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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focusing on evaluating the protection of polyphosphate kinase (ppk) deleted and/or
temperature-sensitive (ts) Salmonella Enteritidis (SE) as an attenuated vaccine in chickens. We constructed SEppk, SEts
and SEppk::ts mutants and screened those mutants by growth capability in vitro, protection study in mice model and
antibody response in chickens. Among the mutants, SEppk::ts-3 was selected because it showed higher growth capability,
good protection against highly virulent SE in mice model, and good antibody response in chickens. SEppk::ts-3 also
showed good protection against highly virulent SE isolate because it decreased colonization of virulent SE challenge
strain in spleen, liver and cecum compared with the non-vaccinated control. The SEppk::ts-3 mutant showed cross-
protection against S. Gallinarum (SG) challenge although the its cross-protection rate was a little lower than that of
SG9R, a commercial vaccine against SG infection. To use for live attenuated vaccine in chickens, it should further
be characte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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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 1인당 계란의 소비는 미국의 경우 연간 258개로 매

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5], 국내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발표한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의하면

2011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01년보다 15% 증가한 232

개이며, 계육 소비량은 56% 증가한 11.4 kg이었다. 이에 따

라 계란 또는 계육을 통한 식중독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

며, 그 중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이 해마다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21].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에서 일반적으로 분리되는 살모넬라

혈청형은 다양하며, 이 중 Salmonella(S.) enterica serovars

Enteritidis(SE)와 S. Typhimurium(ST)이 주된 혈청형으로

숙주의 장관 내 집락을 형성하여 살모넬라증(sallmonellosis)

을 일으킨다 [4]. 특히 SE는 오염된 계란과 계육을 통해 사

람에게 식중독을 가장 빈번하게 일으키는 원인균이며, 이와

같은 식품매개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24,

26]. 반면에 S. Gallinarum(SG)은 조류에게만 감염되는 제한

적인 숙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닭에서 가금티푸스(fowl

typhoid)를 일으켜 높은 폐사율을 초래한다 [6]. 

살모넬라와 같이 세포 내 기생하는 병원체의 경우 불활화

백신도 초기 감염단계인 장기 내의 집락화를 감소시킬 수 있

지만, 방어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7]. 이에 반

해 약독화 생균백신은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불

활화 백신보다 더 효율적으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3,

25], 현재 대표적인 생균백신으로는 SE ∆aroA [8], TAD

Salmonella vac E [12], Megan Vac 1 [10] 등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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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닭에서 가금티푸스를 일으키는 SG의 예방을 위해 국내에

서는 Nobilis SG 9R 생균백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11], 숙주의 간과 비장에서 약독화 균주의 지속성에 의한 전

신성 감염증이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체 백신의 개

발이 필요하다 [27].

살모넬라 생균백신 후보주로는 온도감수성(temperature-

sensitive; ts), polyphosphate kinase(ppk), aromatic amino

acid(aroA), DNA adenine methylase(dam) 변이주 등이 있

다 [9, 14, 20]. 이 중 polyphosphate kinase(ppk) 유전자는

세포의 ATP 생성과정에서 polyphosphate(polyP)의 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2], ST ppk 변이주가 야

생주에 비해 쥐 및 닭에서 병원성이 매우 감소되는 것은 이

미 보고된 바 있다 [20]. 또한 온도감수성 변이주는 숙주의

체내에서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균백신 후보주로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최근 살모넬라 생균백신이 다른

혈청형에 대해 교차방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혈청형 D군에 속한 SE와 SG 또는 SE

와 혈청형 B군에 속한 ST에 대한 교차방어능에 관련된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 [5, 19]. 국내의 경우 양계농장에서 SE

와 SG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혈청형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SE 야생주를 대

상으로 ppk 유전자 결손과 온도감수성 변이주를 제작하였고,

아울러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이중변이주

를 제작하여 쥐에서의 방어율 및 닭에서의 면역원성을 시험

하였으며, SE와 SG에 대한 교차 방어효과 또한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본 실험의 균주는 닭에서 분리된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PFGE) type A6에 속한 고병원성의 SE

B01277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6, 17]. SE ppk 결손 변

이주는 phage P22HT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23], 이 변

이주를 대상으로 온도 감수성 변이주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Table 1).

온도감수성(ts) 변이주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온도감수성 변이주는 이전에 보고된 방

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13]. 선택된 균주를 tryptic soy

broth(TSB; Difco, USA)에 접종하고 37oC에서 진탕 배양하

였다. 증식한 균을 새로운 TSB에 넣어 37oC에서 배양한 후

1 mg/mL의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NTG)을 첨

가하여 37oC 에서 반응시켰다. 균을 2회 세척한 다음 TSB

로 희석하여 28oC에서 진탕 배양하였다. 여기에 50,000 U/

mL의 penicillin을 첨가한 후 37oC에서 3시간 진탕 배양하고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뒤, TSB로 부유한 후

28oC에서 배양하였다. 10 mM D-cycloserine을 첨가하여

37oC에서 진탕 배양한 뒤 600 × g에서 원심분리하고 침전물

에 신선한 TSB를 넣고 세척한 뒤 10 mL TSB로 희석하여

28oC에서 배양하였다. 단일 집락을 선택하여 두 개의 tryptic

soy agar(TSA; Difco)에 접종한 후 각각 28oC, 37oC에서

배양하였으며, 28oC에서만 증식하는 집락을 선택하여 온도감

수성 변이주를 선별하였다.

SE 변이주의 균 증식성 조사

본 실험에서 제작된 3가지 SE 변이주(SEppk, SE277ts-1,

SEppk::ts-3)를 대상으로 균 증식성을 조사하기 위해 TSA에

접종하여 28oC와 37oC에서 각각 배양한 후 집락수(colony-

forming unit; cfu)를 측정하였다. 

쥐에서 생균백신 후보주에 대한 방어율 시험

실험동물은 7주령의 BALB/c 암컷쥐를 사용하였고, IVC

Rack(MVCS; Threeshine, Korea)에서 사육하였다. 실험동물

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 3R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강원대학

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하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였다

(허가번호 KW-130328-1). SE 변이주에 대한 쥐에서 방어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변이주를 복강으로 접종(1 × 109

cfu/0.1 mL)하였으며, 대조군은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만을 투여하였다. 접종 3주 후 고병원성 야생주 SE

B01271(6.8 × 108 cfu/mL, 100 LD50)을 쥐 복강으로 공격접

종한 뒤 21일간 쥐의 폐사 유무를 관찰하였다.

닭에서 생균백신 후보주에 대한 항체가 조사

생균백신으로 선발된 균주(SEppk::ts-3, SE277ts-1)에 대하

여 각 군별로 2주령의 specific pathogen-free(SPF) 닭 10수

에 대하여 경구를 통해 3주 간격으로 2회 백신접종(1 × 109

cfu/dose/0.5 mL)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PBS만을 투여하

였다. 2차 백신접종 2주 후, 모든 닭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고병원성 야생주 SE B01271을 사용하여 경구로 공격 접종

(1 × 108 cfu/dose/0.5 mL)을 실시하였다. 공격접종 2주 후, 모

든 닭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항체 역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 아래의 방법으로 microplate agglutination test(MAT)를

실시하였다. MAT용 항원은 SE B01277를 tryptose phosphate

broth(TPB; Difco)에 접종하여 37oC에서 진탕 배양한 후

Table 1. Salmonella strains used in this study

Strains Genotype Remarks

S. Enteritidis

  SE B01277 Wild-type Isolated from chicken

Vaccine strains

  SEppk ∆ppk Isogenic mutant of SE B01277

  SE277ts-1 Ts Isogenic mutant of SE B01277

  SEppk::ts-3 ∆ppk, ts Isogenic mutant of SE B01341

Challenge strain

  SE B01271 Wild-type Isolated from chicken

ppk: polyphosphate kinase, ts: temperature-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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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in을 최종농도 0.3%가 되도록 첨가한 뒤 3일간 불활

화하였다. 3,30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뒤 적정농도의

PBS로 희석하여 MAT용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50 µL/well의

PBS가 들어있는 96 well microplate에 피검혈청을 50 µL씩

분주하여 2진 희석한 후 50 µL/well의 항원을 넣고 4oC에서

24시간 반응시킨 후 응집이 일어나는 최대희석배수를 혈청

응집가로 인정하였다 [1].

이중결손변이주의 닭에서의 방어능 조사

최종 선발된 이중결손변이주 SEppk::ts-3를 TSB에 접종한

후 28oC에서 18시간 배양하여 PBS로 3회 세척한 뒤 2 ×

109 cfu/mL이 되도록 균수 함량을 조절하여 백신접종에 사용

하였다. 공격접종 균주는 nalidixic acid에 저항성이 있는 SE

B01271(1 × 108 cfu/dose/0.5 mL)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3~4주령의 SPF 닭 24수를 준비하여 무작위로 8수씩 3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1군은 SEppk::ts-3을 피하접종(1 ×

109 cfu/dose/0.5 mL), 2군은 SEppk::ts-3을 경구접종(1 × 109

cfu/dose/0.5 mL)하였고, 3군은 음성 대조군으로 PBS를 접종

하였다. 접종 2주 후,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닭에 공격접종

을 하였으며, 7일과 14일 뒤 각 군마다 4수씩 부검하여 간,

비장 및 맹장의 무게를 측정하고 공격접종 균주의 재분리를

시도하였다. 간과 비장은 TissueLyser II(Qiagen, USA)를 사

용하여 조직을 잘게 분해한 뒤 1 mL의 buffered pepton

water(BPW)를 넣어 잘 혼합하고, 맹장내용물에는 5 mL의

BPW를 넣어 잘 혼합하였다. 각각의 시료 100 µL를 nalidixic

acid가 포함되어 있는 Salmonella Shigella agar(SSA; Difco)

에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검은색을 띠는 집락

수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기 위한 통계적 분석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p value < 0.05인 경우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Dunnett의 다중비교검정

을 실시하여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SE 변이주의 증식성 조사 

일반적으로 생균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작된 변이

주가 충분한 증식성이 있어야 한다. 시험관 내에서 백신후보

주를 선별하기 위해 3가지 SE 변이주(SEppk, SE277ts-1,

SEppk::ts-3)를 대상으로 28oC와 37oC에서 균의 증식성을 관

찰하였다(Table 2). 그 결과 모든 SE 변이주가 28oC에서

108 cfu/mL 이상의 균수를 나타냈으나, 온도 감수성 변이주인

SE277ts-1와 SEppk::ts-3 변이주는 37oC에서 균 증식이 되지

않았다. 

쥐에서의 방어능 조사

목적동물인 닭에서의 방어효과를 보기 전에 쥐에서 공격

접종 균주 SE B01271(6.8 × 108 cfu/mL, 100 LD50)에 대한

방어력을 시험하였다(Table 3). 그 결과 무접종 대조군과

SEppk 변이주를 접종한 군은 공격접종 후 4일째 모두 폐사

하였다. 반면에 SE277ts-1과 SEppk::ts-3 변이주를 접종한

군은 공격접종 후 100%의 생존율을 보여 가장 우수한 방어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쥐에서의 방어효과가 없는 SEppk

변이주를 제외하였으며, 방어효과가 가장 좋은 SE277ts-1과

SEppk::ts-3 변이주를 생균백신 후보균주로 선발하여 목적동

물인 닭에서의 추가 시험을 진행하였다.

항체가 조사

생균백신 후보균주로 선발된 SE277ts-1과 SEppk::ts-3 변

이주를 대상으로 닭에서의 SE 특이 항체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MAT를 실시하였다. 백신접종전(0 days of post-

infection; dpi), 2차 백신접종 2주 후(56 dpi), 공격접종 2주

후(70 dpi)에서 각각 채취한 혈액을 대상으로 SE에 대한 항

체가를 측정하였다(Fig. 1). 0 dpi에서 모든 군에서 음성항체

가를 나타냈으며, 56 dpi에서는 무접종 대조군과 SE277ts-1

변이주 접종군이 음성항체가를 나타냈다. 반면에 SEppk::ts-

Table 2. The recovery rate of SE mutants in mice

Strain
CFU (cfu/mL)

28oC 37oC

 SEppk 6.2 × 109 1.5 × 1010

 SE277ts-1 6.0 × 108 0

 SEppk::ts-3 5.2 × 109 0

 SE B01277(wild-type) 1.1 × 1010 2.4 × 1010

Table 3. Protective effect against challenge inoculation of
attenuated SE in mice

Strain type Dose (CFU) Survivor rate (%)

 SEppk 107 0/10 (0)

 SE277ts-1 109 10/10 (100)

 SEppk::ts-3 109 10/10 (100)

 Control − 0/10 (0)

Inoculation route of mice was intra-peritoneal.

Fig. 1. MAT antibody titer of SE mutants in chicken. *** indicates
a p value of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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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주 접종군은 양성항체가를 나타냈으며, 평균 4.0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70

dpi에는 모든 군에서 양성항체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SEppk::ts-3 변이주를 접종한 군이 6수 중 1수가 음성(16%),

나머지 5수는 양성(84%) 항체가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값의

항체가(5.6 ± 3.6)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접종 대조군(5.1 ±

2.3), SE277ts-1(3.2 ± 3.5) 순으로 높은 항체가를 나타냈다. 

SE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능 조사

최종 선발된 SEppk::ts-3 변이주를 대상으로 공격접종 균주

SE B01271에 대한 닭에서의 방어능을 조사하였다(Fig. 2).

접종경로별 방어효과를 보기 위해 경구접종(1 × 109 cfu/dose/

0.5 mL)군과 피하접종(1 × 109 cfu/dose/0.5 mL)군으로 나누었

으며, 백신접종 후 2주 뒤 경구로 공격접종(1 × 108 cfu/dose/

0.5 mL)을 실시하였다. 공격접종 7일과 14일 후 장기별 집락

수(cfu/g)를 조사한 결과 무접종 대조군이 맹장 내용물에서

각각 2.9 × 102과 9.0 × 102 cfu를, 비장에서는 1.4 × 103과

5.7 × 102 cfu를, 그리고 간에서는 1.3 × 102과 0 cfu를 나타냈

다. 반면에 변이주를 접종한 군은 접종경로에 상관없이 공격

접종 7일과 14일에 모두 무접종 대조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장기별 집락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간과 맹장에서는

공격접종균주의 검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공격접

종 14일에는 7일과 비교하여 공격접종 균주의 장기별 집락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접종경로별 차이는 경

구접종군에서 검출되는 집락수가 피하접종군보다는 다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SG 공격접종에 대한 생균백신의 교차 방어효과

3~4주령의 갈색 산란계 28수에 대하여 SEppk::ts-3 변이주,

SE 불활화백신 [17], SG 생균백신(9R) 그리고 무접종 대조

군을 대상으로 SG에 대한 교차 방어효과를 보기 위해 폐사

율을 조사하였다(Table 4). 백신접종 후 3주 뒤 고병원성의

SG 야생주를 이용하여 공격접종(1.07 × 108 cfu/dose/mL)을

실시하고 2주간 관찰한 결과 무접종 대조군은 5수 모두 폐

사한 것에 반해 SG 생균백신(9R) 접종군은 5수 중 4수가

생존하여 8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SEppk::ts-3 변이주 접

종군과 SE 불활화백신 접종군은 각각 9수 중 6수가 생존하

여 67%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비록 SG 9R에 비해 방어력

은 다소 떨어지나 SEppk::ts-3 변이주가 SG 9R 생균백신을

기준으로 84%의 높은 방어율을 나타내 고병원성의 SG 야생

주에 대한 교차방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찰

살모넬라에 대한 백신은 불활화 백신과 특정성분(OMP,

LPS 등)을 추출하여 제조한 서브유니트 백신이 있으며, 자연

적으로 변이된 비병원성균 또는 인위적으로 병원성과 관련

된 특정 유전자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유전자로 대체 및

삽입하여 병원성을 상실한 균주로 만든 생균백신이 있다 [9].

생균백신은 불활화백신 접종 시 다소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

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 통성 세포 내 기생세

Fig. 2. Recovery of SE mutant ppk::ts-3 from three organs of
vaccinated chickens. Results are shown as mean CFU per
gram of cecal contents (A), spleen (B) and liver (C). Control;
unvaccination, SC; subcutaneous injection, Oral; Oral injection.

Table 4. Effect of cross-protection against S. Gallinarum

Vaccine Route Survivor rate (%)

 SEppk::ts-3 SC 6/9 (67)

 SE killed vaccine IM 6/9 (67)

 SG 9R SC 4/5 (80)

 Unvaccination − 0/5 (0)

SC; subcutaneous injection, IM; intramuscula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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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인 살모넬라의 예방에는 더 없이 좋은 장점을 확보하고 있

다 [2, 18]. 살모넬라를 대상으로 제작한 온도감수성 변이주

는 공격접종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능을 나타냈으며 [13],

ppk 변이주는 운동성이 저하되어 전신성 감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백신후보주로 적합하다 [2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온도감수성과 ppk 결손을 모두 가지는 SE 이중변이주

를 제작하여 쥐에서 방어능 조사와 닭에서의 면역원성을 조

사하였다.

쥐에서 공격접종 균주에 대해 가장 우수한 방어효과를 나

타낸 SE277ts-1, SEppk::ts-3 변이주를 선발하였으며, 이 균

주를 대상으로 닭에서의 면역원성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모

든 구간에서 SEppk::ts-3 변이주를 접종한 군이 가장 높은

항체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2차 접종 2주 후에는 무접종 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높은 항체가를 나타냈다(p <

0.001). 일반적으로 생균백신의 경우 양성항체가를 나타내야

백신접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접종 균주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인지, 변이주에 의한 항체가

인지는 본 실험에서는 구별할 수 없었다. 아울러 단순한 온

도감수성 변이주의 경우 병원성 복귀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Eppk::ts-3 변이주를 백신 후보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SEppk::ts-3 변이주를 접종한 닭에서의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능을 조사한 결과 간, 비장 및 맹장에서 대조군에

비해 효과적인 방어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비장을 제외한 간

과 맹장에서는 공격접종 균주의 검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

다. 이는 온도감수성과 dam 결손의 특성을 모두 가진 SE

이중변이주를 접종한 쥐에서 공격접종 균주에 대해 높은 방

어효과를 나타낸 이전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14]. 또한

닭을 대상으로 SEppk::ts-3 변이주 접종에 대한 SG 교차방

어 조사 결과 SG 9R 생균백신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방어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SE와 함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

키는 ST에 대한 교차방어 효과 또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종 선발된 SEppk::ts-3 변이주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주로서 생균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적으로 안전성 시험과 야외 실증시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계란 또는 계육 등의 축산식품을 통

해 일어나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SE의 예방기술 개발과

더불어 가금티푸스의 원인균인 SG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생균백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쥐와 닭을 대상으로

SE야생주에 대해 가장 우수한 방어효과를 보이며, SE와 SG

를 교차방어 할 수 있는 SEppk::ts-3 변이주를 국내에서 유

행하고 있는 SE의 감염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방 백신균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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