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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자체 설계한 HTLV PCR에서의 내부정도관리물질 제조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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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or donor samples showing reactive results in a human T-cell lymphotropic virus (HTLV) antibody
test along with indeterminate results in Western blot assay, HTLV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using
laboratory-develop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as performe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adequate
internal control (IC)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results since we did not use an IC in the laboratory-developed
PCR.
Methods: As a competitive IC, plasmid DNA containing the primer recognition sequence for amplification of the
HTLV pX region was constructed. We determined the adequate concentration of the IC, which was added to the
samples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test results.
Results: When the plasmid DNA was added to the HTLV-positive samples, the amplified product of IC (400
bp) was detected with the HTLV gene (230 bp). The adequate concentration of plasmid DNA added as an IC
was 1 pg.
Conclusion: The construction of plasmid DNA as a competitive IC is an efficient method to evaluate accuracy
of the test results. However, the production process for the competitive IC must be further develop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with the performance of a non-competitive IC.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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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09년 4월부터 혈장성분

헌혈자를 제외한 모든 헌혈자에 대하여 사람 T림
프구영양성바이러스(human T-cell lymphotropic virus, HTLV)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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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검사는 화학발광면역법을 이용한 HTLV-I/II 항
체검사(HTLV-I/II antibody, anti-HTLV-I/II)를 실
시하며, anti-HTLV-I/II에서 양성 결과를 보인 경
우 웨스턴블롯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 웨스턴블롯 결과 양성을 보인 경우 헌혈이 영
구적으로 보류되며, 음성을 보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별검사에 적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의 anti-HTLV-I/II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
라 헌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2015년까지는 확
인검사로 핵산증폭검사도 같이 실시하였으나, 그
동안의 검사 결과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2] 2016년부터는 웨스턴블롯 미결정 결과를
보인 경우에만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일 경우에는 헌혈이
영구 보류, 음성일 경우에는 이후 안전성검사 결
과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혈액을 시료로 하는 핵산증폭검사 시 혈액 내
에 존재하는 물질 중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EDTA
또는 heparin, 적혈구의 hemoglobin, 혈장에 포함
된 IgG, lactoterrin 등이 핵산증폭반응을 저해하는
저해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3-9]. 이들이 저해
제로 작용할 경우 양성 검체임에도 불구하고 불
완전한 반응으로 인한 위음성 결과를 보일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들 저해제로 인한 위음성
결과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정도관리물
질(internal control, IC)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현재 HBV, HCV 및 HIV에 대한 헌혈자
선별검사에 적용하는 핵산증폭검사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검사 시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합성 oligonucleotide로 제조된 IC가 포함되어 있
어, 검사 시 각각의 개별 검체에 IC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성결과를 보일 경우 IC에 대한 값
이 양성이어야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다[11].
HTLV 검사를 위한 핵산증폭검사는 현재 공인

기관의 인가를 받은 상용화 시약이 존재하지 않
아, 현재 HTLV 헌혈자 선별검사 양성 검체에 대
한 확인검사로 적용하고 있는 핵산증폭검사는 실
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중합효소연쇄반응
(laboratory developed polymerase chain reaction,
laboratory-developed PCR)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따라서, 상용화된 검사 시약에 일반적으
로 포함되어 있는 IC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음성 결과의 경우 병원체 미존재로 인한 음성
결과인지, 불완전한 반응으로 인한 음성 결과인
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laboratory-developed PCR에 적
용이 가능한 IC를 제조하였으며, 이의 적용 가능
성과 적절한 적용 방법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HTLV 양성 및 음성검체
본 연구에 사용된 검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
검사센터로부터 본원으로 확인검사가 의뢰된 헌
혈자 전혈 검체 중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와 음성
으로 판정된 검체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득한 후 사용하였다.

2. HTLV Nested PCR의 조건
핵산 추출은 MagNa Pure DNA isolation kit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
였으며, HTLV 감염의 확인을 위한 유전자 증폭
은 Matsumoto C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HTLV의
pX 영역의 230 bp를 표적으로 한 nested PCR을
채용하였으며, 이에 사용한 primer는 Table 1과 같
다[12]. 1차 PCR 반응액은 AmpliTaq Gold 360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CA, USA)와 external primer set (Bioneer, Deajeon, Korea)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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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 25 L에 맞추었고, 핵산증폭은 C1000
Thermal cycler (Bio-rad, CA, USA)를 이용하여
o
o
95 C에서 2분간 변성 시킨 후 95 C 에서 30초,
o
o
61 C에서 30초, 72 C에서 1분으로 30회 반복 후
o
72 C에서 5분간 항온하였다. 2차 PCR 반응액은
external primer set 대신에 internal primer set를 사
용한 것 이외에는 1차 PCR과 동일하게 진행하였
다. 증폭산물의 확인을 위한 전기영동은 Lab Chip
GX (Caliper Life Science, MA, USA)을 이용하였다.

3. IC의 제조
IC는 Fig. 1과 같이 HTLV 표적 부위 증폭에 사
용하는 primer 염기서열을 양단에 포함하면서 증
폭산물의 크기와 내부의 염기서열이 다른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제조하였다. pX1과 pX2를 이용한

이 100 ng, 10 ng, 1 ng, 0.1 ng, 0.01 ng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IC의 농도를 마찬가지로 200 ng/L
stock을 50 ng/L로 조정하여, 1/10로 계대 희석한
후, 2 L씩 처리하여 각각의 IC양이 100 ng, 10 ng,
1 ng, 0.1 ng, 0.01 ng, 0.001 ng, 0.0001 ng이 되도록
조절한 후 첨가하여 HTLV의 유전자 증폭 산물과
IC가 모두 정확하게 나타나는 농도를 설정하였다.

5. IC 적용 및 미적용 시의 HTLV PCR 검
출한계 농도 확인
HTLV PCR 검출한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HTLV 양성 검체의 핵산을 0.5 ng/L로 조정하여,

external fragment는 600 bp, pX3과 pX4를 이용한
internal fragment는 400 bp가 되도록 pBHA 플라
스미드에 삽입하였다.

4. IC 적용을 위한 최적 조건 확인
IC 적용을 위한 최적 조건 확인은 Abdulmawjood A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13]. HTLV 양성
전혈검체의 핵산을 추출하여 ND-1000 Spectrophotometer (NanoDrop Technologies, DE,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양성검체의 핵산은 50 ng/L
로 조정하여, 1/10로 계대 희석한 후, PCR 반응 시
희석한 DNA를 2 L씩 처리하여 각각의 DNA양

Fig. 1. Internal control for the determination of HTLV.

Table 1. HTLV-I in laboratory-developed PCR (nested PCR) primer set
Target
External
Internal

Primer

Sequence (5’→3’)

pX1
pX2
pX3
pX4

AGGGTTTGGACAGAGTCTT
AAGGACCTTGAGGGTCTTAG
CTTTTCGGATACCCAGTCYAC
GGTTCTCTGGGTGGGGAAG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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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씩 계대 희석한 후, PCR 반응 시 희석한 DNA
를 2 L씩 처리하여 각각의 template DNA양이 1
–9
ng 부터 1×10 ng 이 되도록 하여 HTLV nested
PCR을 수행하였다.

유전자 증폭산물이 검출되고, 음성검체에서는 플
라스미드의 증폭산물만 검출되어 제조된 플라스
미드 DNA가 IC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Fig. 3).

3. 적정 IC 첨가 농도 확인

결 과
1.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확인
제조된 재조합 플라스미드에 대하여 nested
PCR 실시 결과 400 bp의 최종 증폭산물이 확인되
어, HTLV 유전자 증폭 시 사용되는 primer 인식
부위를 포함하면서 크기가 다른 유전자 증폭산물
이 포함된 플라스미드 DNA가 적합하게 제조되
었음을 확인하였다(Fig. 2).

2. IC 효과 확인

HTLV PCR 양성 검체와 내부정도관리물질을
각각 계대희석하여 혼합한 검체에 대한 증폭반응
결과 양성검체 및 내부정도관리물질이 모두 정확
하게 검출되는 농도는 내부정도관리물질의 농도
가 1 pg일 때로 나타났다(Fig. 4).

4. IC 적용 및 미적용 시의 HTLV PCR 검
출한계 농도 확인
HTLV PCR 검출한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HTLV 양성 전혈검체의 DNA를 ND-1000 Spectrophotometer (NanoDrop Technologies, DE, USA)를

HTLV 양성 및 음성 검체에 플라스미드 DNA
를 첨가 후 증폭반응을 한 결과 양성검체에서는
400 bp의 플라스미드 증폭산물과 230 bp의 HTLV

Fig. 2.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 of plasmid
DNA as an internal control. Lane M, DNA ladder;
Lane 1, Amplified product of plasmid DNA for
internal control.

Fig. 3.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 of plasmid
DNA as an internal control in the HTLV positive
and negative sample. Lane M, DNA ladder; Lane 1,
HTLV positive sample without internal control; Lane
2, HTLV negative sample without internal control;
Lane 3, HTLV positive sample with internal control;
Lane 4, HTLV negative sample with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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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정량하였다 . 양성 검체의 핵산은
0.5 ng/L로 조정하여, 1/10씩 계대 희석한 후,
PCR 반응 시 희석한 DNA를 2 L씩 처리하여 각
–9
각의 template DNA양이 1 ng부터 1×10 ng이 되
도록 하여 HTLV nested 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0.1 ng이 검출한계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농도에서 IC를 적용할 때도 양성인 결과를
나타냈다(Fig. 5).

결 론
Fig. 4. Determination of adequate concentration of
plasmid DNA for the application of internal control
in HTLV nested PCR. Lane M, DNA ladder; Lane
1, 100 ng of plasmid DNA addition; Lane 2, 10 ng
of plasmid DNA addition; Lane 3, 1 ng of plasmid
DNA addition; Lane 4, 100 pg of plasmid DNA
addition; Lane 5, 10 pg of plasmid DNA addition;
Lane 6, 1 pg of plasmid DNA addition.

본 연구는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실시
하고 있는 HTLV nested PCR에 적용이 가능한 IC
의 제조를 위하여 HTLV 유전자 증폭에 사용되는
primer와 동일한 염기서열을 포함하면서 증폭산
물의 크기가 다른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제조하여
이를 검체에 첨가 후 표적이 되는 병원체와 같이

Fig. 5. Determination of detection limit in the laboratory developed HTLV PCR with IC and without IC.
(A)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of HTLV positive samples which were amplified with IC. (B)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of HTLV positive samples which were amplified without IC. Lane M, DNA
–1
ladder; Lane 1, PCR product of 1 ng of template DNA; Lane 2, PCR product of 1×10 ng of template DNA;
–2
–3
Lane 3, PCR product of 1×10 ng of template DNA; Lane 4, PCR product of 1×10 ng of template DNA;
Lane 5, PCR product of 1×10–4 ng of template DNA; Lane 6, PCR product of 1× 10–5 ng of template DNA;
–6
–7
Lane 7, PCR product of 1×10 ng of template DNA; Lane 8, PCR product of 1×10 ng of template DNA;
Lane 9, PCR product of 1×10–8 ng of template DNA; Lane 10, PCR product of 1×10–9 ng of template DNA.
Abbreviation: IC,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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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IC의 증폭이
없는 경우에는 음성 결과라 할지라도 증폭 반응
의 불완전으로 인한 음성 결과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병원체 검출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시 상용화
된 검사 시약의 경우는 IC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
험실 또는 검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PCR의
경우는 IC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증, 특히 음성 검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는 실험실에서 자체 설계한 PCR이라 하더
라도 IC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PCR로의 적
용을 위한 IC로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표적이 되는 유전자의 증폭을 위한 primer와 동일
한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합성 oligonucleotie를 이
용하는 competitive IC와 universal 또는 housekeeping
gene을 표적 대상 유전자와 같이 증폭을 하는 noncompetitive IC가 있다[14,15].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noncompetitive IC는 beta-2-microglobulin,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18S ribosomal
RNA 또는 albumin을 coding하는 house-keeping 유
전자 영역을 증폭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IC제조
를 위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16]. 그러나 Noncompetitive IC는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의 primer를 첨가하여 증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간섭 반응과 비특이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10,17]. Competitive IC의 농도가 높을 경우 표적이 되는 병원체
유전자의 증폭을 위하여 결합하여야 하는 primer
가 IC에 주로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표적이 되는
병원체 유전자의 증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17] competitive IC를 적용할 경우 적절한 IC 첨가
농도를 설정해 주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도 IC를
100 ng 첨가했을 때에는 HTLV 양성검체에서도
HTLV 유전자의 증폭 산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0.1 ng 정도 첨가하였을 때에 IC와 HTLV 유전자

가 모두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noncompetitive IC에 대한 적용 효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반적인 헌혈자 선별검사로 적용하는 HBV,
HCV 및 HIV에 대한 핵산증폭검사의 경우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은 상용화 시약이 존재하며, 검
사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만, 일부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적용하는 병원체 유
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험실 내에서 설
계하여 적용하여야 할 때가 많다. 특히 수혈매개
가능 신종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검사 필요
시에는 대부분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방
법을 활용해야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의 보증을 위한 체
계 구비를 위하여 이와 같은 IC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배경: HTLV 항체 선별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이면서 웨스턴블롯에서 미결정 결과를 보인 헌
혈자 검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설계한 연쇄중합
효소반응(PCR)을 이용하여 HTLV 핵산증폭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설계한 PCR에서
는 내부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검
사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내부정도관리물질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방법: 경쟁적 내부정도관리물질로 HTLV의 pX
영역 증폭에 사용하는 primer 인식 부위를 포함하
는 플라스미드 DNA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검사
결과의 보증을 위하여 검체에 첨가되는 내부정도
관리물질의 적절한 농도를 설정하였다.
결과: 플라스미드 DNA를 HTLV 양성 검체에
첨가 시, 400 bp의 내부정도관리물질 증폭산물이
230 bp의 HTLV 유전자와 같이 검출되었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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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물질로서의 플라스미드 DNA의 적절한
첨가 농도는 1 pg으로 나타났다.
결론: 경쟁적 내부정도관리물질로서의 플라스
미드 DNA의 제조는 검사 결과 보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쟁적 내부정도관리물
질의 경우 별도의 제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별
도의 제조 과정이 필요 없는 비경쟁적 내부정도
관리물질의 성능과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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