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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obacter sakazakii 분리배지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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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different isolation media for Cronobacter sakazakii have been recommended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rom 2007. Performance comparison test was carried out between recommended Cronobacter 
sakazakii isolation medium. Chromogenic Enterobacter sakazakii agar (CESA) and Enterobacter sakazakii agar 
(ESA) produce more distinctive colonies having characteristic colors and appearance than Violet red bile glucose 
agar (VRBGA).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3 different isolation media was checked. All 3 tested media 
showed 100% sensitivity when tested with 30 different Cronobacter sakazakii. The CESA and ESA showed 100% 
specificity when tested with Enterobacteriaceae except Cronobacter sakazakii, However, VRBGA did not show 
any specificity, showing inadequate selectivity compared to applicable Cronobacter sakazakii isolation medium. 
Artificially inoculated Cronobacter sakazakii to milk powder was easily recovered with 3 different isolation media 
and they all showed almost the same recovery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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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ronobacter sakazkaii는 다양한 식품에서 분리되는 등 

자연에 리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균이지만 주로 

아용 조제분유(1-5)와 분유(6-8)를 통하여 질병을 유발하

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Cronobacter sakazakii는 운동성

이 있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통성 기성균이며, 그람 음성

의 간균으로 주로 체 신생아를 상으로 괴사성 장염, 패

증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장내미생물이다(9). Cronobacter 

sakazakii  감염은 주로 생후 3일부터 4년까지의 신생아와 

어린이를 상으로 병을 유발하며, 2003년까지 어도 76건

의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0). 신생아뿐만 아니라 면역

결핍인 어른에 한 감염사례도 일부 보도되고 있다(11,12). 

아직까지 Cronobacter sakazakii와 련된 감염원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 져 있지 않지만, 역학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조제분유, 분유를 탄 장소의 환경조건, 사용한 기구 등

이 가장 유력한 오염경로라고 인정되고 있다(13).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조제분유에서 검출되어 사회 인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 으며 그 결과 아용 조제분유에서

는 검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음성인 법  기 을 가지게 되었

으며(14), European Union에서도 미생물 기 이 도입되었

다(15).

Cronobacter sakazakii의 선택 인 검출을 한 다양한 방법

들이 보고되고 있다. 선택 인 검출을 해서는 Cronobacter 

sakazakii가 특징 으로 생산하는 α-glucosidase 활성을 선

택마커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chromogen

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선택배지(16)와 형 물질인 flurogen

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선택배지가 보고되고 있다(17).

Cronobacter sakazakii의 선택 인 검출을 해 사용되

는 선택배지는 모두 다른 조성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 성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선택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Gurtler와 Beuchat(10)은 spiral plating 방법을 이용하여 

stressed cell에서 회복하는 특성을 조사한 결과 TSAP(tryptic 

soy agar supplemented with 0.1% pyruvate) agar와 LBDC 

(Leuschner, Baird, Donald, and Cox) agar 같은 비선택배지

(non-selective medium)가 stressed cell에 한 회복 효율

이 높았다고 하 으며 Oh and Kang(OK) agar와 Druggan- 

Forsythe-Iversen(DFI) agar와 같은 선택배지가 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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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에 한 회복 효율이 낮았다고 하 다. Iversen과 Forsythe 

(18)는 DFI agar, VRBG(violet red bile glucose) agar, mLST 

(modified LST) agar와 E. sakazakii isolation agar에 한 

비교실험에서 DFI agar가 검출율이 높았다고 하 으며 

ESIA가 DFI에 비하여 양성(false positive) 콜로니를 게 

형성하 다고 하 다.

국내에서는 2007년 식품공 에 Cronobacter sakazakii  

실험법이 등재되었으며 분리배지로는 미국 FDA에서 권고

하고 있는 배지인 VRBGA와 α-glucosidase 활성을 chro-

mogen으로 검출하는 Chromogenic Enterobacter sakazakii 

agar와 효소활성을 형 물질인 flurogen으로 검출하는 Enter-

obacter sakazakii agar이 등재되어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식품공 에 등재된 3종의 Cronobacter 

sakazakii 분리배지에 하여 sensitivity, specificity를 측정

하 으며 양성 생성여부  식품에서의 회수 효율에 하

여 비교실험을 하 다.

재료  방법

사용균주  배양

분리배지의 sensitivity 측정을 해서 사용된 공인균주로 

4종의 Cronobacter sakazakii  균주(ATCC 12868, 29004, 

29544, 51329)가 사용되었으며 일반균주로는 식품에서 분리

한 26종의 균주를 실험에 사용하 다. 분리배지의 specificity 

측정을 해서는 E. coli O157:H7 6균주와 Salmonella spp. 

24균주 등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30균주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한국식품연구원 안 성연구단에 보 인 미

생물은 tryptic soy agar를 이용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배양하

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식품에서의 회수실험은 Cronobacter 

sakazakii  ATCC 12868, 29004, 51329 3종을 tryptic soy 

broth로 배양하여 4
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4,000×g)하여 

균주를 회수하고 0.2% peptone water로 3번 수세한 후 사용

하 다.

분리배지

실험에 공시된 Cronobacter sakazakii 분리배지는 우리나

라 식품공 에 등재된 배지로서 Chromogenic Enterobacter 

sakazakii agar(CESA), Violet red bile glucose agar(VRBGA), 

Enterobacter sakazakii agar(ESA)를 사용하 다. 각 배지

에 도말하여 36oC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CESA에서 청록

색이고, VRBGA에서 자주색의 집락을, ESA에서는 장 장

의 자외선(366 nm) 조사 하에 형 을 나타내는 집락을 Cro-

nobacter sakazakii  추정균주로 하 다.

분리 배지의 sensitivity 측정

Sensitivity는 실험에 공시된 배지에서 목 으로 하는 

상균주를 고체배지에 획선 배양하 을 때 분리배지가 나타

내는 형 인 집락이 형성될 경우 양성으로 단하 으며 

그 비율을 측정하 다(19,20). Cronobacter sakazakii  표

균주 4균주  식품에서 분리된 26균주로 총 30균주를 사용

하 다. 식품에서 분리된 균주는 식품공 상의 생화학  실험

을 통하여 확인된 균주이었으며 동시에 자동동정시스템인 

Vitek® compact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동정된 균주이다.

% Sensitivity＝
True Positive ×100

True Positive＋False Negative

분리 배지의 specificity 측정

Specificity는 실험에 공시된 배지에서 상균주인 Cro-

nobacter sakazakii 이외의 균주를 획선 도말하 을 경우 

양성(false positive)이 나타나지 않는 비율을 측정하 다

(19,20). 상균주로는 Cronobacter sakazakii와 같이 Entero-

bacteriaceae에 속하는 균주인 E. coli O157:H7 6균주(ATCC 

35150, ATCC 43889, ATCC 43890, ATCC 43894, ATCC 

43895, NCCP 11091)를 사용하 으며 Salmonella spp. 24균

주를 사용하여 총 30종의 균주를 사용하 다. 

% Specificity＝
True Negative ×100

True Negative＋False Positive

식품에서의 회수 실험

인 으로 종하는 식품은 조제분유를 상으로 하

다. Cronobacter sakazakii 종을 한 식품의 용량을 1000 

mL로 설정하 으며 실험에 공시된 Cronobacter sakazakii

는 ATCC 12868, 29004, 51329의 3종으로서 각각 별도로 배

양한 후 연속희석법에 의해 1000 mL에 100 cfu 이상이 종

된 고농도 조건(100 cfu<inoculated cfu), 1000 mL에 10∼

100 cfu가 종된 간농도 조건(10 cfu<inoculated cfu<100 

cfu)  1000 mL에 10 cfu 이하가 종된 농도 조건

(inoculated cfu<10 cfu)의 3구간의 농도로 조정하 다. 종

은 하나의 처리구당 5개의 서로 다른 처리구를 제조하여 5회 

반복실험  양성으로 측정된 수를 나타내었다(21). 인

인 종 후, 비선택증균 배양  선택증균(EE broth) 배양을 

실시하고 3종의 분리배지에 도말한 후 형 인 집락의 생

성여부를 단하여 양성으로 단하 다. 미생물 집락 모양

이 불분명 할 경우는 API 20E biochemical kit를 이용하여 

동정하여 단하 다.

결과  고찰

분리배지의 형 인 집락 모양

식품공 에 등재되어 있는 Cronobacter sakazakii 분리용  

고체배지 3종에 획선 도말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형 인 집락 모양은 Fig. 1과 같다. CESA는 기에

는 DFI agar로 불리던 선택배지로서 chromogen을 첨가하여 

α-glucosidase 효소활성에 의해 형성되는 뚜렷한 녹색의 집

락을 형성하 다. ESA도 역시 α-glucosidase 효소활성을 

4-methylumbelliferyl-α-D-glucoside를 선택 마커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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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Characteristic color and appearance of colonies on 3 
different isolation media. A: Chromogenic Enterobacter sak-
azakii agar (CESA), B: Enterobacter sakazakii agar (ESA), C: 
Violet red bile glucose agar (VRBGA).

Table 1. Comparison of the sensitivity and selectivity of 3 
different Cronobacter sakazakii  isolation media

Parameter CESA ESA VRBGA

No. of Cronobacter sakazakii strains 
showing positive color reactions

30/30 30/30 30/30

Sensitivity (%)1) 100 100 100

No. of non-Cronobacter sakazakii 
strains showing negative color 
reactions

30/30 30/30 0/30

Specificity (%)
2)

100 100 0
1)The number of Cronobacter sakazakii strains giving the ex-
pected color reaction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Crono-
bacter sakazakii strains tested.
2)The number of non-Cronobacter sakazakii strains giving a 
negative color reaction or failing to grow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non-Cronobacter sakazakii strains tested. 

한 배지로서 효소활성 결과 생성된 형성물질을 366 nm 정도

의 자외선을 조사한 경우 형 을 띤 집락을 형성하 다. 미

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는 분리배지인 VRBGA는 자주색 

집락을 형성하 으며 집락주 에 bile salt가 생성하는 검은

색의 침 물이 생성되었다. VRBGA에서 형성된 집락보다

는 CESA와 ESA에서 형성된 집락이 더욱 더 뚜렷한 색택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는 선택배지의 검출

원리가 서로 다르며 첨가되는 선택물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분리배지에 한 평가실

험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Iversen과 Forsythe(18)는 E. 

sakazakii isolation media가 CESA보다 양성을 게 나타

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한 보다 정확한 선택배지 개발

을 해서는 crystal violet, sodium lauryl sulfate, brilliant 

green, sodium deoxycholate와 같은 다양한 선택물질(selective 

agents)의 종류와 첨가수 에 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고 하 다.

분리배지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 측정

선택배지 비교실험에 선정된 3종의 배지에 하여 sensi-

tivity와 specificity를 측정하 다(Table 1). 먼  sensitivity

는 실험실에 보 인 30종의 Cronobacter sakazakii를 3종

의 분리배지에 획선 도말하여 37oC에서 성장시킨 후 각 분리

배지의 특성에 맞게 생성되는 특징 인 집락 모양을 찰하

Table 2. Determination of sensitivity of 3 different Crono-
bacter sakazakii isolation media

Species Strains CESA ESA VRBGA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E. sakazakii

ATCC 12868
ATCC 29004
ATCC 29544
ATCC 51329

S-1
S-2
S-3
Dr-1
Dr-2
Dr-3
FSM 30
FSM 145
FSM 261
FSM 262
FSM 265
FSM 270
FSM 271
FSM 272
FSM 273
FSM 274
FSM 275
FSM 287
FSM 290
FSM 292
FSM 293
FSM 294
FSM 295
FSM 297
FSM 298
FSM 2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haracteristic color and shape shown on each selective agar. 

여 측정하 다. CESA, ESA  VRBGA 모두 각각의 분리배

지의 선발원리에 맞는 특징 인 집락 색택  모양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실험에 공시된 3종의 분리배지는 실험에 공시

한 30종의 Cronobacter sakazakii에 한 sensitivity가 

100%인 것으로 단되었다(Table 2). 분리배지에서 가장 

요한 것이 목 하는 균에 해서만 특징 인 선택성을 나타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리배지의 specificity는 매우 

요한 평가항목으로서 본 실험에서는 Enterobacteriaceae

에 속하는 균을 상으로 하여 6종의 E. coli O157:H7과 24

종의 다양한 serotype의 Salmonella spp.를 상으로 총 30

종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CESA와 ESA에서는 

Cronobacter sakazakii가 분리배지에서 나타내는 형 인 

색깔과 모양을 나타내는 균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 본 실험

조건에서는 양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종의 배지에 해서는 specificity가 100%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VRBGA의 경우 실험에 공시된 30균주 모두 형

인 Cronobacter sakazakii  집락의 색택과 모양을 나타내었

으므로 모두 양성으로 단되었으며 따라서 specificity는 

0%로 측정되었다(Table 3). 이는 CESA와 ESA는 Crono-

bacter sakazakii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α-glucosidase 

선택마커로 사용하 기 때문에 specificity가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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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termination of specificity of 3 different Crono-
bacter sakazakii isolation media

Species Strains CESA ESA VRBGA

E. coli O157:H7
E. coli O157:H7
E. coli O157:H7
E. coli O157:H7
E. coli O157:H7
E. coli O157:H7
S. typhimurium
S. typhimurium
S. typhimurium
S. typhimurium
S. typhimurium
S. heidelberg
S. illinois
S. infantis
S. jarab
S. jariana
S. california
S. oerror
S. clerby
S. enteritidis
S. give 
S. agonab
S. anatum
S. beroilly
S. bredney
S. typhimrium
S. enteritidis 
S. enteritidis 
S. enteritidis 
S. poona 

ATCC 35150
ATCC 43889
ATCC 43890
ATCC 43894
ATCC 43895
NCCP 11091
ATCC 14028
ATCC 6994
PTU 302
DT 104
PT 10
3390H
2386H
1232H
2234H
2080H
3515H
1325H
1325H
3512H
E1 1432H
4000H
1904H
19955H
1370H
DT 107
43353
ME 13 
ME 14
3417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haracteristic color and shape shown on each selective agar, 

×: other color and shape. 

Table 4. Recovery test of Cronobacter sakazakii from artifi-
cially inoculated infant milk formula

Cultures Inoculation level
Isolation ratio 

CESA ESA VRBGA

ATCC
12868

inoculation <10 cfu
10 cfu<inoculation<100 cfu
100 cfu<inoculation  

 0/51)

2/5
5/5

0/5
2/5
5/5

0/5
2/5
5/5

ATCC
29004

inoculation<10 cfu
10 cfu<inoculation<100 cfu
100 cfu<inoculation  

3/5
5/5
5/5

3/5
5/5
5/5

3/5
5/5
5/5

ATCC
51329

inoculation<10 cfu
10 cfu<inoculation<100 cfu
100 cfu<inoculation 

2/5
5/5
5/5

2/5
5/5
5/5

3/5
5/5
5/5

1)Number of positive result in 5 different trials.

타났지만 VRBGA는 일반 인 coliform의 선발배지로 사용

되므로 Citrobacter 속, Escherchia 속, Cronobacter 속, Kl-

ebsiella 속 모두에 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specificity

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되었다.

식품에서의 회수 실험

분리배지는 식품에서 직  목 으로 하는 균을 분리하는 

배지이기 때문에 식품에서의 회수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

다. Cronobacter sakazakii를 식품에 인 으로 종한 후 

분리배지를 이용하여 회수율을 평가하 다. 종할 식품은 

Cronobacter sakazakii 식 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단되는 식품인 조제분유를 상으로 하 다. 

시 에서 구매한 조제분유를 먼  40
oC의 물을 첨가하여 수

화시켰으며 이후 생산업체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액상

분유를 제조하 다. 식품공 에 고시된 Cronobacter saka-

zakii 분리를 한 실험방법이 100 g의 조제분유를 1000 mL

로 희석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Cronobacter sakazakii 종

을 한 식품 용량을 1000 mL로 설정하 다. 실험에 공시된 

Cronobacter sakazakii는 ATCC 12868, 29004, 51329의 3종

으로서 각각 별도로 배양한 후 연속 인 희석에 의해 가장 

시료당 100 cfu 이상이 종된 고농도 처리구, 시료당 10∼

100 cfu 수 이 종된 간농도 처리구  시료당 10 cfu 

이하가 종된 농도 처리구의 세 구간의 농도로 조정하

다. 이는 종하는 미생물의 양에 따라 처리구 모두에서 회

수되거나 는 처리구 체에서 회수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하는 미생물 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므로 세 구간  일정 농도에서 부분 인 회수

(partial recovery)가 가능해야 배지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

문이었다. 인 으로 조제분유에 종한 후 식품공  방법

에 따라 실험하 으며 최종 으로 3종의 분리배지에 도말하

여 36
oC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형 인 집락 생성여부

를 악하여 양성시료로 별하 다(Table 4). 종은 하나

의 처리구당 5개의 서로 다른 처리구를 설정하여 5번의 반복

실험으로 진행하 으며 5번의 시료  Cronobacter saka-

zakii가 회수된 처리구를 계수하 다. ATCC 12868 균주의 

경우 농도에서는 모든 분리배지에서 회수가 되지 않았지

만 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3종의 분리배지 모두 회수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공시된 3종의 분리배

지를 이용한 식품에서의 회수실험은 종하는 Cronobacter 

sakazakii의 농도가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

제분유에 인 으로 종한 Cronobacter sakazakii에 한 

분리배지간의 회수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요   약

식품공 에 Cronobacter sakazakii 분리배지로 등재되어 

있는 3종의 분리배지에 한 평가실험을 실시하 다. Chro-

mogenic Enterobacter sakazakii agar, Enterobacter sakazakii 

agar가 VRBG agar에 비하여 뚜렷한 색택과 모양의 집락을 

생성하 다. 3종의 분리배지 모두 30종의 Cronobacter saka-

zakii에 한 sensitivity가 100%로 측정되었지만 Cronobacter 

sakazakii 이외의 Enterobacteriaceae 균주를 이용한 speci-

ficity 실험에서는 Chromogenic Enterobacter sakazakii 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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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bacter sakazakii agar가 100%로 측정되었지만 VRBG 

agar는 0%로 측정되었다. 인 으로 종한 식품에서의 회

수율은 실험에 공시된 3종 배지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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