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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apovirus (HuSaV)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acute gastroenteritis in humans, and it is used as a molecular 
diagnostic technique based on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from humans, food, shellfish, and aquatic environments. 

In this study, the HuSaV diagnosis technique was used in an aquatic environment where a number of PCR inhibitors are 
included and pathogens, such as viruses, are estimated to exist at low concentration levels. HuSaV-specific primers are 
improved to detect 38 strains registered in 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The established 
optimal condition and the composition, including the RT-nested PCR primers and SL® Non-specific reaction inhibitor, 
were found to have 100 times higher sensitivity based on HuSaV plasmid than the previously reported methods (100 ag 
based on HuSaV plasmid 1 ng/μL). Through an artificial infection test, the developed method was able to detect at least 

1 fg/μL of HuSaV plasmid contaminated with total nucleic acid extracted from groundwater. In addition, RT-nested 
PCR primer sets for HuSaV detection can react, and a positive control is developed to verify false positiv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HuSaV monitoring method in the future and applied to the safety response to HuSaV from 
water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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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apovirus (HuSaV)는 Norovirus (NoV), Rotavirus 

A (RV-A), Astrovirus (AstV), enteric Adenovirus (eAdV)와 함

께 사람 급성 위장염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Oka et al., 2015; Hwang et al., 2015). 국내에서는 영유아에서 

만 12세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8~12월

에 발병률이 높았다(Hwang et al., 2015; KCDC, 2019; Cho, 

2018b). HuSaV는 분변‐구강 경로로 감염 및 오염되므로 

사람, 식품, 패류, 수계 환경 등으로부터 잠재적 존재 가

능성이 있으므로 각 매질에서의 모니터링 등 감시가 중

요하다(KCDC, 2015; KMFDS, 2015; NIER, 2016). HuSaV 

진단 및 모니터링 방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반의 분자진단 기법이 주로 활용되

고 있다(Cho, 2018a; Fukuda et al., 2006; Oka et al., 2006; 

Shigemoto et al., 2011). 그러나 시료 중 지하수 등 수계 환

경은 사람, 식품, 패류 등 다른 매질 대비 병원체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 농도 및 다양한 유전자형의 존재가 추

정되고, 환경 시료는 PCR 검사 시 부식산 등 부식질 물

질, 풀미산, 금속이온, 폴리페놀, 염소, 철분 등 다양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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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매질의 특성에 따른 고감도 

검사 기법이 필요하였다(Cho, 2018b; Dalecka and Mezule, 

2018; Schrader et al., 2012). 또한, 국내 경기도에서 최근 

HuSaV-GI.3 유형의 최초 보고(Cho et al., 2020)되는 등, 바

이러스의 변이에 따른 genotypin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후속 유전형 분석이 가능한 conventional PCR의 활용이 권

장되고 있다(NIER, 2016). 이로 인해 최근 다양한 종류의 

HuSaV 염기서열이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에 등록되고 있

으며 기존 보고된 몇몇의 HuSaV 검출용 RT-PCR 프라이

머 조합은 최근 등록된 HuSaV의 염기서열에 결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나, 지하수 등 수계 환경 중 잠

재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HuSaV 검출을 위한 분

자진단 기반 검사 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분자진단 시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양성대조 

물질(i.e. viral plasmid, RNA transcript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검사 전 처리 등 조작 시 양성대조 물질로부터의 오염으

로 인해 위 양성(false positive)을 검정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Lee, 2013).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HuSaV

의 다양한 종류의 염기서열 부착이 가능한 RT-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개발 및 최적의 증폭반응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위 양성 검정이 가능한 장치

가 포함된 양상대조 물질을 개발하는 등 수계 환경에서 

HuSaV 모니터링을 위한 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uSaV는 NCBI accession number KP298674 4,440-6,439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nt)를 기준으로 2,000 nt 및 참

고바이러스 6종(Aichivirus A, Astrovirus, Hepatitisvirus A, 

Hepatitisvirus E, Norovirus 및 Rotavirus-A)의 유전자 단편을 

합성하였다[Marcrogen (Seoul, Korea)]. HuSaV 검출용 후보 

RT-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은 기존 보고된 방

법들[Khamrin et al., 2011; Kitajima et al., 2010;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5;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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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20; Liu et al., 2015; Oka et al., 2015; Shigemoto et al., 

2011; Thwiny et al., 2015]을 기준으로 등록된 38개 종류의 

HuSaV 유형에 결합이 가능하도록 뉴클레오타이드 레터코

드로 변형하였다. 변형한 PCR 프라이머는 Oligo Calculator 

version 3.27로 self annealing, potential hairpin formation 등을 

점검하여 최정 정방향 3개 및 역방향 2개의 PCR 프라이

머들을 설계 및 제작 및 설계한 프라이머들을 조합한 6개

의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구성하였다(Table 1). 

HuSaV 검출용 6개의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에 대한 

검출 민감도 및 참고 바이러스 6종 핵산에 대한 비 특이

적 반응을 검정하였다. HuSaV plasmid 1 ng/μL 기준 10-3에

서 10-8까지 희석하여 검출 민감도를 분석하였으며, PCR 

조성과 조건은 국립환경과학원 수인성바이러스 검사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NIER, 2016). HuSaV 검출용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에서는 10-3에서 10-5 수준의 검출 

민감도가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우수한 검출 민감도를 

보인 후보 RT-PCR 프라이머 조합은 #1과 #5였다. #1과 

#5에 대하여 10-5에서 10-6 까지의 검출 민감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781 nt의 산물이 형성되는 #1를 선발하였다

(Fig. 1A). RT-PCR 프라이머 조합 #1은 참고바이러스 6종

에 비 특이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HuSaV 만을 특이적

으로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자료 미 제공). 

또한, 지하수 등 시료에서 낮은 수준의 HuSaV 오염의 경

우 고감도 검출을 위하여 RT-PCR 프라이머 조합은 #1의 

산물로부터 증폭이 가능한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선발하였다. RT-PCR 프라이머 조합 #1로부터 3개의 후보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1-1, #1-2 및 #1-3)을 설계하였

으며, 검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491 nt를 최종 산물로 

하는 #1-1이 10-7 수준으로 다른 2개 조합에 비해 약 10배 

수준 우수하게 나타났다(Fig. 1B). HuSaV plasmid를 주형으

로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RT-nested 프라이머 조합을 사

용하여 최종 증폭된 산물을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HuSaV 

(NCBI accession number KP298674) 100.0% 결과가 나타났

다(자료 미 제공). 한편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HuSaV 검

출용 RT-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은 기존 보고

된 7개의 RT-PCR 및 RT-nested PCR 방법에 비해 RT-

PCR 수준에서 약 동등-1000배 이상, nested PCR 수준에서

는 약 100~1,000배 우수한 검출 민감도가 나타남에 따라

(Fig. 2) 시료 내 낮은 수준의 HuSaV 존재 시에도 검출이 

기대된다. 

개발한 PCR 및 nested PCR의 시료 검정을 위하여, 국립

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7-50에 따라 지하수 시료 20점을 

채취, 탈리 및 농축하였으며, 최종 농축액으로부터 RNeasy 

Mini Kit (Qiagen, Germany)의 매뉴얼에 따라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RT-PCR은 AccuPower® RT/PCR PreMix (Bioneer, 

Daejeon, Korea), nested PCR은 AccuPower® HotStart PCR 

PreMix (Bioneer)를 사용하였고, 환경 시료에서 나타나는 

비 특이적 반응억제를 위해 SL® Non-specific reaction in- 

hibitor (LSLK, Gyeonggi, Korea) 3 μL를 포함하여 최종 20 μL 

volume으로 반응하였다. RT-nested PCR 결과, 20개 지하수 

시료에서 분석 결과 모두 음성으로 분석됨에 따라(Fig. 3A), 

HuSaV plasmid의 지하수에서 추출한 핵산에 인위감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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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T- and nested PCR information for the detection of human Sapovirus (HuSaV) 

 

Division 
PCR 
type 

Primer information 

Length 
(nt) 

References Remark 
Name Sequence (5'→3') 

Mer 
(nt) 

Location* 

Start End 

Candidate 
RT-nested 
PCR primer 
ses in this 
study 

RT-PCR 
primer set #1 

RT-PCR 

SaV-F5098m GCYTGGTTYATAGGTGGTAC 20 5,098 5,117 

781 
This 
study 

SV-F11 base 
modified 

SaV-R5878m CWGGTGAIMHICCATTKTCCAT 22 5,857 5,878 
SV-R1 base 
modified 

RT-PCR 
primer set #2 

RT-PCR 

SaV-F5157m AITAGTGTTTGARATGGAGGG 21 5,157 5,177 

435 

This 
study 

SV-F21 base 
modified 

SV-R2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2,3] 
Same as 
reference 

RT-PCR 
primer set #3 

RT-PCR 

SaV-F5101m TGGTTYATAGGTGGTRCAG 19 5,101 5,119 

778 
This 
study 

SV-F11 base 
modified 

SaV-R5878m CWGGTGAIMHICCATTKTCCAT 22 5,857 5,878 
SV-R1 base 
modified 

RT-PCR 
primer set #4 

RT-PCR 

SaV-F5101m TGGTTYATAGGTGGTRCAG 19 5,101 5,119 

491 

This 
study 

SV-F11 base 
modified 

SV-R2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2,3] 
Same as 
reference 

RT-PCR 
primer set #5 

RT-PCR 

SaV-F5098m GCYTGGTTYATAGGTGGTAC 20 5,098 5,117 

494 

This 
study 

SV-F11 base 
modified 

SV-R2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2,3] 
Same as 
reference 

Nested PCR 
primer set #1-1 

Nested 
PCR 

SaV-F5101m TGGTTYATAGGTGGTRCAG 19 5,101 5,119 

491 

This 
study 

SV-F11 base 
modified 

SV-R2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2,3] 
Same as 
reference 

Nested PCR 
primer set #1-2 

SaV-F5098m GCYTGGTTYATAGGTGGTAC 20 5,098 5,117 

494 

This 
study 

SV-F11 base 
modified 

SV-R2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2,3] 
Same as 
reference 

Nested PCR 
primer set #1-3 

SaV-F5157m AITAGTGTTTGARATGGAGGG 21 5,157 5,177 

435 

This 
study 

SV-F21 base 
modified 

SV-R2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2,3] 
Same as 
reference 

Reference 
RT or RT-
nested PCR 
primer sets 

Ref.#1 RT-PCR 

SV-F21 
(5157-5177) 

ANTAGTGTTTGARATGGAGGG 21 5,157 5,177 

722 
Shigemoto 
et al., 2011 

 

SV-R1 
(5857-5878) 

CWGGTGAMACMCCATTKTCCAT 22 5,857 5,878  

Ref.#2 

RT-PCR 

SV-F11 
(5098-5117) 

GCYTTGTTYATAGGTGGTAC 20 5,098 5,117 

781 

Oka et al., 
2015 

 

SV-R1 
(5857-5878) 

CWGCTGAMACMCCATTKTCCAT 22 5,857 5,878  

Nested 
PCR 

SV-F21 
(5157-5177) 

ANTAGTGTTTGARATGGAGGG 21 5,157 5,177 

435 

 

SV-R2 
(5572-5591)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Ref.#3 RT-PCR 

SV-F11 
(5098-5117) 

GCYTTGTTYATAGGTGGTAC 20 5,098 5,117 

781 
Kitajima 

et al., 2010 

 

SV-R1 
(5857-5878) 

CWGCTGAMACMCCATTKTCCAT 22 5,857 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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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료 내 양성인 경우의 작동 가능성 및 검출 민감도

를 분석하였다. 지하수 시료#1에서 12 preps.의 total RNA

를 추출하여 720 μL를 확보하였고, 45 μL RNA를 8개 새로

운 tube에 분주 후 1 ng/μL plasmid 5 μL를 시작으로 10배 

단계 희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RT-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포함한 조성물 및 조건으로 인위적 감

염 시료에 대한 검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RT-PCR에서 

약 10-4 수준, nested PCR에서 약 10-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순수한 plasmid 조건 대비 시료 내에서는 검출 민감도가 

약 10배 수준 감소하였다(Fig. 3B). 한편, 개발한 시험법의 

밸리데이션을 위해 다른 날 다른 검사자 및 다른 기관의 

연구자에 의해 특이성 및 검출 민감도 등에 대해 2회 추

가 반복 시험하여 총 3회 시험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

났다(자료 미 제공). 

한편,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RT-PCR 및 nested PCR 프

라이머 조합이 반응할 수 있는 양성대조 물질을 제작하였

다. 실험 시 위 양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증폭 산물의 크

기를 다르게 하였고, nested PCR 증폭 후 4종류의 제한효

소가 반응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방법(Lee 

et al., 2011; Lee, 2013)을 적용하여 설계 후 (주) Macrogen에

서 유전자 합성하였다(Fig. 4A). 제작한 양성대조 물질을 

1 pg/μL로 희석 후 개발한 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의 반응성을 점검하였다. Nested PCR 증폭 후 산물을 

EcoRV (GAT/ATC) (New England Biolabs, Boston, USA)에 

처리 후, 2%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였으며 UV 하에서 

분석하였다. PCR 결과 500 nt, nested PCR 결과 450 nt의 

특정 밴드가 형성되었다. 1st PCR 증폭 시 781 nt, 2nd PCR 

증폭 시 491 nt가 나타나는 기존 HuSaV plasmid 및 시료에

서 증폭이 예상되는 HuSaV 유전자 단편의 크기와 차이

가 나타났으며, 개발한 양성대조 물질은 nested PCR 증

폭 산물에 제한효소 EcoRV 처리 결과 2종류 크기(322 및 

172 nt)의 밴드가 나타났다(Fig. 4B). 이에 따라 개발한 양

성대조 물질에서 오염이 일어나 위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1st PCR 시 크기로 검정이 가능하며, 2nd PCR 시 산물의 제

한효소 EcoRV 처리로 밴드의 절단을 확인하여 위 양성

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 식품, 지하수 및 비 소독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특이성이 높으며, 다양한 

HuSaV 포함 하위분류군의 검출이 가능한 보다 효과적인 

진단용 RT-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개발하고자 하였 

Table 1. RT- and nested PCR information for the detection of human Sapovirus (HuSaV) (Continued) 

 

Division 
PCR 
type 

Primer information 

Length 
(nt) 

References Remark 
Name Sequence (5'→3') 

Mer 
(nt) 

Location* 

Start End 

Reference 
RT or RT-
nested PCR 
primer sets 

Ref.#3 
Nested 
PCR 

1245Rfwd 
(5161-5177) 

TAGTGTTTGARATGGAGGG 19 5,159 5,177 

433 
Kitajima 

et al., 2010 

 

SV-R2 
(5572-5591)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Ref.#4 RT-PCR 
SLV5317 CTCGCCACCTACRAWGCBTGGTT 23 5,083 5,105 

434 
Kumthip 

et al., 2020 

 

SLV5749 CGGRCYTCAAAVSTACCBCCCCA 23 5,494 5,516  

Ref.#5 

RT-PCR 

SV-F14 
(5074-) 

GAACAAGCTGTGGCATGCTAC 21 5,074 5,094 

803 

Liu et al., 
2015 

 

SV-R14 
(-5876) 

GGTGAGMMYCCATTCTCCAT 20 5,857 5,876  

Nested 
PCR 

SV-F22 
(5154-) 

SMWAWTAGTGTTTGARATG 19 5,154 5,172 

438 

 

SV-R2 
(-5591) 

GWGGGRTCAACMCCWGGTGG 20 5,572 5,591  

Ref.#6 RT-PCR 
SR80 TGGGATTCTACACAAAACCC 20 4,366 4,385 

320 
Thwiny 

et al., 2015 

 

JV33 GTGTANATGCARTCATCACC 20 4,666 4,685  

Ref.#7 RT-PCR 
SLV5317 CTCGCCACCTACRAWGCBTGGTT 23 5,083 5,105 

100 
Khamrin 

et al., 2011 

 

SMP-R CMWWCCCCTCCATYTCAAACAC 22 5,161 5,182  

*Based on NCBI accession number KP298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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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HuSaV의 진단은 특이적 반응, 검출 민감도, 분

석 난이도, 비용 등을 고려한 real-time qPCR, 등온증폭법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multiplex 

 

 

 

 

 

 

 

 

 

 

 

 

 

 

 

 

 

 

 

 

 

 

 

 

 

 

 

 

 

 

 

 

 

 

reverse-transcription PCR 등이 보고되어 있다(Cho et al., 

2018; Fukuda et al., 2006; Oka et al., 2006; Shigemoto et al., 

2011). 이들 중 real-time qPCR의 경우, Taq-man probe 방법 

A 

B 

Fig. 1. Sensitivity test of candidate RT-PCR and nested primer sets for the detection of HuS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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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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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Ponchel et al., 

2003) 특이성, 검출 민감도가 높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보고(Mano 

et al., 2014; Botes et al., 2013; Bhullar et al., 2014) 되고 있다. 

Fig. 2. Sensitivity test of seven previously reported RT-PCR or RT-nested PCR primer sets for the detection of HuSaV. M, 100 bp 
Ladder marker (Enzynomics); -3 ~ -8, template dilution value from 1 ng/μL HuSaV plasmid; N, negative control. 

A 

B 
 

Fig. 3. Sample and artificial infection tests
of developed RT-nested PCR primer set 
for the detection of HuSaV in this study.
(A) HuSaV detection using the composition
including RT-nested PCR primer sets and con-
ditions developed in this study. (B) Artificial
infection tests of 20 groundwater samples. M,
100 bp Ladder marker (Enzynomics); -1 ~ -7,
template dilution value from 1 ng/μL HuSaV
plasmid; N, negative control, PN, PCR nega-
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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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증폭 산물로 염기서열 분석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Cho et al., 2018). 등온증폭법의 경우, 

비 특이적 위 양성, 높은 비용 등의 단점이 보고되고 있

는 등(Smith and Osborn, 2009) PCR 검사 기법에 다양한 장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에서 진단 방

법으로 사용한 conventional PCR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비용, 검사자의 숙련도, 분석 난이

도 측면에서 다른 PCR 검사 기법 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

어, 표준검사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KCDC, 2015; KMFDS, 2015; NIER, 2016).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HuSaV의 genotyping을 통한 후속 유전형 분

석을 위해 conventional RT-nested PCR 방법 기반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RT-nested PCR 프라이머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10 

SaV, RT-PCR PRODUCT (500 nt)

SaV, nested PCR PRODUCT (450 nt)

Restriction enzyme site

*****GCTTGGTTCATAGGTGGTACAG******************************************************

*********************************************************************************

*********************************************************************************

*********************************************************************************

GATATCGGCCTGCATGCGCA*************************************************************

*********************************CCACCAGGGGTTGATCCCTC*************************ATG
GAAAATGGGGTTTCACCAG*****

RT-PCR forward primer binding 

Insertion of restriction enzyme sequence 
(EcoRV, HaeIII, HpyCH4V& FspI)

Nested PCR forward primer binding 

Nested PCR reverse primer binding 

RT-PCR reverse primer binding 

A 

B 

781 nt 

500 nt 

0.5 kb 0.5 kb
491 nt 

450 nt 

491 nt 

450 nt 

0.5 kb 

Fig. 4. The positive control design information and restriction enzyme treatment result developed in this study. (A) Design information
of positive control capable of false positive test via restriction enzyme cutting from nested PCR product and amplicon size thereof. (B)
Restriction enzyme EcoRV digestion of plasmid and development of positive control using the nested PCR amplicons as a template. M, 
100 bp DNA Ladder marker (Enzynomics); P, plasmid; dP, developed positive control; N, negative control; PN, PCR negative control; Pt, 
plasmid treatment; dPt, developed positive contro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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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uSaV 38개 하위분류군의 variation을 검출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기존 보고된 PCR 프라이머 대비 RT-PCR 

정방향 프라이머는 2 nt variation, RT-PCR 역방향 프라이

머는 6 nt variation, nested PCR 정방향 프라이머는 2 nt 

variation을 커버함에 따라 기존 방법 대비 넓은 수준의 

HuSaV 결합이 추정되었다(자료 미 제공).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은 모니터링 검사기간을 거쳐 향후 지하수 등 

수계 환경에서 HuSaV 검출을 위한 방법 등으로 활용성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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