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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pidemiology of Listeria (L.) monocytogenes, a food-borne pathogen.

The epidemiology of food-borne pathogens is of great importance for clarifying bacterial origin and preventing

bacterial contamination and infection. This work examined 68 L. monocytogenes strains, including 11

reference strains and 57 isolates from imported US beef, domestic meats (beef, pork, chicken meat), raw

milk, and milk plants. The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techniques were optimized to

develop a standard molecular epidemiological analysis of L. monocytogenes. There was great genetic variability

among the isolates, which produced 24 and 34 RAPD patterns with primer HLWL85 and HLWL74,

respectively. The discriminatory power of the RAPD methods with HLWL85 and HLWL74 primer were

very high (DI = 0.957; S ≥ 80%, S ≥ 95%). Some RAPD types were specific to origin. A few RAPD types

were specific for L. monocytogenes strains belonging to a particular serotype. Using the HLWL85 primer,

the strains isolated from milk plants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trains. And using the HLWL74

primer, the strains isolated from imported beef (US) could be distinguished completely from the other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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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isteria(L.) monocytogenes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 대규모의 리스테리아 감염증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10], 모

두 식품을 매개로한 식중독발생 사례로 밝혀짐으로써

신종의 식중독세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5]. 식품의 소

비양상이 패스트푸드, 단체급식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

고 우유 및 육류가공품의 대량생산과 더불어 냉장기술

의 발달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장거리수송이 가

능해짐에 따라 질병발생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왔다. 따라서 리스테리아감

염증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각종 동물성식

품과 환경재료로부터 원인균을 분리하고 그 역학적 특

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식중독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식품위생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식중독발생에 대한 역학적 조사는 환자와 식품에서

분리된 균주의 형별을 조사하여 환자와 식품의 관련성

을 분석하는 분석역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L.

monocytogenes에 대한 역학적 연구에 있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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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형 분석 [23]이 표준 형별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고 phage 형별법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 그러

나 이들 결과는 질병발생에 대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뿐이며 변별력이 낮아서 원인체와 질병발생의

개연성을 밝히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 [6, 13, 28].

1990년 이후 분자생물학적 기술에 기초한 리스테리아의

형별법 중 random amplification polymorphic DNA (RAPD)

기법은 새로운 분석기법으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6]. 이 기법은

다른 유전자분석 기법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는데 우

선 PCR을 기반으로 하므로 고가의 특수 장비가 불필요

하며, 고도로 훈련된 기술이 없이도 조작이 가능하고 비

교적 쉽고 신속하게 분석하며 [6], 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14] 변별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4]. 이와 함께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 역시 molecular typing에

서 ‘gold-standard’라 불릴 만큼 우수한 변별력을 가진 기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석 장비가 너무 고가이고 완전

한 세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고 실험자의 기술적인 편차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커서

오히려 RAPD가 활용도면에서 전도가 더 밝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6, 15, 22]. 현재 외국에서는 RAPD 기

법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상당한 성과

를 얻고 있으며 [17], 이를 이용하여 축산식품은 물론,

전 식품을 연구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국

내에서는 RAPD typing 기법을 이용한 L. monocytogenes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축산물에서 유래한 균에 대한 기초 자료의 확보나 기법

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각종 축산물이 여러 나라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분리균주

와 수입축산물에서 유래한 균주의 분자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리스테리아증의 집단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국내산 쇠고기, 돼

지고기, 닭고기, 원유 및 유가공장에서 분리한 L.

monocytogenes에 대한 분자 역학적 특성을 검토할 목적

으로 HLWL85와 HLWL74 primer를 이용하여 RAPD기

법을 표준화하고 분리균주의 유래 및 serotype에 따른

분자수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배양조건

L. monocytogenes는 축산물 및 작업장에서 분리한 57

균주(수입 쇠고기유래 13균주, 국내산 쇠고기 9균주, 돼

지고기 8균주, 닭고기 10균주, 원유 7균주 및 유가공장

10균주)와 L. monocytogenes Scott A 균주를 포함한 표

준균주 11균주(Health and Welfare Canada에서 분양)로

서 총 68균주를 사용하였다(Table 1). 모든 균주는 Tryptic

soy broth(Difco Lab, USA)에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

Table 1. Listeria (L.) strains used in study

Serial

No.
Species Reference/Isolates Serotype Source Origin

1 L. monocytogenes Scott A 4b human Canada

2 L. monocytogenes #410 1/2a NK Canada

3 L. monocytogenes #503 1/2b NK Canada

4 L. monocytogenes #12 1/2c NK Canada

5 L. monocytogenes ATCC 19113 3a human Denmark

6 L. monocytogenes 3b NK USA

7 L. monocytogenes ATCC 19117 4d sheep USA

8 L. monocytogenes ATCC 19118 4e chicken England

9 L. monocytogenes EGD 1/2a patient Canada

10 L. monocytogenes BDF 415 3c patient Canada

11 L. monocytogenes R NK Canada

20-28 L. monocytogenes isolates* 1/2a, 4b beef Korea 1997

29-36 L. monocytogenes isolates* 1/2a, 3b, 4b pork Korea 1997

37-46 L. monocytogenes isolates* 1/2b, 3b, 4b, 1/2c chicken Korea 1997

47-53 L. monocytogenes isolates* 1/2b, 4b raw milk Korea 2001

54-63 L. monocytogenes isolates* 4c, 1/2b, 1/2c milk plant Korea 2001

64-76 L. monocytogenes isolates* 4b, 3b, 1/2b imported beef Korea 1997-2000

 NK, not known; *Each strain # of L. monocytogenes isolates was described at Figs. 2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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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배양하고, 30%의 glycerol를 혼합하여 −70oC에 보관

하면서 시험에 사용할 때는 Tryptic soy agar(Difco, USA)

에 3회 계대배양하고 다시 5% 면양 혈액이 첨가된 sheep

blood agar 평판에 획선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

하여 사용하였다. 

Serotyping

공시한 L. monoctogenes의 serotype 분류는 Denka

Seiken(Japan)에서 제조된 Listeria O antisera(I/II, I, IV,

V/VI, VI, VII, VIII, IX)와 Listeria H antisera(A, AB, C,

D)를 사용하여 Seeliger와 Hohne [23]의 방법에 따라 평

판 및 시험관내 응집반응을 실시하였다.

DNA 추출

세균의 염색체 DNA의 추출은 QIAamp DNA Mini

Kit(Qiagen GmbH,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DNA

용출액의 DNA 농도는 spectrophotometer(ND-1000; Nanodrop

Technologies, USA)로 측정하였다.

Primers

RAPD fingerprinting 분석에 사용된 primer와 염기서

열은 Table 2와 같으며, 바이오니아(Bioneer, Korea)에서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RAPD-PCR

효율적인 RAPD 분석을 위하여 HLWL85와 HLWL74

primer를 이용한 2종의 RAPD fingerprinting 기법을 동

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PCR mixture는 국내외

전문회사 제품들을 구입, 각각의 primer들에 대한 예비

시험을 통하여 polymorphic DNA 밴드의 다양성, 재현

성 등으로 RAPD typing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Multiplex PCR kit(Qiagen, Germany)를 선정하여 사용하

였다. 총량 25 µL를 기준으로 각각의 PCR tube에 20 pM

primer 2 µL와 Template DNA 2 µL(15 ng/ µL)를 넣어

Thermocycler(GeneAmp PCR systerm 9700; ABS, USA)

에서 DNA를 증폭시켰다.

PCR 프로그램은 Vogel 등 [25]의 방법을 참고하여 먼

저 HotStarTaq DNA polymerase의 활성화를 위한 전단

계로서 95o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95oC에서 1분간

denaturation, 35oC에서 2분간 annealing 그리고 72oC에서

1분간 extension으로 총 45 cycle로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72oC에서 10분간 extension을 실시하여 4oC에 보존하였다.

전기영동 및 image capture

PCR 증폭이 끝난 후 전기영동장치(sub cell GT; Bio-

Rad Lab, USA)에 이온성분이 제거된 증류수로 희석한

×1 Tris-acetate-EDTA electrophoresis buffer(×50 DNA

Typing grade; Gibco, USA)를 준비하고 2% agarose

gel(typeⅠ) 각 well 당 PCR products를 20 µL씩 loading

하고 gel의 좌우 측면 well에는 DNA 사이즈 마커(1 kb

plus ladder; Invitrogen, USA)를 loading하여 90 V(3 V/cm)

에서 2~3시간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한 gel을 1.5 µL/

mL(DW)의 EtBr 용액에 담아 20분간 염색한 다음 증류

수로 30분간 탈색하였다. 다음 gel image 장비(Gel Doc

2000 system; Bio-Rad Lab, USA)를 사용하여 image를

capture한 후 TIF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여 image 분석에

사용하였다.

Dendrogram 작성 및 genetic code 부여

저장된 파일을 전문 DNA fingerprinting software인

GelComparⅡ(version 3.0; Applied Maths, Belgium)를 사

용하여 기본적으로 convert된 이미지를 만들고 densitometric

curve filter는 median filter로 설정한 다음 linear tone curve

로 background를 제거한 후 standard DNA marker 등록

과 DNA band normalization 등의 image 처리 과정을 거

쳤다. 각 균주의 polymorphic DNA profile은 band-

matching Dice coefficient로 유전학적 similarity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using

arithmetic averages algorithm에 따라 rooted 방식의

dendrogram을 작성하였다. 

Dendrogram에 나열된 모든 균주에는 본 연구에서 고

안된 4단계의 genetic code를 부여하였다. 첫째단계는 아

라비아 숫자를, 둘째단계는 알파벳 대문자, 셋째단계는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넷째단계는 다시 아라비아 숫자

로 표시하였다. 이들 4단계는 각각 70, 80, 90, 95%의

similarity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해당하는 DNA type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어떤 DNA type에 속하

는 균주가 하나 이외에 relative genetic similarity(%)가

높은 쪽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하의 단계는

아라비아 숫자 ‘0’으로 표시하였다.

DNA fingerprint 분석

DNA fingerprint에 의한 균주의 grouping은 relative

genetic similarity(%)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즉 dendrogram

상에 수직선을 긋고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모든 점

을 하나의 RAPD type으로 인정하였다. RAPD type 검

Table 2. Primers used for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fingerprinting in Listeia isolates

Primer Sequence (5 -́3 )́ Reference

HLWL85 ACAACTGCTC (10 mer) [26]

HLWL74 ACGTATCTGC (10 m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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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기준은 relative genetic similarity(%)가 각각 70, 80,

90 및 95% 중에서 변별지수(Discriminatory index, DI)

값이 0.95 이상이면서 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였다.

변별지수의 산출

2종의 RAPD 분석기법의 변별력을 수치화하기 위하

여 Hunter와 Gaston [11]의 방법에 따라 다음 공식으로

DI를 산출하였다.

N은 시험에 사용된 전체 균주의 수이고 S는 DNA type

의 수이며 nj는 각 type에 속하는 균주수를 의미한다.

결 과

변별지수

변별지수(DI)는 Table 3과 같이 HLWL85가 HLWL74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Similarity(S)와 DI 값의 상관

관계는 S = 95%에서의 HLWL74와 HLWL85의 DI 값은

각각 0.957과 0.988이었고, S = 70%에서는 각각 0.739와

0.878로 similarity가 높을수록 DI 값도 높아졌으며, 두

방법간에 DI 값의 편차는 similarity가 낮을수록 커졌다.

DNA fingerprinting에 의한 RAPD typing

RAPD typing은 Table 3의 결과에 따라 DI 값이 0.95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HLWL85는 similarity 80%,

HLWL74는 95% 이상에서 형성된 cluster와 cluster에 속

하지 않는 단독균주만을 DNA type으로 인정하였다. 단

DNA type의 유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의

RAPD type에 2개 균주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만 Figs. 1

과 3 그리고 Tables 4와 5에서 분석하였다.

HLWL85 primer에 의한 RAPD type

축산물 유래 L. monocytogenes 분리주 57균주와

reference 균주 11주를 HLWL85 primer로 RAPD band

pattern을 조사한 결과 모두 24개의 RAPD type이었다

(Fig. 2, Table 4). Polymorphic DNA fragment는 200~2,000

bp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그 수는 2~12개로 다양하게 나

D.I. 1
1

N N 1–( )
-------------------- nj nj 1–( )

j 1=

S

∑–=

Table 3.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ability among HLWL85

and HLWL74 primer used to RAPD typing of L.

monocytogenes

Methods
% of relative genetic similarity

70 80 90 95

HLWL85 0.878* 0.957 0.980 0.988

HLWL74 0.739 0.837 0.934 0.957

*Discriminatory index, DI.

Table 4. Distribution of RAPD types determined with HLWL85 primer in L. monocytogenes isolates from different sources

Origin
No. of isolates with following RAPD types No. of other

single types2A 3A 3B 3C 4A 4B 5A 6A 8A 8B 8C 8D 9A 9B 11A 14A

Beef; USA(n = 13) 1 1 6 1 3 1

Beef(n = 9) 1 5 1 1 1 0

Pork(n = 8) 1 3 3 1

Chicken(n = 10) 1 2 1 1 4 1

Raw milk(n = 7) 1 1 2 3

Milk plant(n = 10) 1 2 5 2

Ref. strains(n = 11) 2 2 1 1 4 1 0

Total(n = 68) 2 2 2 2 3 6 3 4 5 5 6 3 5 3 5 4 8

 Similarity: 80%, DI = 0.957.

Fig. 1. Representative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patterns obtained from Listeria (L.) monocytogenes

isolates with HLWL85 primer. Lanes: M, molecular size

marker (1 kb plus ladder); 1, L. monocytogenes #45 (type

2A); 2, L. monocytogenes EGD (type 3A); 3 L. monocytogenes

#12 (type 3B); 4. L. monocytogenes #MP0106 (type 3C);

5, L. monocytogenes #B1 (type 4A): 6, L. monocytogenes

#B32 (type 4B); 7, L. monocytogenes #C44 (type 5A); 8,

L. monocytogenes #P5 (type 6A); 9, 8A, 8B, 8C, 8D, 9A,

9B, 11A, 14A. similarity; S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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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ndrogram for 68 L. monocytogenes isolates analyzed by RAPD with HLWL85 primer. The dendrogram was constructed with
GelCompar II (Applied Maths) software by using the Dice correlation and cluster analysis by the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using
arithmetic averages (UPGMA). Percentages of similarity are shown above the dendrogram. 1~11, reference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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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Fig. 1). 두 균주 이상이 cluster를 형성한 16개

RAPD type 중 7개가 각각의 유래별 특성을 가진 특이

적인 type이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유래의 13균주는 6

개의 DNA type을 보유하였고, 이들 중 수입쇠고기 유

래 균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RAPD type은 8C

type(n = 6)이었다(Table 4). 국내산 쇠고기 유래 9균주에

서는 총 5개의 RAPD type이 있었고 4B type이 56% (5/

9균주) 이었다. 돼지고기 유래 8균주는 4개의 DNA type

이 있었으며, 8D type을 보인 3균주(38%)가 다른 축종

유래 균주와 구별되는 특이적인 type 이었다. 닭고기 유

래균은 6개의 RAPD type을 가졌고, 이 중 14A type(n

= 4)이 특이적이었다(Fig. 2). 원유 유래 7균주에서 6개

의 RAPD type이 관찰되었으나 원유 유래 균주만의 특

이적인 cluster는 없었다. 그러나 similarity 74% 수준에

서는 특이적인 cluster(1A00~1B00)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유가공장 유래균은 10균주에서는 4개의 RAPD

type이 나타났으나 3균주가 각각 다른 3개의 RAPD type

을 나타내었고 3C와 9A type은 유가공장 유래균주 특

유의 type(70%)이었다. Reference 균주는 11균주에서 6

개의 RAPD type이 분리되었고 이 중 3A와 3B type이

각각 2균주 씩 관찰되어 국내 분리주와 구분되는 type

이었다.

Fig. 2에서 두개의 1차 level cluster 중 위쪽의 첫번째

cluster(genetic code 1A00~7000)에는 혈청형 1/2a, 1/2b,

1/2c, 3b 및 3c의 균주만이 포함되었고 4b 등 혈청형 4

에 속하는 균주는 아래쪽 cluster(genetic code 8Aa1~

15000)에만 존재함이 관찰되었다. RAPD type은 2A, 3C,

4A 및 4B는 혈청형 1/2b 균주에서만 나타났고, 8D type

은 혈청형 4b 균주에서만 나타났다.

HLWL74 primer에 의한 RAPD type

HLWL74 primer로 공시된 L monocytogenes 68균주의

RAPD type을 조사한 결과 모두 34개의 RAPD type이었

으며, 두 균주 이상이 cluster를 이룬 것은 11개 type이

었고 나머지 23개는 각각 하나의 type만을 나타내었다

(Fig. 4, Table 5). Polymorphic DNA fragment는 200~2,000

bp사이에서 형성되었고 그 수는 1~9개였다(Fig. 3). Table

5에서는 균주의 유래에 관계없이 2균주 이상이 동일한

type을 나타내는 것들을 비교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유

래 13균주는 7개의 RAPD type을 나타내었으나 5균주

는 각각 다른 5개의 type을 보였고, 5Ac1 type에 5균주,

8Aa1 type에 3균주가 각각 포함되어 유전학적으로 100%

일치하였으며 이 2 type은 미국산 쇠고기 유래균에서만

관찰되었다. 국내산 쇠고기 유래 9균주는 7개의 RAPD

type을 나타내었으나, 3균주는 각각다른 3개의 type을 보

였고, cluster에 포함된 4개의 type 중 6Aa1 type에 해당

하는 2균주는 다른 축산물 유래균주에서는 관찰되지 않

았다. 돼지고기 유래균주는 5종의 RAPD type을 나타내

었으며 그중 2균주는 각각 다른 2개의 RAPD type을 보

였고, cluster 에 포함된 3개의 type 중에서 4Aa1 type에

해당하는 2균주가 특이적 type이었다. 닭고기 유래의 균

주는 8개의 type을 나타내었으나, 5균주가 각각 다른

Fig. 3. Representative RAPD patterns obtained from L.

monocytogenes isolates with HLWL74 primer. Lanes 1-11,

types, 1Ba1, 2Aa1, 4Aa1, 5Aa1, 5Aa2, 5Ac1, 5Ad1, 5Ba1,

6Aa1, 8Aa1, Aa1. similarity; S ≥ 95%.

Table 5. Distribution of RAPD types determined with HLWL74 primer in L. monocytogenes isolates from different sources

Origin
No. of isolates with following RAPD types No. of other

single types1Ba1 2Aa1 4Aa1 5Aa1 5Aa2 5Ac1 5Ad1 5Ba1 6Aa1 8Aa1 9Aa1

Beef; USA (n = 13) 5 3 5

Beef (n = 9) 1 1 2 2 3

Pork (n = 8) 2 1 3 2

Chicken (n = 10) 1 2 2 5

Raw milk (n = 7) 3 1 1 2

Milk plant (n = 10) 2 4 2 2

Ref. strains (n = 11) 1 1 2 3 4

Total (n = 68) 3 2 2 6 7 5 4 2 2 3 9 23

 Similarity: 95%, DI =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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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ndrogram for 68 L. monocytogenes isolates analyzed by RAPD with HLWL74 primer. The dendrogram was

constructed with GelCompar II (Applied Maths) software by using the Dice correlation and cluster analysis by the UPGMA.

Percentages of similarity are shown above the dend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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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D type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5균주는 3종의 cluster

에 포함되었으며, 5Bal에 해당하는 2균주가 특이적이었

다. 원유 유래 7균주에서 5종의 RAPD type이 나타났으

며 1Ba1 type을 보인 3균주가 특이적이었다. 유가공장

유래 균주는 5개의 RAPD type이 나타났고 5Aa2 type이

4균주로서 가장 많았으나 특이적인 type은 없었다. 그리

고 reference 균주는 11균주가 8개의 RAPD type으로 분

류되었다(Table 5). Fig. 4의 dendrogram으로부터 S≥

60% 수준에서 일차로 4개의 큰 cluster를 나누어 보았을

때, 첫 번째 cluster(genetic code 1Aa0~3Ba0)는 serotype

1/2b 균주로만 형성된 특이적인 cluster이었다. 그리고 4b,

4c 등 혈청형 4에 속하는 균주들은 두 번째 cluster(genetic

code 4Aa1~5Cb0)에만 분포하였다. 세 번째 cluster는 1/

2b 1균주와 1/2a 2균주가 모인 작은 cluster였고, 네 번

째 cluster(genetic code 8Aa1~9Aa1)에는 1/2b, 1/2c, 3b,

3c의 serotype 균주만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유전학적

상동성은 최소 70%에서 100%이었다. 그리고 serptype

1/2b에 특이적인 RAPD type들은 1Ba1이었고, 1/2c에 특

이적인 type은 9Aa1이었으며, 4b에 특이적인 것은 4Aa1

과 5Ad1 type이었다.

고 찰
 

L. monocytogenes에 대한 분자역학연구에서 가장 유

망한 기술의 하나는 PCR을 기반으로 한 RAPD

fingerprinting 또는 arbitrary primed PCR이다 [22, 25]. 그

러나 RAPD는 PCR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비특이적

인 밴드형성과 재현성의 문제 [27] 그리고 결과에 있어

서 실험실간의 편차가 너무 큰 점 [20, 21, 27]은 해결해

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Hunter와 Gaston [11]의 방법에 따라

각 분석기법의 DI 값을 산출하였다. DI 값은 세균의

typing 방법에 대한 변별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객관적인 성적표로서 DI 값을 산출하여 보

고하고 있으나 DI 값의 parameter 중에서 ‘type의 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주의를 요한다 [27]. 본 연구에 사용된 RAPD primer

의 알려진 PCR 조건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달랐지만

[2, 8, 26], Vogel 등 [25]이 primer별로 PCR 조건을 비

교시험했던 성적을 참고하여 2종의 primer 모두에 적용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PCR 조건을 설

정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PCR 기기로 한번에 2종의

RAPD fingerprinting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RAPD의

재현성 [20, 25]과 변별능력 향상을 위하여 DNA 추출

방법과 PCR mixture 조성을 표준화하고 분석과정에서

최적화된 기준(DI = 0.95)을 설정하여 유래별로 균주들

의 RAPD type을 분석한 결과 두가지 방법에서 다소 변

별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HLWL85 primer를 이용한 RAPD 분석의 결과에서 DI

= 0.957(S≥ 80)의 높은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Delgado 등 [8]과 Aguado 등 [1, 2] 그리고

Fonnesbech, Vogel 등 [9, 25]의 성적에 비하여 polymorphic

DNA band의 다양성이나 변별력이 월등한 것이었다.

HLWL85-RAPD 분석법으로 유가공장 유래균 10균주 중

9개 균주가 다른 축산물 유래 균주와 구별되는 특이적

인 type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개 균주만이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유래 한 균주와 90%이상의 높

은 similarity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 유래 균

주와 미국산 수입쇠고기 유래 균주가 쇠고기 유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전자 차원에서는 유사성이 높지 않

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닭고기 유래 균주는 다른

축산물 유래 균주들과 높은 similarity로 폭넓게 typing

되어 유전학적 다양성이 타 축종 유래균주에 비하여 높

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HLWL74 primer를 이용한 RAPD 분석결과는 HLWL85

와 비교할 때 변별력이 다소 낮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성적 [1, 2, 7, 10, 26]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았으며, 특

히 미국산 수입쇠고기 유래 13균주 모두가 다른 축종

유래균주와 구별되었다. 그러나 유가공장 유래의 8개 균

주가 다른 축종과 혼재된 cluster을 형성하여 HLWL85

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Aguado 등 [1]은 50균주에

서 6개 type을, Byun 등 [7]은 54균주에서 6개 type을

구분하여 두 결과가 서로 비슷하였다. 또한 Byun 등은

200 bp~1kb에서 DNA band가 형성되었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 bp~2kb 사이에서 다양한 band가 형성되

었고 68균주에서 34개의 RAPD type을 확인할 수 있었

다. HLWL74는 100%의 유전학적 상동성을 가진 group

이 다수 존재하고 그 일부에 많은 균주가 몰려있는 경

향이 있었으나 HLWL85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Figs.

2 and 4). 또한 L. monocytogenes ATCC 19113과 ATCC

19117 두 표준균주는 HLWL85에서는 similarity 83%로

grouping되었으며, HLWL74에서는 100%의 유사성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이 두 RAPD typing tool이 가진 변별

력은 우수하였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L. monocytogenes의 13개 serotype 중 임상적으로 중

요한 것은 1/2a, 1/2b 및 4b이며, 이들은 사람의 감염증

례에서 95%이상을 차지한다 [19]. 이 중 4b는 리스테리

아증 발병예의 40%나 된다 [24]. serotype과 DNA type

간의 상관성은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 [8, 12, 19]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연관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이적인 type이 존재하였다. HLWL85의 경우 1차 level

cluster가 크게 두 개로 구분되었고(Fig. 2), 혈청형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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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균주가 어느 한 쪽에서만 clustering 되었다.

HLWL74에서도 dendrogram의 구조는 달랐지만 특정의

큰 cluster에는 혈청형 4에 속하는 균주가 전혀 포함되

지 않는 경향은 동일하였다(Fig. 4). 이러한 경향은

Mereghetti 등 [19]의 ribotyping 성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유전학적 유사성이 높은 cluster에서는

표현형질의 하나인 serotype을 결정하는 site가 유전자 전

체의 특징인 DNA type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지

만 유전학적 유사성이 낮은 1~2차 level cluster에서는 표

현형질의 특징이 유전자 전체의 특징에 반영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축산물 유래 및 유가공장에서 분리한 L.

monocytogenes 57균주와 11주의 표준균주에 대한 분자

역학적 특성을 연구할 목적으로 HLWL85와 HLWL74

primer를 이용하여 RAPD 기법을 표준화시키고, 이 기

법을 이용하여 세균의 유래 및 serotype에 따른 유전자

수준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HLWL85와 HLWL74 primer의 변별력은 공히 다른 연

구자들의 결과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DI = 0.957; S

≥ 80%, S≥ 95%) 그 중 HLWL85가 보다 우수하였다.

Serotype과 RAPD type간에 완전한 연관성은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특이적인 type이 존재하였다. HLWL85

primer에 의한 RAPD 분석결과 68균주에서 24개의

RAPD type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polymorphic DNA는

2-12개의 fragment로 형성되었다. 특히 HLWL85에서 유

가공장 유래 균주는 다른 축산물 유래 균주와 뚜렷이 구

별되었다. HLWL74 primer에 의한 RAPD 분석결과 34

개의 RAPD type을 발견하였고 DNA band 수는 1~9개

이었다. 또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유래의 균주들을 특이

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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