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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유를 포함하는 축산 식품은 인간에게 Salmo-
nella를 전염시켜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운반체일 수 있다 일부 감염된 젖소.
개체가 Salmonella를 보유하고 있어 분변을
통하여 방출하여 생산되는 축산 식품을 오염
시키고 있다 등 미살균(Warnick , 2003). 우유
또는 미살균 우유로 만든 치즈의 섭취로 인
하여 Salmonella에 의한 식중독(CDC, 2003,

등 이 발생하였으며 살균된Haeghebaert , 2003)
우유에 의해서도 식중독 와(Phillips Griffiths, 1989;

등 이 발생하였다 오염된 시유에Olsen , 2004) .
의해 미국 주에서 명의Illinois 16,000 salmo-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 와nellosis (Phillips
또한 우유를 주 원료로 한 조Griffiths, 1989).

제분유를 섭취한 다수의 유아들에게서 유럽과
한국에서 Salmonella에 의한 식중독 등(Park ,

등2004; Usera , 1996; International Investigation
이 보고되고 있다Collaboration Units, 1997) .

시유 또는 기타 관련 유제품이 제조되는 공
정 중에 부적절한 살균 온도와 시간에 의해
Salmonella는 생존할 수 있으며 또는 원유 또는
가공 기계에 의해 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2 .

우유 내 활력있는 Salmonella를 검출하기 위한 fimA 유전자의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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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 detection of viable Salmonella in pasteurized milk is important to protect public health from food
poisoning.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is recognized as a molecular genetical
method to differentiate between live and dead bacteria. The RT-PCR 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ct spe-
cifically viable Salmonella in milk by using the primers whose nucleotide sequences were determined based on
fimA gene which encodes the subunit of type 1 fimbriae. Treatment of RNA preparation with RNase-free
DNase was adequate enough to destroy DNA, which may otherwise be amplified in the RT-PCR. Seven
strains of Salmonella were detected in the RT-PCR but Escherichia coli, Shigella sonnei, Citrobacter freundii,
and Klebsiella pneumoniae were not. 107/m and 106/m of dead Salmonella which were heat-treated in milk
were detectable by using the RT-PCR but 105~10/m of the dead bacteria were not. The sensitivity of the
RT-PCR in detecting viable Salmonella was 100 cell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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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적절한 가공 상태는 Salmonella와 같
은 식중독균에 의해 유제품의 안전성이 위협될
수 있다 유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위하.
여 유가공장은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HACCP
있으나 최종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신속
한 방법을 이용하여 식중독균의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Salmonell 를 검출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a
증식배양 선택배양 및 생화학검사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동정되므로 최소한 3 ~ 일이 소요되5
어 조기에 검출하여 식중독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방법을 보완하는 신속한.
검출 방법 중의 하나로서 분자유전학적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등PCR (Olsen ,
1995).
독성에 관련된 항원을 암호화하는 염Vi ViaB
기서열을 이용하여 Salmonella typhi(Hashimoto
등 를 검출하였고 와, 1995) 16S rRNA outer

유전자에 존재하는 변이가membrane protein
큰 영역을 이용하여 Salmonella enteritidis(Lin
과 및Tsen, 1995) Salmonella 등spp(Spierings ,

을 검출할 수 있었다 의 유1992) . Type 1 fimbriae
전자인 fim을 로 하여target sequence Salmonella
에 특이적인 염기서열을 로 사용하여primer
을 한 결과 계통의PCR 376 Salmonella는 양성을

나타냈으며 종류의 비40 Salmonella는 음성이었
다 등(Cohen , 1996).
가열에 의해 살균된 세균의 가 분해되DNA
지 않으므로 에 의해 검출되어 사멸된 세PCR
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등(Masters , 1994;

등 등Duprey , 1997; McKillip , 1999). Herman
에 의하면 와 의 열처리된(1997) 60 100℃ ℃

Listeria monocytogenes에서 에 의해 가PCR DNA
증폭되나 에서 열처리하였을 때에 가124 DNA℃

증폭되지 않았다 등 은. McKllip (1999) Escherichia
coli 을 에서 열처리한 후O157:H7 60 riboso℃ -

를 로 증폭할 때에 열처리한 후mal DNA PCR
시간 후에도 증폭된다고 보고하였다48 .

는 에 비해 사멸된 세균에 있어 분RNA DNA
해가 잘되어 세균의 생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이 제안되고 있다 등RT-PCR (McKillip ,

등 과1999; Sheridan , 1998; Klein Juneja, 1997).

과 는Klein Juneja(1997) Listeria monocytogenes의
iap, hly, prfA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를mRNA

로 증폭하였다 에서 가열처리된RT-PCR . 121℃
세균은 에 의해 증폭되지 않아RT-PCR mRNA
가 분해됨을 알 수 있었다 등. Vaitilingom

은 유전자인 와(1998) elongation factor EF-Tu
의 를 로 증폭하였으며 세EF-1 mRNA RT-PCRα

균 곰팡이 및 효모를 에서 분 또는, 65 15 12℃ 0℃
에서 분 처리하여 살균하였을 때에 처리 후30

에 의해 증폭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RT-PCR
다 과 는. Norton Batt(1999) Listeria monocytogenes
의 열처리에 의한 hlyA 유전자 의 분해mRNA
상태를 로 측정하였다 열RT-5' nuclease assay .
처리에 의한 세균과 활력도의 감소와 fluoro-

의 분해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genic probe
고하였으며 이는 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primer
말단에 있는 를 사용하였을 때가3’- primer
의 내부에 위치한 를 사용할 때보mRNA primer

다 세균의 사멸과 의 분해가fluorogenic probe
더 높은 비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Salmonella의 병원성 인자로서 type 1 fim-
가 알려져 있으며briae Salmonellla가 속하는

Enterobacteriaceae의 다른 많은 세균들 또한 가
지고 있다 는 단백질 단량체로. Type 1 fimbriae
구성된 중합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Clegg Gerlach, 1987) Saccharomyces cer-
evisiae 또는 의 적혈구를 응집시키guinea pig
며 이러한 응집반응은 를 첨가하여 억mannose
제할 수 있다 등 등(Clegg , 1987; Crichton ,

는 일련의1989; Lillard, 1986). Type 1 fimbriae
fim 유전자들에 암호화되며 그 중 fimA 유전자
는 의 핵심적인 단백질 단량체type 1 fimbriae
를 암호화하고 있다 등(Purcell , 1987).

Salmonella와 Escherichia coli의 fim operon
내에 유전자들의 종류와 염기서열은 매우 서로
틀리며 염색체내에서 위치도 다르다(Sanderson
등, 1995). Salmonella 속을 구성하는 두 개의
종은 S. enterica와 S. bongori이다 이 중. S. en-
terica는 및 의 아종I, II, IIIa, IIIb, IV, VI, VII
으로 구분된다 등 등(Bopp , 1999; Boyd , 1994).
냉혈동물인 파충류가 숙주인 는S. bongori fim

이 없으며 사람에게 병원성균의 대부분op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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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해 있는 아종을 포함한 S, enterica는 fim
을 가지고 있다 와operon (Boyd Hartle, 1999).

본 연구는 Salmonella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RT-PCR fimA
유전자의 염기서열로부터 를 설계하였으primer
며 개발된 방법의 생균과 사균의 분별RT-PCR
력을 결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은행에서 구입한
Salmonella typhimurium 와KCTC 2421 KCTC
의 균주와2514 2 Salmonella cholerasuis KCTC

2425, KCTC 2930, KCTC 2931, KCTC 2932,
과KCTC 2933 Escherichia coli ATCC 43895,

Shigella sonnei KCTC 2009, Klebsiella pneumo-
niae KCTC 2208, Citrobacter freundii KCTC
로부터 를 분리하여 에 사용2006 RNA RT-PCR

하였다.

2.

에서 시간 배양한 세균배Tryptic soy broth 24
양액 100μ 를 50m 의 에 접종tryptic soy broth
한 후 3 ~ 시간 배양하였다 세균배양액을4 . 1,000
×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g 10
고 를 이용하여 인산염McFarland nephelometer
완충생리염수용액(0.14M NaCl, 2.7mM KCl,
1.5mM KH2PO4, 8.1mM Na2PO4)에 세균을 분산
하여 3 × 108/m 이 되게한 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희석하였다 희석된 세균분산액. 33μ 를 멸UHT
균우유 967μ 에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세균이.
첨가된 우유를 에서 분간 가열하였다65 30 .℃

냉각된 우유에 를 세균25% sodium citrate 54㎕
이 첨가된 우유에 첨가한 후 분간 섞었다 혼5 .
합된 우유를 에서 분간 원심분리한 후2,000×g 5
크림과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침전된 세균을.
Tryptic soy broth 1m 에 분산시킨 후 25μ 의
RNase A(6mg/m 를 첨가하여 에서 시간) 37 1℃

반응시켰다 에서 분간 원심분리한 후. 2,000×g 5

상등액을 제거한 후 침전된 세균으로부터 RNA
를 분리하였다.

3. RNA

세균 분산액을 3,000 × 에서 분간 원심분g 10 리
하여 침전시킨 세균에 과glass bead 100 mg Tri

를 첨가한 후reagent(Sigma) Mini bead beat-
로 에서 초간 처리하였다er(Biospec) 4,200 rpm 20 .

Tri reagent 600μ 를 가한 후 로 분vortex mixer 4
간 교반하였다. 1-Bromo-3-chloropropane 100μ 를
가한 후 분간 교반하였다 실온에서 분간 방치1 . 5
후 10,000 ×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g 15 .
액 500μ 을 새 튜브에 옮긴 후 yeast tRNA
(10mg/m ) 5μ 를 첨가하고 isopropanol 500μ 를
가한 후 교반하였다 실온에서 분간 방치 후. 10

에서 분간 에서 원심분리하였다10,000 × g 10 4 .℃

상등액을 버리고 의75% ethanol 1 m 을 가하고
교반한 후 10,000 ×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였다g 10 .
상등액을 제거한 후 건조시키고 RNasin(Promega)
1μ 와 를RQ1 RNase- free DNase(Promega) 1 U
가하고 5 × 와 증류수를 가하여DNase buffer 20μ
로 만들고 에서 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37 1 .℃

2μ 의 을 가하였고 에서 분간stop solution 67 30℃

반응시켜 를DNase 불활성화하였다.

4. RT-PCR

를 이용하여Access RT-PCR system(Promega)
반응을 하였다RT-PCR . 2.5 U AMV reverse

transcriptase, 2.5 U Tfl DNA polymerase, 0.2 mM
dNTP 1μ 와M forward primer 1μM reverse pri-
와mer 5μ 의 시료를 가하였으며 총 반응RNA

액의 부피는 25μ 이었다. PCR thermal cy-
를 사용하여 에서 분간cle(Perkin Elmer) 48 45℃

역전사 반응을 진행시킨 다음 에서 분간94 2℃

변성시켰으며 에서 초 에서 초94 30 , 55 30 ,℃ ℃

에서 분씩 반응을 하였다 마지68 1 35 cycle .℃

막으로 에서 분간 반응하였다 반응68 7 . PCR℃

은 반응과 동일하나 반응액에RT-PCR AMV
를 첨가하지 않았다reverse transcriptase .

의 염기서열을Primer Salmonella의 fimA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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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NCBI accession number-AE008721, AF083900 ~
12, AL627267, L19338, M18283, S76043, X65168)
로부터 공통적인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Forward

는primer 5’-AGCGTGAGT/CGGCGGTACTATTC-3’
이고 는reverse primer 5’-AAGCTGGCGGTACG

이다 합성되는 의 크기는GTATTGAC-3’ . DNA
이다116bp .

5.

R 에 의해 합성된 는T-PCR DNA 4.0% Nusieve
와 에서 전압으(3:1) agarose Tris-acetate buffer 50V

로 전기영동하였다. Ethidium bromide(0.5μg/m )
용액에서 염색하여 자외선으로 조사하여 관찰
하였으며 로DNA marker 100bp DNA ladder

를 사용하였다(Bioneer) .

결과 및 고찰.

1. RT-PCR

시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RNA Tri
방법은 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reagent RNA

방법이지만 가 오염될 수 있다 오염된DNA .
를 제거하기 위하여DNA RQ RNase-free DNase

로 처리하였다 처리가 를 충분히. DNase DNA
제거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과 함께RT-PCR
을 수행하였다 반응만을 진행시키기PCR . PCR

위하여 반응액에 만을AMV reverse transcriptase
첨가하지 않고 그 외의 반응조건은 반RT-PCR
응과 동일하게 반응하였다 대조구로서. DNase
처리하지 않은 시료를 반응과RNA RT-PCR

반응을 하였다PCR (Fig. 1).
108의 Salmonella typhimurium 로KCTC 2421
부터 분리한 를 로 처리하지 않으면RNA DNase

반응과 모두에서 를 합성하RT-PCR PCR DNA
였다 와 반면에 처리한(Fig. 1, D E). DNase

시료는 반응에서만 를 합성RNA RT-PCR DNA
하였다 와 이 실험으로부터(Fig. 1, B C). Tri

방법으로 분리한 시료에 가reagent RNA DNA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RQ RNase-free

로 처리함으로서 가 분해되어서DNase DNA
에 의해 증폭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CR .

A B C D E
Fig. 1. RT-PCR and PCR to determine the ef-

fect of RQ RNase-free DNase treatment
to destroy DNA in RNA preparation iso-
lated from 108 of Salmonella typhimurium
KCTC 2421. A: 100bp DNA marker B;
PCR of DNase-treated RNA, C; RT-PCR
of DNase-treated RNA, D. PCR of RNA
without DNase treatment, E; RT-PCR of
RNA without DNase treatment.

따라서 로 처리한RQ RNase-free DNase RNA
시료를 사용하여 에서 합성된 는RT-PCR DNA

만을 주형으로 한 것이었다mRNA .
이 연구에서 사용한 와forward primer reverse
는primer fim 의 첫 번째 유전자인operon fimA

유전자의 Salmonella enterica 아종인 I, II, IIIa,
의 염기서열로부터 공통적인 염기IIIb, IV, VI

서열 와 을 결정하였다(Boyd Hartle, 1999) . RT-
에 의하여 합성되는 가PCR DNA fimA 유전자의
번째 염기로부터 번째 염기 까지여서 세13 128
포내에서 합성되는 의 말단에 가깝게mRNA 5’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를 사용한 의 다수의primer RT-PCR

Salmonella 균주들에 대한 반응 특이성을 조사
하였다(Fig. 2). Salmonella 균주의 로부7 RNA
터 가 합성되었지만DNA Salmonella와 유전학
적 연관성이 근접한 Escherichia coli, Shigella
sonnei, Citrobacter freundii, Klebsiella pneu-
moniae 에서는 합성되지 않았다 더(Krieg, 1984) .
많은 Salmonella 균주와 유전학적으로 연관성이
근접한 다른 세균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500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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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Fig. 2. RT-PCR to determine specificity in de-
tection of Salmonella. A; 100bp DNA
marker, B; S. typhimurium KCTC 2421,
C; S. typhimurium KCTC 2514, D; S.
cholerasuius KCTC 2425, E; S. choler-
asuis KCTC 2930, F; S. cholerasuis
KCTC 2931, G; S. cholerasuis KCTC
2932, H; S. cholerasuis KCTC 2933, I;
Escherichia coli ATCC 43895, J; Shigella
sonnei KCTC 2208, K; Klebsiella pneu-
moniae KCTC 2208, L; Citrobacter freun-
dii KCTC 2006.

본 결과로부터 이 방법이RT-PCR Salmonella
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2. RT-PCR

우유에 1m 당 107, 106, 105, 104, 103, 102,
의 세균수가10 되게 Salmonella typhimurium

KCTC 2421 분산시킨 후 에서 분간 열65 30℃

처리하고 1m 의 세균분산액으로부터 를RNA
분리하여 에 사용하였다 대조구RT-PCR (Fig. 3).
로서 열처리하지 않고 얼음에 냉각시킨 세균분
산액으로부터 를 분리하였다 열처리한 세RNA .
균에서는 107/m 및 106/m 의 세균수에서만

에 의해 가 합성되었지만 열처리RT- PCR DNA
하지 않은 세균은 107/m 에서부터 100/m 까지
의 세균 수까지 가 합성되었다 이DNA (Fig. 3).
상의 결과에서 방법이 세균수가RT-PCR
100/m 까지 Salmonella를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열처리하기 전 세균수가
106/m 이상인 경우에는 에서 분의 열처65 30℃

리를 하더라도 사멸된 세균의 가 잔존하RN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Fig. 3. RT-PCR to determine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at 65 for 30 min of
Salmonella typhimurium KCTC 2421. A;
100bp DNA marker, B~H; heat-treated
bactera , I~O; bacteria without heat treat-
ment, B and I; 107/m C and J; 106/m ,
D and K; 105/m , E and L; 104/m , F and
M; 103/m , G and N; 100/m , H and O;
10/m .

여 검출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균의 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mRNA
문에 분해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이용하여 를 주형으로 사용하RNA
는 방법이 활력이 있는 세균만을 선RT-PCR
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등 등(McKillip , 1999; Vaitilingom , 1998;

과 와Klein Juneja, 1997; Szabo Mackey, 1999).
반면에 등 은 에 의해Sheridan (1998) RT-PCR

에서 열처리한60~100℃ Escherichia coli의 rpoH,
groEL 및 tufA 유전자의 와 의mRNA 16S rRNA
검출 여부를 조사하였다 세균을 열처리한 후.
시간 실온에서 둔 후에 분리한 시료내2 RNA
에 가 방법에 의해 검출되었으mRNA RT-PCR
나 시간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16 .

는 시간 까지 검출되었다 등16S rRNA 16 . Sails
은(1998) Campylobacter jejuni를 에서 분72 5℃

간 열처리한 직후에 에 의해 시료내에RT-PCR
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시간 이후에mRNA 4

는 검출되지 않았다 과 는. Norton Batt(1999)
Listeria monocytogenes의 열처리에 의한 hlyA
유전자 의 분해 상태를mRNA RT-5' nuclease

로 측정하였다 열처리에 의한 세균의 활assay .
력도의 감소와 의 분해가 상관관계가 있mRNA

500

200

100

500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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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의 위치에 따primer
라 다르며 3’ 말단에 있는 를 사용하였primer
을 때가 의 내부에 위치한 를 사mRNA primer
용할 때보다 세균의 사멸과 의 분해가mRNA
더 높은 비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
와 같이 연구에 따라 에 의해 검출 가RT-PCR
능한 의 수준과 세균의 사멸 여부가 다mRNA
르다 그 이유는 에서 합성되는 유전자. RT-PCR
의 종류와 유전자내에서 위치 및 열처리한 세
균수 및 의 민감도에 따라 세균의 생사RT-PCR
와 에 의한 검출 여부간의 상관관계가RT-PCR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Salmonella의 의 단type 1 fimbriae
량체 단백질과 이에 관련된 단백질을 암호화하
는 fim 의 말단에 위치하는 부operon 5’ DNA
위를 합성할 수 있는 를 이용한primer RT-PCR
을 설계하여서 Salmonella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법의 민감도. RT-PCR
는 살아있는 세균의 경우 한 반응 당 세포100
이고 에서 분간 열처리한 사멸된 세균의65 30℃

경우는 106 세포이어서 살아있는 세균과 열처
리에 의해 사멸된 세균 간에 완전히 분별이 안
되었으나 배의 민감도의 차이가 있었다10,000 .
이러한 결과로부터 열처리에 의해 사멸된 세균
내 fim 의 가 상당히 분해됨을 알operon mRNA
수 있었다 세균의 사멸과 에 의한 검출. RT-PCR
은 상관관계가 열처리 전의 세균수와 RT-PCR
의 민감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
다 민감. 도 및 생균과 사균 간의 분별력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시료의 증균 배양과 전처리방
법의 개선 의 결정 및 의 반응조, primer RT-PCR
건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요 약.

살균된 우유에 오염된 Salmonella의 신속한
검출 방법을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
하다 방법은 생균과 사균을 분별하여. RT-PCR
검출할 수 있는 분자유전학적 방법이다 본 연.
구의 방법은RT-PCR Salmonella의 type 1 fim-
의 단량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briae fimA 유전

자의 를 주형으로 하여 를 증폭하mRNA DNA

는 방법으로서 활력이 있는 Salmonella를 검출할
수 있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시료를. RNA RQ

로 처리하여 오염된 를RNase-free DNase DNA
파괴하여 반응에서 주형으로서RT-PCR DNA
가 합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 RT-

방법은PCR Salmonella 균주를 검출하였으나7
Escherichia coli, Shigella sonnei, Citrobacter
freundii 및, Klebsiella pneumoniae 는 검출하지
않았다 우유 내에서 열처리된. 107/m 과 106/m
세균수의 Salmonella는 검출되었으나 105~100/
m 는 검출되지 않았다 를 검출할 수. RT-PCR
있는 활력이 있는 Salmonella의 최소 세균수는
100/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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