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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교육

ASF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개요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진단
∘ 진단법 참고자료
∘

-

African

swine

fever,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Chapter2.8.1. OIE 2012 ver.

인 CISA-INIA(Spain) diagnosis SOP에 따름
(http://asf-referencelab.info/asf/en/ 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EU ASF reference lab
∘ Biosafety level

바이러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ABSL-3)에서
만 취급 (바이러스 분리 및 배양, 의심시료 전처리 등)
- 불활화된 시료를 이용한 유전자검사(PCR), 항체검사(ELISA, IPT
등)는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에서 진행
- 시․도 시험소에서 일반 예찰을 위한 항원 및 항체 검사 등은 생물안
전2등급 실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양성이 나온 경우 샘플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최종 양성 확인시 시험소내 모든 보관
시료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로 이동하여 검사 및 폐기
∘ 항원 및 항체 진단을 위해 상용화된 키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본 진단방법의 진단법은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반드시 해당 실험실의 상황에 따라 진단법을 표준화하여 사용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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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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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준비
1.

적용시료
∘ ASF 항체진단 : 혈청(sera)
∘ ASF 항원진단 : EDTA 처리된 혈액, 혈청, 균질화된 조직(tissue homogenates),
균질화된 진드기(soft tick’s homogenates)
∘ 시약 : Gentamicin sulphate (50㎎/㎖), PBS

시료
1)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시료
∘ 항체진단
- 혈청 (jugular vein, inferior vena cava, articular vein 등) 최소 500㎕
- 혈장 : IPT, IFA 등에 사용
- 조직삼출물 : IPT, IFA에 유용
- 체액(corporal fluids) : IPT, IFA 등에 사용
∘ 항원진단
- 혈청 : 최소 1㎖ 이상
- 혈액 : 최소 1㎖ 이상
- 조직(포르말린처리 ×) :
· 비장 , 림프절 , 간, 편도, 심장, 폐, 신장 이중 비장과 림프절이 가장 중요
· 골수는 죽은 야생멧돼지에서 중요
· 관절액은 저병원성 바이러스 검사에 유용
· 최소 5g 이상
2) 연진드기(Soft tick’s)

2.

∘ Ornithodoros soft ticks

등을 통해 수집
∘ 수집 후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이동 또는 liquid nitrogen에 넣어 보관
∘ 항원진단에만 사용
∘ carbon dioxide trapping, vacuum aspiration

방법
1) 항체검사용 시료
① 혈청분리를 위해 37℃에서 1시간 incubation뒤 4℃에서 14-18시간 처리
② 상층액만 1500rpm (780g) 10분간 원심
③ 상층액(혈청)만 1.5㎖ Eppendorf tube에 넣은 뒤 (라벨링) 사용전까지 –70℃에
서 보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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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검사용 시료
2-1) 혈액시료
① 혈청분리를 위해 37℃에서 1시간 incubation뒤 4℃에서 14-18시간 처리
② 상층액만 1500rpm (780g) 10분간 원심
③ 상층액(혈청)만 1.5㎖ Eppendorf tube에 넣은 뒤 0.1%가 되게 항생제
(Gentamicin)를 넣어준 뒤 4℃에서 1시간 처리, 처리 완료 후 tube에 표시하
고 사용전까지 –70℃에서 보관
2-2) 장기 또는 조직 시료
① 균질화
- 수동: 균질화시킨 조직에 멸균PBS를 10배 (조직 1g당 10㎖)가 되게 넣어줌
- 자동(TissueLyser II): 샘플 50㎎+멸균PBS 950㎕ (1% 항생제)+steel ball
→ 30Hz 4분
② 3,000rpm(1,100g) 10분간 원심
③ 상층액만 옮겨 MINISTAR 0.45㎕ filter를 이용해 filtration
④ 필터가 끝난 조직액에 0.1%가 되게 항생제(Gentamicin)를 넣어준 뒤 4℃에서
1시간 처리, 처리 완료 후 tube에 표시하고 사용전까지 –70℃에서 보관, PCR
검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료를 10배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
2-3) 연진드기 시료
① grinder에 시료를 넣고 1.5㎖ cold PBS(0.1% gentamicin sulphate)를 넣고
갈음 (또는 automatic machine을 이용하여 homogenize)
② 상층액만 5,000g 5분간 원심
③ 상층액만 수거하여 tube에 표시하고 사용 전까지 –70℃에서 보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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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추출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과 감별을 위해 total nucleic acid를 추출하거나
RNA 추출키트 이용(단, DNase 처리과정 없이) 가능
∘ ASF 진단만을 위해 상용화된 DNA 추출 키트 사용 가능
∘ 샘플이 많을 경우 자동화 장비 사용 가능
∘

1. High Pure PCR Template Preparation Kit
1)

목적 및 키트
∘ 목적 : ASF 진단을 위한 nucleic acid 추출
∘ 사용키트 : High Pure PCR Template

이용법 (Manual)

Preparation Kit (Roche, cat no

11796828001, 100 rxn)

모두 추출할 수 있어 두 질병을 진단하는 multiplex
PCR(Aguero et al., 2004)에 적용 가능함
적용가능 샘플 : 혈액, 혈청, 조직 homogenates, 세포배양상층액, 연진드기

- ASFV DNA
∘

와

CSFV RNA

homogenates
2)

방법
① 검사할 샘플 수만큼 200 ul binding buffer와 40 ul proteinase K (20mg/ml)
을 1.5 ml tube 에 넣어서 준비
② 여기에 200 ul 샘플을 넣고 즉시 mix한 후 72±2℃, 10분간 incubation
(샘플 volume이 200 ul 안될 경우에는 PBS로 채워 200 ul 되게 함)
③ 가볍게 spin down하여 tube 입구에 묻은 샘플을 제거
④ 여기에 100 ul isopropanol 을 넣음
⑤ High Pure filter tube를 collection tube 안에 넣어 준비하고 filter tube 뚜껑
을 열고 샘플을 피펫으로 넣음
⑥ 8,000 rpm, 1분 centrifuge (혈액 샘플의 경우 centrifuge 한 번 더 진행)
⑦ 기존 collection tube에 있는 액을 버리고 clean collection tube를 준비하여 그
위에 filter tube를 올려놓음
⑧ 여기에 500 ul Inhibitor Removal Buffer를 넣고 8,000 rpm, 1분간 centrifuge
⑨ 기존 collection tube에 있는 액을 버리고 깨끗한 collection tube를 준비하여
그 위에 filter tube를 올려놓음
⑩ 450 ul wash buffer를 넣고 8,000 rpm, 1분간 centrifuge
⑪ clean collection tube로 교체하고 10번 과정(washing) 한번 더 진행
⑫ clean collection tube로 교체하고 13,000 rpm, 10 초간 centrifuge 진행하여
남은 wash buffer를 제거
⑬ 1.5 ml tube를 준비하여 그 위에 filter tube를 올림
⑭ 50 ul 의 미리 데워둔 멸균증류수 (72±2℃)를 넣고 (CSFV RNA를 위해 kit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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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elution buffer는 사용하지 않음) 8,000 rpm, 1 분간 centrifuge
*

제품키트 사용법에는 200㎕의 elution buffer를 넣고 elution을 하게되어있으나
CISA-INIA SOP에서는 CSFV와 ASFV 진단을 위해 멸균증류수로 elution을 실시하
고 있음

는 –10℃ 이하 (expiry date: 1년)에서 보관 또는 1-2 시간내에 PCR을 진
행할 때는 4±3℃에서 보관함

⑮ DNA

3)

대조군 준비
∘ Ct value 31

정도의 양성대조군 사용

2018 아프리카돼지열병 SOP_진단교육 ‘18.9.11~9.13

6

항원진단

∘

상용화된 진단키트를 사용할 경우 해당 키트의 진단방법에 따라 사용

재료
1) 양성대조군 : ASF p72 (Pirbright, UK)

1.

2) Conventional PCR
∘

일반 실험시

Bioneer AccuPower Premix/ Enzynomics 2X TOPsimpleTM

와 같은 PCR premix 사용
∘ Eppendorf DE/Mastercycler pro 장비 사용
DyeMIN-nTaq

3) Real time PCR
∘ Bio-Rad iQ supermix kit(Biorad cat no 500rxn 1708862)
∘ Bio-Rad CFX Connected / Bio-Rad CFX96 Touch

장비 사용

2. Conventional PCR
∘ Aguero et al., 2003
∘ ASFV reference strain BA71V(Genbank ASU18466)

의 VP72를 target

(88,363~88,619)

보다 민감도가 낮음
→ Forward primer 3’ 끝부분 1nt mismatch때문임

∘ real time PCR
1) PCR primer
Primer
PPA-1
PPA-2

Sequence
5'-AGTTATGGGAAACCCGACCC-3'
5'-CCCTGAATCGGAGCATCCT-3'

2) Reaction mix :

Size
257bp

사용하는 master mix에 따름

Nuclease Free water
PPA-1 (10pmol/㎕)
PPA-2 (10pmol/㎕)
Template DNA
Total

17㎕
0.5㎕
0.5㎕
2㎕
20㎕

3) PCR amplification :
PCR Step
initial activation
PCR

Temperature/Time
95℃ 10min

denaturation

95℃ 15sec

annealing

62℃ 30sec

extension

72℃ 30sec

Final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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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lectrophoresis result
∘ Target band: 257 bp

Enzynomics 2X TOPsimpleTM DyeMIN-nTaq

사용

(primer 각 0.4㎕, sample DNA 3㎕ 적용 test 결과)

3. TaqManⓇ PCR (Real-time PCR)
∘ King et al., 2003
∘ ASFV reference strain BA71V(Genbank ASU18466)

의 VP72를 target

∘ QIAamp Viral Mini Kit (Qiagen, cat no 52904, 50rxn) : Swine fever

는 돼지의 혈액에 사용

의심되

1) PCR primer
Primer

Sequence

Primer 1

5'-CTGCTCATGGTATCAATCTTATCGA-3' (positive strand)

Primer 2

5'-GATACCACAAGATC(AG)GCCGT-3' (negative strand)

Probe

FAM 5'-CCACGGGAGGAATACCAACCCAGTG- 3' TAMRA

사용하는 master mix에 따름
∘ Bio-Rad iQ supermix kit 사용 시

2) Reaction mix :

Master mix reagents
Biorad iQ supermix(2x)
Nuclease free water

1x volume
12.5㎕
6.5㎕

Primer 1 (50pM)

1㎕

Primer 2 (50pM)

1㎕

Probe (5pM)

1㎕

DNA template

3㎕

Total master mix volume

25㎕

3-1) PCR amplification: OIE manual (Fernandez-Piner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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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Step

Temperature/Time

Cycle

50℃ 2min

1cycle

95℃ 10min

1cycle

Polymerase activation
DNA denaturation
amplification

PCR

annealing

95℃ 15sec

40cycle

58℃ 1min

3-2) PCR amplification: CISA-INIA SOP/PCR/2
PCR Step

Temperature/Time

Cycle

Activation of Taq

95℃ 3min

1cycle

DNA denaturation

95℃ 10sec

Primer annealing/elongation

58℃ 30sec

45cycle

4-1) PCR amplification: OIE manual result
∘

음성대조군은

Ct value >40.0,

양성대조군은

Ct value <40.0 (

강양성은

Ct

value <30.0)

양성대조군 DNA의 copy number를 계산하여 희석한 후 standard curve 결과와
비교
∘ Ct value >38인 경우 만약 sigmoidal plot이 관찰되면 doubtful 고려, linear
shape인 경우 비특이 반응으로 보고 음성으로 판독
∘

DNA copy
number /ul

ASF

107

9.99

106

13.07

105

16.38

104

19.86

103

23.43

102

26.95

101

30.67

0

33.42

10

4-2) PCR amplification: CISA-INIA SOP/PCR/2 result
∘ E+(ASFV positive extraction control), R+(ASFV positive DNA reaction
control)

이 Ct value 32±4

∘ E-(ASFV negative extraction control), R-(ASFV negative DNA reaction

이 Ct value >40.0
∘ positive sample은 Ct value <40.0, negative sample은 Ct value가 not report
∘ Ct value >38인 경우 만약 sigmoidal plot이 관찰되면 doubtful 고려, linear
shape인 경우 비특이 반응으로 보고 음성으로 판독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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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l-time PCR using universal probe lirary (UPL PCR, Fernndez-Pinero et

al., 2013)
∘ CISA-INIA

사용방법

∘ Universal Probe Library (UPL, Roche)

는 원래 유전자발현분석을 위해 만들어

진 165presynthesized fluorogenic hydrolysis locked nucleic acid(LNA) probe
로써 8-9LNA residues in length, labeled with FAM dye
∘ 이 방법은 (UPL#162, Roche) reference strain ASFV Spain70(Genebank
S89966)의 VP72의 893-960까지의 68bp를 증폭, 서로 다른 p72 genotype 검
출이 가능함
1) PCR primer
Primer

Sequence

ASF-VP72F

5'-CCCAGGRGATAAAATGACTG-3'

ASF-VP72R

5'-CACTRGTTCCCTCCACCGATA-3'

UPL162Probe(10pm/㎕)

5'-6FAM -GGCCAGGA-dark quencher- 3'

2) Reaction mix :

사용하는 master mix에 따름

∘ LightCycler 480 Probes Master Kit (Roche, 04 707 494 001, 500rxn)
Master mix reagents
H2O

사용시

1x volume
7㎕

Master mix 2X

10㎕

ASF-VP72F (20uM)

0.4㎕

ASF-VP72R (20uM)

0.4㎕

UPL 162probe 10uM
RNA template
Total master mix volume

0.2㎕
2㎕
20㎕

3) PCR amplification
PCR Step
Activation of DNA polymerase

Temperature/Time

Cycle

95℃ 5min

1cycle

DNA denaturation

95℃ 10sec

Primer annealing/elongation

60℃ 30sec

45cycle

4) result
∘ E+(ASFV positive extraction control), R+(ASFV positive DNA reaction
control)

이 Ct value 32±4

∘ E-(ASFV negative extraction control), R-(ASFV negative DNA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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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t value >40.0
positive sample은 Ct value

control)
∘

<35.0, negative sample

은

Ct value

가

not

report(Ct value≥40)

인 경우 만약 sigmoidal plot이 관찰되면 weak sample, 이 경우 2
차 PCR 실시에서 반드시 duplicate로 하며 최소 1번 이상 Ct value <40이면 양
성으로 확인

∘ Ct value ≥35

2018 아프리카돼지열병 SOP_진단교육 ‘18.9.11~9.13

11

항체진단
1. ELISA (the prescribed test for international trade)
: ELISA

는 상용화된 키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사 사용방법에 따름

1-1. Ingezim PPA compac kit (Ingenasa, Spain)
1)

사용키트 : INGEZIM PPA COMPAC (11.PPA.K3)

-blocking ELISA
-polystyrene plate

에 VP72 major structural protein coating

-mab conjugated with peroxidase

샘플 : 돼지혈청 (심하게 용혈되거나 오염된 샘플은 사용하지 말 것)
2) 준비
∘ plate는 4℃, control sera는 -20℃ 보관
-

∘ washing solution(25x) : 40㎖ w.s + 960㎖ DW
∘ conjugate (100x)

사용전 희석 : 1plate당 conjugate 11㎕ + 11㎖

실험방법
① 사용전 실온
② 각 well에 diluent 50㎕ 분주
∘ G11,12에는 positive sera(PC) 50㎕, H11,12에는 negative sera(NC) 50㎕ 분주
∘ 나머지 well에 샘플혈청을 50㎕씩 2well씩 분주

3)

<Plate layout>
S1

S1

S2

S2

S3

S3

S40

S40

PC

PC

NC

NC

③ 37℃ 1hr or 18-25℃ overnight
④ NaOH
⑤ 4

가 든 통에 plate 내용물을 버린다

회 washing

씩 분주, 37℃ 30분 반응
⑦ 내용물 버린뒤 5회 washing
⑧ substrate(TMB) 100㎕씩 분주, 실온에 15분 반응
⑨ stop solutioin 100㎕씩 분주
⑥ conjugat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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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450nm reading
4)

결과판정

가 positive control OD의 4배 이상

① negative control OD

즉 NC/PC>=4

② positive cut off = NC-[(NC-PC)x0.5]
negative cut off = NC-[(NC-PC)x0.4]
PI=(NC-sample OD/NC-PC)*100
③

샘플 OD가 positive cut off보다 낮으면 양성, negative cut off보다 높으면
음성

1-2. ID Screen African Swine Fever Indirect Screening (IDVET, France)
∘ IDVET ID Screen African Swine Fever Indirect – Screening Test
∘

모든 방법은 제조사 사용방법에 따름

이 plate에 코팅되어 있음
∘ Control은 2 well씩 분주, 샘플은 1 well씩 분주
∘ 사용 전 conjugate, control, substrate를 제외한 모든 시약을 꺼내 실온 방치
∘ 샘플 : 혈청, 혈장, meat juice, blood filter paper
∘ p32, p62, p72 recombinant protein

1) preparation
- DW

로 wash solution 1x로 준비

2) test
①

분주

를 각 well에 190㎕씩 분주
- Negative control을 A1, B1에 10㎕씩 분주
- Positive control을 C1, D1 에 10㎕씩 분주
- 나머지 well에 각 샘플을 10㎕씩 분주
② 21℃에서 45min incubation
③ wash solution 300㎕씩 분주하여 3회 wash
④ dilution buffer 3을 이용하여 conjugate 10x를 1x로 희석
⑤ conjugate 1x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⑥ 21℃에서 30분 incubation
⑦ wash solution 300㎕씩 분주하여 3회 wash
⑧ substrate solution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⑨ 21℃에서 15분 incubation in the dark
⑩ stop solution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⑪ OD 450nm에서 reading
- Dilution buffer 14

3) Resul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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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alidation
ODpC > 0.350
ODPC/ODNC > 3
② Interpretation
S/P = (ODsample-ODNC/ ODPC -ODNC)× 100
Result

Status

S/P ≤ 30%

Negative

30% < S/P % ≤ 40%

Doubtful

S/N% ≥ 40%

Positive

1-3. ID Screen African Swine Fever Indirect Confirmation
∘ IDVET ID Screen African Swine Fever Indirect - Biwell format
∘

모든 방법은 제조사 사용방법에 따름

이 plate에 코팅되어 있음

∘ p32, p62, p72 recombinant protein

은 4 well씩 분주
∘ 샘플은 2 well씩 분주 (No Ag strip, Ag strip 각각 분주)
∘ 사용 전 conjugate, control, substrate를 제외한 모든 시약을 꺼내 실온 방치
∘ screening test에서 의양성, 양성 샘플에 대해 재검시 사용
∘ Control

1) preparation
- DW

로 wash solution 1x로 준비

2) test
①

분주

를 각 well에 190㎕씩 분주
- Negative control을 A1, A2, B1, B2 에 10㎕씩 분주
- Positive control을 C1, C2, D1, D2 에 10㎕씩 분주
- 나머지 well에 각 샘플을 10㎕씩 분주
② 21℃에서 45min incubation
③ wash solution 300㎕씩 분주하여 3회 wash
④ dilution buffer 3을 이용하여 conjugate 10x를 1x로 희석
⑤ conjugate 1x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⑥ 21℃에서 30분 incubation
⑦ wash solution 300㎕씩 분주하여 3회 wash
⑧ substrate solution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⑨ 21℃에서 15분 incubation in the dark
⑩ stop solution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⑪ OD 450nm에서 reading
- Dilution buffer 14

3) Resul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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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alidation
ODpC > 0.350
ODPC/ODNC > 3
② Interpretation
S/P = (ODsample-ODNC/ ODPC -ODNC)× 100
Result

Status

S/P ≤ 30%

Negative

30% < S/P % ≤ 40%

Doubtful

S/N% ≥ 40%

Positive

2. Immunoperoxidase techinique : IPT (Confirmation test)

개요
∘ 돼지혈청, 조직삼출물, dried blood filter paper 샘플을 이용
∘ IPT는 peroxidase enzyme을 이용해 항원항체 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vero
또는 MS cell이 사용되며, 감염된 세포는 고정 후 혈청내 특이항체 확인을 위해
사용됨
∘ IPT는 혈청과 삼출성조직샘플 또는 대규모예찰에 적용할 수 있는 alternative
confirmatory test임 (EURL에 의해 평가됨)

1)

* ELISA

양성의 경우 IPT를 실시하여 최종 항체양성 판정

∘ IPT plate

는 EU reference lab인 스페인의 CISA-INIA를 통해 구입

(ASF Coated 96-well plates fixed with ASFV adapted viruses(Ba71V Vero
or E70MS) belonging to p72 genotype)

결과
① 양성의 경우 세포질이 빨간색으로 보이며 음성의 경우 무색
② 비특이 반응의 경우 non infected cell을 이용한 확인이 필요함

2)

<

출처 : CISA-INIA ASF SOP/I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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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aboratories
1. OIE reference laboratories

2. EU․FAO reference laboratory

* ASF

국제진단숙련도검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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