, 제어 및 실험 용도의 전기 장비. EMC 요구 사항, 1부: 일반 
요구 사항

3. UL 61010-1:2004, 실험용 장비, 검사 및 측정 장비와 산업 공정 제어

4. CAN/CSA 22.2 No 61010-1-04, 측정, 제어 및 실험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 사항, I부: 일반 
요구 사항

5. 이 장비에서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하며, 아울러 방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 구역에서 이 장비를 작동하면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CE 마크는 이 제품이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98/79/EC에 대한 유럽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제조업체가 보장함을 나타냅니다.

    CSA 마크는 캐나다 및 미국 표준에 대해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해당 제품이 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칙의 제15부에 따른 Class A 디지털 기기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장비를 상업적 환경에서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간섭을 적절히 방지하려는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폐기 전기 및 전자 장비 지침 기호는 최종 사용자가 이 제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별도의 수집 시설로 보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장비는 교육을 받은 직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그를 조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장비를 두지 마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그는 전원 연결을 해제하는 장치입니다.

내부에는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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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200 시스템용 QXDX BCR-ABL %IS 키트 경고 및 주의사항

체외진단용 및 의료전문가용

이 검사 키트는 실험실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자격 있는 직원만 다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보호복, 장갑 및 보안경/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수 우수실험실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십시오.

PPE(개인 보호 장비) 교육

오일 및 검체 플레이트를 다룰 때는 장갑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PE에 대한 OSHA 
요구 사항은 미국연방규정집(CFR)의 29 CFR 1910.132(일반 요구 사항), 29 CFR 1910.138(손 보호), 
29 CFR 1926.95(표준 개인 보호 장비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호 기능이 손상된 장갑은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화학 물질에 노출된 장갑을 다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화학 물질의 독성과 노출 기간, 보관, 온도 등의 요인을 고려하십시오. 기계 조작, 검사, 오일 및 
세척 용제 취급 시 장갑 선택에 도움이 되는 특성:

• 부틸 장갑은 합성 고무 재질로서, 과산화물, 불화수소산, 강염기,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취급 
시 손을 보호해 줍니다.

• 천연(라텍스) 고무 장갑은 편안한 착용감과 탁월한 인장 강도, 탄력성, 온도 저항성이 
특징입니다.

• 네오프렌 장갑은 합성 고무 재질로서, 유연하여 움직임이 자유롭고 밀도가 높아 인열 저항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알코올, 유기산, 알칼리로부터 손을 보호해 줍니다.

• 니트릴 장갑은 혼성 중합체로 되어 있으며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덴 등 염소계 
용제로부터 손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오일, 그리스, 산, 부식성 물질을 취급할 때도 손을 
보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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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Bio-Rad의 QXDx™ Droplet Digital PCR 시스템에서 실시한 QXDx BCR-ABL %IS 검사는 BCR-
ABL1 퓨전 전사 유형 e13a2 및/또는 e14a2를 발현하는 t(9;22)-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된 환자의 전혈에서 총 RNA의 BCR-ABL1과 ABL1 염색체 전사량 정량에 대한 시험관내 
핵산 증폭 검사입니다. 이 시험에서 ABL1 내생 대조군으로 정규화된 BCR-ABL1의 e13a2 및/
또는 e14a2 전사량을 측정합니다. 결과는 국제 기준(%IS)과 로그 분자 감소(MR) 기준에 대해 
100%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백분율 감소치로 보고됩니다.

이 검사는 e13a2와 e14a2 전사 사이에 차별화되지 않으며 t(9;22)에서 초래하는 다른 희귀 퓨전 
전사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CML 진단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절차 원리

QXDx BCR-ABL %IS 검사는 무작위 프라이밍 역전사와 Droplet Digital PCR(ddPCR)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BCR-ABL 전좌 e13a2(b2a2)와 e14a2(b3a2)는 동시에 증폭, 검출 및 
정량됩니다. QXDx BCR-ABL %IS 검사는 사람 혈액에서 추출된 총 RNA를 사용하여 FAM 채널에서 
e13a2(b2a2) 및/또는 e14a2(b3a2)의 두 BCR-ABL 퓨전 전사체와 HEX 채널에서 내생 조절로서 ABL 
전사체의 사본을 정량합니다1-4. QXDx BCR-ABL %IS 검사는 BCR-ABL/ABL 비율로 BCR-ABL 전사체의 
양을 정량한 다음 국제 기준으로 값을 변환합니다.

QXDx BCR-ABL %IS 키트는 Bio-Rad QXDx Droplet Digital PCR(ddPCR)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QXDx AutoDG™ ddPCR 시스템은 자동 액적 생성기(AutoDG)와 액적 
리더(DR)로 구성됩니다. QXDx BCR-ABL %IS 키트에는 보정 점검 및 대조물질 등 96개 
검체에 충분한 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키트에는 2회의 로트 일치 IS 보정 점검이 
포함됩니다. IS 보정 점검은 주요 분자 반응 지점(MMR 또는 MR3)인 약 0.1% BCR-ABL/ABL과 
약 10% BCR-ABL/ABL(MR1)에서 제조됩니다. IS 보정 점검은 WHO 국제 유전자 레퍼런스 패널
(09/138)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5. 보정 점검은 최초 WHO 국제 유전자 레퍼런스 표준으로 분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QXDx BCR-ABL %IS 키트에는 내생 대조군(ABL) 이외에 3개의 외부 대조군, 즉 고양성 대조군, 
저양성 대조군 및 BCR-ABL 음성/ABL 양성 대조군(음성 대조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 형식: %IS 및 MR

CML 모니터링을 위해 보통 2회 측정됩니다.

1. 국제 표준 백분율(IS)은 BCR-ABL 사본 수를 레퍼런스 ABL 사본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고 실험실 특정 보정 계수(CF)를 곱하여 계산됩니다(Baccarani, et al. 2006)1.

2. %IS의 log10 전환값인 분자 로그 감소 레벨(MR)(Hughes et al. 2006, Branford et al, 2006, 
2008)4

%IS =  
BCR – ABL 사본

 * 100 * CF
ABL 사본

MR = log10(100%IS) – log10(%IS) = 2 – log10(%IS)

%IS 비율은 선형 척도로 보고되는 반면에 MR은 log 10 척도로 전환되어 베이스라인에서 뺀 
%IS 비율로 MR0.0은 100%IS입니다. MRx.y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MR 수준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서 x.y는 측정한 수치값입니다. 예를 들어 MR3.0은 명목 MR0.0에서 1000(10^3)배 감소된 
값을 지칭합니다. 또한 ABL 사본에 대해 검출한 BCR–ABL 사본간 비율을 IS로 보정한 비율이 
0.1%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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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Dx BCR-ABL %IS 검사 보고서는 %IS 및 MR 값을 모두 보고합니다. 중간 결과로서 BCR-
ABL 및 ABL 전사체의 검출된 사본은 보고할 수 있으며 측정의 확실성 또는 권한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 값은 WHO 주요 레퍼런스 물질(“표준”)(White et al 2010)5로 추적할 
수 있는데, 각각 4개의 %IS 레벨, 즉 10%IS, 1%IS, 0.1%IS, 0.01%IS 또는 (MR1, MR2, MR3, MR4)
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문서에서 평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엔티티는 MR 또는 %IS 단위로 표시됩니다. 
아래 표 1은 선택한 수준에서 %IS 값과 그 관련 MR 값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IS MR

10 1.0

1 2.0

0.32 2.5

0.1 3.0(MMR)

0.032 3.5

0.01 4.0

0.0032 4.5

0.002 4.7

0.001 5.0

표 1: %IS 값과 관련 MR 값

QXDx BCR-ABL %IS 검사 워크플로우의 개요

표준 검사 워크플로우와 단계별로 필요한 시간은 아래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단계 설명 용도 예상 조작 시간 예상 기기 시간

1
EDTA 튜브의 

전혈에서 RNA 추출
가변적 가변적 가변적

2 RT 반응 <30분 ~60분

3
플레이트 준비 및 

액적 생성
<30분

~1분/검사
~48분/플레이트

4 PCR 증폭 <5분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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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용도 예상 조작 시간 예상 기기 시간

5 액적 판독 <5분
~2.5분/검사

~120분/플레이트

6
수동 역치값, csv로 

내보내기
10~20분/플레이트 해당 사항 없음

7 데이터 종합 및 보고

~15분/플레이트

또는

제3자 툴에 따라 
가변적

해당 사항 없음

표 2: QXDx BCR-ABL %IS 검사 – CE-IVD 워크플로우

RNA 추출 1단계는 Maxwell® CSC RNA Blood 키트, Qiagen RNeasy® Mini and Trizol 추출 등 다양한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2~5단계는 Bio-Rad가 제공하는 시약과 장비를 
가지고 수행합니다. 수동 역치값 설정 및 내보내기는 QuantaSoft v 1.7.4로 수행합니다. 데이터 
종합 및 보고의 최종 단계는 개발된 실험실 또는 제3자 툴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툴 다운로드 및 사용 지침은 BCR-ABL 제품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툴은 QS 1.7.4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국제 척도 또는 MR 값으로 제공합니다.

시약과 장비

제공되는 물품

QXDx BCR-ABL %IS 키트에는 샘플당 2개 웰에서 실행할 경우 96개 검체 또는 정도 
관리 표본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약이 들어 있습니다. 키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제품번호 이름 수량(튜브) 분량 보관 조건

12006134 QXDx BCR-ABL %IS 키트 1 --- -25°C~-15°C

12004581 QXDx BCR-ABL Primers & Probes(QXDx 
BCR-ABL 프라이머 및 프로브)

1 250µL -25°C~-15°C

12004586 QXDx Nuclease Free Water(QXDx 
뉴클레아제 자유수)

2 1500µL -25°C~-15°C

12004569 QXDx 5x iScript Select Reaction 
Mix(QXDx 5x iScript 선택 반응 믹스)

1 500µL -25°C~-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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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이름 수량(튜브) 분량 보관 조건

12004572 QXDX 2X Supermix 3 1000µL -25°C~-15°C

12004571 QXDx iScript Advanced Reverse 
Transcriptase(QXDx iScript 고급 
역전사효소)

1 125µL -25°C~-15°C

12004582 QXDx RT Primers(QXDx RT 프라이머) 1 500µL -25°C~-15°C

12004585 QXDx BCR-ABL 0.1%IS 2 50µL -25°C~-15°C

12004588 QXDx BCR-ABL 10%IS 2 50µL -25°C~-15°C

12004584 QXDx BCR-ABL H-CTRL 2 50µL -25°C~-15°C

12004583 QXDx BCR-ABL L-CTL 2 50µL -25°C~-15°C

12004573 QXDx BCR-ABL Neg-CTRL 2 50µL -25°C~-15°C

12006672 QXDx BCR-ABL %IS 키트 IFU, CE-IVD 1

주: 안전 보건 자료(SDS)는 www.bio-rad.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취급

• 모든 cDNA 및 ddPCR 구성요소는 -25°C~-15°C의 항온 냉동고에 보관하십시오.

• 모든 RNA 대조물질은 -80°C에 보관하십시오.

• 역전사효소(RT)를 보텍스(vortex)하지 마십시오.

• RT를 사용하기 전까지 냉동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 후 즉시 냉동고에 집어넣으십시오.

• 실온에 둔 BCR-ABL1/ABL1 프라이머/프로브 믹스는 빛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BCR-ABL1/ABL1 프라이머/프로브 믹스를 충분히 혼합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균질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 보텍스하여 부드럽게 혼합하고 다른 모든 바이알은 열기 전에 원심분리하십시오.

• 보정물질 또는 대조 바이알을 보텍스하지 마십시오.

• QXDx Supermix를 5회 초과하여 냉동/해동하지 마십시오.

• 각 시약의 유효기간은 개별 구성요소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는 물품

시약 및 소모품

QX200 AutoDG ddPCR Dx System 용도:

제품번호 이름 수량(튜브) 분량 보관 조건

12001922 QXDx AutoDG Consumable Pack 1 15°C~30°C

ddPCR Pierceable Foil Seals 50 15°C~30°C

ddPCR 96Well Plates 15 15°C~30°C

DG32™ 카트리지(가스켓 포함) 15 15°C~30°C

AutoDG용 피펫 팁(랙) 10 15°C~30°C

AutoDG 오일(프로브용) 1 15°C~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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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이름 수량(튜브) 분량 보관 조건

12002526 QXDx Droplet Reader Oil Pack 1

12002526 QXDx Droplet Reader Oil Pack 1 1L 15°C~30°C

QX200 Droplet Generator용(수동 액적 생성기):

제품번호 이름 수량(튜브) 분량 보관 조건

12001921 QXDx Consumable Pack 15°C~30°C

ddPCR 96-Well Plates 5 15°C~30°C

ddPCR Pierceable Foil Heat Seal 50 15°C~30°C

프로브용 액적 생성 오일 2 7mL 15°C~30°C

DG8™ Cartridges 24 15°C~30°C

DG8 Gaskets 24 15°C~30°C

사용설명서 1

제품번호 이름 수량(튜브) 분량 보관 조건

12002526 QXDx Droplet Reader Oil Pack 1

12002526 QXDx Droplet Reader Oil Pack 1 1L 15°C~30°C

장비

설명 제품번호

QX200 AutoDG Droplet Digital PCR Dx System 17002229

QX200 Droplet Reader, CE-IVD 12001045

 QX200 Automated Droplet Generator, CE-IVD 12001630

또는

설명 제품번호

QX200 AutoDG Droplet Digital PCR System 1864100

QX200 Droplet Reader, IVD 1864003

 QX200 Automated Droplet Generator, IVD 1864101

또는

설명 제품번호

QX200 Droplet Digital PCR Dx System 17000034

QX200 Droplet Reader, IVD 12001045

 QX200 Droplet Generator, IVD 120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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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설명 제품번호

QX200 Droplet Digital PCR System 1864101

QX200 Droplet Reader 1864003

QX200 Droplet Generator 1864002

설명

열순환기

필수: 다음과 동등한 사양의 열순환기:
• 정확도: +/- 0.2°C

• 균일성: 10초 이내에 웰 간 +/- 0.4°C

• 필수 온도변화속도를 갖춘 조정 가능한 온도 변환 능력: 최대 2°C/초

• 온도 범위: 0~100°C

설명 제품번호

PX1™ PCR Plate Sealer 1814000

설명

일반 실험실 장비

• 피펫(Rainin 또는 Eppendorf)

 | 1-10µL, 10-100µL, 20-200µL, 100-1000µL 플레이트 원심분리기 또는 플레이트 스피너

• 보텍스 피펫(Rainin 또는 Eppendorf)

 | 1-10µL, 10-100µL, 20-200µL, 100-1000µL

기타 시약 및 소모품

설명

RNA 정제용 시약

상용화되고 인증받은 모든 실험실 검체 준비 방법은 허용됩니다. 예: Qiagen, Trizol, Promega 
Maxwell RNA Blood Kit.

설명 제품번호

ddPCR 2x 대조 완충액 1863052

액적 생성 오일이 포함된 블랭크 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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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의사항 및 경고
• 체외진단용(IVD)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전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 모든 생물학적 검체는 전염성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모든 인체 검체는 표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검체 취급에 
대한 지침은 세계보건기구 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취급 및 검체 취급에 대한 적절한 실험실 안전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 다른 시약을 이송하고 작업하는 동안 장갑을 바꿔 착용하십시오.

• 작업 공간의 표면을 닦을 때는 10% 표백제를 사용한 후 70% 알코올을 사용하십시오.

• 액적 생성기와 액적 리더를 별도의 구역에 전용 공간에 두어 앰플리콘 오염을 피하십시오.

• 이 문서에 설명한 절차와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와 이 키트에 제공된 시약 이외의 시약을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QXDx BCR-ABL %IS 키트 시약을 다른 시약으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 QXDx BCR-ABL %IS 키트의 다른 로트에 있는 시약과 섞어두지 마십시오.

• RT 및 PCR에 동일한 열순환기를 사용할 경우 열순환기를 액적 생성기 옆에 두거나 
리더기와 별도와 장소에 두십시오.
주: 플레이트는 PCR 증폭을 하는 동안 호일로 밀봉할 것입니다.

• 검사설정과 템플렛 추가는 다른 장소에서 전용 피펫과 피펫터를 사용하여 수행하십시오.

• RNA와 ddPCR의 극도의 민감성으로 인해 전체 검사는 RNAse/DNAse가 없는 조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워크플로우와 공간을 최적화하여 잔여물 오염을 제거하십시오.

• 모든 장비의 일반 유지보수와 보정은 제조업체 권장사항에 따라 수행하십시오.

• 뉴클레아제가 묻어 있지 않은 팁과 시약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피펫을 세척하십시오.

• 최적의 결과를 위해 반드시 권장되는 열순환 프로토콜만 사용하십시오.

• PCR 증폭을 위해 DEPC 처리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특정 약(예: 헤파린), 고지방혈성 검체, 용혈 검체, 황달 검체 또는 고단백질 수준의 검체와 
같은 일부 물질은 검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된 플레이트, 소모품 또는 시약의 적절한 폐기에 대해 기관의 환경 폐기물 담당 
직원과 상담하십시오. 이 물질은 특정 폐기물 요건을 요구하는 연방 EPA 자원 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의 위험 폐기물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주 및 지방 폐기물 규정이 연방 폐기물 규정과 다를 경우 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기관은 해당 국가 위험물질 폐기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의 질은 분석하는 검체의 양과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RNA 검체의 질과 양은 
이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체 수집, 이송 및 보관
•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 있는 튜브에 최소 5mL의 전혈을 수집하십시오.

• 사용하지 않는 혈액 검체는 최대 72시간 동안 2~8°C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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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DX BCR-ABL %IS 검사 프로토콜

개요

키트에는 총 192개 ddPCR 웰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약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검체, 대조물질, 
보정물질을 2웰 형태로 실행할 경우 제공된 시약은 84개 검체에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높은 민감도가 요구될 경우 미지의 검체는 2웰이 넘는(예를 들면 4웰) 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키트 시약은 더 적은 검체에 대해 충분합니다.

플레이트 레이아웃

각 플레이트는 6개의 알려진 검체에 대해 실행해야 합니다. 무템플릿 대조물질(NTC), 
QXDx 고양성 대조물질(Hi Pos), QXDx 음성 대조물질(Neg), QXDx 저양성 대조물질(Lo Pos), 
보정물질 확인 QXDX ~10%IS Cal, 보정물질 확인 QXDx ~0.1%IS Cal. 이 모든 알려진 검체는 
항상 2웰에서 각각 실행합니다. 실행 질은 이러한 대조물질과 보정물질 확인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점수를 매깁니다(아래 참조). 미지의 검체는 최소 2개 웰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고감수성이 필요할 경우 미지의 검체는 4웰 형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 검체가 있는 
모든 웰의 데이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합산하여 총 분자 표적 수와 검체의 %IS 및 MR을 
생성합니다. 2x 대조물질 완충액이라는 특정 유형의 검체를 실행할 수 있지만 분석 또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2x 대조물질 완충액은 검체의 각 컬럼의 모든 빈 웰에서 완충액 웰로서 
사용해야 합니다(그림 1~3).

알려진 검체 미지의 검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NTC NTC 검체 3 검체 3 검체 11 검체 11 검체 19 검체 19 검체 27 검체 27 검체 35 검체 35

B Hi Pos Hi Pos 검체 4 검체 4 검체 12 검체 12 검체 20 검체 20 검체 28 검체 28 검체 36 검체 36

C Neg Neg 검체 5 검체 5 검체 13 검체 13 검체 21 검체 21 검체 29 검체 29 검체 37 검체 37

D Lo Pos Lo Pos 검체 6 검체 6 검체 14 검체 14 검체 22 검체 22 검체 30 검체 30 검체 38 검체 38

E ~0.1% IS ~0.1% IS 검체 7 검체 7 검체 15 검체 15 검체 23 검체 23 검체 31 검체 31 검체 39 검체 39

F ~10% IS ~10% IS 검체 8 검체 8 검체 16 검체 16 검체 24 검체 24 검체 32 검체 32 검체 40 검체 40

G 검체 1 검체 1 검체 9 검체 9 검체 17 검체 17 검체 25 검체 25 검체 33 검체 33 검체 41 검체 41

H 검체 2 검체 2 검체 10 검체 10 검체 18 검체 18 검체 26 검체 26 검체 34 검체 34 검체 42 검체 42

그림 1: 모든 알려진 및 미지의 검체를 2웰 형태로 실행할 경우 플레이트 레이아웃/ 1개의 
플레이트에 42개 미지의 검체가 있습니다.

알려진 검체 미지의 검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NTC NTC 검체 3 검체 3 검체 11 검체 11

B Hi Pos Hi Pos 검체 4 검체 4 검체 12 검체 12

C Neg Neg 검체 5 검체 5 검체 13 검체 13

D Lo Pos Lo Pos 검체 6 검체 6 검체 14 검체 14

E ~0.1% IS ~0.1% IS 검체 7 검체 7 완충액 완충액

F ~10% IS ~10% IS 검체 8 검체 8 완충액 완충액

G 검체 1 검체 1 검체 9 검체 9 완충액 완충액

H 검체 2 검체 2 검체 10 검체 10 완충액 완충액

그림 2: 42개 미만의 미지의 검체에 대한 플레이트 레이아웃/ 마지막 8개 웰은 완충액(
판독하지 않음)으로 채워 컬럼당 8개 검체를 모두 채웁니다. 남아 있는 빈 컬럼은 채우지 
않거나 판독하지 않습니다.



 12006672KOrevC 11

 QXDx™ BCR-ABL %IS Kit

알려진 검체 미지의 검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NTC NTC 검체 3 검체 3 검체 3 검체 3 검체 3 검체 3 검체 3 검체 3

B Hi Pos Hi Pos 검체 4 검체 4 검체 4 검체 4 검체 4 검체 4 검체 4 검체 4

C Neg Neg 검체 5 검체 5 검체 5 검체 5 검체 5 검체 5 검체 5 검체 5

D Lo Pos Lo Pos 검체 6 검체 6 검체 6 검체 6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E ~0.1% IS ~0.1% IS 검체 7 검체 7 검체 7 검체 7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F ~10% IS ~10% IS 검체 8 검체 8 검체 8 검체 8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G 검체 1 검체 1 검체 9 검체 9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H 검체 2 검체 2 검체 10 검체 10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완충액

그림 3: 미지의 검체를 2, 4웰 형태로 실행할 경우 플레이트 레이아웃/ 완충액을 사용하여 
컬럼당 8개 검체를 모두 채웁니다. 남아 있는 빈 컬럼은 채우지 않거나 판독하지 않습니다.

검체를 웰 사이에 수평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액적 칩 수준(컬럼)에서 
실패할 경우 다른 웰은 검체의 점수를 매기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과 1:1로 
희석한 2x 대조물질 완충액을 사용하여 각 컬럼의 빈 웰을 전부 채우십시오.

주: PCR 기반 분자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벤치 공간 및 피펫의 정기적 오염 제거, 분석 
준비 구역에서 분리된 RNA/DNA 취급 및 적절한 PPE에 대해 핵산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템플릿이 없는 구역과 템플릿이 추가된 구역은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피펫과 툴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오염 제거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분석 전 단계

전혈 또는 연막에서 일반 검체 준비 방법을 통해 추출한 총 RNA는 액적 디지털 PCR 방법과  
호환 가능합니다. RNA 추출의 가장 흔한 방법은 Maxwell® CSC RNA Blood Kit, Qiagen RNeasy® 
Mini 및 Trizol 추출법입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 1000만(1 x 107) 개 유핵 세포를 
수집하여 RNA로 추출해야 합니다. RNA는 사람 검체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RNA 가수분해효소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검체 취급 단계를 최소화하고 BCR-ABL 양의 가장 민감한 
측정을 위해 수집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 검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Hughes et. al, 2006)4. 
RNA 질, 순도 및 수량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분광광도법을 통해 
정제된 총 RNA의 질과 순도를 평가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당하는 
OD260 농도는 ~100ng/µL여야 하고, OD260/OD280 비율로 추정되는 순도는 >1.6, OD260/OD230 비율로 
추정되는 순도는 >1.2여야 합니다.

검사 민감도는 RNA 투입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득율이 100ng/µL를 초과하는 RNA분리법을 
검증하고 각 검사마다 총 RNA 투입량 750~1250ng을 목표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제된 총 
RNA는 효율적인 검사 설정을 위해 ~100ng/µL의 목표 농도로 조정되어야 하고 추출 직후 
검사하거나 -80°C로 검사 준비 시까지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범주 목표 규격

혈액량 1.5~10mL

세포수 ≥1E+07

RNA 농도 75~125ng/µL

RNA 순도
OD260/OD280 비율 > 1.6

OD260/OD230 비율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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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반응 준비
1. 실온에서 최대 10분 동안 정제된 RNA를 해동한 다음 얼음이나 차가운 블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주: 보텍스하지 마십시오. 튜브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경우 RNA 검체를 ~100ng/µL로 조정하십시오.

3. iScript 고급 역전사효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냉동고에서 꺼낸 얼음이나 차가운 
블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주: 고급 역전사 효소를 보텍스하지 마십시오.

4. 다음 성분을 실온에서 최대 15분간 해동하십시오.

a. QXDx 5x iScript 선택 반응 믹스

b. QXDx RT 프라이머

c. QXDx 뉴클레아제 자유수

5. 4단계의 각 성분 튜브를 뚜껑을 닫은 채 충분히 혼합하거나 보텍스하고 튜브 바닥에 
내용물이 모일 때까지 짧게 원심분리하십시오.

6. 각 성분을 얼음이나 차가운 블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7. RT 마스터 믹스 제조 및 로딩 RT 플레이트:

a. 처리 중인 검체, 대조물질, 보정물질 수에 따라 RT 마스터 믹스를 제조하십시오.

b. RT 마스터 믹스 제조 분량은 표 3을 참조하십시오.

c.  주: RT 플레이트를 로딩하는 동안 얼음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RT 마스터 믹스 분량 검체 수*(검체 + 초과수량) 분량

검체 수 1 16 32 48 96
플레이트 1/3 플레이트 2/3 플레이트 1 플레이트 2 플레이트

구성요소 분량 1x (16+2)x (32+3)x (48+4)x (96+4)x
QXDx 뉴클레아제 

자유수 µL ~3.75 ~67.50 ~131.25 ~195 ~375

QXDx 5x iScript 선택 
반응 믹스 µL 5 90 175 260 500

QXDx RT  
프라이머(노나머) µL 5 90 175 260 500

QXDx iScript 고급 
역전사효소 µL 1.25 22.5 43.75 65 125

RNA 검체* 
(750~1250ng) µL 10

합계 µL 25 450 875 1300 2500

표 3: 검체 수에 따른 마스터 믹스 분량

주: * 검체에는 플레이트에 실행할 환자 검체, 대조물질, 보정물질이 포함됩니다.

8. 여러 검체의 경우 RT 마스터 믹스를 위의 성분(RNA 제외)과 함께 제조한 다음 각 반응 
웰에 나누어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a. 필요한 플레이트 레이아웃은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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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검체 미지의 검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NTC 검체 3 검체 11

B Hi Pos 검체 4 검체 12

C Neg 검체 5 검체 13

D Lo Pos 검체 6 검체 14

E ~0.1% IS 검체 7 완충액

F ~10% IS 검체 8 완충액

G 검체 1 검체 9 완충액

H 검체 2 검체 10 완충액

그림 4: 필요한 RT 플레이트 레이아웃

b. 모든 RT 마스터 믹스 성분(RNA 제외)을 잘 혼합하여 96웰 PCR 플레이트의 두 개 중 
하나의 컬럼에 검체당 15µL씩 분주하십시오.
주: 효율성을 위해 전자 반복 분주용 피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보정물질과 대조물질 10µL를 해당 RT 웰에 추가하십시오.

d. 추출한 RNA 검체 분량 중 10µL를 해당 RT 웰에 추가하십시오.

e. 반응 웰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펫팅(10회)하여 부드럽게 혼합하십시오.

f. PX1 PCR 플레이트 실러를 사용하여 호일 실로 플레이트를 덮으십시오.

i. PX-1 플레이트 실러를 180도에서 5초간 설정하십시오(기본 조건 아님).

ii. RT 플레이트를 실온에서 알루미늄 블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iii.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호일 실 한 장으로 플레이트를 덮으십시오. 이때 플레이트에 
호일을 올려놓으면 빨간색 줄무늬가 보여야 합니다.

iv.  Seal(밀봉) 버튼을 터치하여 플레이트를 밀봉하십시오.(그러면 문이 닫히고 열 
밀봉이 시작됩니다).

주: 메탈 프레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v. PX-1 플레이트 실러에서 플레이트와 블록을 제거하십시오.

vi. 호일 위로 웰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는지 확인하여 플레이트의 모든 웰이 
밀봉되도록 하십시오.

주: 자세한 지침은 PX1 플레이트 실러 지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 기포를 제거하려면 1분간 1000rcf로 플레이트를 회전합니다. 기포가 남아있으면 
플레이트를 다시 회전하십시오.

h. 밀봉이 완료되어 회전되면 플레이트가 열 순환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 블록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PX1 PCR 플레이트 실러에서 반드시 메탈 블록을 
제거하십시오.

9. 플레이트를 열순환기로 이동하여 표 4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을 실행하십시오.

프라이머 결합 25°C에서 10분

역전사 42°C에서 45분

RT 비활성화 85°C에서 5분

유지 4°C에서 최대 24시간

표 4: 열순환기 프로토콜

*주: 4°C에서 유지하면 처리 전에 사용자가 RT 반응을 처리 전 최대 24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 C1000 열순환기를 사용할 경우 검체 양을 25µL로, 뚜껑 온도를 105°C로 설정하십시오.

10. RT 제조(cDNA)가 완료되면 플레이트를 1000rcf에서 1분간 회전하여 응축액을 수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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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DNA를 얼음 위에 보관하였다가 즉시 사용하십시오.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4°C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보관하십시오.

ddPCR 설정 및 액적 생성
경고: 모든 성분을 제거하기 전에 벤치 공간을 10% 표백제와 70% 알코올로 적절히 
세척하십시오.

1. 다음 성분을 실온에서 약 15분간 해동하십시오.

a. QXDX 2X Supermix

b. QXDx BCR-ABL 프라이머 및 프로브,

c. cDNA 검체* 플레이트(~640ng/검사)

2. 보텍스를 사용하여 개별 성분 튜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질하게 하고 침전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십시오. 침전물이 있으면 튜브 내용물을 충분히 혼합한 다음 
원심분리하십시오.

 주: 슈퍼믹스 재료는 다른 성분보다 더 끈적거립니다.

3. 모든 성분 튜브를 1000rcf에서 30초간 원심분리하여 튜브 밑바닥의 내용물을 
수집하십시오.

4. 표 5에 따라 반응 수별로 ddPCR 마스터 믹스를 제조하십시오.

ddPCR 분량 검체 수*(검체 + 초과수량) 분량

구성요소 분량 1x (16+2)x (32+3)x (48+4)x (96+4)x
QXDx 뉴클레아제 

자유수 µL 6.5 117 227.5 338 650

QXDx ddPCR 
Supermix µL 25 450 875 1300 2500

QXDx 20X BCR-ABL 
프라이머/프로브 µL 2.5 45 87.5 130 250

cDNA 검체* µL 16
합계 µL 50 900 1750 2600** 5000*

표 5: 검체 수에 따른 ddPCR 플레이트 분량(RT 플레이트별로 설정됨)

주:** 48개 검체(플레이트 1개) 2600µL와 96개 검체(플레이트 2개) 5000µL의 총 분량은 
2mL 튜브에 넣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검체는 5mL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 검체에는 플레이트에 실행할 환자 검체, 대조물질, 보정물질이 포함됩니다.

5. 여러 검체의 경우 ddPCR 마스터 믹스를 위의 성분(cDNA 제외)과 함께 제조한 다음 cDNA를 
ddPCR 플레이트의 각 반응 웰에 나누어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a. 필요한 플레이트 레이아웃은 그림 5를 참조하십시오.

b. 보텍스 믹서를 사용하여 ddPCR 마스터 믹스 성분을 모두 충분히 혼합하십시오.

c. 그림 5에 따라 ddPCR 마스터 믹스(cDNA 검체 없이)의 34µL/웰씩 플레이트에 
분주하십시오.

d. 필터 팁과 함께 50, 100 또는 200µL 8채널 피펫터를 사용하여 cDNA 플레이트의 호일 실의 
구멍을 뚫으십시오.

주: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P20 피펫 팁은 호일 실을 뚫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P20 피펫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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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cDNA 분량을 회수하는 우수 사례:
i. 피펫팅하는 분량에 맞춰 피펫을 설정하고, 플런저를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트 위에서 

호일 실을 뚫으십시오. 피펫 팁이 실 아래로 2mm가 넘게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ii. 구멍이 생기면 피펫 팁을 실 위로 들어올린 다음 플런저를 사용하십시오.

iii. 플런저를 설치하여 웰 바닥에 팁을 낮추고 팁을 앞뒤로 부드럽게 흔들어 구멍을 
넓히십시오. 호일 실 구멍을 넓히면 피펫 팁이 웰 바닥에 닿습니다. 이는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cDNA의 모든 분량을 회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iv. cDNA에서 피펫 팁을 유지하여 필요한 분량을 매우 천천히 흡인하십시오. 흡인을 
멈춘 후 피펫 팁을 웰에 추가로 5초간 더 두면 압력이 일정해 집니다.

e. cDNA 검체(환자, 대조물질, 보정물질 또는 완충액) 중 16µL를 ddPCR 플레이트의 각 웰에 
추가하십시오.

f. 최대 5회 조심스럽게 위아래로 피펫팅하여 ddPCR 마스터 믹스와 혼합한 다음 검체를 
완전히 빼내십시오.

g. 모든 검체에 f단계를 반복하십시오.

h. cDNA 검체를 모두 플레이트에 추가한 후 50 또는 100µL 피펫터(다채널도 가능)를 사용하여 
35µl를 맞추십시오.

i. 각 반응물질의 총 분량(50µL) 중 50%(25µL)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 15회 
위아래로 피펫팅하십시오.

경고: 점성 물질이 잘 혼합되도록 15회 피펫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  그림 5에 나와있는 대로 각 검체의 25µL를 옆의 웰로 옮겨 중복된 웰을 만드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NTC 검체 3 검체 11

B Hi Pos 검체 4 검체 12

C Neg 검체 5 검체 13

D Lo Pos 검체 6 검체 14

E ~0.1%IS 검체 7 완충액

F ~10% IS 검체 8 완충액

G 검체 1 검체 9 완충액

H 검체 2 검체 10 완충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NTC 검체 3 검체 11

B Hi Pos 검체 4 검체 12

C Neg 검체 5 검체 13

D Lo Pos 검체 6 검체 14

E ~0.1%IS 검체 7 완충액

F ~10% IS 검체 8 완충액

G 검체 1 검체 9 완충액

H 검체 2 검체 10 완충액

그림 5: ddPCR 플레이트 레이아웃

주: 검체와 대조물질의 총수가 8의 배수(8, 16, 24 등) 미만이면 25µL의 ddPCR 대조물질 
완충액 또는 초과 시약으로 남은 웰을 채우십시오. 웰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 있으면 액적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6. PX-1 플레이트 실러를 사용하여 호일 실로 플레이트를 밀봉합니다.

i. PX-1 플레이트 실러를 180도에서 5초로 설정하십시오(기본 조건 아님).

ii. RT 플레이트를 실온에서 알루미늄 블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iii.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호일 실 한장으로 플레이트를 덮으십시오. 이때 플레이트에 
호일을 올려놓으면 빨간색 스트립이 보여야 합니다.

iv. Seal(밀봉) 버튼을 터치하여 플레이트를 밀봉하십시오. 그러면 도어가 닫히고 열 
밀봉이 시작됩니다.

주: 메탈 프레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v. PX-1 플레이트 실러에서 플레이트와 블록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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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레이트를 1000rcf에서 30초간 짧게 원심분리하여 플레이트 바닥에 내용물을 수집하고 
기포를 제거하십시오.

액적 생성

그림 6: 자동 액적 생성 시스템 항목별 레이아웃

주: 자세한 전체 사용 지침은 QX200 Automatic Droplet Generato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설정하기 전에 벤치 공간과 장비 표면을 10% 표백제와 70% 알코올로 적절히 세척하십시오.

1. 액적 생성기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모성 재료를 수집하십시오.

• DG32 카트리지, 피펫 팁, 액적 생성 오일, 검체 플레이트, 액적 플레이트(실행 완료 시 
생성된 액적이 표시되는 경우)

주: 폐기물 용기를 AutoDG의 적절한 장소에 놓으십시오.

2. AutoDG 도어를 열고 “Sample Plate”(검체 플레이트) 위치에서 96웰 검체 ddPCR 플레이트를 
QX200 Automatic Droplet Generator 로드하십시오. 표시기 조명이 녹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 AutoDG 인터페이스의 Configure Sample Plate(검체 플레이트 구성) 버튼을 터치하여 
검체가 채워진 컬럼 수를 선택합니다. (플레이트 이름과 주석은 옵션입니다.) OK(확인)를 
클릭하십시오.

주: 검체와 대조물질의 총수가 플레이트의 하나의 컬럼에 8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추가로 
25µL ddPCR 1X 대조 완충액 또는 초과 1X 마스터 믹스로 컬럼 웰을 채워 액적이 형성되도록 
하십시오.

주: AutoDG 구성 화면에서 전체 컬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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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플레이트 A에는 48개 검체에 대해 선택한 96개 웰이 있고, 플레이트 B에는 24개 
검체에 대해 선택한 48개 웰이 있습니다.

4. 검체 플레이트에서 선택한 컬럼 수에 따라 노란색 표시기 조명은 장비에 로드되어야 
하는 소모품을 식별합니다.

5. AutoDG 도어를 열고 관련 표시기 조명이 녹색이 될 때까지 해당 소모품을 로드하십시오.

a. DG32 카트리지(오른쪽의 녹색 가스켓이 있음)를 시스템 뒷면의 플레이트 홀더에 
로드하십시오. 홀더는 적절한 방향으로 잠기고 적절히 놓이면 조명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b. 플라스틱 랩과 박스 뚜껑을 제거한 후 피펫 팁을 장비 중앙 열에 맞추어 로드하십시오.
경고: 전체 팁 박스만 시스템에 로드해야 합니다.

c. 액적 플레이트 위치에 파란색 냉각 블록으로 빈 96웰 액적 플레이트를 
로드하십시오. 이 때 조명이 녹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d. 뚜껑을 제거하고 타워에 병을 비틀어 넣어 왼쪽에 AutoDG 오일을 로드하십시오. 
장비 사용자 인터페이스 “Droplets for Probes”(프로브용 액적)에 AutoDG 오일 유형을 
선택하면 오일 유형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화면에 오일 수준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병의 현재 오일 레벨을 표시합니다.
주: 이 단계는 실행하기에 오일 레벨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 AutoDG의 표시기가 모두 녹색이 되면 파란색 Start Droplet Generation(액적 생성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경고: 그러면 도어가 닫히고 실행이 시작되므로 장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7. AutoDG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Start Run”(실행 시작)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Start Run(실행 시작) 버튼을 누를 때까지 실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 화면은 액적이 생성되어 준비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액적 
생성이 멈추면 AutoDG 화면에 “Run Terminated”(실행 종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행이 
종료되면 실패 원인을 판단하고 문제해결 섹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8. 액적 생성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실행 완료 후 30분 이내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호일 
밀봉으로 “droplet plate”(액적 플레이트)를 밀봉하십시오.
경고: AutoDG 실행 완료 시 호일 밀봉을 하고 30분 이내에 열순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PX-1 플레이트 실러를 180도에서 5초로 설정하십시오(기본 조건 아님).

ii. RT 플레이트를 실온에서 알루미늄 블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iii.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호일 실 한장으로 플레이트를 덮으십시오. 이때 플레이트에 
호일을 올려놓으면 빨간색 스트립이 보여야 합니다.

iv. Seal(밀봉) 버튼을 터치하여 플레이트를 밀봉하십시오. 그러면 도어가 닫히고 열 
밀봉이 시작됩니다.
주: 메탈 프레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v. PX-1 플레이트 실러에서 플레이트와 블록을 제거하십시오.



18 12006672KOrevC

QXDx™ BCR-ABL %IS Kit 

9. 이제 액적 플레이트 열 순환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PCR 증폭(열순환)
액적이 담긴 96웰 플레이트가 밀봉되었으면 PCR 증폭을 위해 이를 열순환기에 집어넣으십시오.

경고: 설정하기 전에 벤치 공간과 장비 표면을 10% 표백제와 70% 알코올로 적절히 
세척하십시오.

최적의 QXDx BCR-ABL 결과를 위해 표 6에서 열순환기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순환 단계 순환 횟수 온도(°C) 시간 온도변화속도

효소 활성화 1 95 10분

2°C/초

변성 5 94 30초

복원법/확장 60 1분

변성 35 94 30초

복원법/확장 64 1분

효소 불활성화 1 95 10분

액적 안정화 1 4 30분

보류(옵션) 1 4 24시간

표 6: BCR-ABL/ABL1 열순환 프로토콜

경고: 다른 순환기에서는 기본 램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램프 비율을 2°C/초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C1000 터치 열순환기를 사용하면 105°C로 데워진 뚜껑을 사용하고 검체량을 40µL로 
설정하십시오(기본 검체량은 30µL입니다). 또한 프로토콜 구성을 위해 C1000 터치 열순환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열순환기의 경우 제안된 설정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액적 판독

데이터 획득 준비

1. 플레이트를 판독하기 전에 플레이트에 대한 템플릿 파일을 설정하십시오. 이는 QuantaSoft 
1.7.4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 또는 장비 PC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periment: RED

• Supermix: ddPCR Supermix for Probes(no dUTP)

• Target1: Name: BCR-ABL

• Target1: Type: Ch1 Unknown

• Target2: Name: ABL

• Target2: Type: Ch2 Unknown

그림 8은 QuantaSoft 패널 보기와 그 설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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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액적 리더 설정 매개변수

2. 사용한 웰의 각 검체를 명명해야 합니다. 알려진 검체의 표준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NTC – 템플릿 대조물질 없음

• Hi Pos – 고양성 대조물질

• Neg – 음성 대조물질

• Lo Pos – 저양성 대조물질

• ~0.1% IS – 약 0.1% IS에서 보정물질 확인

• ~10% IS – 약 10% IS에서 보정물질 확인

• Buffer(완충액) – 판독되지 않을 검체로 부분적으로 사용한 컬럼을 모두 채우는 데 
추가합니다.

3. 실험실 절차에 따라 미지의 검체를 명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판독할 모든 컬럼은 8개 웰을 전부 채워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빈 웰을 채우는 데 
완충액을 사용하십시오.

데이터 획득

1. 장비 PC상에서 QuantaSoft를 시작하고 실행할 플레이트를 위해 템플릿 파일을 로드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십시오.

2. 왼쪽 패널에서 Run(실행) 버튼을 누르십시오. 리더는 요청한 웰에서 액적을 판독하기 
시작하고 예비 자동화 분석을 실행합니다. 실행 중에 데이터 진행 상황과 데이터 질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 획득 절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작업에 PC를 사용하지 말고 시스템 주변의 
진동을 최소화하십시오.

3. 실행 완료 후 장비 PC 하드 드라이브에 “*.qlp”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는 QuantaSoft 1.7.4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 또는 동일한 PC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지역, 주 또는 연방 폐기물법 및 규정에 따라 플레이트를 폐기하십시오.

분석

리더기에서 생성된 .qlp 파일을 로드하고 왼쪽 패널에서 Analyze(분석)를 선택하십시오.

1. 허용되는 이벤트를 확인하십시오.

a. 모든 웰을 선택하십시오.

b. Events(이벤트) 버튼을 클릭하고 Total(전체) 확인란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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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허용되는 이벤트가 10000개 미만인 웰은 추가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d. 제외되는 모든 웰을 기록하십시오.

2. 역치값을 준비하십시오.

a.  2D Amplitude(2D 진폭)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b.  Options(옵션)를 클릭하고 fixed(수정됨)를 선택하여 축을 잠그십시오.

3. 양성 대조물질과 역치값을 확인하십시오.

a. 고양성 검체를 가진 웰을 선택하십시오.

b. 각 채널의 역치값을 음성 및 양성 클러스터 간에 ~1/3로 설정하십시오. 2D 플롯은 그림 
9와 같이 보입니다.

그림 9: 양성 대조물질용 2D

c. 역치값을 기록하십시오.

4. 전체 플레이트에 대한 역치값을 설정하십시오.

a. 모든 웰을 선택하십시오.

b. 고양성 역치 수준에서 역치값을 설정하여 선택에 대한 플레이트 수준의 일반 
역치값을 적용하십시오.

5. 다른 대조물질과 보정물질 역치값을 확인하십시오.

a. NTC - ABL 사본이 10개를 넘거나 1BCR-ABL 사본 1개가 확인하는 경우 실패처리 하십시오.

b. 다른 모든 알려진 검체 - 역치값이 클러스터를 통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6. 미지의 검체에 대한 역치값을 검사하십시오.

a. 클러스터가 중간에 잘리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b.  다른 특이한 표현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특이한 표현형의 예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c. 필요한 경우 향후 분석에서 손상된 웰을 제외시키거나 역치값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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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내보내기

1. 모든 웰을 선택한 다음 각 웰에서 “Ctrl+ 클릭”으로 제외된 웰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2. 드롭다운 박스에서 Both(둘 다)를 선택하고 Export CSV(CSV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병합된 단일 웰 형태의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하나를 초과한 수의 통과한 웰이 있는 모든 검체는 디지털, 액적 수준에서 병합됩니다. 하나만 
통과한 웰이 있는 검체는 단일 웰 수준에서 보고됩니다. 디지털 병합은 데이터 집계를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가장 민감하고 강건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결과

CSV 파일에는 표 형식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각 열은 개별 검체입니다(병합 또는 병합되지 
않음). 병합이 적용된 경우 웰 표기가 Mxx로 변경되어 병합된 웰을 나타냅니다. 웰이 병합되지 
않으면 기존 명칭이 유지됩니다(즉, A01, A02 등). 헤더에 "Ratio"(비율)가 있는 컬럼은 BCR-ABL/ABL 
사본 비율이 포함됩니다. %IS 비율과 MR 수준을 계산하려면 이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IS = 비율 × 100 × CF

MR = log10(100%IS) – log10(%IS) = 2 – log10(%IS)

CF는 로트 특이적 전환계수로 키트 삽입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웰이 있는 경우 일부 검체는 단일 웰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의 결과(BCR-
ABL 및 ABL)는 병합된 웰의 결과 아래 CSV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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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관리

대조물질

키트는 3개의 대조물질과 함께 배송됩니다. 미지의 검체에 대해 보고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조물질 이름 기능 예상 결과

Hi Pos 고양성 대조물질 MR0.3-MR1(10%-50%IS)

Neg 음성 대조물질 음성(less than MR5.3/0.0007%IS)

Lo Pos 저양성 대조물질 MR3-MR5(0.001-0.1%IS)

보정물질 확인

2회의 보정물질 확인이 제공됩니다. 이는 키트의 유효한 정량 능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보정물질 확인에서 얻은 값은 미지의 검체에 대해 보고된 값을 수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고된 %IS 값이 예상한 값인지 확인하십시오.

보정물질 확인 이름 예상 결과

~0.1% IS 삽입물에 제공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

~10% IS 삽입물에 제공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

보정 점검은 최초 WHO 국제 유전자 레퍼런스 패널로 분석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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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검체

검사는 사용할 미지의 검체별로 2개 이상의 웰에 대해 허용됩니다. 각각의 웰은 교차 권장별로 
최소 10000 ABL 사본을 보고해야 합니다6. 10000 ABL개 미만 사본의 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 검체에 대해 더 낮은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병합은 사용된 모든 웰 간의 
ABL과 BCR-ABL 전사의 모든 사본을 집계하여 %IS 및 MR 수준으로 표현된 총 BCR-ABL/ABL 사본 
비율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웰 간 일치에 대한 추가 확인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 검체당 단 1개의 웰만 유효한 경우 ABL 사본의 수는 높은 MR 수준의 점수를 
매기는 데 충분치 못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에서 웰당 ABL 사본을 확인하여 민감도를 
확인하십시오.

결과 해석

모든 대조물질 및 보정물질 확인 검사를 통과하면 미지의 검체 결과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체당 더 많은 웰을 사용하면 더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ELN)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BCR-ABL(IS) 3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10%

1%~10%

0.1%~<1%

<0.1%

코드 임상 고려사항

빨간색 환자 순응도와 약물 상호작용 돌연변이 분석을 평가하십시오.

노란색 환자 순응도와 약물 상호작용 돌연변이 분석을 평가하십시오.

녹색 반응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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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ddPCR은 강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체, 반응 또는 장비의 문제를 감지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실패 모드를 표현형, 설명 및 제안 해결법으로 
나열합니다.

파쇄 – 일부 액적은 대개 판독 시 파쇄되었습니다(그림 10 참조).

해결법: 데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웰을 제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실험실의 입자 
오염을 확인하십시오.

Problem Normal문제 정상

그림 10: 파쇄 - 문제 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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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분할 – 액적 모집단이 보통 RT 반응 문제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그림 11 
참조).

해결법: 가능한 경우 웰 역치값을 조정하십시오. 흔히 이 수는 유의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웰을 제외하십시오.

Problem Normal문제 정상

그림 11: 클러스터 분할 - 문제 대 정상

미러링 - 2개의 다른 크기의 액적(그림 12 참조)

해결법: 분석에서 웰을 제외하십시오.

Problem Normal문제 정상

그림 12: 미러링 - 문제 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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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순환기 오류 - 온도 프로파일 이상은 낮은 PCR로 이어집니다(그림 13 참조).

해결법: 분석에서 웰을 제외합니다. 열순환기의 성능을 확인하십시오.

Problem Normal문제 정상

그림 13: 열순환 - 문제 대 정상

플레이트 밀봉 오류 – 플레이트 밀봉이 잘못되어 증발되어 액적 양에 변동이 생깁니다(그림 
14 참조).

해결법: 분석에서 웰을 제외하십시오. 플레이트 밀봉의 성능을 확인하십시오.

Problem Normal문제 정상

그림 14: 플레이트 밀봉 오류 - 문제 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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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성능 특성

블랭크 한계(LoB)

이 연구는 임상 실험실 측정 절차를 위한 검출 능력 평가 CLSI EP17-A2를 준수했습니다. 
BCR-ABL에 대해 음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비백혈병 사람 RNA 검체에서 36개 검체가 
사용되었습니다. 1개 장비, 1명의 사용자, 2개 로트로 이루어진 2개 웰 세트에서 총 72개의 
개별 측정을 통해 3일에 걸쳐 각각의 음성 검체가 검사되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검출된 총 
BCR-ABL 사본 수별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95% 분위수는 검체 순위 68위와 69위 사이에 
있었으며 이 두 순위는 BCR-ABL 사본 수가 0개였습니다. 따라서 95%에서 LoB는 2개 웰에서 
BCR-ABL 사본 수가 0개였습니다.

또한 48개 무템플릿 대조물질(NTC) 검체는 1명의 사용자, 1개 장비, 3회 실행 및 2개 로트로 
이루어진 2개 웰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검체는 순위 46위와 47위 사이에서 95% 분위수를 나타내는 
검출된 총 BCR-ABL 사본 수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두 로트에서 LoB는 BCR-ABL 사본 수가  
0이었습니다.

검출 한계(LoD)

이 연구는 임상 실험실 측정 절차를 위한 검출 능력 평가 CLSI EP17-A2를 준수했습니다. 대략 
MR4.0에 도달하기 위해 3개의 양성 BCR-ABL RNA 환자 검체 풀을 준비했습니다. Pool 1은 E13a2 
및/또는 E14a2 변종에 양성 반응을 보인 15명의 환자를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Pool 2에는 
E13a2 변종에 양성 반응을 보인 5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Pool 3에는 E14a2 변종에 양성 
반응을 보인 5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1개의 음성 BCR-ABL RNA 검체 풀을 준비하여 양성 
환자 검체 풀 희석에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양성 풀은 음성 풀로 연속 희석했습니다. 결과로 
얻은 MR 레벨은 MR4.0~MR6.0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희석액은 검사별로 2개 웰에서 4개 개별 
로트가 있는 1개 시스템에 대해 1명의 사용자가 20회 반복하여 검사했습니다. 프로빗법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MR4.7에서 95% 신뢰수준에서 LoD를 얻었습니다(0.002%IS).

또한 미국 병리학회(CAP) 수행도 검사 프로그램에서 CAP 지정 MR4.7에서 1개 검체를 60개 
단일 웰에서 분석했습니다(각각 3개 ddPCR 개별 반응, 1개 사용자, 1개 로트, 1개 장비가 있는 
20개 개별 RT 반응). 가상환경에서 개별 웰을 1웰 검사, 2웰 검사 및 4웰 검사를 결합하여 1웰 
검사의 MR4.4에서 동일 LoD, 2웰 검사의 MR4.7에서 LoD, 4웰 검사에서 MR5.0 LoD를 얻었습니다. 
동일 프로빗 데이터의 단일 웰 및 4개 웰 분석에서 1웰 검사와 4웰 검사에서 각각 MR4.4와 
MR5.0의 LoD를 얻었습니다.

1웰 2웰 4웰

%IS 값 0.004 0.002 0.001

MR 4.4 4.7 5.0

정량 한계(LoQ)

이 연구는 임상 실험실 측정 절차를 위한 검출 능력 평가 CLSI EP17-A2를 준수했습니다. LOD 
연구에서와 동일한 세트의 검체와 실험이 사용되었습니다. 희석액은 MR4.0~ MR6.0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측정된 %CV는 MR4.7 레벨로 76% 미만으로 감소되었습니다(0.002%IS). 정량 
한계는 2웰에서 MR4.7(0.002%IS)입니다. 또한 단일 웰에서 (0.0045%IS) 또는 MR4.34이고 4중 웰 
형태에서 0.0008%IS 또는 MR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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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정밀도는 MR 값 ≤4.6일 경우 SD ≤0.2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정량 측정 절차의 정밀도 
평가 CLSI EP5-A3를 준수했습니다. 이 연구는 2명의 사용자와 3회 반복 실행별로 2개 장비와 3개 
시약 로트에서 3일간 실행되었습니다. MR0.7, MR1.4, MR2.4, MR2.8, MR 3.3, MR 3.6, MR 4.1, MR 4.6 등 
8가지 %IS 레벨에서 검체를 검사했습니다. 표 7은 측정된 전체 부정확도를 MR 및 %IS 단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검체 ID N
평균 
MR 
레벨

MR 총 정밀도 평균 
%IS 
레벨

% 
BCR-
ABL

총 정밀도

SD %CV SD %CV

MR1 108 1.40 0.031 2.214 3.98 0.277 6.977

MR2 108 2.47 0.046 1.862 0.34 0.035 10.346

MR2.5 108 2.80 0.049 1.750 0.16 0.018 11.132

MR3 108 3.31 0.081 2.447 0.05 0.009 18.000

MR3.5 108 3.63 0.103 2.837 0.02 0.005 22.314

MR4 108 4.13 0.165 3.995 0.0079 0.003 36.709

세포주 
대조군 1

108 0.73 0.017 2.329 18.73 0.714 3.815

세포주 
대조군 1

108 4.66 0.251 5.386 0.0023 0.002 69.565

표 7: 정밀도 요약

직선성

직선성은 최소 MR 0.3(50%IS)~MR 4.7(0.002%IS)사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정량 측정 
절차의 직선성 평가 CLSI EP6-A2를 준수했습니다. 2개 전사물 e13과 e14(각각 5개)로 10개의 
CML 양성 사람 검체를 혼합하여 CML 음성 사람 혈액 검체로 희석했습니다. 희석 레벨은 
MR0.3(50 %IS)~MR4.7(0.002%IS)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e14 혼합물의 경우 비반응성 양성 3t3 
세포주에서 추출한 추가 RNA를 100ng/µL로 정규화하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음성 사람 검체는 
ABL 레벨을 높이기 위해 음성 HeLa 세포주로 강화했습니다. 검사는 1명의 사용자가 4일에 
걸쳐 2개 열교환기와 2개 리더기로 수행했습니다. e13과 e14 혼합물에서 둘다 0.996의 R2의 
직선성을 나타냈습니다(그림 15 및 16 참조). 측정된 기울기는 각각 1.03, 1.04였습니다. 또한 
2순위 및 3순위 다항 적합이 평가되었습니다. 2순위 적합에서 1순위 직선성의 절대 편차는 
모든 레벨에서 ≤0.09 MR 단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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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13a2 직선성

측
정
된

 %
IS

예상 %IS

그림 16: e14a2 직선성

보고 가능한 범위

보고 가능한 범위는 2개 웰에서 MR0.3(50%IS)의 직선성 상한~LoQ MR4.7(0.002%IS)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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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WHO 일차 레퍼런스 물질에 대한 추적성은 기울기 1.0, 절편 매개변수 0.0~0.1로 확인되었습니다. 
RQ-PCR (NIBSC 코드:09/138)을 통해 BCR-ABL 전좌 정량을 위한 최상위 WHO 국제 유전자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추적성은 3개 로트의 보정물질 확인과 5개 로트의 개별 시약 로트에서 WHO 
레퍼런스 패널을 측정하고 레퍼런스 패널 사용설명서에 발표된 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입증되었습니다(NIBSC, 2012). 4개의 WHO 레퍼런스 패널 멤버 각각에 대해 5개 시약 로트에서 5회 
실행(로트별 1회 실행)에서 4회 반복하여 시험하였습니다.

WHO 일차 패널의 각 레벨에 대해 측정된 MR 값은 일반 유래 보정계수 CF=0.93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측정된 MR 값은 기울기와 절편 값에 대한 추가 회귀 분석을 퉁해 발표된 MR 
값과 비교하였습니다. 분석에서 R2 값 1.0의 우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라인의 기울기는 
0.98~1.04에 나타났고 절편은 -0.06~0.07에서 계산되었습니다.

분석 규격

분석 규격은 BCR-ABL1 전사물 e13a2와 e14a2만 검출을 지원하고 전사물e1a2(p190)와 e19a2(p230)는 
최소 MR5.0 레벨까지 교차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명의 기증자로부터 정상 사람 혈액에서 
추출한 RNA로 생체외 전사된 p190 또는 p230을 결합하여 2개 검체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검체는 
사용된 음성 RNA 양을 달리하여 0.005~30% 범위에 도달하도록 4개 희석액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검체는 1명의 사용자가 최소 4회 반복하여 1개 로트에서 1개 장치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모든 측정은 e13a2와 e14a2 둘다에 대해 0.000%IS로 보고되었습니다. 키트는 최소 MR5.0 레벨까지 
특이적이었습니다.

방해 물질

내인성

내인성 혈액 성분(단백질과 지질)과 같이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질과 항응고제와 같은 
외인성 분자가 QXDx™ BCR-ABL %IS 키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잠재적 방해 물질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전혈 검체에서 RNA를 추출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잠재적 방해 물질은 
추출 전 전혈 검체에 추가되었습니다. 각각의 방해 물질에 대해 방해 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를 검사했습니다.

대조물질과 검사 검체 모두 Promega Maxwell CSC RNA Blood Kit를 사용하여 5회 반복 
추출하였습니다. 추루 후 흡광도 260nm가 측정되었고 필요한 경우 복제물을 DNA 현탁액 
완충액으로 100ng/µL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출된 각 검체는 방해 물질별로 총 10회에 걸쳐 
이중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시험된 물질에서는 방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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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 물질 검사

검사 N

실행 
정밀도 
%Cv내 

%IS

평균 %IS %IS 95% 신뢰구간

검사 범위가 
대조물질 
침전 범위에 
들어가는가?

콜레스테롤 10 36.5 0.005% 0.002%~0.007% 예 - 통과

포합 빌리루빈 10 36.5 0.007% 0.004%~0.01% 예 - 통과

EDTA 10 10.7 0.094% 0.075%~0.113% 예 - 통과

헤모글로빈 10 17.9 0.045% 0.041%~0.049% 예 - 통과

헤파린 10 10.7 0.100% 0.088%~0.112% 예 - 통과

트리글리세라이드 10 36.5 0.004% 0.002%~0.006% 예 - 통과

비포합 빌리루빈 10 37 0.005% 0.002%~0.007% 예 - 통과

외인성 물질 검사

검사
측정된 평균 

MR
MR 95% 
신뢰구간

MR 허용 범위
(대조군 CI 
± 0.5 로그)

결과(검사 검체 MR 
CI가 대조군 검체 

CI ± 0.5 로그에 
들어가는가?)

구아니디늄 포함 
용해 완충액

3.57 3.49~3.68 3~4.09 통과

에탄올 3.5 3.45~3.56 3~4.09 통과

페놀 3.53 3.46~3.63 3~4.09 통과

최종 세척 완충액 3.53 3.47~3.59 3~4.1 통과

유전체 DNA 3.58 3.53~3.63 3~4.1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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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투입량

RNA 투입량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1개 음성 공여자 혈액의 RNA를 각각 2명의 환자로 구성된 
CML+ 공여자 혈액에서 추출한 RNA 풀 4개와 혼합하여 4개의 RNA 검체를 생성했습니다. 검체는 
200ng/µL로 희석하였고 125ng~1500ng에서 RNA 투입량을 목표로 여러 용량을 검사하였습니다. 모든 
검체는 검사당 125ng/µL 감소되어 동일 결과를 얻었지만 투입량 감소로 정밀도가 감소됩니다.

MR군 투입량(ng) +/n 검사 평균 IS ISCV 평균 MR MRSD

MR1 125.0 4/4 17.844% 0.84 0.75 0

MR1 250.0 4/4 18.056% 1.46 0.74 0.01

MR1 500.0 4/4 18.698% 0.91 0.73 0

MR1 1000.0 4/4 17.138% 0.72 0.77 0

MR1 1500.0 4/4 14.840% 1.47 0.83 0.01

MR2 125.0 4/4 0.879% 9.75 2.06 0.04

MR2 250.0 4/4 0.969% 6.44 2.01 0.03

MR2 500.0 4/4 1.016% 0.51 1.99 0

MR2 1000.0 4/4 0.972% 3.95 2.01 0.02

MR2 1500.0 4/4 0.966% 3.27 2.02 0.01

MR3 125.0 8/8 0.087% 24.76 3.06 0.12

MR3 250.0 8/8 0.085% 13.09 3.07 0.05

MR3 500.0 8/8 0.096% 9.06 3.02 0.04

MR3 1000.0 8/8 0.092% 12.58 3.04 0.06

MR3 1500.0 8/8 0.084% 16.09 3.08 0.07

MR4 125.0 8/8 0.017% 55.73 3.77 0.28

MR4 250.0 8/8 0.012% 27.54 3.92 0.12

MR4 500.0 8/8 0.018% 28.08 3.74 0.15

MR4 1000.0 8/8 0.016% 32.7 3.81 0.17

MR4 1500.0 8/8 0.014% 20.96 3.87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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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성능 특성

유럽의 독립 임상 실험실에서 34개 임상 검체를 수집하여 처리하였습니다. WHO IS 표준으로 
보정된 실험실 개발 qPCR 검사를 통한 검체 처리 및 분석은 표준 실험실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QXDx BCR-ABL %IS 검사는 4개 웰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4웰 및 2쌍 웰 6개 모두에서 
수행되었습니다(형태는 그림 17에 나와 있습니다). 2웰 6회 반복으로 평가된 재현성은 분석적 
재현성 연구에서 나온 값과 비교하여 MR4.0 근처의 검체에 대해 %CV 최대값 46%(%IS 영역에서)로 
우수했습니다.

실험실 개발 임상 qPCR 검사와 QXDx BCR-ABL %IS 검사간 일치도는 우수했으며, R2는 0.976, 
기울기는 1.03이었습니다. MMR(MR3 또는 0.1%IS) 상태에서 일치도는 98%에서 우수했습니다. 
하나의 불일치 검체는 0.35 로그 차이였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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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CR 임상 검사, MR

그림 17: 임상 성능

제한

검사는 e13a2 및 e14a2 퓨전 전사를 검출하도록 고안되었으며 e1a2, e19a2 또는 t(9;22)에서 
초래되는 기타 희귀 전사물에 대해서 검출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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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열순환기

요구되는 규격: 다음과 동등한 사양의 열순환기:

 | 정확도: +/- 0.2°C

 | 균일성: 10초 이내에 웰 간 +/- 0.4°C

 | 필수 온도변화속도를 갖춘 조정 가능한 온도 변환 능력: 최대 2°C/초

 | 온도 범위: 0~100°C

열순환기: 연구는 QXDx BCR-ABL %IS 키트와 열순환기 사용 설명서가 일치되는지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아래 열순환기는 위에 제공된 규격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이 연구는 
다음 4개 열순환기에 대해 평가합니다.

열순환기 제품번호 기기 유형 램프 설정
95% CI, 참조 

물질의 ±0.5 로그

Bio-Rad C1000 Touch™ Thermal 
Cycler(96딥웰 반응 모듈이 장착됨)

185~1197 참조 2°C/초

Bio-Rad C1000 Touch Thermal 
Cycler(96딥웰 반응 모듈이 장착됨)

185~1196 검사 2°C/초 통과

Life Technologies Veriti Dx 96-well 
Thermal Cycler, 0.2m

4452300 검사
2°C/초(93% 
램프 비율)

통과

Eppendorf Mastercycler® Pro, 제어판 
포함, 230V/50 – 60Hz

6321000515 검사
20% 램프 
비율

통과

각 검체의 허용 범위는 표준 열순환기(Bio-Rad C1000 Touch 열순환기(96딥웰 반응 모듈이 
장착됨))에 대해 획득한 평균 MR 값 ± 0.5 로그에 대해 얻은 평균 MR 값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검사한 모든 검체는 95% 신뢰구간(CI)을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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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이름 변경

2017년 6월 9일

제목: ddPCR 진단 제품 상표명 변경

친애하는 고객님께,

Bio-Rad는 Bio-Rad Droplet Digital PCR 플랫폼 출시 후, 이 시스템 브랜드를 식별하는 데 QX200 
Droplet Digital PCR을 사용해 왔습니다.

Bio-Rad은 RUO 툴에서 진단용 솔루션으로 기술을 전환함에 따라 QXDx™라는 신제품군 
브랜드명으로 진단용 제품라인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Bio-Rad는 현재와 향후의 
진단용 제품에 브랜드명 접두어 QXDx™를 붙여 업데이트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제품 브랜드와 그에 따른 브랜드명 변경은 고유 제품의 형태, 크기 또는 기능 또는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15일부터 상용 문서는 디지털 PCR을 위한 진단용 제품라인을 나타내는 QXDx™ 
브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기간 동안에는 Bio-Rad는 등록 명칭으로서 일반 명칭의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 명칭과 특허/일반 명칭의 두 가지 명칭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검체 문서에서는 전매 명칭과 등록 명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매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입니다. 전매 명칭이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시스템:
제품번호 등록 명칭 전매/일반 명칭(신규)
17002229 QX200 AutoDG™ Droplet Digital PCR Dx System QXDx AutoDG ddPCR System

12001045 QX200 Droplet Reader, IVD QXDx Droplet Reader

12001630 QX200 Automated Droplet Generator, IVD QXDx Automated Droplet Generator

17000034 QX200 Droplet Digital PCR Dx System QXDx ddPCR System

12001045 QX200 Droplet Reader, IVD QXDx Droplet Reader

12001049 QX200 Droplet Generator, IVD QXDx Droplet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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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및 소모품:
제품번호 등록 명칭 전매/일반 명칭(신규)

17001378 ddPCR Dx Universal Kit for AutoDG QXDx Universal Kit for AutoDG ddPCR 
System

12001922 ddPCR Dx AutoDG Consumable Pack QXDx AutoDG Consumable Pack

12003031 ddPCR Dx AutoDG Supermix Pack QXDx AutoDG Supermix Pack

12002526 ddPCR Dx Droplet Reader Oil Pack QXDx Droplet Reader Oil Pack

17001379 ddPCR Dx Universal Kit for QX200 ddPCR 
System

QXDx Universal Kit for ddPCR System

12001921 ddPCR Dx Consumable Pack QXDx Consumable Pack

12002544 ddPCR Dx Supermix Pack QXDx Supermix Pack

12002526 ddPCR Dx Droplet Reader Oil Pack QXDx Droplet Reader Oil Pack

감사합니다.

마케팅 이사,

Bio-Rad, 디지털 바이올로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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