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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1111소화기계 바이러스로 분류되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사포바, , ,이러스등은 인체 및 동물의 분변을 통해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하수 뿐 아니라 지표수와지하수에도 존재하며 크기가(Gerba,C.P. et al., 1990; ; Rockx B et al., 2002 ), 5nm-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 여과에 의해서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며 겨울철에10nm지하수에서 수개월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Parshionikar SU et al., 2003; Sung-Han Kim et al., 2005).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은 양이온필터법 침전법 유기산농축법 양이온플록법, PEG , , ,초고속원심분리법 등이 있으며 대용량 의 지하수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시스템(1500L)은 양이온필터법인 미국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EPA (USEPA manual, 2001).일반적으로 유기 무기 오염물질들은 이온화된 상태로 수중에 분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들은 수중에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의 정전기적 특.징을 이용하여 등에 양전하를 띠게 함으로써 음전하를 띠는 바이Glass fiber, cellulose러스를 흡착시킨 후 를 이용하여 탈리하는 과정으로 바이러스를 농축하여 바이러스를pH검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 양전하를(Kenneth Hou et al., 1980). nitrocellulose띠는 필터를 제작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전하를 띠는 필터는.필터의 기공사이즈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나 내독소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endotoxin)며 지하수나 하천수의 바이러스 오염이나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원인병원체를 규명하는데 이용된다(Georgios T.P. et al., 2000; Mohammad R.K, 2009).정수장이나 지하수의 바이러스조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양이온필터인 필터나 필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바이러스성 식중1MDS Nanoceram .독의 원인병원체는 대부분 노로바이러스이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발병사례가 최근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이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하거나 식품을 제조할 때.발생하며 어패류에 의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형과 형의 다양한 아형의 노로G1 G2바이러스 들이 존재하여 감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Fankhauser RL etal.,1998, Gallimore CI et al., 2004).노로바이러스는 년 이후 보고가 되고 있으며 소아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1990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선진국 형 장염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바이러스성 장염의 약 네덜란드의 경우42%,에는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0% .



우리나라 식약청 통계보고 자료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년에는 노로바이러스 발생율이 에서 년 월2002-2005 6.8% 2006-2010 7까지에서는 로 배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성 식중독발생이 중요하게 대두18.2% 3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시료에서의 원인 규명율이 년 건 중 건 이 지하. 2009 32 1 (3.1%)수에서 규명되었고 년에는 건 중 건 에서 지하수와 굴무침으로 인한 식중독2010 21 2 (9.5%)으로 확인되어 바이러스성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하수 및 식품에서는 대부분 원인불명인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환경 시료에서 원인 불명율이 높아 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실정이다.현재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시험방법에는 상용화된 제품인 나1MDS필터제품을 사용하여 의 지하수를 로 농축하여 방법으로 분Nanoceram 500-1,500L 25mL PCR석하고 있으나 소량의 시료 에서는 아직 고시된 방법이 없어 연구를 해야 할 필요(4-10L)성이 있다 본 연구는 소량의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수처리.제로 사용하고 있는 양전하 부가물질인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를 이용하여(PAC)필터에 기술을 적용하여 필터에 전하를 띠게Nitrocellulose membrane Positive charge함으로써 바이러스를 흡착시켜 검출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여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발병 시 환경시료에서 바이러스 농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원인규명율 향상에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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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필터 제작 및 농축양이온필터 제작 및 농축양이온필터 제작 및 농축양이온필터 제작 및 농축2.12.12.12.1양이온(Al3+ 필터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밀리포아 여과기 세트에) 1필터Nitrocellulose membrane (0.45ul pore size, 47mm, Millipore, Billerica,를 장착한 후에 로 감압여과하면서 의Ireland) 15-20 PSI 5mL 500mM AlCl3을 통과시켜 필터에 양이온을 형성시켰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받은. 104 CCID(Cell cultureinfectious dose)의 표준주 을 의 멸균증류수에 넣고 균질화 시(Poliovirus 1) 3mL 500ml킨 다음 밀리포아 여과기 세트에 감압여과 하면서 통과시켜 양이온필터에 바이러스를 수집하였다 또한 식중독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분리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필터에 있는 알루미늄 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50mL 0.5mM H2SO4 용액으로 세(pH 3.0)척하였다 필터에 결합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탈리하기 위하여 의. 3mL 5mM NoOH(pH 11.0)용액을 첨가한 후에 분간 정치한 후에 로 감압하면서 용출하였다 필터된 액1 15-20 PSI .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100mM H2SO4용액 을 첨가하여 실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5uL .동일한 방법으로 노로바이러스도 실험하였다.

그림 양이온 필터 제작 및 바이러스 농축을 위한 그림1. .



추출 및 정량추출 및 정량추출 및 정량추출 및 정량2.2 RNA2.2 RNA2.2 RNA2.2 RNA추출은 을 이용하였으며RNA QIAamp viral RNA minikit(QIAGEN GmbH, Hilden, Germany )표준주 및 를 제조자의 실험방법에 따라서 실험하였다Poliovirus 1 Norovirus G2-4 .포함 을 에 넣은 후 시료 을 넣고 초Buffer AVL (carrier RNA ) 560uL 1.5 tube 140uL 15㎖동안 혼합 한다 실온에서 분 동안 정치한 후(pulse-vortex) . 10 Ethanol (96-100%) 560을 넣고 초 동안 혼합한 후 한다 혼합된 시료 을uL 15 spin-down . 630uL QIAamp Mini spin에 넣은 후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필터 된 액과 는 버린 후column 6,000 x g 1 tube을 새로운 에 옮긴다 세척을 위하여 과QIAamp spin column 2uL tube . Buffer AW 1 Buffer를 순서대로 을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안 원심AW 2 500 uL QIAamp spin column 6,000 x g 1분리한 후 을 새로운 에 옮긴다 남아있는 알콜을 제거하기QIAamp spin column 2 tube .㎖위하여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에 을20,000 x g 3 1.5 tube QIAamp spin column㎖장착한다 을 에 주입하고 분 동안 정치한 후 에서. Buffer AVE 100 uL column 1 6,000 x g 1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출하였다 용출된 여과액으로 정량을 위한 로 사용. template RNA하였다 이 용액을 형광측정원리를 이용하는. RNA Qubit fluorometer (Invitrogen,장비로 를 사용하여 정Oregon, USA) Quant-iT RNA assay kit(Invitrogen, Oregon, USA)　량하였다.
정량시험정량시험정량시험정량시험2.3 Real time RT-PCR2.3 Real time RT-PCR2.3 Real time RT-PCR2.3 Real time RT-PCR폴리오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정량시험을 위한 증폭은 Exiprep 96(Bioneer Daejeon,장비를 이용하여 로 증폭하였다Korea) EV Real time PCR kit(Bioneer Daejeon, Korea) .튜브에 용액 와 를 넣고 합성한 후 사Realtime PCR mixture RNA 10uL DEPC DW 40uL cDNA이클이 끝날 때 마다 증폭이 될 때 증가되는 의 정량을 검출기로 측정하였다FAM dye .폴리오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온도 조건는 동일하게 분로 합성한 후47 30 cDNA 9℃으로 후 으로 반응시켜 정량하였4 10min inactivation 94 15s, 55 1min 40cycle℃ ℃ ℃다.

2.4 CCID2.4 CCID2.4 CCID2.4 CCID50505050 시험시험시험시험(Cell culture infectious dose)(Cell culture infectious dose)(Cell culture infectious dose)(Cell culture infectious dose)여과농축된 바이러스 용액의 생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Karber하였다 즉 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를 가. 96 RD(human rhabdomyosarcoma)cell monolayer형성될때 까지 5% CO2 에서 키운 다음 표준주 폴리오바이러스 용액과 필터 통Incubator과시킨 바이러스 용액를 단계씩 희석하면서 각각 플레이트에 씩 분주한 후x10 50uL 5%



CO2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를 매일 관찰하였으며CPE(Cytopathogenic effect) Cell과 을 대조로 사용하면서 아래의 공식에 따라서 비교 분석control Virus control Kärber하였다. Log CCIDLog CCIDLog CCIDLog CCID50505050 = L - d (S - 0.5)= L - d (S - 0.5)= L - d (S - 0.5)= L - d (S - 0.5)L = log of lowest dilution used in the test;d = difference between log dilution steps;S = sum of proportion of "positive" tests



제 장 결과 및 고찰제 장 결과 및 고찰제 장 결과 및 고찰제 장 결과 및 고찰3333

폴리오 및 노로바이러스 농도 분석폴리오 및 노로바이러스 농도 분석폴리오 및 노로바이러스 농도 분석폴리오 및 노로바이러스 농도 분석3.13.13.13.1표준주바이러스인 104 CCID 의 시료를 를 이용polio virus 100uL QIAamp Viral RNA kit하여 추출한 후 최종적으로 의 핵산을 얻어 형광분석 핵산측정장비인100uL Qubit로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표 와 같이 의fluorometer RNA . 2 0.944ug/ml±20% RNA농도값을 얻었으며 표준주바이러스를 양이온필터에 여과농축하여 얻어진 농도값은RNA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회사 양이온 필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0.562ug/ml±20 . A측정한 결과 이었고 회사의 양이온 필터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0.265 ±20 ug/ml , B이었다 이번에 자체 제작하여 사용한 필터에서는 으로 회0.364 ±20 ug/ml . 0.562 ±20수율이 였다59.5% .표 2. Poliovirus 1 RNA 농도 및 회수율 분석결과　 단위:ug/mL

또한 확인이 된 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Norovirus G2-4 5.3±20ug/ml이었으며 표 과 같이 회사 양이온 필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이었3 A 1.612±20ug/ml고 회사의 양이온 필터를 이용하였을 경우엔 이었다 이번에 자체 제작,B 2.074±20ug/ml .하여 사용한 필터에서는 으로 회수율이 였다3.338±20 62.8% .표 3. Norovirus G2-4 RNA 농도 및 회수율 분석결과　 단위:ug/mL

실험방법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Poliovirus 1 0.265 ±20 0.364 ±20 0.562 ±20 0.944±20Recovery rate 28.1% 38.5%% 59.5%

실험방법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Norovirus G2-4 1.612±20 2.074±20 3.338±20 5.3±20Recovery rate 30.4% 39.1% 62.8%



정량 비교시험정량 비교시험정량 비교시험정량 비교시험3.2 Real time RT-PCR3.2 Real time RT-PCR3.2 Real time RT-PCR3.2 Real time RT-PCR104 폴리오바이러스 를 가지고 를 가지고 추출하였으CCID 100ul Qiagen Viral mini kit며 로 용출하여 에 용액 와100uL real time pcr kit 50uL volume RNA 10uL DEPC DW 40uL　를 넣고 실시간으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와 같이. 2 Standard를 이용하여 수를 계산하였다 의 에 대curve viral copy number . Poliovirus 1 NCR gene해 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림 과 같이 값Real time PCR 3 CT(cycle threshold)은 이었다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한 바이러스용액을 추24.9 ±20 .출한 실험에서는 그림 및 표 와 같이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3 4 CT value 25.7 ±20 60%여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 A CT 27.3 ±20 , B 26.7±20었다.표 및 회수율 분석결과4. Poliovirus 1 CT(cycle threshold) value

그림 표준주 바이러스의 를 이용한2. Standard curve viral copy number.

실험방법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Poliovirus CT 27.3±20 26.7±20 25.7±20 24.9±20Recovery rate 29.1% 38.5% 61.5%



1 2 3 41 2 3 41 2 3 41 2 3 4
그림 의 정량 비교분석3. Poliovirus 1 NCR gene Real time PCR .표준원액( 1: , 2: This study, 3: B filter, 4: A filter)동일한 방법으로 식중독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였다 노로바이.러스 를 가지고 를 가지고 추출하였으며 로 용출G2-4 100uL Qiagen Viral mini kit 100uL하여 에 용액 와 를 넣고 실시간real time pcr kit 50uL volume RNA 10uL DEPC DW 40uL　으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와 같이 를 이용하여. 4 Standard curve수를 계산하였다 의 에 대해viral copy number . Norovirus G2-4 Capsid gene Real time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림 와 같이 표준바이러스로 실험한 결과PCR 5 CT(cycle값은 이었으며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한 바이threshold) 28.0 ±20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여주었고CT value 28.9 ±20 60%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었다A CT 30.5 ±20 , B 30.2±20 .표 및 회수율 분석결과5. Norovirus G2-4 CT(cycle threshold) value실험방법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Poliovirus CT 30.5±20 30.2±20 28.9±20 28.0±20Recovery rate 30.3% 35.1% 60.0%



그림 의 를 이용한4. Norovirus G2-4 Standard curve viral copy number.

1 2 3 41 2 3 41 2 3 41 2 3 4
그림 의 정량 비교분석5. Norovirus G2-4 NCR gene Real time PCR .표준원액( 1: , 2: This study, 3: B filter, 4: A filter)



폴리오바이러스 검출 민감도 시험폴리오바이러스 검출 민감도 시험폴리오바이러스 검출 민감도 시험폴리오바이러스 검출 민감도 시험3.33.33.33.3폴리오 바이러스 검출민감도 시험을 위한 바이러스생존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96well에 를 가 형성될때 까지plate RD(human rhabdomyosarcoma) cell monolayer 5% CO2에 키웠다 단계별로 희석한Incubator . 100 CCID50, 10 CCID50, 1 CCID50의 폴리오바이러스를 제작한 양이온필터에 통과시켜 농축한 용액을 준비한 세포에 접종하였으며 접종한후 매일 도립현미경 으로 세포병변효과 관찰하여(Olympus, Japan) (cytopathogenic effect)바이러스 생존능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및 도 동일한 방법으. A filter B filter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는 직접 제작한 양이온필터에서는 까지 생존능을 확인하. 1 CCID였으며 필터는 에서 를 보였으며 필터는 까지 생존능을 확인하였A 10 CCID ± B 10 CCID다.표 시험방법별로 바이러스 검출감도 생존능 시험6.

RD cell CPE negative RD cell CPE Positive　 　

그림 를 이용한 바이러스 검출감도 시험4. RD cell cuLture .

실험방법바이러스(CCID) A filter B filter This study100 + + +10 ± + +1 - +



장바이러스는 수인성 집단식중독의 주요한 원인병원체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이들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배설물에서 방출되어 하수를 거쳐 환경 수계에 널리 분포하게 되며 바다로 들어가 여기에 사는 어패류를 오염시키는데 어패류의 중장선이 필터역할을 하여 바이러스가 농축되어진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어패류를.날것으로 먹게 될 경우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중독바이러스들.은 세균보다 적은 농도로 분포하지만 세균에 비하여 환경에서 수개월 생존하고 적은 수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소량의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에는 양이온필터법 침전법 유기산농축, PEG ,법 양이온플록법 초고속원심분리법 등이 있으며 농축법과 양이온필터법에 우수한, , PEG민감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고속원심분리법에는 많은 양 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4L)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서 민감도가 우수하고 농축하는 시간이 빠른 양이온필터법.을 이용하여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축할 시료의 상태와 양 실험자에 따라 다른 농축법을 사용하는 등 확립된 방법이,없다 본 연구에서는 로 세균을 여과하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Nictrocellulose filter에 용액으로 양이온을 코팅하여 바이러스를 농축NC filter PAC(poly aluminium chloride)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표준주 바이러스인 으로 국내에 시판중인. Poliovirus 1및 회사의 양이온필터로 농축했을 경우 회수율이 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연구A B 20-40%에서는 의 회수율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검출한계에서도 및 회사의60% . A B필터에서는 까지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까지 검출이 되고 있음을10 CCID 1 CCID확인하였다.환경수계에서 검출감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불순물에 의한 효소반응의 억제를 들수 있는데 환경시료에서 핵산을 추출할 때 추출 방법에 따라서 검출감도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부식산이나 다당류가 많이 혼합되어있다 부식산은 농도만으로 반응을 저해하며 다당류의 경우에는 정. 10ug/ml PCR , 12.5%도만 있으면 심각히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표준시료와(Atmar, et al., 1993).달리 환경수계에서 샘플링할 때는 핵산 추출시에 컬럼방법보다는 를 많이 제거Inhibitor하는 방법으로 추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Magnetic bead .노로바이러스는 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급성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을 일으Caliciviridae키는 주요한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며(Koopmans M, Duizer E., 2004; Lees D., 2000)모든 연령층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유전자형은 과 로 구(Green, K.Y., et al., 2001) G1 G2성되어 있다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로타바이러스(Ando, et al., 1995). ,



노로바이러스 장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이 있다, , .(Ando et al., 1994;이중에서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 위장관염의 중요한 원인체Estes et al., 1983)로 알려져 있으며 인체 및 동물의 분변을 통해 환경 중(Chikhi-Brachet et al., 2002),으로 배출되어 하수 뿐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에도 존재하며(Gerba,C.P. et al., 1990;하수 하천수 바닷물 패류 등에서 검출되며 겨울철에 환경; Rockx B et al., 2002 ), , , ,수계에서 수개월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고있다. ( Parshionikar SU et al., 2003; Sung-Han Kim et al., 2005)년 월경에 발생한 급성 위장염의 집단 발병예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2002 2섭취하여 발생한 대규모 발병예로 보고되었으며 이후에도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의 발병예가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식약청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식중독 건수 중 노로바이러스가차지하는 비율이 년도에 건 건 년도에는 건 건 년도에는2006 51 /259 , 2007 97 /510 , 2008건 으로 에서 로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지만 원인병원체69/354 19.0% 19.6%를 환경 가검물에서 규명하는 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의 물에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를 첨가하여 양이온 필터여과장치에 통과시켜4L G2-4 3ml로 농축을 하였다 노로바이러스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와 같이 를 이. 4 Standard curve용하여 수를 계산하였다 의 에 대해viral copy number . Norovirus G2-4 Capsid gene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림 와 같이 표준바이러스로 실험한 결Real time PCR 5과 값은 이었으며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CT(cycle threshold) 28.0 ±10농축한 바이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CT value 28.9 ±10 60%보여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A CT 30.2 ± 10(42%) , B이었다 따라서 이번 실험결과 소량의 시료인 의 물에서 식중독바30.5±10(28%) . 4L-10L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등을 농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다 전세계적으로 지.하수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농축방법으로 미국의 검사법인 의 지EPA 500-1,500L하수를 양이온필터에 통과하면서 흡착시켜 농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의 지하수를 농축하1,500L여 검사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급식소등 현장에 나가면 정수기 등 소량의 물이나 환경가검물들이 존재하는데 검사방법이 없어서 실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량.의 시료에서 양이온필터를 이용한 농축방법을 이용하면 약 시간 정도면 농축할 수 있고1환자대변과 비슷한 시간대에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발생시 역학조사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확산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경.가검물에서 원인규명을 할 때 지하수를 검사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조리 시 사용하는물이나 정수기 등의 물 등 중간 매개체를 검사하면 원인 규명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 장 결 론제 장 결 론제 장 결 론제 장 결 론4444소량의 지하수 약 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기 위하여 양이온필터를 제작한 후 질병관( 4L)리본부에서 분양받은 및 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시판중Poliovirus 1 Norovirus G2-4인 양이온필터제품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형광분석 측정 장비인 로 농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주 바이러1. Qubit fluorometer RNA스를 양이온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핵산을 추출하여 정량한 결과 이었으0.944ug/mL±20%며 양이온필터 여과장치에 농축하여 얻어진 농도값은 으로 측정되어RNA 0.562ug/mL±20회수율이 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사 양이온 필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59.5% . A정한 결과 이었고 회사의 양이온 필터를 이용하였을 경우엔 이0.265ug/mL , B 0.364ug/mL었다.2. 104 폴리오바이러스를 장비로 형광을 측정하여CCID real time PCR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수를 계산한 후 값은 이viral copy number CT(Cycle Threshold) 24.9 ±20었다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한 바이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여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CT value 25.7 ±20 60% , A CT 27.3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었다±20 , B 26.7±20 .노로바이러스 에 대한 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준시료3. G2-4 Real time PCR원액에서는 는 이었으며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CT value 28.0 ±20한 바이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여CT value 28.9 ±20 60%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 A CT 30.5 ±20 , B 30.2±20었다.폴리오 바이러스 검출감도 시험에서는 직접 제작한 양이온필터에서는 까지 생4. 1 CCID존율을 확인하였으며 필터는 에서 를 보였으며 필터는 까지 생존능A 10 CCID ± B 10 CCID을 확인하였다.식중독 규명시 환경가검물인 음식물을 조리에 사용하는 물이나 정수기의 물 등 소량5.의 시료에서 중간 매개체를 검사하면 원인규명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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