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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UN은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가지를 지정했다[1]. 그중 환경과 관련

된 것으로 물의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해양생

태계, 육상생태계 등의 항목이 있으며 이들 중 인류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물의 위생 문제이다. 깨끗한 물의 공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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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오염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식수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농작물 등에 영향을 미친다[2].
일례로 낙동강 물로 생산한 쌀,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

(microcystin)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이크로

시스틴의 간손상 안전기준을 0.04 ug/kg-day 이하로 규제하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수인성 유해인자로 간에 독성을 유발하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

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낙동강과 한강에

서 종종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세균(cyanobacteria)들이 만들어낸다[3]. 
대표적으로 Microcystis, Anabaena, Oscillatoria, Aphanizomenon 등이 있는

데 이는 환경부에서 정한 녹조 경보를 발생시키는 “유해 남조균”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남세균은 신경 시냅스와 신경 엑손에 손상을 일으

키는 anatoxin, saxitoxins 등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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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엔이 발표한 세계 물개발 보고서는 2030년까지 식수가 현재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물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미생물이 수질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분석은 수질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생물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은 배양 후 현미경을 통한 모양과 형
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유전자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미경을 통한 미생물 분석 방식에 qPCR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적용이 가능해졌고 활용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그 중에는 역전사 단계를 추가하
여 RNA 분석에 용이성을 부여한 RT-qPCR법과 미생물 배양분석에 접목시켜 검사시간을 단축시키는 ICC-qPCR, 자연
에서 채취한 샘플의 위양성율을 감소시키는 데 용이한 viability qPCR, 다중분석에 용이한 multiplex qPCR, 소량의 샘플
만으로 분석이 가능한 microfluidic qPCR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qPCR 방법이 미생물 분석에 적용되는 
사례와 방식의 원리,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5 released by the United Nations, drinking water is expected to de-
crease by 40% by 2030. This does not mean that the amount of water decreases, but rather that the water source is con-
taminated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microbes are deeply related to water quality, the analysis of microbe is 
very important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While the most common method currently used for microbial analysis is micro-
scopic examination of the shape and feature after cell culture, as the gene analysis technology advances, quantitative polymer-
ase chain reaction (qPCR) can be applied to the microscopic microbiological analysis, and the application method has been 
studied. Among them, a reverse transcription (RT) step enables the analysis of RNA by RT-PCR. Integrated cell culture 
(ICC)-qPCR shortens the test time by using it with microbial culture analysis, and viability qPCR can reduce the false positive 
errors of samples collected from natural water source. Multiplex qPCR for improved throughput, and microfluidic qPCR for 
analysis with limited amount of sample has been developed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ase, princip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qPCR method applied to the analysis of micro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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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남세균 번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영양화와 수온 상승이 있다. 
부영양화란 남세균의 먹이가 되는 질소와 인이 강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세균의 번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여

야 하는데 이는 수처리를 통해 제거된다. 수처리는 활성슬러지법의 2
차처리와 고도처리로 나눌 수 있다. 고도처리는 미생물의 질화작용 

및 탈질화 작용을 포함한다. 이에 관여하는 미생물에는 암모니아산화

세균(ammonia-oxidizing bacteria, AOB), 암모니아산화고균(ammonia- 
oxidizing archaea, AOA), 아질산산화세균(nitrite-oxidizing bacteria, 
NOB), 탈질화 세균, 아나목스 미생물 등이 있다[5]. 인 제거는 세포 

내 인 함량이 20~30%에 달하는 인 축적 미생물(phosphate accumulat-
ing organisms, PAOs) 군집이 물 내의 인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진다. 물속에는 유해 미생물과 유익한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세종을 구분하는 것 또한 매우 중

요하다. 
박테리아 등 미세균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현미경 등

의 광학분석을 통한 계수가 있다. 이 방법은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세포의 크기가 작은 종류와 군체를 이

루는 남조류의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현미경 분석의 특성

상 많은 양의 표본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오차를 가질 수 있음이 지적

되어 왔다[6]. 최근에는 복잡한 환경 샘플에서 유전자를 정량하기 위

한 분자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한 수질 분석법들이 개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형광 프로브를 핵산에 결합시켜 그 밝기를 측정하는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기법, [7] 변성제의 농도가 다

른 특수한 겔 내에서 이루어지는 DNA의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한 

DGGE (denaturing gradient gel elctrophoresis), 검체 내의 핵산을 검출

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그 수를 알아보는 qPCR (quantitative polymer-
ase chain reaction) 등이 있다. 이 중 qPCR 방법은 미세균의 정성/정량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16S rDNA 또는 기능성 유전자를 검출하거

나[8,9], rotavirus, adenovirus 등의 수인성 질병의 분석에도 용이하다

[10]. 본 총설에서는 수질 분석에 중요한 미세균총을 검출하는 PCR 
기반 기법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들의 최근 발전 방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2. 정량적 PCR 기법 원리와 환경미생물 분석 활용

qPCR은 quantitative PCR로 정량 분석과 정성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PCR 방법을 뜻한다. 증폭된 DNA 산물을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형광 reporter를 사용하여 광학 분석 방식으로 증폭

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증폭과 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검사 속도

가 빠르고 오염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다[10]. 특히 미량의 미생물

을 검출해야 하는 수질 분석의 특성상, 극미량의 유전자 샘플을 증폭

시켜 높은 민감도로 검출하고 정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다. 형광 검출 방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가닥 DNA에 삽

입되면 발광하는 intercalating dye를 사용하는 방식과, 특정 서열의 

DNA에 형광 dye와 상쇄물질(quencher)을 결합시킨 probe를 사용하는 

방법이다[11]. 두 방법 모두 증폭산물의 수와 비례하게 형광을 발생시

키는데 이러한 형광반응을 측정한 후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최

종적으로 증폭 산물의 DNA 양을 유추해낼 수 있다.

2.1. 이중가닥 DNA 결합 형광 표지자 기반 qPCR
SYBR Green, EvaGreen 등의 이중가닥 DNA intercalating dye를 사

용하는 방식에서는 형광표지가 DNA 이중가닥에 삽입될 때 크게 증

가하는 형광표지의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DNA의 증폭양에 비례

해 증가하는 형광신호를 측정한다(Figure 1A). 이때 형광이 임계값

(threshold)을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기(Cycle)를 Ct (threshold cy-
cle)라고 한다(Figure 1C). 

Figure 1D는 복제 수를 알고 있는 샘플을 qPCR하여 결과 값을 초

기 DNA 농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초기농도가 높을수록 threshold

Figure 1. (A) qPCR with DNA intercalating dyes. The reporter dyes become fluorescent as inserted to double strand DNA selectively during 
extension step. (B) The principle of TaqMan probes. Fluorescence occurs as the reporter dye separates from the quencher dye in extension step. 
(C) The amplification plots from the extension phase fluorescent emission data. Ct values are calculated by determining the point at which the 
fluorescence exceeds a threshold limit. (D) Calibration curve showing Ct changes according to template DN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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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는 Cycle이 빨라지게 된다. DNA 농도를 통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D가 되며 각 점을 이어 검량선을 만든다. 미지시료

의 Ct값을 측정하여 값을 검량선에 대입해 초기 DNA 양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프라이머가 비특이적으로 증폭하는 경우에도 형광신호

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양성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melting curve를 분석하여 증폭이 특이적으로 되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Melting curve 분석은 특이적으로 증폭된 DNA의 Tm (melting temper-
ature)에 해당하는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denature되며 감소하는 형광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위양성을 감별하는 분석방법이다[12].

2.2. 프로브 결합형 형광 표지자 기반 qPCR
Taqman probe 방식으로 대표되는 probe-based detection system은 

비특이적 증폭에 의한 위양성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최근 COVID-19 
진단에 널리 사용되어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5' 말단에 Applied 
Biosystems FAM 또는 VIC 등의 형광표지가 붙어 있고 3' 말단에 

MGB (minor groove binder) 및 무형광 소광제(NFQ) 등의 quencher가 

합성되어 있는 프로브를 primer서열 사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디

자인하여 사용한다(Figure 1B). Taq 중합효소의 5'-exonuclease 활성에 

의해 신장과정(elongation)에서 형광표지가 probe DNA와 해리되고 

quencher와 분리되며 형광신호가 증가한다. 이 신호를 cycle별로 도시

하면 Figure 1C와 같다. 정량분석은 DNA binding dye를 사용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Ct검량선을 대조하여 판별한다[10]. 이 방식은 비가

역적 반응으로 melting curve를 적용하지 못하지만, 1쌍의 프라이머와 

probe가 모두 표적위치에 부착되어야 형광이 감지되므로 위양성 비율

이 낮은 장점을 가진다.
Kaetzke 등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qPCR 기술이 어떻게 수처리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시이다. 그들은 벌

킹 현상(슬러지가 침전되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의 주요 원

인균인 Microthrix parvicella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일 폐수처리장

에서 수집된 32개의 활성 슬러지 샘플들을 qPCR로 분석하였다. 그리

고 실험 결과, 전체 슬러지 균 중 M. parvicella 16S rRNA 유전자 복

제의 백분율이 3% 이상인 샘플들이 평균적으로 벌킹 현상을 일으킨

다는 사실을 알아냈다[13]. 이는 벌킹 현상은 오직 슬러지 내에 존재

하는 균의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균의 종류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장은 슬러지 내에 존

재하는 우점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처리 공

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3. RNA 검출의 위한 RT-qPCR (Reverse Transcription-qPCR)
RT-qPCR은 RNA를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시키는 과정이 

DNA증폭 이전에 수행된다. RNA를 추출하고 이를 역전사 효소를 사

용하여 cDNA를 생산한 후 DNA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역전사 

방식에 따라 원스텝 방식과 투스텝 방식으로 나뉜다. 원스텝 방식의 

경우 투스텝 방식에 비해 공정단순성의 확보가 용이하다(Figure 
2)[14]. 이 때문에 COVID-19 진단에 원스텝 역전사 방식을 사용하여 

표준 검사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투스텝 방식은 역전사 단계와 증폭 

단계에서 각각 최적화가 가능하여 유전자 발현 분석 등에 활용된다. 
활용에 따라 바이러스 등의 RNA 표적 primer를 사용하는 방법과 ran-
dom primer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역전사에 표적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은 nested-PCR과 유사한 방식으로 높은 민감도를 가질 

수 있다. Random primer로 PCR하는 방법은 two step RT-qPCR방식을 

활용한다. PCR후 band 분석을 통하여 샘플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

지만 reporter dye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검출종에 한계가 있

다. RNA는 세포 외부에서 안정성이 낮아 분해되기 쉽기 때문에 죽은 

세포에 의한 위양성율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오염수 내 미생물 검출 정확도 향상을 위한 
qPCR 기법

3.1. 세포배양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킨 ICC-qPCR (Integrated 
Cell Culture-qPCR)

ICC-qPCR은 세포배양법에 qPCR이 결합된 기술이다. 기존 세포 배

양법을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 검출은 정상적인 세포에 채취한 샘플을 

섞어 세포병변(병원성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한 세포 변형, 파괴 등의 

변화)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감염성이 있는 위해 바이러스

를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세포의 병변이 발생할 

때까지 배양시간이 필요하며 감염성이 없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세

포병변이 발생하지 않기에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14]. 이를 PCR로 보

완한 ICC-qPCR은 세포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

Figure 2. Schematics of the RT-qPCR principle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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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샘플을 도포하고 24시간가량의 짧은 시간동안 배양한 후 유전자를 

추출하여 qPCR 검사를 수행한다(Figure 3). 이 방식은 세포배양 방식

에 비하여 시간이 단축되며 감염성이 없는 바이러스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하천 또는 폐수에서 채취한 샘플에 포함되어 있

을 수 있는 PCR inhibitor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음

성 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Li 등은 ICC-qPCR을 활용하여 

폐수 또는 하천 샘플 내에 존재하는 rotavirus를 검출하였다[15]. 
RT-qPCR 방법으로 폐수샘플을 증폭한 경우에서는 DNA 증폭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는 폐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PCR Inhibitor의 영향으

로 추측할 수 있다. RT-qPCR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순물이 적은 하

천의 샘플을 분석한 경우에는 낮은 바이러스 농도로 인하여 검출이 

되지 않았다. 두 가지 경우에서 ICC-qPCR 방법은 효과적으로 바이러

스를 검출할 수 있었다. 
Ogorzaly 등은 불순물이 많아 qPCR 기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활성 

슬러지에서 ICC-qPCR로 adenovirus를 검출[13]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활성 슬러지와 강물에서 검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가

장 널리 퍼진 공중 보건 관련 장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유형의 수질 시료에서 ICC-qPCR 기법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3.2. 위양성 억제를 위한 Viability qPCR
Viability qPCR은 DNA에는 강하게 결합하지만 세포막은 통과하지 

못하는 viability 염료를 사용하여 죽은 세포에 의한 위양성 결과를 억

제하는 qPCR이다. 대표적인 viability 염료로는 EMA(Ethidium mono-
azide), PMA(propidium monoazide), PMAxx™가 있으며 각 염료를 사

용한 qPCR을 EMA-qPCR, PMA-qPCR, PMAxx-qPCR이라 부르기도 

한다(Figure 4). DNA 샘플에 viability 염료를 가하면 이 염료는 세포

막이 손상된 죽은 세포의 DNA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어서 샘플을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염료가 반응성을 갖게 되고 DNA와 공유결합을 

이룬다. 염료가 결합된 DNA는 PCR 과정에서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이에 따라 viability qPCR은 세포 배양을 하지 않더라도 죽은 세

포의 DNA가 증폭되는 위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Gedalanga 등은 

이러한 viability qPCR이 죽은 세포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응 감소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낮은 탁도의 개울물과 높은 탁도의 활성 슬러

지 샘플을 같은 농도의 EMA로 처리한 뒤 qPCR한 결과와, 해당 샘플

을 가열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사멸시킨 후 다시 EMA-qPCR한 경우 

그 복제 수를 비교하였다[16]. 그 결과, 가열된 개울물 및 슬러지 샘플 

모두에서 상당한 반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개울물이 대부

분의 양성 반응을 억제하여 검출 한계 미만의 결과를 보인 반면 슬러

지는 여전히 유의미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샘플의 높은 탁도가 
viability 염료의 광활성화를 저해하여 결국 EMA-qPCR의 효과를 전

반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라 추정된다[17]. PMA와 PMAxx는 EMA의 

작용기를 변형시킨 염료이다. 이 두 염료는 EMA보다 더 높은 민감도

와 죽은 세포에 대한 향상된 선택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17].
Viability qPCR은 기존의 세포 배양법이나 ICC-qPCR과 비교하여 

비교적 간단한 과정과 짧은 시간으로 죽은 세포를 구분해낼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PCR inhibitor에 의해 위음성이 

발생할수 있으며 세포의 종류에 따라 염료의 비특이적 세포막 투과가 

발생할 수 있어 위음성의 위험성은 존재한다[18]. 이 방법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려면 탁도가 10 NTU (nephelometry turbidity unit)보다 낮

아야 한다[16]. 그리고 미생물은 때때로 세포막이 손상되지는 않았지

만 비활성화 될 수 있고[18], 반대로 세포막이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미생물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19]. 이는 세포막의 손상 

여부가 언제나 세포의 비활성화, 더 나아가 병원성의 여부와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들은 종류에 따라 막 

투과성이 다르고 이는 viability qPCR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 그러므로 여러 미생물을 대상으로 viability qPCR을 진행하는 경

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4. 대용량 수질 샘플 처리용 qPCR 기법

4.1. Multiplex qPCR
Multiplex qPCR은 한 번의 반응으로 두 종류 이상의 검체에 대해 

qPCR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진 유전자 두 종

Figure 3. The method for confirming the cytopathic effect requires a 
culture period of 5 to 7 days, whereas the method for qPCR requires 
less than 24 hours of incubation time.

Figure 4. Schematics of the viability qPCR. The viability dye can enter the damaged cells through the cell membrane and be bound to DNA when 
irradiated with UV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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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상을 하나의 웰(well)에 넣어 한 번에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 방

법은 qPCR에 드는 시간을 최소 두 배 이상 절약하고 전반적인 시험 

비용과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폭되는 

두 검체의 반응속도가 크게 다른 경우 dNTP, DNA 중합 효소와 같은 

공통시약을 반응속도가 빠른 검체가 대부분 소비하여 반응속도가 느

린 대상이 제대로 증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multiplex qPCR
은 증폭속도가 비슷한 대상들끼리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multi-
plex qPCR로 동시에 정량화 할 유전자의 종류가 많을수록 고려사항

이 많고 probe reporter 종류의 한계로 검사수의 제한이 존재한다. 
Ahmed 등은 multiplex qPCR을 이용해 수처리 전 하수와 빗물 샘플을 

분석하였다[21]. 정량화의 대상이 된 유전자는 하수의 오염 판단에 널

리 사용되는 세균인 Bacteroides의 유전자 마커 HF183과 역시 하수에 

주로 분포하며 박테리오파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CrAssphage 유전자 

마커 CPQ_056였다. 연구진은 같은 샘플에 대해 Multiplex qPCR은 물

론 기존의 단일 타겟 qPCR (Simplex qPCR)을 진행하였으며 두 정량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multiplex qPCR이 기존 단일 qPCR과 

동등한 정량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ulti-
plex qPCR은 제대로 된 실험 설계가 보장될 수 있다면 단일 qPCR만

큼의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2. Microfluidic qPCR
Microfluidic qPCR은 아주 적은 양의 유체가 흐르는 미세 채널을 

가진 미세유체장치를 이용한 qPCR을 뜻한다. 난양공대의 Micromachines 
lab에서는 다수의 수인성 병원균들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micro-
fluid device를 고안하였다(Figure 5). 네 가지 병균을 타겟으로 하는 

건조된 프라이머 쌍을 각 microreactor에 미리 도포한 후(Figure 5A), 
시료 용액을 주입하여 흡수패드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각 micro-
reactor에 주입되도록 한다(Figure 5C). 이후 PCR 반응을 통해 형광 신

호를 모니터링 한다[22]. 이 연구에서는 복잡한 펌프나 밸브 등의 장

비 없이, 소량의 유체를 모세관 현상을 통해 채널을 따라 다수의 구획

에 있는 microreactor에 해당 유체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 검출 과정

을 단순 자동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유체로 여러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qPCR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2 ul 수준의 적은 양의 샘플만을 필요로 하며 multi-
plex qPCR에서 고려해야 했던 서로 다른 형광 염료의 사용이나 공통 

시약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Ishii 등은 상용화된 Dynamic Array™ 칩(Fluidigm)을 이용하여 mi-

crofluidic qPCR을 수행해, 수인성 바이러스인 Adenovirus, Aichi vi-
rus, Astrovirus 등 총 11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정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유전자에서 검출이 이루어졌으며 murine nor-
ovirus를 기준으로 microfluidic qPCR의 정량 결과는 단일 qPCR에서 

Figure 5. Schematic of the microfluidic qPCR operation. (A) The PCR mixture loading step, (B)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PCR array chip 
with a localized thermal electric cooler (TEC) and heat-sink. (C) Sample loading and thermal cycling. (D) Photograph of the PDMS-glass chip 
comprising an array of nine microreactor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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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결과와 유사하였다[23]. 이는 microfluidic qPCR의 정확도가 단

일 qPCR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micro-
fluidic qPCR은 검체의 반응 부피가 매우 작고 온도조건 등을 다양화

하기 어려워 다른 qPCR 기술들보다 프라이머 선정이 까다롭다[24]는 

단점이 있다.

5. 결    론

본 총설 논문에서는 정확성이 뛰어나고 최근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확충된 qPCR 분자진단법을 활용한 수질 검사법의 종류에 대해 고찰

하고, 기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COVID-19의 진단에 사용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qPCR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적 유전자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프라이머 제작과 유전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다

는 단점이 있으며, 오염이 심한 수질 샘플의 경우 PCR 반응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ICC-qPCR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시료의 오염도

와 상관없이 낮은 위양성율을 가지며,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검

출하는데 용이하여 병원성바이러스의 진단에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반면 qPCR에 비교하여 신속성이 떨어지며 실험자의 숙련도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살아있는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viability 
PCR의 경우에는 오증폭율이 적어 감염성 미생물을 검출할 필요성이 

있는 진단방식에 유용하므로 상수원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분석하

는데 사용된다. Microfluidics 기술을 활용한 PCR 방식은 매우 소량 

시료에서도 검출이 가능하며 다수 시료의 동시 검출과 연속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qPCR 방법은 수질측정 및 분석에서 각각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다. 코로나의 진단을 위하여 발전된 기술들이 

적절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방식들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Borchardt 등은 100편의 qPCR 및 Digital PCR을 활용한 환경 미생

물학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qPCR과 관련된 100편의 논문 

중 약 1/4만이 Ct 및 표준 곡선 기울기와 같은 qPCR 정량화에 있어 

필수적인 실험값을 보고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t 및 표준 곡선 

기울기의 의무적인 표기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및 양

성 대조군 실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The 
digital MIQE guidelines에 따라 연구 용어들을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

였다[25]. 이렇듯 qPCR을 활용한 수처리 분야의 연구에 있어 그 과정

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련 논문이

나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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