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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strovirus (HuAstV) is an important gastrointestinal pathogen that is frequently reported worldwide. Monitoring
of contaminated groundwater has been suggested since HuAstV is transmitted through the fecal-oral route. This study
developed a test method based on conventional reverse transcription (RT)-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hat
involves SL® non-specific reaction inhibitor for unknown non-specific amplification taking place in the groundwater
environment. An optimal method for detecting HuAstV in groundwater sample through analysis and comparison against
conventionally reported method was also suggested. The developed method enabled the production of nested PCR
amplicon of 630 nt, which is a sufficient length for similarity analysis based on sequencing and genotyping. Amplicons
suspected to be HuAstV were amplified in two out of the twenty groundwater samples collected in Korea, presenting
99.77% and 99.73% similarity against HuAstV 1 strain lhar/2011/kor (JN887820.1) in sequencing, respectively. These
amplicons were identified as HuAst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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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병원체로 보고되고 있다(Johnson et al., 2017; Hargest

서

론

et al., 2020). 국외에서는 2017년 3월 스페인의 어린이집에
서에서 증상이 나타난 임상 환자 중 6건과 무증상 감염

Human Astrovirus (HuAstV)는 Astroviridae, Mamoastrovirus

자 4건이 보고(Parrón et al., 2021), 2017년 11월 중국에서

로 분류되며, 8개의 serotypes이 보고되었다(Krishna, 2005).

12~17세 125명(Tan et al., 2019)의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국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통상적 잠복기는 약 3~4일을 거쳐

내에서는 장염환자 중에서도 약 1.0~1.9%로 낮은 수준이

질병 기간은 1~4일로, 식욕부진, 고열, 구토, 복통 등을

었으나, 최근 5년(2016~2020) 동안 2,521건의 임상 환자

동반한 경증의 설사가 지속된다(Yi et al., 2004). 전 세계적

보고로 연 평균 약 504명의 HuAstV 감염이 보고되면서

으로 5세 미만 영아의 경우 약 17억 건의 사례와 52.5천

주요 장관계 바이러스 중 약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고, 9세 이상의 약 90%가 HuAstV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 사람의 장관계 질병 중 중

2021]. HuAstV는 분변-구강 경로로 감염되므로 굴,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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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패류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으며, 2001~2012년 일본 오

annealing 온도 51~59℃(최적 55℃)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사카에서 286건의 위장염 발병 사례 중 88건(약 30.7%)

변형 및 배합하여 20개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구

의 검체에서 검출 및 2014~2015년 이탈리아의 홍합 중

성하였으며, 이 중 400~900 nucleotide (nt)의 증폭 산물 형

16.0~32.0% 수준으로 검출된 바 있다(Iritani et al., 2014;

성이 기대되는 11개를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으로

Fusco et al., 2017). 또한 HuAstV는 수인성 장관계 바이러

하였다(Table 1) [Lee and Rho, 2020; KCDC, 2015; KMFDS,

스로 지하수와 지표수에서 약 15일 동안 감염성이 감소

2015;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되지 않았고, 몇 달 동안 감염성이 유지된 것이 보고되면

2016, 2017]. 한편,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ational

서(Espinosa et al., 2008),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 등의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accession number

비 소독 또는 소독 관리에 취약한 급수 시설에서의 모니

JN887820를 기준으로 HuAstV ORF 1b-2 gene (3,800~

터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국내 지하수에서는 노

6,685 nt; 2,886 nt)의 핵산 단편을 (주)Marcrogen (Seoul,

로바이러스,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 항목만이 모니터링

Korea)에서 합성하여 후보 RT-PCR 프라이머들이 모두

되고 있다. 지하수 등 수계 환경에서 수인성 바이러스를

결합 및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 특이적 반응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시료 채취, 탈리 및 농축 후 총 핵

시험에 사용할 참고 바이러스 6종[Aichivirus A (AiV-A),

산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Hepatitisvirus A (HAV), Hepatitisvirus E (HEV), Norovirus GII

기반으로 특이적 병원체의 핵산을 증폭하는 방법이 활용

(NoV-GII), Rotavirus-A (RV-A) 및 Sapovirus-GI (SaV-GI)]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높은 안정성, 넓은 범위의 사용

을 핵산 단편을 함께 합성 또는 수집하였다(Lee and Cho,

자 보유 및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genotyping이 가능한

2019; Lee et al., 2021).

일반 PCR 방법을 활용되고 있다(Lee and Cho, 2019). 국
내에서도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과 몇몇
문헌에서 PCR 기반의 검사법이 활용되고 있으나[KCDC,

RT-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 선발 및 참고 프라이머
비교

2015;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MFDS),

HuAstV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

2015; Lee and Rho, 2020], 지하수 등 수계 환경 시료로의

는 11개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ⅰ)

적용 연구는 미흡하며, 지하수 중 바이러스 핵산의 미량

HuAstV 핵산 단편에 특이적 반응 생성 여부, ⅱ) HuAstV

오염 및 다수의 PCR 저해물이 포함될 가능성으로 인하

핵산에 대한 검출 민감도 및 ⅲ) 참고 바이러스 핵산 단

여 우수한 검출 민감도를 가진 nested PCR 수준 이상의

편의 비 특이적 반응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ⅰ~ⅲ) 과정

검출 민감도가 필요하다(Lee and Cho, 2019; Lee et al., 2021).

을 통해 HuAstV 검출용 일반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한편, 국내 임상 환자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하수에서의

선발하였으다. ⅳ) 위의 ⅱ) 과정의 RT-PCR 산물을 주형으

HuAstV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국내 지하수

로 nested PCR 프라이머를 선발 및 검출 민감도를 분석

중 HuAstV의 현황, 검출되는 유전형, 발생되는 환자들과

하였으며, ⅴ) 최종 선발한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의

의 관련 연구 등을 위해서는 지하수 중 HuAstV 모니터링

참고 바이러스 비 특이적 반응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용 검사 시스템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

ⅵ) 기존 보고된 RT-PCR 프라이머 조합들의 검출 민감도

구에서는 일반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nested PCR 기

및 참고 바이러스에 비 특이적 반응 생성 여부를 확인하

반의 검사법을 개발 및 기존 보고된 RT- 또는 RT-nested

였다. 한편, RT-PCR 조성은 AccuPower® RT/PCR PreMix

PCR 방법과 함께 비교‧분석하였으며, 몇몇 지하수 시료

(Bioneer, Daejeon, Korea) dry type, 정방향 및 역방향 PCR

에서의 활용성을 평가 및 검출된 HuAstV의 유전형을 분

프라이머 각 25 p로 1 μL(총 2 μL), nucleic acid free water

석하였다.

17 μL, template 1 μL로 총 20 μL로, 조건은 역전사(42℃,
60분), 초기 변성(95℃, 10분), 35회 반복(95℃에서 45초,

재료 및 방법

55℃에서 60초, 72℃에서 60초), 최종 신장(72℃, 5분)으로
하였다(Lee and Cho, 2019; Lee et al., 2021). Nested PCR은

HuAstV 특이적 프라이머 조합 및 바이러스 핵산 수집

AccuPower® HotStart PCR PreMix (Bioneer) dry type을 사용

HuAstV 특이적 결합이 가능한 일반 RT-PCR, 실시간

하여 RT-PCR과 동일한 조성 및 역전사 과정을 제외한

RT-PCR, 등온증폭법 등의 정방향과 역방향 프라이머를

동일 조건으로 하였다(Lee and Cho, 2019; Lee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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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development combination and reference RT-nested PCR primer sets for the detection of human Astrovirus
Location*

Primer information
Division

Candidate
RT-nested
PCR
primer
sets in
this study

PCR type

Name

RT-PCR
primer set #1

RT-PCR

RT-PCR
primer set #2

RT-PCR

RT-PCR
primer set #3

RT-PCR

RT-PCR
primer set #4

RT-PCR

RT-PCR
primer set #5

RT-PCR

RT-PCR
primer set #6

RT-PCR

RT-PCR
primer set #7

RT-PCR

RT-PCR
primer set #8

RT-PCR

RT-PCR
primer set #9

RT-PCR

RT-PCR
primer set #10

RT-PCR

RT-PCR
primer set #11

RT-PCR

Nested PCR
primer set #4-1
Nested PCR
primer set #4-2
and #8-1

Reference
RT- or
RT-nested
PCR
primer
sets

Mer
(nt)

Start

End

HAstV_F30

CTGACCTTGAATCACTCCAT

20

4045

4064

Mon270R

TCAGATGCATTGTCATTGGT

20

4873

4892

HAstV_F40

GGAGCACTGCCTYTCRCG

18

4133

4150

AstV_3_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HAstV_F40

GGAGCACTGCCTYTCRCG

18

4133

4150

Mon270R

TCAGATGCATTGTCATTGGT

20

4873

4892

AstV_1_F3

AGGACCAAAGAAGTGTGAT

19

4226

4244

AstV_3_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AstV_1_F3

AGGACCAAAGAAGTGTGAT

19

4226

4244

HAstV_R40

ACTTGMYTRTCTGTTGAYTT

20

5047

5066

HAstV_F50

AAGTGTGATGGCTAGCAAGT

20

4236

4255

AstV_3_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HAstV_F50

AAGTGTGATGGCTAGCAAGT

20

4236

4255

HAstV_R40

ACTTGMYTRTCTGTTGAYTT

20

5047

5066

F3m

GCARGTHACTGTTGAGGTC

19

4263

4281

AstV_3_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F3m

GCARGTHACTGTTGAGGTC

19

4263

4281

HAstV_R40

ACTTGMYTRTCTGTTGAYTT

20

5047

5066

F3m

GCARGTHACTGTTGAGGTC

19

4263

4281

HAstV_R30

AAGTGCTGTCCGAGCAAART

20

5129

5148

F3m

GCARGTHACTGTTGAGGTC

19

4263

4281

Mon270R

TCAGATGCATTGTCATTGGT

20

4873

4892

Nested
PCR

F3m

GCARGTHACTGTTGAGGTC

19

4263

4281

AstV_3_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Nested
PCR

F3m

GCARGTHACTGTTGAGGTC

19

4263

4281

Mon270R

TCAGATGCATTGTCATTGGT

20

4873

4892

HuAstV-2-B3

ACAACTCAGGAAACAAGGT

19

4443

4461

HuAstV-3-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HuAstV-3-F3

GTAAGCACCTTGATGTTACA

20

4778

4797

HuAstV-3-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HuAstV-3-F3

GTAAGCACCTTGATGTTACA

20

4778

4797

HuAstV-3-B3

CACTCTGAAGCAAGTTCAA

19

4982

5000

Mon 269

CAACTCAGGAAACAGGGTGT

20

4444

4463

Mon 270

TCAGATGCATTGTCATTGGT

20

4873

4892

RT-PCR
Ref.
set A

Sequence (5'→3')

Nested
PCR

Ref.
set B

RT-PCR

Ref.
set C

RT-PCR

Length
(nt)

848
868
760
775
841
765
831
738
804
886
630
738

630

References
NIER, 2017
KMFDS, 2015
NIER, 2017
Lee and Rho, 2020
NIER, 2017
KMFDS, 2015
Lee and Rho, 2020
Lee and Rho, 2020
NIER, 2017
NIER, 2017
Lee and Rho, 2020
NIER, 2017
This study
Lee and Rho, 2020
This study
NIER, 2017
This study
NIER, 2017
This study
KMFDS, 2015
This study
Lee and Rho, 2020
This study
KMFDS, 2015

558
Lee and Rho, 2020
223
223

Lee and Rho, 2020

449

KMFDS, 2015

*Based on NCBI accession number JN887820

한편, 비교 프라이머 조합 정보는 Table 1과 같으며, 기
존 보고된 조건 및 조성과 동일하게 하였다(Lee and Rho,

지하수 시료에서의 적용성 검토 및 모니터링

2020; KCDC, 2015; KMFDS, 2015; NIER, 2016, 201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7-50에 따라 전국 소규모급
수시설과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시료 20개를 채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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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료 미 제공). 실험실로 이동하여 탈리 및 농축 후
RNeasy Mini Kit (Qiagen, Germany)를 사용하여 농축액에
서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최종 선발한
RT-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 비교 프라이머 조
합들 중 가장 우수한 검출 민감도가 나타난 1개(조합A)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머 1개(조합C)으로 총 3개
조합들로 지하수 중 HuAstV 모니터링 및 적용성을 검토
하였다. 선발 프라이머를 사용한 RT-PCR은 AccuPower®
RT/PCR PreMix (Bioneer), nested PCR은 AccuPower® HotStart
PCR PreMix (Bioneer)를 사용하였으나, 지하수 등 환경
시료에서 나타나는 비 특이적 반응억제를 위해 RT- 및
nested PCR 모두 조성물로 SL® Non-specific reaction inhibitor
(LSLK, Gyeonggi, Korea) 3 μL를 포함하여 총 20 μL로 반
응하였다(Lee and Cho, 2019). 한편, 비교 프라이머 조합은
기존 보고된 조건 및 조성과 동일하게 하였고(Lee and

Fig. 1. Specific reaction of candidate RT-PCR primer sets for
the detection of human Astrovirus (HuAstV). #01-#11, combination of candidate RT-PCR primer sets. A, candidate RT-PCR
primer sets. B, candidate nested PCR primer sets. M, 100 bp Ladder
marker (Enzynomics, Korea); -3 ~ -8, template dilution value from
1 ng/μL HuSaV plasmid; N, negative control, PN, PCR negative
control.

Rho, 2020; KCDC, 2015; KMFDS, 2015; NIER, 2016, 2017),
산물들은 모두 1.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였으며, 두
개의 방법으로 지하수에서 모니터링된 결과를 비교하였
다. 한편, 시료 중 추정 양성 염기서열이 나타난 밴드를
MEGAquick-spinTM Plus Total Fragment DNA Purification Kit
(iNtRON, Gyeonggi, Korea)로 정제 후 (주)Marcrogen에서
sequencing하였다. 염기서열을 NCBI BLAST로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유전형 분석을 위하여 HuAstV genotype
1-8에 포함되는 32개 taxa 및 아웃 그룹으로 수인성 장관
계 바이러스 4종[HAV (NC_001489.1), HEV (NC_001434.1),
human Enterovirus A (NC_001612.1) 및 AiV-A (NC_001918.1)]
을 수집 후, BioEdit ver. 7.1.3로 다중 염기서열 정렬하였
으며, MEGA software ver. 6.03을 사용하여 Neighbor-joining
phylogenetic tree를 구축하였다(Hall, 1999; Tamura et al.,
2013).

결과 및 고찰
HuAstV RT-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 선발 및 참고 프
라이머 조합과의 비교
HuAstV 특이적 증폭이 추정되는 11개 후보 RT-PCR 프
라이머 조합들 중 3개 조합(#04, #08 및 #11)에서 775, 738
및 630 nt로 기대되는 크기의 amplicon이 형성되었다(Fig.
1). 반응이 우수하고 산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04와
#08을 선발하여 검출 민감도 및 비 특이적 반응 여부를

Fig. 2. Sensitivity and non-specific reaction tests of two candidate
RT-PCR primer sets. (A) RT-PCR primer set #04 (Amplicon
size 775 nt). (B) RT-PCR primer set #08 (738 nt).

분석한 결과 조합 #04는 10 fg/μL, 조합 #08은 1 fg/μL 나
타났으며, 두 개 조합 모두 참고 바이러스 핵산 6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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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sitivity and non-specific reaction tests of
candidate nested PCR primer sets. (A) Two candidate
nested PCR primer sets from RT-PCR #04 and #08. (B)
non-specific reaction of selectived nested PCR primer set
#04-2 (630 nt).

한 비 특이적 반응은 없음에 따라 지하수에서 수인성 장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었으나 조합 #08-1에서는 반응이

관계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적합한 검출 민감도 수

약했고 비 특이적 밴드가 함께 나타났으며, 조합 #04-1

준을 가진 RT-PCR 프라이머 조합으로 추정되었다(Fig. 2)

과 #04-2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RT-PCR 프

(Lee and Cho, 2019; Lee et al., 2021). RT-PCR 조합 #04 (775 nt)

라이머 산물 크기인 775 nt와 구분이 되는 #04-2 (630 nt)를

로 부터는 2개[RT-PCR 프라이머 조합 #08(= nested PCR

선발하였다(Fig. 3A). 선발한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의

프라이머 조합 #04-1) 및 #11(= nested PCR 프라이머 조

참고 바이러스 6종에 대한 비 특이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

합 #04-2)], 조합 #08 (738 nt)로 부터는 1개[RT-PCR 프라

음에 따라 최종 프라이머 조합으로 선발하였다(Fig. 3B).

이머 조합 #11(=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 #08-1)]의 후

한편, 3쌍의 비교 프라이머 조합들 중, 조합 A와 B는 RT-

보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의 검출 민감도를 분석하였

PCR에서는 100 fg/μL, nested PCR에서 10 fg/μL 수준, 비교

다. 세 개의 후보 nested PCR 조합 모두 HuAstV를 1 fg/μL

프라이머 조합 C에서는 RT-PCR에서 10 fg/μL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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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itivity and non-specific reaction tests of
reference RT- or RT-nested PCR primer sets.

며, 참고 바이러스 6종의 핵산에 대한 비 특이적 반응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Fig. 4). 이번 연구에서 선발한 RT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포함한 조성물 및 조건을 활
용할 경우, 비교 프라이머 조합 A와 B에 비해 동등 시간
대비 RT- 및 nested PCR에서 약 10배 수준의 검출 민감도
향상될 수 있고, 비교 프라이머 조합 C와는 RT-PCR 수
준에서는 동등한 검출 민감도이지만 증폭 산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선발 nested PCR 활용 시 약 2시간
의 반응 시간이 추가되지만 10배 높은 검출 민감도 향상
이 기대된다.
지하수 시료에서의 적용성 검토 및 모니터링
전국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20개에

Fig. 5. Sample tests of developed RT-nested PCR primer set
and two reference RT- or RT-nested PCR primer sets. 1~20,
groundwater sample number.

서 추출한 total RNA로부터 선발한 RT-nested PCR 조합
으로 반응하였을 때 시료 #1과 #2에서 630 nt의 추정 양
성 밴드가 나타났으나, 반면 비교 프라이머 조합 A에서

료 내 HuAstV 특이적 핵산을 검출할 수 있었고, 증폭된

는 시료 2에서, 비교 프라이머 조합 C에서는 대부분의

산물의 염기서열의 NCBI BLAST한 결과 시료 #1과 #2는

시료에서 비 특이적 밴드와 끌림이 나타났다(Fig. 5). 이것

HuAstV 1 strain lhar/2011/kor (JN887820.1)와 각각 99.77%

은 지하수 등 환경 시료 내 알 수 없는 PCR inhobotors

와 99.73%의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두 시료 간 염기서

로 인해 순수한 핵산만 존재하는 상태에 비해 약 100배

열의 유사성은 99.64%였다. Genotyping 결과 모두 AstV

수준까지 검출 민감도가 저해될 수도 있으며, 알 수 없

genotype 1로 나타났으며, HuAstV strain lhar/2011/kor

는 비 특이적 반응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

(JN887820.1), HuAstV type strain Dresden (AY720892.1) 및

있다(Lee and Cho, 2019; Lee et al., 2021). 선발 프라이머 조

HuAstV isolate JZ (KF211475.1)과 유연관계가 높았다(Fig.

합은 비교 프라이머 조합들에서 검출하지 못한 2개 시

6). 한편, 비교 프라이머 조합 A와 C에서 증폭된 비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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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eighbor-joining tree showing the phylogenetic position of two HuAstV positive samples based on amplicon sequence using
selectived nested PCR primer set (F3m and Mon270R). Bootstrap values (< 50%) based on 1,000 replications are shown. Waterborn
enteric viruses [Hepatitisvirus A (NC_001489.1), Hepatitisvirus E (NC_001434.1), human Enterovirus A (NC_001612.1) and human
Aichivirus A (NC_001918.1)] were used as out groups. Bar, 0.1 nucleotide substitutions.

적 밴드 중 증폭 크기와 유사한 밴드를 gel-purification 후

시료를 채취 후 아이스 박스에 담아 실험실로 이동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noise signal 등으로 모두

ⅱ) 탈리 및 농축을 시행한다. ⅲ) 농축액 140 μL로부터

비 특이적 증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

RNeasy Mini Kit (Qiagen) 또는 동등 성능의 kit를 사용하

서 선발한 RT-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은 기존 보고된

여 total RNA를 추출 및 nanodrop 등으로 회수된 핵산의

비교 프라이머들에 비해 지하수에서의 활용성이 상대적

농도를 측정한다. ⅳ) 프라이머 조합AstV_1_F3 (5'-AGG

으로 용이하여 HuAstV 모니터링용으로 적합 할 것으로

ACC AAA GAA GTG TGA T-3') 및 AstV_3_B3 (5'-CAC

보이며, 검출 민감도가 우수한 프라이머들의 조합과 함

TCT GAA GCA AGT TCA A-3') (775 nt)을 사용하여 RT-

께 비 특이적 억제 물질을 포함한 조성물의 이유로 추정

PCR을 수행 후 1.2% agarose gel에 러닝 및 gel documen-

된다.

tation system에서 확인한다. 이때 HuAstV 핵산을 양성대조
군의 주형으로, 음성대조군으로는 nucleic acid free water

지하수에서 HuAstV 모니터링법으로 활용

를 사용한다. ⅴ) 프라이머 조합 F3m (5'-GCA RGT HAC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 보고된 conventional PCR 기반의

TGT TGA GGT C-3') 및 MON 270R (5'-TCA GAT GCA

방법 대비 지하수 시료에서 고감도로 비 특이적 반응

TTG TCA TTG GT-3') (630 nt)를 사용하여 nested PCR을

없이 HuAstV의 핵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RT-PCR 및

수행 후 1.2% agarose gel에 러닝 및 gel documentation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선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

system에서 확인한다. 이때 양성대조군으로는 RT-PCR 양

여 지하수 중 HuAstV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다음과

성대조군의 증폭산물, RT-PCR negative의 증폭여부 검정

같다; 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7-50에 따라 지하수

을 위해 RT-PCR 음성대조군의 증폭산물, nested PC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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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조군으로 nucleic acid free water를 사용한다. ⅵ) N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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