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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에서 분리한 Enterobacter sakazakii의 복합동정 및
RAPD를 이용한 geno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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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erobacter sakazakii is implicated in severe forms of neonatal infections such as meningitis and sepsis. This
organism has been isolated from a wide range of foods, including cheese, vegetables, grains, herbs, and spices, but its
primary environment is still unknown. Generally, dried infant milk formula has been epidemiologically identified as the
source of E. sakazakii. Sunsik (a powdered mixture of roasted grains and other foodstuffs) is widely consumed in Korea
as a side dish or energy supplement. Sunsik is consumed without heat treatment; thus, lacking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inactivate foodborne pathogens. Therefore, its microbiological safety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study, the prevalence
of E. sakazakii was monitored in 23 different sunsik component flours, using FDA recommended methods; but E.
sakazakii medium (Neogen) and Chromogenic E. sakazakii medium (Oxoid) were used as the selective media. In total,
presumptive E. sakazakii strains were isolated from 8 different sunsik powders. Subsequently, an API 20E test was
conducted, and 15 strains from 5 different sunsik flours (sea tangle, brown rice, non-glutinous rice, cheonggukjang, dried
anchovy) were confirmed as E. sakazakii. Fifteen strains were again confirmed by PCR amplification, using three different
primer sets (tDNA sequence, ITS sequence, 16S rRNA sequence), and compared to ATCC strains (12868, 29004, 29544,
51329). They were once again confirmed by their enzyme production profiles using an API ZYM kit. Finally,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genotyping was carried out as a monitoring tool to determine the contamination
route of E. sakazakii durin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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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nterobacter sakazakii는 Enterobacteriaceae family에 속하는 균
으로서 노란색 색소를 생산하는 E. cloacae로 알려져 왔으나 DNA
특성, 생화학적 특성 및 항체 감수성에서 서로간의 차이가 인정
되어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속으로 분류되었으며 일본인 미생
물학자인 Riichi sakazakii의 이름을 따서 E. sakazakii로 명명되었
다(1).

E. sakazakii는 운동성이 있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통성혐기
성균이며,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주로 저체중신생아를 대상으로
괴사성 장염, 패혈증 및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균으로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는 위해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E. sakazakii 감염은
주로 생후 3일부터 4년까지의 신생아와 어린이에게 병을 유발하

며 200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76건의 감염 사례와 19건
의 사망이 보고되고 있다(2). 또한 어른을 대상으로도 9건 이상
의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3-8).
아직까지 E. sakazakii와 관련된 감염원 및 경로는 정확히 밝혀
져 있지 않지만, 역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제분유, 분유를 탄
장소의 환경조건, 사용한 기구 등이 가장 유력한 오염경로라고
알려져 있다(9-16).
따라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E. sakazakii

는 주로 분유를 매개체로 감염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생아는
분유 이외의 식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
이며 또한 분유에서 실제로 E. sakazakii가 검출되었다는 많은 보
고가 있기 때문이다. Muytjens 등(17)은 35개국의 조제분유를 수
집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된 141캔 중 14%에 달하는 조제분유가
E. sakazakii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다른 보고
에 의하면 캐나다 조제분유의 경우 120개 시료 중 8개 시료에서
E. sakazakii가 분리되어 오염도가 6.7%에 달한다고 하였다(18).

E. sakazakii에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제분유에 대
하여 2002년 미국 Wyeth Nutrition 사에서 자발적인 리콜(19)이
진행되었으며 2005년 1월 네덜란드에서도 Pregetimil에 대한 전
세계적인 리콜(20)이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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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및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E. sakazakii는 분유에만 존재하는 균은 아니며 치즈, 고
기, 야채, 곡류 및 향신료 등 많은 식품에서 분리되고 있으며(21)
또한 식품제조 공장, 일반 가정집에서도 분리되는 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분유에 첨가되는 성분에
대한 검출시험 결과, 전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23).
선식은 예로부터 곡물을 볶아 가루로 만든 미숫가루가 대표적
이며 주식 대용이나 저장식 혹은 구황식으로 널리 사용하여 왔
다. 최근 들어 현대화된 제조 방법에 힘입어 대용식이나 이유식
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선식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균형
잡힌 식생활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
식은 별도의 열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위
생학적으로 안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또한 선식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다이어트로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 섭취할 수 있
기 때문에 그 어떤 식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시판 선식에 대한 미생물 분석 결과,
총균수가 4.8-7.0 log CFU/g으로 측정되었으며 대장균군도 검출
되었다는 보고(24)가 있어 선식의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한 체계
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선식을 대상으로 E. sakazakii에 대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분리된 균주에 대하여 생
화학적인 동정, PCR을 이용한 동정 및 효소활성을 이용한 복합
동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식류 및 분유류에서 E. sakazakii의 오

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로서 RAPD(random amplified poly-
morphic DNA)-PCR을 이용한 genotyping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선식은 다양한 식품 소재를 가공 처리하여 분말화한 후 혼합
하여 제조되므로 선식에 대한 원형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선식은 수거하지 않았으며 원료 분
말상태의 선식 소재를 수거하여 실험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근처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총 23종의 선식 소재를 수거하였다.

균주의 분리 및 동정

선식에서 E. sakazakii 균의 분리는 미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
는 방법(25)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선식 시료를 100 g 3개, 10 g
3개, 1 g 3개씩 각각 계량하여 각각 3개의 시험관을 이용하는 최
확수법(3 tube most probable number, MPN)을 이용하였다. 즉, 1
개의 시료 당 총 333 g의 시료를 이용하여 분리실험을 실시하였
다. 시료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37oC에서 하룻밤 배양하여 비선택
적 전배양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EE 배지를 이용하여 37oC에서
선택적 전배양을 실시하였다. 이후 균주 분리를 위한 선택배지로
는 VRBG 배지, Chromogenic E. sakazakii agar(26) 및 E. saka-

zakii medium(27)의 3종을 이용하여 특징적인 콜로니를 분리하였
다. 그러나 VRBG의 경우, 담즙산염(bile salt)이 침전되어 생성되
는 보라색 환 및 보라색 콜로니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E. sakazakii에 대한 선택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Chromogenic E. sakazakii agar 및 E. sakazakii medium을 주로
실험에 이용하였다. Chromogenic E. sakazakii agar에서 나타난 녹
색 콜로니와 E. sakazakii medium(360 nm)에서 형광색을 띠는 콜

로니를 추정콜로니로 분리하였다. 이 후 API 20E biochemical
kit(BioMerieux, Marcy I'Etoile France)를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는 최확수법으로 계수하였다. 최확수 계산
은 미국 FDA에서 제시한 엑셀 시트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28).

Genomic DNA의 분리

균주를 Tryptic Soy Broth(Difco, Sparks, MD, USA)를 이용하
여 37oC에서 하루 밤 동안 정치 배양하여 증식시킨 후 이를 수
거하여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Promega, Madi-
son, WI, USA)를 이용하여 PCR에 사용될 template DNA를 분리
하였다.

PCR primer

유전자 수준에서의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3종의 PCR prim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목적 염기서열로는 tDNA, ITS 및 16S
rRNA을 선정하였다. tDNA-PCR에 사용된 primer는 Clementino
등(29)이 사용한 5'-AGT CCG GTG CTC TAA CCA ACT
GAG-3'와 5'-AGG TCG CGG GTT CGA ATC C-3'를 사용하였
으며 ITS-PCR에는 5'-CAA GGC ATC CAC CGT-3'과 5'-GAA
GTC GTA ACA AGG-3'을 primer로 사용하였으며 16S rRNA-
PCR 분석은 Keyser 등(30), Lehner 등(31)의 논문에 기술된
primer로 5'-CCC GCA TCT CTG CAG GAT TCT C-3'과 5'-
CTA ATA CCG CAT AAC GTC TAC G-3'을 사용하였다.

PCR 실험 조건

PCR은 다음의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즉, 20 mM Tris-HCl, pH
8.4; 50 mM KCl; 3 mM MgCl2; 각각 200 M의 dNTP; 각각 0.5
M의 primer; 1 unit Taq polymerase와 준비된 template DNA 5
μl를 넣어 각 시료 당 25 μl로 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수
행 조건은 Master cycler(Eppendorf, Westbury, NY, USA)를 사용
하여 denaturation은 94oC에서 30초, annealing은 50oC에서 30초,
extension은 72oC에서 1분씩 총 30회를 반복 실시하였다.

Agarose gel electrophoresis

전기영동은 10 μl의 PCR 산물을 2%(w/v) agarose 젤에 loading
하여 0.5 × TAE 완충용액에서 100 V로 1시간 전기영동 하였다.
Size marker로는 100 bp DNA ladder를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이 끝
난 후 젤은 ethidium bromide로 10분간 염색하였으며 증폭된
DNA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분리균주의 효소 생산 특성

분리균주의 효소 생산 특성은 API ZYM kit(BioMerieux, 1: con-
trol, 2: alkaline phosphatase, 3: estrease, 4: esterase lipase, 5:
lipase, 6: leucine arylamidase, 7: valine arylamidase, 8: cystine
arylamidase, 9: trypsin, 10: α-chymotrypsin, 11: acid phosphatase,
12: napthtol-AS-BI-phosphohydrolase, 13: α-galactosidase, 14: β-
glucuronidase, 15: β-glucosidase, 16: α-glucosidase, 17: β-galacto,
18: N-acetyl-β-glucosaminidase, 19: α-mannosidase, 20: α-fucosi-

dase)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실험하였다.

RAPD-PCR

분리된 균주의 genotyping을 위하여 RAPD-PCR을 수행하였
다. 총 83종의 임의적인 10-mer primer를 이용하여 genomic DNA
에 대한 증폭을 실시하여 이중 typing에 적합한 primer를 선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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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E. sakazakii의 분리

소매점에서 수거한 총 23종의 선식 원료를 대상으로 E. sakazakii

분리 실험을 실시하였다. Chromgoenic E. sakazakii agar와 E. saka-

zakii medium의 선택배지를 이용하여 분리한 결과 총 8종의 시료
에서 E. sakazakii로 추정되는 콜로니를 분리하였다(Table 1). 청국
장 분말, 찹쌀 분말, 옥수수 분말, 멸치 분말, 율무 분말, 멥쌀 분
말, 현미 분말 및 다시다 분말에서 분리되었다.

추정 콜로니의 동정

미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는 실험 방법에 따라 선택배지에서
분리된 추정 콜로니를 API 20E biochemical kit로 동정하였다. 그
결과 청국장 분말, 찹쌀 분말, 멸치 분말, 율무 분말 및 다시마
분말에서 분리된 균주만 E. sakazakii로 확인되었으며 분포 수준
은 5가지 종류의 선식 모두 2.86 CFU/100 g 수준이었다. 선식에
존재하고 있는 E. sakazakii의 수준은 100 g을 기준으로 하는 3
tube 최확수법 실험시 즉, 100 g 3개, 10 g 3개, 1 g 3개의 실험처
리구 중 100 g 3개 시료에서만 E. sakazakii가 양성으로 측정되었
음을 의미하였다. E. sakazakii로 동정되지 않은 3종의 선식 부재
료 중 찹쌀 분말에서 분리된 균주는 Pantoea spp. 4로 확인되었
으며 옥수수 가루에서 분리된 2종의 녹색 콜로니는 모두 E.

amnigenus로, 율무 가루에서 분리된 균주도 E. amnigenus로 확인
되었다.

PCR을 이용한 2차 동정

미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는 E. sakazakii의 동정 방법이 API
20E kit로 되어 있어 실험자에 따라 주관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증폭되
는 목적염기서열로 16S rRNA(31), ITS(29), tDNA(30)로 설정하
였다. API 20E kit를 이용하여 E. sakazakii로 동정된 균주에 대
하여 3종의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A)에 나타난 밴드 패턴은 16S rRNA가 목
적 염기서열이었을 때의 결과로서 2-5 lane은 ATCC 표준균주로
대조구로 사용되었다(ATCC 12868, 29004, 29544, 51329). 균주의
분리가 3 tube 최확수법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또한 100 g 3개
의 시료에서 E. sakazakii가 양성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한 개의
시료 당 3개의 균주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 총 5개의 시료에서
15개의 균주를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PCR 결과 실험에 공시된
모든 균주는 1.0 kb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증폭 산물을 나타내었
으며 전체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표준균주와
분리균주가 모두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므로 E. sakazakii의

동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6S와 23S
rRNA의 internal spacer region인 ITS에 대한 PCR 결과를 B)에
나타내었다. 먼저 대조구로 사용된 ATCC 12868, ATCC 29004,
ATCC 29544는 모두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지만 ATCC
51329와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시마 분말에서 분리

Table 1. Isolation of E. sakazakii from Sunsik ingredients

Sunsik ingredients
Enterobacter sakazakii (MPN/100 g)1)

Presumptive2) Confirmed3)

Brown rice eye flour  -4) -
Black bean flour - -
Sea tangle flour 2.86 2.86
Mung been flour - -
Anchovy flour 2.86 2.86
Glutinous rice flour 0.36 -
Corn flour 0.95 -
Safflower seed flour - -
Spinach flour - -
Adlay flour 0.36 -
Non-glutinous rice flour 2.86 2.86
Banana flour - -
Buchwheat flour - -
Cheonggukjang flour 2.86 2.86
Mushroom flour - -
Pine leaf flour - -
Brown rice flour 2.86 2.86
Carrot flour - -
Shrimp flour - -
Unroasted bean flour - -
Chestnut flour - -
Mugwort flour - -
Red bean flour - -

1)Most probable number was measured by using 3 tube method
according to USA FDA recommended method.
2)Presumptive isolates calculated by selective media.
3)Confirmed isolates identified by API 20E biochemical kit.
4)Not detected.

Fig. 1. PCR confirmation of the isolated E. sakazakii by 16S
rRNA (A), ITS, 16S-23S rRNA internal spacer region (B) and
tDNA (C). 1: size marker, 2: ATCC 12868, 3: ATCC 29004, 4:
ATCC 29544, 5: ATCC 51329, 6-8: isolates from sea tangle flour, 9-
11: isolates from anchovy flour, 12-14: isolates from brown rice
flour, 15-17: isolates from cheonggukjang flour, 18-20: isolates from
non-glutinous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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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개의 균주인 6-8번 lane은 대조구로 사용된 균주 중 ATCC
12868, ATCC 29004, ATCC 29544와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
었으며 청국장 분말에서 분리한 균주인 15-17번 lane과 맵쌀 분
말에서 분리한 18-20번 lane도 역시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9-11번 lane인 멸치 분말에서 분리한 3개의 균주와
현미에서 분리한 12-14 lane은 대조구로 사용된 균주와 서로 상
이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다. ITS-PCR의 경우, 대조구로 사용
된 표준균주에서도 서로 다른 밴드 패턴을 나타내며 또한 선식
에서 분리한 균주 사이에서도 서로 상이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
므로 E. sakazakii의 동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
었다. C)에는 tDNA-PCR 패턴을 나타내었다. 대조구로 사용된 표
준균주 중 ATCC 12868, ATCC 29004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
었으며 ATCC 29544와 ATCC 51329가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
내었다. 선식에서 분리된 모든 균주는 대조구가 나타내는 2가지
종류의 밴드 패턴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다시마 분말, 청국장
분말, 맵쌀 분말에서 분리된 균주가 ATCC 12868, ATCC 29004
와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멸치 분말과 현미 분말에
서 분리한 균주가 ATCC 29544와 ATCC 51329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tDNA를 목적 염기서열로 하는 PCR의 경우, 대조구
에서 2종류의 서로 상이한 밴드 패턴이 나타났지만 선식에서 분
리한 균이 모두 대조구와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므로 E.

sakazakii의 동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효소 생산 특성에 의한 3차 동정

PADP-PCR에 의해 8개의 분리균주로 확인된 E. sakazakii에 대

하여 API ZYM kit를 이용하여 효소 생산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
조구로는 ATCC 12868을 사용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두 특징적인 효소의 생산 패턴을 나타내었다. α-Glucosidase는
멸치 분말에서 분리된 2번 분리균주에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
지만 이외의 균주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α-Glucosidase는 동일한 속에서 E. sakazakii 만이 특이적으로 이
효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 sakazakii 종에서는

90% 이상이 이 효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선택배지의 선택마커(selective marker)로 이용되고 있
는 효소이다(25,26).

RAPD-PCR에 의한 genotyping
83종의 임의적인 10-mer nucleotide를 합성하여 RAPD-PCR에
의한 균주간의 molecular typing을 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typing에 적합한 primer를 선발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두 종류의 primer(CTG AGA CGG A, AAT CGG GCT G)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primer를 이용하여 RAPD-PCR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primer인 CTG AGA
CGG A의 경우, 대조구로 사용된 표준균주에서 모두 상이한 밴
드 패턴을 나타내어 molecular typing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마 분말에서 분리한 균주인 6-8번 lane
은 서로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1번 분리균주로 설
정하였다. 멸치 분말에서 분리한 균주인 9-11번 lane도 서로 동일
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2번 분리균주로 설정하였다. 현
미 분말에서 분리한 균주인 12-14번 lane은 12번, 14번 lane이 동
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13번은 다소 다른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각각 3번, 4번 분리균주로 설정하였다. 특히 청
국장 분말에서 분리한 균주인 15-17번 lane은 모두 서로 상이한

Fig. 2. Enzyme production profiles of isolated E. sakazakii tested
by API ZYM kit. ①: isolate from sea tangle flour, ②: isolate from
anchovy flour, ③ ④: two different isolates from brown rice flour, ⑤
⑥ ⑦: three different isolates from cheonggukjang flour, ⑧: isolate
from non-glutinous rice flour.

Fig. 3. RAPD patterns of the isolated E. sakazakii by random
primer, CTG AGA CGG A (A) and AAT CGG GCT G (B). 1:
size marker, 2: ATCC 12868, 3: ATCC 29004, 4: ATCC 29544, 5:
ATCC 51329, 6-8: isolates from sea tangle flour, 9-11: isolates from
anchovy flour, 12-14: isolates from brown rice flour, 15-17: isolates
from cheonggukjang flour, 18-20: isolates from non-glutinous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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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5번, 6번, 7번 분리균주로 설정하였
다. 멥쌀 가루에서 분리한 균주인 18-20번 lane은 모두 동일한 밴
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8번 분리균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primer(AAT CGG GCT G)를 이용하여 RAPD-PCR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표준균주가 모두 상이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어 typing
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마 분말, 멸치 분말에서 분리
된 균주는 서로 각 시료별로 동일한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A)의 밴드 패턴과도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특히, 청국
장 분말에서 분리한 균주인 15-17번 lane은 첫 번째 primer를 사
용하였을 때 모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primer를 사용하였을 때도 모두 상이한 밴드 패턴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RAPD-PCR을 molecular typing에 사
용하였을 경우, 최소한 8개의 서로 다른 분리균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요 약

시판되고 있는 선식 원료를 수거하여 최근 새로운 식중독균으
로 보고되고 있는 Enterobacter sakazakii 분리 실험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총 23종의 선식 원료 중 8개의 선식 원료에서 E.

sakazakii로 추정되는 콜로니를 분리할 수 있었으며 API 20E kit
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동정한 결과, 다시마 분말, 멸치 분말, 현
미 분말, 청국장 분말 및 멥쌀 분말에서 E. sakazakii를 분리할 수
있었다. 이후 3 종의 primer를 이용한 PCR을 실시하여 2차적으
로 동정하였다. 또한, 분리된 균주에 대한 RAPD-PCR을 실시하
여 최종적으로 8종의 분리균으로 molecular typing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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