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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트릭스가 혼합된 식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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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article report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test procedure for detection of norovirus (NoV)

in foods of diverse matrices. In this study, target foods included fermented milk, soybean paste, powders made from

uncooked grains and vegetables, sesame leaves preserved in soy sauce, pickled mooli, and mooli. Viral recovery var-

ied depending on the food matrices or elution buffers tested. Buffers were compared to determine effective elution

buffers from artificially virus-contaminated foods. The conventional test procedure for concentrating viruses from

food (elution-polyethylene glycol(PEG) precipitation-chloroform-PEG precipitation) was modified to save time by

eliminating one PEG precipitation step. The modified procedure (elution-chloroform-PEG precipitation) was able to

concentrate viruses more effectively than the conventional procedure. It also removed RT-PCR inhibitors effectively.

The modified procedure was applied to target food for genogroup II NoV detection. NoV RNA was detected at the

initial inoculum levels 3.125-12.5 RT-PCR units per 10-25 g tested food. The use of this newly established procedure

should facilitate detection of low levels of norovirus in divers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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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비

세균성 장염의 주요 원인체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연중 높

은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으나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에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3일간 설사, 메스

꺼움,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하는 급성장염으로 그치는 경

우가 많으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치명

적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2,300만명이 감염

되고 전체 식중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한 32-42%로

추정된다1). 유럽의 경우도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

생한 바이러스성 급성장염 중 85% 이상이 노로바이러스

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2).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5년

간(2008년-2012년) 총 1,368건 중 213건으로 15.6%를 차

지했고3) 같은 기간 전체 식중독 중 원인물질이 규명되지

않은 43.8% 중 약 절반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된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이

원인이 되며,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등의 경로를 통해 전

파된다. 모든 연령층에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성이 매우 높

아(10-100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 학교, 요

양소, 병원, 기숙사, 감옥, 유람선 등에서 집단으로 급격히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4,5). 전체 환자 중 오염된 식품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5) 다만 미국의 경우 최

근 10년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outbreak을 분석

한 결과 식품 중에는 엽채류가 32%로 원인 식품 중 가장

많은 발생 원인이었고, 다음으로 과일/견과류 17%, 패류

13%로 밝혀진 바 있다6). 발효식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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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식품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굴 등의 해산물7-10), 채소류11-18), 과일류15,19,20,21)

외 다양한 식품15,16,22-24)에서 오염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개발된 바 있으나 식품마다 매트릭스(matrix)가 달

라 한 가지 방법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표

준화된 검사법은 아직 없다. 일단 바이러스가 식품의 표

면에서 건조되거나 흡수된 경우 효과적인 검출에 대한 가

장 중요한 요인은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바이러스를 탈리

하고 농축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식품시료의 량이 분

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화 되어야

하고 검출에 방해가 되는 물질들은 충분히 제거되어야한

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노로바이러스 검

출시험법인「식중독바이러스 검사법」
3)은 굴, 채소, 과일

등의 시료로부터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유용한 방

법이다. 그러나 식품마다 매트릭스가 다르고 바이러스의

탈리율은 각 식품의 매트릭스와 사용된 탈리용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다양한 매트릭스를 가진 식재료가 혼합

된 식품에 대해 현행 탈리용액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사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12,15,25), Beef extract21,26), 아미노산 buffer12,19,27), Tris

buffer28), 아미노산-NaCl buffer12,15,17,18,29), Tris-glycine buffer12,13)

또는 이들 buffer의 combination14,29-31)이 시도된 바 있으나

굴, 상추, 샐러드가 주대상이고 여러 가지 식재료가 혼합

된 식품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이 제대로 평가된 바 없다.

또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중독바이러스검사법」3)

은 바이러스농축을 위해 polyethylene glycol (PEG) 침전을

2회 실시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많은

시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인간노로바이러스(human norovirus)는 세포배

양이 어려워 plaque assay가 불가하므로 노로바이러스의

검출법 개발을 위해 뮤린노로바이러스(murine norovirus),

A형간염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등의 surrogate가 많이

이용되어왔다. 이중에서도 폴리오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

스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해

plaque이 명확하고 실험이 용이하여 검출법 개발에 이용

하기에 적합하여 많이 이용되어왔다10,12,17,19,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에 적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검

사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폴리오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혼재된 발효식품(농후발

효유, 된장)과 절임식품(깻잎장아찌, 단무지) 그리고 생식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오염된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탈리하는 조건을 규명하고 빠른 시간에 검출이 가능하게

하기위해 개선된 검출법을 개발한 후 이 검출법의 효용성

은 인간노로바이러스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세포 및 바이러스

본 연구에 사용된 폴리오바이러스 type 1 Sabin strain은

full-length cDNA를 COS-1 세포에 transfection하여 얻은

것을 HeLa 세포를 사용하여 계대한 것이다. 바이러스의

titer는 HeLa 세포를 이용하여 plaque assay로 측정하였다17).

본 연구에 사용된 노로바이러스 genotype II (GII)는 국립

보건연구원 소화기바이러스과로부터 PBS에 희석된 환자

의 분변 상태로 얻어 사용하였다. RT-PCR unit는 추출한

노로바이러스 RNA를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으로 증폭한 후 ethidium bromide

가 함유된 1.5% 아가로스 젤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한 후

자외선하에서 육안으로 band를 확인할 수 있는 최대 희석

배율에 해당하는 RNA량으로 정의하였다17,32). 노로바이러

스 GII stock의 titer는 종말희석법에 의해 결정하였고 128

RT-PCR units/mL이었다.

식품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식품재료인 유산균 발효유(딸기첨가

발효유, A사, 경기도 남양주), 된장(재래식된장, B사, 충남,

공주), 장아찌(깻잎장아찌, C사, 경북, 포항), 단무지(김밥

용단무지, D사, 충남, 청양군)와 무는 경주소재 대형할인

매장에서, 생식제품(E사, 현재 생산 및 판매중단)은 경주

소재 유기농제품 판매 매장에서 각각 2008년 6월부터 2009

년 4월까지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제조사에 따르면 사용

된 A사 딸기첨가발효유 제품의 경우 원유(71.6%) 이외에

도 딸기, 백설탕, 변성전분, 합성착향료(딸기향), 프락토올

리고당으로 구성된 딸기시럽(17%), 백설탕, 변성전분, 탈

지분유, 정제수, 변성전분, 아미드펙틴, 포도당, 해바라기

유로 구성된 혼합제제와 유산균 등이 함유된 제품이었다.

사용된 B사 된장 제품의 경우 대두, 소맥분, 정제소금, 한

식메주분말, 밀쌀, 정제수를 함유한 된장(90.5%)과 대두,

정제수, 정제소금, 주정, 알파대두분, 알파탈지대두분, 겨

자분,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함유한 한식메주된장이 혼합

된 제품이었다. 사용된 C사 깻잎장아찌의 경우 깻잎(약

67%) 외에도 간장, 정제수, 고추장, 정백당, 마늘, 고추분,

참깨, 고추씨기름, 식초, 복합조미식품 등이 함유된 제품

이었다. 사용된 D사 단무지의 경우 절임무(60%) 외에도

정제수, 식초, 정제염, 조미액베이스, 치자황색소 등이 함

유된 제품이었다. 사용된 E사 생식제품은 재료로 현미, 보

리, 발아현미, 옥수수, 참깨, 당근, 호박, 다시마 등을 함유

한 제품 이었다.

바이러스 inoculation 및 탈리

사용된 식품들은 바이러스 검사 시에 매번 plaque assay,

RT-PCR, Semi-nested PCR 등을 이용하여 해당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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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음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바

이러스의 접종을 위해 생식(20 g), 깻잎장아찌(10 g; 1 × 1 cm

로 절단), 단무지(25 g; 1.5 × 1.5 cm로 절단), 농후발효유

(20 g), 된장(25 g) 또는 무(20 g)를 폴리오바이러스(105 또

는 107 plaque forming unit, pfu) 또는 노로바이러스 GII

(25-50 RT-PCR unit)로 오염시킨 후 clean bench내에서 2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탈리(elution)에 사용된 L-threonine

과 L-glycine은 Bioshop사(Burlington, ON, Canada)제품을

사용하였고 beef extract는 Becton Dickinson사(Sparks,

MD,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탈리를 위해서는 인위적으

로 바이러스를 오염시킨 식품들을 250 mL 원심분리 튜브

에 옮겨 담고 탈리용액 75 mL을 넣고 shaking incubator

(20-21oC, 180 rpm)에서 1시간 탈리시킨 후 10,800 × g(4oC,

10분)에서 원심분리하였다. 탈리액(eluent)을 새 튜브에 옮

겨 담고 남아 있는 식품에 다시 탈리용액 75 mL을 넣어

1시간 탈리하고 원심분리한 후 얻어진 탈리액을 앞의 것

과 합하였다. 합쳐진 탈리액을 교반시킨 후 이중 일부는

주사기필터(0.45 µm porosity; Pall Corportion, USA)로 여

과한 후 plaque assay를 사용하여 회수율을 비교하고 나머

지는 바이러스 농축 및 검출 실험을 행하였다. 바이러스의

회수율은 접종할 때마다 매번 측정한 폴리오바이러스의

양을 100%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Elution-PEG-chloroform-PEG (EPCP)공정 

탈리시킨 시료를 최종농도 11% PEG 8000 (Bioshop사,

Burlington, ON, Canada)과 0.3 M NaCl이 되도록 맞춰주

고 4oC에서 3시간 방치한 후 10,800 × g(4oC, 20분)로 원

심분리를 행하였다. 이후 상등액을 버리고 남은 pellet을

diethyl pyrocarbonate (DEPC)를 처리한 증류수 10 mL로

현탁시킨 후 동량의 chloroform:isoamyl alcohol (24:1)을

가하여 30분간 추출하고, 24,100 × g(4oC, 20분)로 원심분

리하였다. 상층액을 회수한 후 PEG 8000과 NaCl을 가하

여 11% PEG 8000과 0.3 M NaCl로 다시 맞춰주고 4oC

에서 3시간 방치한 후 24,100 × g(4oC, 20분)로 원심분리하

여 얻은 pellet을 DEPC 처리한 증류수 1-3 mL로 녹여 이

중 일부를 이용하여 plaque assay로 회수율을 비교하고

RNA를 추출한 후 RT-PCR로 분석하였다.

Elution-chloroform-PEG (ECP)공정 

탈리시킨 시료에 동량의 chloroform:isoamyl alcohol

(24:1)을 가하여 30분간 추출한 후 10,800 × g(4oC, 10분)

로 원심분리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새 튜브에 옮기고 PEG

8000과 NaCl을 가하여 최종 농도 11% PEG 8000과 0.3

M NaCl이 되도록 맞춰준 후 4oC에서 3시간 방치하였다.

24,100 × g(4oC, 20분)로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은 버리고

남은 pellet에 DEPC처리한 증류수 1-3 mL로 현탁시킨 후

이중 일부를 이용하여 plaque assay로 회수율을 비교하고

RNA를 추출하여 RT-PCR로 분석하였다.

RT-PCR과 RT/semi-nested PCR

RNA 추출을 위해서는 QIAamp® Viral RNA mini kit

(QIAGEN사, Hilden, Germany)를 사용하되 280 µL를 사

용하였다. RT-PCR 방해물질 제거공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를 확인하기 위해 QIAshredderTM Homogenizer (QIAGEN

사, Hilden, Germany)와 Centricon (Centricon YM-100,

Millipore사, Bedford, MA, USA), ZebaTM desalt spin

column (Thermo사, Rockford, IL, USA)을 처리할 경우 제

품설명에 지시된 대로 실행한 후 사용하였다. RT-PCR과

RT/semi-nested PCR을 위한 반응조건과 사용된 primer

(DG172, DG173, DG213, DG214, GII-F1M, GII-R1M,

GII-F3M)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10,17). GII 노로바이러스와

폴리오바이러스의 RT-PCR 산물은 각각 340 bp와 524 bp

band였고 RT/semi-nested PCR의 최종산물은 각각 310 bp

와 506 bp band였다. Ethidium bromide가 함유된 1.5% 아

가로스 젤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후 자외선하에서 band

를 확인하였다. PCR은 MyCyclerTM thermal cycler (Bio-

Rad사, USA)를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은 Mupid-2 (Takara

Korea Biomedical사, Korea)를 사용하였고, SL-20 DNA

image visualizer (서린과학, Korea)를 사용하여 band를 확

인하였다.

검출한계

본 연구에 사용된 5가지 식품 외에 무를 추가한 6가지

식품을 대상으로 ECP 공정을 이용하여 노로바이러스의

검출한계를 확인하였다. 검출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농후

발효유(20 g), 단무지(25 g), 생식제품(20 g)은 노로바이러스

GII 50, 25, 12.5, 6.25 RT-PCR unit를, 된장(20 g), 깻잎장

아찌(10 g), 무(25 g)은 25, 12.5, 6.25, 3.125 RT-PCR unit

를 각각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ECP 공정에 따라 검출여

부를 확인하였다. 각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각 식품에 폴리오바이러스 1,000 pfu를 인위적

으로 접종하여 공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노로바이러스 또는 폴리

오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접종하지 않은 시료를 음성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 검출여부는 RT/semi-nested PCR을 이

용하여 확인하되 교차오염에 의한 위양성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해 2개의 음성대조군을 사용하였다. PCR 수행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1개의 노로바이러스 GII cDNA와

poliovirus cDNA (Sabin type 1)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

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Origin 8을 사용하여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P값 0.05를 유의수준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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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탈리용액별 회수율비교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바이러스의 탈리는 효과적인 바이

러스의 검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식품의 매트

릭스, 바이러스 표면단백질의 등전점, 바이러스와 식품표

면의 상호작용, 바이러스의 식품표면에서의 저항성 등 여

러 요인이 탈리에 영향을 준다16,29,33-35). PBS는 상추, 양배

추, 딸기 등에 시도된 바 있고12,15,25,26), 3% beef extract는

과일, 무, 당근18,21,26) 등에서 검사에 사용되거나 효과적인

탈리용액으로 보고된 바 있다. glycine-NaCl buffer나

threonine-NaCl buffer의 경우 NaCl 농도가 0.14 M 보다는

0.3 M일때 더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Threonine buffer 간에는 대체로 pH 7.5보다는 pH 9.5가

더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양배추, 상추,

깻잎, 당근 등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

다17,18). 본 연구에서 발효식품 2종(농후발효유, 된장), 절임

식품 2종(깻잎장아찌, 단무지)과 1가지 생식제품(다양한 곡

물과 야채로 구성)에 폴리오바이러스 105 pfu를 인위적으

로 접종시킨 후 11가지 탈리용액(PBS, 3% beef extract, 2

가지 glycine-NaCl buffer, 7가지 threonine-NaCl buffer)을

사용하여 탈리율을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

험결과는 예상대로 식품의 매트릭스 차이에 의해 식품마

다 효과적인 탈리용액이 달랐다. PBS는 농후발효유와 깻

잎장아찌에 효과적인 반면 된장, 생식, 단무지에서 효과적

인 탈리작용을 못했다. 반면 3% beef extract (pH 9.5)가

농후발효유, 생식, 단무지에서 효과적이었으나 된장과 깻

잎장아찌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았다. 아미노산-

NaCl buffer 중에는 0.05 M threonine-0.3 M NaCl (pH

9.5)가 조사해 본 5가지 식품 중 4가지에서 높은 탈리율

을 보였다. 이는 과거 조사해 본 대부분의 야채에서 0.25

M threonine-0.3 M NaCl (pH 9.5)가 가장 높은 탈리율을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17,18).

식품별 회수율 비교

농후발효유(fermented milk)의 경우 탈리용액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4.6-54.2%의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PBS와 3% beef extract가 glycine-NaCl buffer나 threonine-

NaCl buffer보다 더 나은 회수율을 보였다. 11개 buffer들

간에는 탈리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으나 35% 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PBS, 3% beef extract (pH 9.5), 0.25 M

threonine-0.3 M NaCl (pH 9.5), 0.05 M threonine-0.3 M

NaCl (pH 9.5)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3711 > 0.05). 

된장(soybean paste)의 경우 탈리용액에 따라 회수율에

큰 차이를 보여 2.6-52.4%의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reonine buffer 간에는 아미노산 농도와 NaCl 농도가 같

을 경우 pH 9.5인 buffer가 pH 7.5인 buffer보다 탈리율에

있어 대체로 나은 경향을 보였다. 바이러스의 평균회수율

이 35% 이상인 PBS, 0.25 M Glycine-0.14 M NaCl (pH

7.5), 0.25 M glycine-0.3 M NaCl (pH 7.5), 0.25 M threonine-

0.14 M NaCl (pH 7.5), 0.25 M threonine-0.14 M NaCl

(pH 9.5), 0.25 M threonine-0.3 M NaCl (pH 9.5), 0.05 M

threonine-0.14 M NaCl (pH 9.5), 0.05 M threonine-0.3 M

NaCl (pH 9.5)간에는 회수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927 > 0.05). 특히 평균회수율이 41%

이상인 PBS, 0.25M glycine-0.14M NaCl (pH 7.5), 0.25M

glycine-0.3M NaCl (pH 7.5), 0.05 M threonine-0.14 M

Table 1. Recoveries of poliovirus from foods using different buffers for elution (%)1)

Buffer

numbers
Elution buffers pH

Fermented milk

(n = 6)

 Soybean paste

(n = 7)

Powders made from 

uncooked grains and 

vegetables (n = 12) 

Sesame leaves 

preserved in soy 

sauce (n = 10)

Pickled Mooli

 (n = 12)

1 PBS 7.4 46.2 ± 5.4 43.5 ± 9.7 25.2 ± 11.5 58.1 ± 24.6 23.2 ± 8.9

2 3% Beef extract 9.5 54.2 ± 9.5 33.2 ± 2.5 40.2 ± 20.6 34.7 ± 13.1 38.6 ± 14.0

3 0.25M Gly-0.14M NaCl 7.5 19.8 ± 4.4 47.2 ± 13.8 19.1 ± 10.5 47.0 ± 17.9 07.2 ± 4.2

4 0.25M Gly-0.3M NaCl 7.5 25.3 ± 3.6 41.4 ± 7.9 22.8 ± 8.0 49.3 ± 18.8 24.6 ± 7.6

5 0.25M Thr-0.14M NaCl 7.5 20.2 ± 4.4 35.6 ± 1.9 22.1 ± 7.5 43.3 ± 14.2 19.8 ± 5.7

6 0.25M Thr-0.14M NaCl 9.5 32.7 ± 8.0 36.9 ± 2.3 29.2 ± 10.0 28.5 ± 8.8 37.7 ± 16.8

7 0.25M Thr-0.3M NaCl 7.5 34.1 ± 10.3 06.5 ± 1.7 24.0 ± 7.8 32.7 ± 20.4 32.4 ± 12.3

8 0.25M Thr-0.3M NaCl 9.5 36.7 ± 14.9 38.7 ± 3.4 13.8 ± 5.2 26.7 ± 6.5 25.9 ± 11.0

9 0.05M Thr-0.14M NaCl 7.5 04.6 ± 1.6 02.6 ± 0.8 14.5 ± 10.1 30.3 ± 9.7 03.2 ± 0.7

10 0.05M Thr-0.14M NaCl 9.5 28.4 ± 11.3 52.4 ± 6.7 22.1 ± 8.7 40.2 ± 15.0 32.0 ± 13.4

11 0.05M Thr-0.3M NaCl 9.5 39.1 ± 25.1 42.6 ± 13.8 33.7 ± 16.7 28.8 ± 10.3 32.0 ± 9.4

1)Recoveri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titer of added poliovirus stock (set as 100%) counted every trial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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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pH 9.5), 0.05 M threonine-0.3 M NaCl (pH 9.5)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825 > 0.05). 

생식(powders made from uncooked grains and vegetables)

의 경우 탈리용액에 따라 13.8-40.2%의 탈리율을 보였다.

검사해 본 11가지 전체 buffer들 간에는 회수율에 많은 차

이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 (평균회수율 33% 이

상)을 보인 3% beef extract (pH 9.5)와 0.05 M threonine-

0.3 M NaCl (pH 9.5)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 = 0.5622 > 0.05).

깻잎장아찌(sesame leaves preserved in soy sauce)의 경

우 탈리용액에 따라 탈리율에 많은 차이(26.7-58.1%)를 보

였다(P = 0.0127 < 0.05). 깻잎장아찌의 경우는 glycine buffer

가 threonine buffer보다 회수율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

였다. 그러나 조사해 본 탈리용액 중 평균회수율 40% 이

상인 PBS, 0.25 M glycine-0.14 M NaCl (pH 7.5), 0.25 M

glycine-0.3 M NaCl (pH 7.5), 0.25 M threonine-0.14 M

NaCl (pH 7.5), 0.05 M threonine-0.14 M NaCl (pH 9.5)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249 > 0.05).

단무지(pickled mooli)의 경우 탈리용액에 따라 회수율

에 큰 차이를 보여 3.2-38.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회수율 32% 이상인 3% beef extract (pH 9.5), 0.25

M threonine-0.14 M NaCl (pH 9.5), 0.25 M threonine-0.3

M NaCl (pH 7.5), 0.05M threonine-0.14 M NaCl (pH 9.5),

0.05 M threonine-0.3 M NaCl (pH 9.5)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8374 > 0.05).

Process간 바이러스 농축율 비교

식품에 인위적으로 폴리오바이러스를 각 식품 일정량 당

107 pfu만큼 접종시킨 뒤 두 공정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탈리액을 절반씩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식품

별 탈리용액으로는 조사한 탈리용액들 중 상대적으로 높

은 회수율을 보인 용액 (농후발효유: 3% beef extract (pH

9.5), 된장: 0.05 M threonine-0.14 M NaCl (pH 9.5), 생식:

3% beef extract (pH 9.5), 깻잎장아찌: 0.25 M glycine-0.3

M NaCl (pH 7.5), 단무지: 3% beef extract (pH 9.5))을 각

각 사용하였다(Table 1). 무의 경우는 3% beef extract (pH

9.5), 0.05 M glycine-0.3 M NaCl (pH 9.5), 0.25 M glycine-

0.14 M NaCl (pH9.5)가 가장 나은 탈리용액으로 보고된 바

있어18) 본 연구에서는 3% beef extract (pH 9.5) 용액을 사

용하였다.

탈리를 통해 회수한 바이러스를 1:1로 나누어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식중독바이러스검사법」3)으로 제시한 EPCP

와 2번의 PEG precipitation을 1번으로 줄인 개선공정 ECP

의 바이러스의 회수율을 비교해 보았다. 6가지 식품을 대

상으로 단순 결과치만 비교하면 ECP공정이 EPCP공정보

다 전반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Table 2). 된장(P =

0.0034 < 0.05)과 생식(P = 0.0385 < 0.05)은 ECP공정이 EPCP

보다 훨씬 나은 회수율을 보인 반면, 농후발효유(P = 0.9439

> 0.05), 깻잎장아찌(P = 0.2738 > 0.05), 단무지(P = 0.7620 >

0.05), 무(P = 0.3847 > 0.05)는 두 공정 간에 사실상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ECP공정이 EPCP공정보다 시간도 절

약되면서 효율적이므로 기존의 공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PCR 방해물질 제거

RT-PCR을 이용한 분석 방법은 PCR 방해물질로 인해

가끔 위음성(false positive)으로 판명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트릭스를 가진 식품이 혼합될 경

Table 2. Recoveries of poliovirus from two concentration procedures (%)1)

Food Process2)
Recovery (%) (Mean ± SD)1)

Elution PEG Chloroform / PEG 

Fermented milk (n = 4)
EPCP

56.6 ± 8.0
48.1 ± 8.6 33.9 ± 13.1

ECP - 34.5 ± 8.9

Soybean paste (n = 4)
EPCP

55.6 ± 8.9
35.0 ± 13.9 21.0 ± 2.9

ECP - 31.6 ± 3.5

Powders made from uncooked grains 

and vegetables (n = 4)

EPCP
34.2 ± 4.4

25.1 ± 3.7 15.5 ± 1.3

ECP - 20.9 ± 3.8

Sesame leaves preserved in soy sauce 

(n = 4)

EPCP
45.9 ± 10.8

37.3 ± 4.7 18.1 ± 3.6

ECP - 22.3 ± 6.0

Pickled mooli (n = 4)
EPCP

36.7 ± 2.7
29.8 ± 3.4 18.9 ± 1.3

ECP - 18.8 ± 6.0

Mooli (n = 4)
EPCP

55.9 ± 13.0
40.9 ± 9.3 26.3 ± 9.0

ECP - 33.1 ± 11.4

1)Recoveries (%; Mean ±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based on poliovirus plaque assay count of the initial seeding as 100%. 
2)EPCP procedure; elution-PEG precipitation-chloroform-PEG precipitation. ECP procedure; elution-chloroform-PEG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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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히 이 점이 염려된다. PCR 방해물질로는 1) 농후발

효유의 경우 유지성분, 유당 등, 2) 된장의 경우 콩단백질,

콩지질 분해성분 등, 3) 깻잎장아찌의 경우 간장, 고추장,

마늘, 고추씨기름 등에서 유래한 성분 등, 4) 단무지의 경

우 단무지조미베이스에서 유래하는 성분 등, 5) 생식의 경

우 각종 곡물에서 유래하는 다당류 등이 예상된다. 

ECP공정과 conventional한 시험법(EPCP)의 PCR 방해물

질의 제거상태를 비교해 보았다. 두 가지 공정을 통해 농

축된 바이러스를 QIAamp® Viral RNA Mini kit를 사용하

여 바이러스 RNA를 추출한 뒤 RT-PCR을 행하여 band의

강도를 비교해 보았다. RT-PCR 결과 6가지 식품 모두 두

공정 간에 차이가 없었다(Fig. 1(a,b). lanes 10-12; lanes

10-12는 5배 단위로 연속적으로 희석한 바이러스 RNA를

이용하여 RT-PCR을 행한 결과임; 나머지 5가지 식품에 대

한 것은 지면관계로 제시하지 않음). 두 가지 공정 모두

바이러스 RNA 검출에 문제가 없었고 희석비율에 비례해

서 band의 강도가 약해지므로 RT-PCR 방해물질은 공정

중 행한 chloroform 처리와 QIAamp® Viral RNA Mini kit

의 column에 내장된 silica gel-base membrane의 선택적

binding 및 washing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된 때문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식품에 따라 PCR 방해물질의 제거가 충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된장, 깻잎장아찌, 단무지의 경우 식

품에 함유된 많은 량의 salt가 PCR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

로 PCR 방해물질의 추가제거작업이 필요할 지를 검사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햄버거와 상추 등에서

PCR 방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QIAshredderTM

Homogenizer32)와 Centricon, ZebaTM desalt spin column을

추가로 처리해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Centricon의 경우 예

비실험에서 식품에서 유래하는 하는 미세입자들에 의해

column이 막혀 검사해 본 모든 식품에서 실험을 진행시키

기 어려워 추가실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ZebaTM

desalt spin column 또는 QIAshredderTM Homogenizer를 이

용하여 시료를 처리한 후 QIAamp® Viral RNA Mini kit

로 RNA를 추출하거나(Fig. 1(a,b); lanes 1-3, lanes 7-9) 또

는 QIAamp® Viral RNA Mini kit로 RNA를 추출한 후

ZebaTM desalt spin column을 처리한 후 RT-PCR을 행하여

band(Fig. 1(a,b); lanes 4-6)를 비교함으로써 추가처리의 효

과여부를 test해 보았다. 그 결과 ECPC공정(Fig. 1(a))과

ECP공정(Fig. 1(b)) 둘 다 QIAamp® Viral RNA Mini kit

만을 사용한 경우의 band 강도(lanes 10-12; 각 lane은 5

배단위로 연속적으로 희석한 RNA를 사용한 결과임)와

ZebaTM desalt spin column (lanes 1-3; 각 lane은 5배단위

로 연속적으로 희석한 RNA를 사용한 결과임) 또는

QIAshredderTM Homogenizer (lanes 7-9: 각 lane은 5배단

위로 연속적으로 희석한 RNA를 사용한 결과임)를 처리한

후 RNA 추출을 한 경우의 band 강도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농후발효유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제시함. 나머지 5가

지 식품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지면 관계로 data제시하지

않음). QIAamp® Viral RNA Mini kit로 추출한 RNA를

ZebaTM desalt spin column으로 다시 처리할 경우(Fig. 1,

lanes 4-6; 각 lane은 5배단위로 연속적으로 희석한 RNA

를 사용한 결과임) 오히려 band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

는데(이는 다른 식품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 지면관계로

결과 제시하지 않음) 이는 추가 처리로 인해 RNA를 손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각각 RNA를 물로 5배 단위로

희석할 경우 PCR 방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

band가 더 강해진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36,37), 본 연구의 결

과는 EPCP와 ECP 공정 모두 희석으로 인해 band 강도가

희석배율에 비례해서 약해지므로 RT-PCR 방해물질은 이

미 충분히 제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EPCP나 새로 개발된 ECP를 사용할 경우 PCR 방해물질

제거를 위한 추가공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검출한계

재료 및 방법의 검출한계 부분에 서술한 방법에 따라

검출한계를 확인해 보았다.

실험결과 각 식품별 검출한계는 농후발효유 20 g당 6.25

RT-PCR unit, 된장 25 g 당 12.5 RT-PCR unit, 깻잎장아찌

10 g당 6.25 RT-PCR unit, 단무지 25 g 당 6.25 RT-PCR

Fig. 1. Comparison of procedures to detect poliovirus contami-

nated in Fermented milk using RT-PCR. RNAs were extracted

using a QIAamp® Viral RNA Mini Kit. (a): EPCP procedure, (b):

ECP procedure; lane M, molecular weight marker (100bp ladder);

lanes 1-3, desalting column passage before RNA extraction, serial

5-fold dilution of RNA; lanes 4-6, desalting column passage after

RNA extraction, serial 5-fold dilution of RNA; lanes 7-9,

QIAshredderTM Homogenizer before RNA extraction, serial 5-

fold dilution of RNA; lanes 10-12, control (no more treatment),

serial 5-fold dilution of RNA; lane 13, negative control (distilled

water was used); lane 14, positive control (poliovirus cDNA was

a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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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생식 20 g 당 6.25 RT-PCR unit, 무 25 g 당 3.125

RT-PCR unit였다(Fig. 2, Fig. 3). 식품에 존재하는 바이러

스의 검출한계는 분석방법 (예로 RT-PCR, RT-PCR후 nested

PCR 또는 real-time PCR), 식품의 매트릭스 차이, 시료의

양, 분석하고자하는 바이러스의 strain, 사용된 primer 등

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출방법 간의 직접비교는

힘들다19,31).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출방법의 검

출한계(10-25 g 식품당 3.125-12.5 RT-PCR unit)는 보고된

검출한계(6-50 g 식품당 10-1500 RT-PCR units)13,14,22,29,32,38)

와 비슷하거나 더 나았다. RT-PCR unit당의 노로바이러스

게놈 copy의 수는 약 10-42로 보고된 바 있다.22,39,40) 본 연

구에서 폴리오바이러스를 이용하여 RT-PCR unit와 pfu간

의 상관성을 비교해 본 결과 1 RT-PCR unit는 약 0.25 pfu

였고(data not shown) 폴리오바이러스 1 pfu 당 30-300(평

균 약 200) 입자라고 추정되므로41,42) 이를 토대로 폴리오

바이러스의 경우 1 RT-PCR unit당 게놈 copy수는 약 7.5-

75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1 RT-PCR unit당 약

7.5-75입자라고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 얻은 대상식품 10-

25 g당 검출한계인 3.125-12.5 RT-PCR unit는 약 23-937개

입자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복잡한 matrix를 가진 가공식품들 즉 발

효식품 2종(농후발효유, 된장)과 시판중인 생식 1종, 절임

식품 2종(깻잎장아찌, 단무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바이

러스 탈리용액을 확인하였다. 바이러스 농축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중독바

이러스 검사법」을 다소 수정하여 검출시간을 단축시키고

효능을 높일 수 있었다. 새로운 노로바이러스 검출방법은

다양한 매트릭스의 식품들에 적용되어 바이러스의 검출을

Fig. 3. Detection of norovirus contaminated in Soybean paste,

Sesame leaves, Mooli by RT-PCR combined with semi-nested

PCR. (a) Twenty grams of soybean paste was eluted with 0.05 M

threonine-0.14M NaCl (pH 9.5). (b) Ten grams of sesame leaves

preserved in soy sauce was eluted with 0.25M glycine-0.3M NaCl

(pH 7.5). (c) Twenty-five grams of mooli was eluted with 3%

beef extract (pH 9.5). Samples were artificially contaminated

with GII NoV. Lane M, molecular weight marker (100 bp ladder);

lane 1, 25 RT-PCR unit; lane 2, 12.5 RT-PCR unit; lane 3, 6.25

RT-PCR unit; lane 4, 3.125 RT-PCR unit; lane 5, 1,000 PFU of

poliovirus; lanes 6 and 7, negative control (distilled water); lane

8, positive control (NoV GII cDNA was amplified); lane 9, posi-

tive control (poliovirus cDNA was amplified). 

Fig. 2. Detection of norovirus contaminated in Fermented milk,

Powders made from uncooked grains and vegetables, Pickled

mooli by RT-PCR combined with semi-nested PCR. (a) Twenty

grams of fermented milk, (b) twenty grams of powders made

from uncooked grains and vegetables, or (c) twenty-five grams of

pickled mooli was artificially contaminated with GII NoV and

eluted with 3% beef extract (pH 9.5). Lane M, molecular weight

marker (100 bp ladder); lane 1, 50 RT-PCR unit; lane 2, 25 RT-

PCR unit; lane 3, 12.5 RT-PCR unit; lane 4, 6.25 RT-PCR unit;

lane 5, 1,000 pfu of poliovirus; lanes 6 and 7, negative control

(distilled water); lane 8, positive control (NoV GII cDNA was

amplified); lane 9, positive control (poliovirus cDNA was ampli-

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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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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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식재료가 섞여있는 식품으로부터 노

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시험법 개발에

관한 것이다. 각 식품이 가진 매트릭스가 매우 다르므로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출법

이 현재로서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식품(농후발효유,

된장), 절임식품(깻잎장아찌, 단무지)과 생식제품을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PBS, beef extract, 아미노산-NaCl

용액 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대상식품들로 부

터 바이러스의 탈리율을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다양한 매

트릭스가 혼합된 식품들에 적용 가능한 탈리용액을 선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여 현재 국내에서 굴,

야채, 과일 등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농축에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식중독 바이러스 검출법인 EPCP공정(탈리-PEG

침전-클로르포름 처리-PEG 침전)과 PEG 침전과정을 한번

으로 줄인 수정된 ECP공정(탈리-클로르포름 처리-PEG침

전)의 효능을 비교해 본 결과 ECP공정은 EPCP공정과 비

슷하거나 나은 효율로 바이러스를 농축할 수 있었다. 또

바이러스 농축 후 QIAamp® Viral RNA Mini kit를 이용

하여 RNA를 추출할 경우 식품에 존재하는 RT-PCR방해

물질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추가적인 처리가 더 필요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수정된 공정을 이용하여 무를

추가한 6가지 식품을 대상으로 검출한계를 조사해 본 바

10-25 g 식품으로부터 3.125-12.5 RT-PCR unit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방법들의 검출한계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장차 다양한 식품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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