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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ssspppeeeccciiieeesss---ssspppeeeccciiifffiiicccPPPCCCRRRppprrriiimmmeeerrrsssfffooorrrttthhheee
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aaannnddddddeeettteeeccctttiiiooonnnooofff

CCChhhooo,,,JJJiii---SSSuuunnn,,,DDD...DDD...SSS...,,,MMM...SSS...DDD...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HHHwwwaaannnggg,,,HHHooo---KKKeeeeeelll,,,DDD...DDD...SSS...,,,MMM...SSS...DDD...,,,PPPhhh...DDD...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isstudywasundertakentodevelopPCR primersfortheidentificationand
detection of using species-specificforward and reverse
primers.Theseprimerstargetthevariableregionsofthe16S ribosomalRNA
coding gene(rDNA).Theprimerspecificitywastestedagainst14strainsof

12 different species of oralbacteria.The primer sensitivity was
determinedbytestingserialdilutionsofthepurifiedgenomicDNA of
ATCC 33397T.Thedatashowedthatthespecies-specificampliconswereobtained
from allthe strainstestedanddidnotoccurwiththeotherspecies.
ThePCRcoulddetectaslittleas0.4pgofthechromosomalDNA of .
ThesefindingssuggestthatthePCRprimersarehighlysensitiveandsuitablefor
applicationsinthedetectionandidentification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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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론론론

치수 및 치근단 질환은 치아우식증,치주질환과 더불어 구강 내에서 가장 빈번히 발
생되는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며,그 발병 기간에 따라 급성 치수염과 만성 치수
염으로 구별할 수 있고,그 병소 진행 정도에 따라 치수염,치근단 질환,치근단 치주
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치아는 치조골을 포함하는 치주조직으로 둘러 쌓여있는 해부
학적 특성 때문에 상아질이 파괴되어 치수까지 진행되는 치아우식증에 의해 타액 및
치면세균막 내에 존재하는 모든 세균들이 치수조직 뿐만아니라 혈액을 통해 전신에
침입할 수 있다.특히,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경우,치수조직의 괴사에 의해 치
근단까지 병원성 세균이 침투하여 치근단 질환을 야기시킨다6,14).이러한 치수 및 치근
단 질환의 병인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균들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
다.특정 질환과 그 원인이 되는 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역학조사가 선행되어
야 한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세균을 알아내고,그들의 독력인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치수 및 치근단 질환의 원인균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7,21,26,29).그런 결과들을 살펴보면,아직까지 확실한 원인균을 찾지는 못했지만,
와 같이 주로 치수 및 치근단 병소에서 검출되는 세균

종과 더불어,
,

등과 같은 치주질환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세균 종도 치수
및 치근단 병소에서도 검출되었다.하지만,치아우식증의 발병에 연관이 있다고 알려
진 속에 속하는 세균과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종들은 16S ribosomalRNA(rRNA)유전자 핵산염기서열을 바탕으로
anginosus,mitis,mutans,salivalius,bovis및 pyogenic그룹으로 나뉘어 진다17).여러
연쇄상구균 중 anginosus그룹은 다른 구강내 연쇄상구균에 비해 농양(abscess)형성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보고에 의하면,이러한 anginosus그룹에는 3
가지 종( , , )과 2가지 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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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p. 와 subsp. )이 포함된다고 한다22).
Siqueira등19)은 checkerboardDNA-DNA hybridization법에 의해 만성치수질환 병소
와 급성치근단 농양 병소에서 anginosus그룹의 연쇄상구균이 각각의 병소에서 19.2%
와 44.4%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하지만,checkerboardDNA-DNA hybridization
법은 세균 총 genomicDNA를 프로브로 쓰기 때문에 다른 세균 종과 교차 반응이 있
을 수 있으며,민감도도 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최근 연구 결
과에 의하면,anginosus그룹의 연쇄상구균 중 종이 구강암과 식도암 병
소에서 각각 13%와 44% 검출됨이 보고되었다15).이들의 실험에서는 민감도가 좋은
real-timePCR 법을 이용하였는 데,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와 많은 실험비가 소요되
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이용한 역학조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현재 세균 분류학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전자가 세균의 16SrRNA

유전자이다.이러한 16SrDNA 핵산염기서열은 모든 세균 종에서 잘 보존된 염기서열
부위와 각 세균 종간에 상이한 염기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종-특이 프라이머를 설계 및 제작하여 세균을 종(species)수준에서 동정하는 데 이용
되고 있다1,3,18,20,25).최근 조선대학교 치과보존학교실과 구강생화학교실 연구팀은 한국
인의 치면세균막에 12균주의 종을 분리 및 동정하였다12).그러므로,본
연구는 치수 및 치근단 질환에서 anginosus 그룹의 연쇄상구균 중 하나인

를 종 수준에서 동정할 수 있는 16SrRNA 유전자 핵산염기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를 개발하고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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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세세세균균균의의의 배배배양양양
본 연구에 이용된 균주는 Table1과 같으며,표준균주 및 참고균주들은 American

TypeCultureCollection(ATCC,UniversityBoulevand,Manassas,VA,USA)또는
KoreanCollectionforTypeCultures(KTCC,Daejeon,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또한 임상 분리 균주들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화학교실에서 분양받아 사용
하였다.이들 세균들은 ToddHewitt(TH)broth(DifcoDiagnostics,Detroit,MI,USA)
에서 37℃ 세균배양기로 1-2일 동안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Table1.Bacterialstrainsusedinthisstudy
GGGrrraaammm---pppooossstttiiivvveeecccooocccccciii

ATCC33397T
ATCC25175T
KCTC3065
KCTC3634T
KCTC3655T
KCTC3640T

KCTC3658T
KCTC3556T
KCTC1621T

GGGrrraaammm---nnneeegggaaatttiiivvveeerrrooodddsss
ATCC25586T

ATCC33384T
ATCC25611T
ATCC33563T
wwwiiillldddtttyyypppeee
ChDCYA1
ChDCYA2
ChDCYA3
ChDCYA4
ChDCYA5
ChDCYA6
ChDCYA7
ChDCYA8
ChDCYA9
ChDCYA10
ChDCYA11
ChDCYA12
ChDCY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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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세세세균균균 gggeeennnooommmiiicccDDDNNNAAA의의의 추추추출출출
세균 배양액 1.5 ml를 10,000 × 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수확하고,G-spinTM

GenomicDNA ExtractionKit(iNtRonCo.,Seoul,Korea)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의 지
시에 따라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즉, 세균을 수확한 다음 50 ㎕의
Pre-incubationsolution과 3㎕의 lysozymesolution을 넣고 잘 혼합한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여기에 250㎕의 G-buffersolution을 넣고 잘 혼합한 다음 6
5℃에서 15분간 반응시키고,250 ㎕의 Binding solution을 넣고 잘 혼합한 다음
vortexing하였다.이러한 celllysates를 G-spinTM column에 넣고 13,000rpm에서 1분
간 원심분리하였다.Column에 500㎕의 washingbufferA를 넣고 다시 1분간 원심분
리하였다.여기에 500 ㎕의 washing bufferB를 넣고 다시 1분간 원심분리하고,
G-spinTM column을 새로운 eppendorftube에 넣고 100㎕의 elutionbuffer를 넣고 1
분간 실온에 방치한 다음 13,000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333...데데데이이이터터터 베베베이이이스스스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프프프라라라이이이머머머의의의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제제제작작작
GenBank등의 데이타 베이스에서 기존에 이미 알려진 ATCC33397T

및 본 연구에서 이용된 균주들에 대한 16SrRNA 핵산염기서열을 얻었다.이를 컴퓨
터 프로그램(MegAlign,DNASTAR Inc.,Madison,WI,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이들 세균 종에 대한 상동성이 있는 부분과 상이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낸 다음,

종-특이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를 컴퓨터 프로그램(Primerselect,
DNASTARInc.,Madison,WI,USA)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이 때 설계된 프라이머
의 특이도는 CHECK-PROBE 프로그램(Ribosomal database project II,
hppt://rdp.cme.msu.edu/html/analyses.htm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 설계
된 프라이머의 핵산염기서열을 Table2와 같고,Bioneer사(Daejeon,Korea)에 의뢰하
여 제작하였으며,이 때 중합효소연쇄반응 후 예상되는 중합효소연쇄반응물의 크기는
461bp이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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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PCRprimersusedinthisstudy

Name Oligonucleotidesequence(5'→ 3') Baseposition
(nt)*

ChDC-Ang-F ACA GTT TAT ACCGTA GCT TGCTACACCAT 77-105

ChDC-Ang-R CGT AGT TAGCCGTCCCTT TCT GG 538-516
*Basepositionsofprimersarefrom ATCC33397T

 16S rRNA gene 

  

             PCR amplicon (461 bp)

                                                         

           ChDC-Ang-F           ChDC-Ang-R
          (77-105 nts)            (538-516 nts)

Fig.1.A schematicdrawingofthelocationwheretheprimersannealtothe
16S rDNA isshown.Theapproximatesizesofthespecies-specific

ampliconsgeneratedarealsodepicted.

444...최최최적적적의의의 aaannnnnneeeaaallliiinnnggg온온온도도도의의의 측측측정정정
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해 제작된 종-특이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이머

의 최적 annealing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변성 및 extension조건은 각각 94℃,30초
및 72℃,1분으로 일정하게 하고,60℃-68.5℃ 사이의 7가지 온도 조건(60.3℃,61.7℃,
62.9℃,64.3℃,66℃,67.5℃ 및 68.5℃)에서 30초 동안 annealing하여 중합효소연쇄반
응을 시행하였다.이때 Ⓡ Premix(Bioneer Corp.,Seoul,Korea) 및
PTC-200(MJResearchInc.,Watertown,MA,U.S.A)PCRmachine을 이용하였다.이
때 annealing온도이외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20㎕의 PCR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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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용액이 되도록,20pmoles씩의 ChDC-Ang-F및 ChDC-Ang-R프라이머와 0.4ng
의 ATCC 33397T genomicDNA를 넣고 94℃에서 2분간 초기 변성을
실시한 다음 94℃에서 30초간 변성,7가지 각각의 온도에서 30초간 annealing,72℃에
서 1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하여 증폭한 다음,마지막으로 72℃에서 10
분간 extension하였다.최종 반응물을 2㎕씩 1.5% 아가로스 젤에서 전기영동을 실시
하여 그 증폭 여부를 확인하였다.

555...특특특이이이도도도 및및및 민민민감감감도도도의의의 측측측정정정
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프라이머의 종-특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7종의 연쇄상구균,1종의 포도상구균 및 4종의 혐기성 그람(-)세균의 표준
균주 혹은 참고균주 그리고,임상에서 분리한 13균주의 genomicDNA
를 주형으로 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였다. 이때 앞에서 구한 최적의
annealing온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조건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된 ChDC-Ang-F 및 ChDC-Ang-R 프라이머들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수하게 분리한 ATCC 33397T genomicDNA를 0.4
ng에서 4fg까지 10배씩 희석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여기에서 민감도란

ATCC33397T를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ATCC33397T

genomicDNA의 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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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ChDC-Ang-F과 ChDC-Ang-R프라이머의 최적 annealing온도는 62.9℃였다(Fig.2).
하지만,66℃까지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었다(Fig.2).

S 1 2 3 4 5 6 7S 1 2 3 4 5 6 7

Fig. 2. Gradient PCR for optimized annealing temperature of the primers
(ChDC-Ang-F and ChDC-Ang-R).The PCR reactions were electrophoresed in
1.5% agarosegel.The4ngofeachbacterialgenomicDNA wasusedasPCR
template.Lanes:S,100basepairDNA ladder(BioneerCorp.);1,60.3℃;2,61.7℃;
3,62.9℃;4,64.3℃;5,66℃;6,67.5℃;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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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DC-Ang-F과 ChDC-Ang-R 프라이머의 에 대한 종-특이성을 조사
한 결과 표준균주 및 임상분리 균주 genomicDNA를 주형으로한 경우에
서만 461bp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이 증폭되었고, 이외의 다른 12종
의 표준균주 또는 참고균주의 genomicDNA를 주형으로한 경우에서는 중합효소연쇄
반응 산물이 관찰되지 않았다(Fig.3& 4).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Fig.3.SpecificitytestofPCR withChDC-Ang-FandChDC-Ang-R primersand
purifiedgenomicDNA of ATCC 33397T.ThePCR reactionswere
electrophoresedin1.5% agarosegel.A 0.4ngofeachofbacterialgenomicDNA
wasusedasPCRtemplate.Lanes:S,100basepairDNA ladder(BioneerCorp.);1,
DDW;2, ATCC 33397;3, ATCC 25175;4,
KCTC 3308;5, KCTC 3634;6, KCTC 3655;7,
KCTC 3640;8, KCTC 3658;9, KCTC 1621;10,
KCTC3556;11,FnATCC23726;12,AaATCC33384;13,PiATCC49046;14,
ATCC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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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Fig.4.SpecificitytestofPCR withChDC-Ang-FandChDC-Ang-R primersand
purifiedgenomicDNA ofwildtypestrainsof .ThePCR reactions
wereelectrophoresedin1.5% agarosegel.A 0.4ngofeachofbacterialgenomic
DNA wasusedasPCR template.Lanes:S,100basepairDNA ladder(Bioneer
Corp.);1,DDW;2, ATCC 33397;3, ChDC YA1;4,

ChDCYA2;5, ChDCYA3;6, ChDCYA4;7,
ChDCYA5;8,. ChDCYA6;9, ChDCYA7;

10, ChDCYA8;11, ChDCYA9;12, ChDC
YA10;13, ChDC YA11;14, ChDC YA12;15,

ChDCY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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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DC-Ang-F과 ChDC-Ang-R 프라이머가 genomicDNA를 검출할
수 있는 최저 DNA 양은 0.4pg이었다(Fig.5).

S 1 2 3 4 5 6S 1 2 3 4 5 6

Fig.5.SensitivitytestofPCR withChDC-Ang-FandChDC-Ang-R primersand
purifiedgenomicDNA of ATCC 33397T.ThePCR reactionswere
electrophoresedin1.5% agarosegel.Lanes:S,100basepairDNA ladder(Bioneer
Corp.);1through6,purifiedgenomicDNA seriallydiluted10‐foldfrom 0.4ngto
4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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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안안안

본 연구 결과 ChDC-Ang-F 및 ChDC-Ang-R 프라이머는 균주
genomicDNA를 최소 0.4pg까지 종-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
근 Takao등22)도 16SrRNA 유전자의 핵산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에 대한
종-특이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16S-ANG-U와 16S-ANG-D)를 개발하였다.이때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의 크기는 105 bp였으며,민감도는
DNA의 0.05-0.5ng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종-특이 프라이머
보다 민감도가 최소 약 10배 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anginosus 그룹에 속하는 연쇄상구균들( 및
)의 genomicDNA를 이용한 특이도 조사를 하지 않고,기존에 알려진

anginosus그룹에 속하는 균주들의 16SrDNA 핵산염기서열을 GenBank에서 얻어서
상동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종-특이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하지만,실제 실험실
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의 상동성이 80% 이하일지라도 경우에 따
라서는 비특이적인 증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의 실험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Kim 등10)의 보고에 의하면,국소유년형 치주질환 및 급속진
행형 치주질환의 중요한 원인균 중 하나인 의
검출 및 동정에 있어서 leukotoxin유전자 핵산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라이머
23)과 16SrRNA 유전자를 바탕으로 설계된 프라이머1)이 있음에도 이들 2가지 프라이
머들보다 민감도가 높은 프라이머를 개발하였다.즉,민감도가 뛰어난 프라이머를 이
용할 때 역학조사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DNA 복제 때
진핵세포에서보다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세균에 대한 종-특이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의 종류가 많이 개발될수록
돌연변이에 의한 가성음성 또는 가성양성 반응을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그러므로, 의 동정 및 검출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라이머
(ChDC-Ang-F과 ChDC-Ang-R)와 Takao등22)에 의해 개발된 프라이머(16S-ANG-U
와 16S-ANG-D)를 사용한다면 특이도 및 민감도 측면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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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분류학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전자가 16S rDNA이다.특히

16SrDNA 핵산염기서열을 결정하여 기존의 알려진 세균들의 것과 상동성을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균의 종-수준에서 분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하지만,이러한 핵산
염기서열법은 많은 시간과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이용한
방법이 역학조사에 있어서 이용된다.특히 16SrDNA는 세균 종간에 그 핵산염기서열
이 잘 보존되어 있고,염기서열이 종간에 상동성이 매우 높은 부분과 종간에 상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28).이러한 특성을 이용하
여 세균 종간에 특이도가 높은 부위의 핵산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 프
라이머를 설계하여 세균종의 검출 및 동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10,24).이러한 16S
rDNA의 핵산염기서열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종-특이 프라
이머를 개발할 수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몇몇 종들에 있어서는 16SrRNA 유전자 핵산염기서열의 상

동성이 98% 이상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핵산염기서열로는 각각의 종을 동정할 수
가 없는 경우가 보고되었다8).이러한 이유로 같은 세균 종 내에서는 균주들간 상동성
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다른 세균 종간에는 상동성 정도가 떨어지는 새로운 유전자
에 의한 세균 분류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8,13,27).이러한 유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있는 것이 rpoB 유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RpoB 유전자는
세균들의 DNA-의존성 RNA 중합효소(RNAP)를 구성하는 4종류의 아형 중 하나로

spp.16), spp.5), spp.9), spp.11),
spp.13), spp.8) 및 spp.4)

spp.4) spp.4) spp.4)및 spp.4)등의 종-수준에서의
분류 및 검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RpoB유전자 핵산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이들 각
각의 속(genus)에 속하는 종(species)들을 동정하는 분류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특
히,Drancourt등4)의 연구에 의하면, 와 , 의
rpoB 유전자 염기서열의 상동성은 각각 93.3%,92.0%이고, 와

사이의 rpoB 유전자 염기서열의 상동성은 91.5%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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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준으로 상동성 정도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RpoB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준으로 anginosus그룹의 세가지 종 각각을 단독으로 혹
은 세가지 종을 동시에 검출 및 동정할 수 있는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anginosus그룹의 분류 및 동정에 있어서 RpoB
유전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사료되며,본 연구에서의 16SrRNA 유전자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라이머를 함께 사용한다면,더 높은 특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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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치수 및 치근단 질환에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를 종 수준에서 동정할 수 있는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를 개발하기 위
하여 시행되었다.GenBank 데이타 베이스에서 기존에 이미 알려진
ATCC33397T 및 본 연구에서 이용된 균주들의 16SrRNA 유전자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종-특이 중합효소연쇄반응 프라이머를 컴퓨터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이를 제작한 다음 종-특이성 및 민감도 실험을 실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ChDC-Ang-F과 ChDC-Ang-R프라이머의 최적 annealing온도는 62.9℃였다
2.ChDC-Ang-F과 ChDC-Ang-R 프라이머의 에 대한 종-특이성을
조사한 결과 표준균주 및 임상분리 균주 genomicDNA를 주형으
로한 경우에서만 461bp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이 증폭되었고,
이외의 다른 12종의 표준균주 또는 참고균주의 genomicDNA를 주형으로 한
경우에서는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3.ChDC-Ang-F과 ChDC-Ang-R프라이머가 genomicDNA를 검출
할 수 있는 최저 DNA 양은 0.4pg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본 연구에서 개발된 ChDC-Ang-F과 ChDC-Ang-R프라
이머는 를 0.4pg까지 검출할 수 있는 종-특이 중합효소연
쇄반응 프라이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이를 이용한 치수 및 치근단질환
과 간의 역학조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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