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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lmonella is one of the most common bacteria that causes heavy losses in swine industry and major 
causative pathogen of food poisoning in public health. Various methods for the identification of 
Salmonella such as Gram staining, agglutination test,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pol-
ymerase chain reaction (PCR) have been used.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MALDI TOF) Mass Spectrometry (MS) identification is 
an efficient and inexpensive method for the rapid and routine identification of isolated bacteria. In this 
study, MALDI TOF MS could provide rapid, accurate identification of Salmonella spp. from swine 
compared with end point PCR and real time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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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almonella속 균은 Gram 음성의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간균으로 균체 표면 항원인 O-antigen과 편모항

원인 H-antigen, virulence에 영향을 주는 Vi-antigen 등

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혈청형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

고한 이래, O-antigen의 혈청형에 따라 A, B, C, D, E 

등의 group으로 구분하며, 현재까지 약 2,500여 종 이

상의 serotype이 보고되었다(Baggesen 등, 2000; Hah 

등, 2011). 위장관염, 패혈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

키는 원인체로 주요 식중독 원인 세균으로 공중보건

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사람에서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염소 등 매우 광범위한 숙주역을 가지는 병

원성 세균이다(Steven 등, 2012; Thorns, 2000). 돼지에 

살모넬라가 감염되면 설사, 탈수, 유산, 폐사 등의 임

상증상을 보이는데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며 치료 후 

임상증상이 호전될 경우에도 무증상 매개체가 되어 

지속적인 균 배출을 통한 농장 내 질병 전파의 원인

이 되고, 도축장에서는 수송과 계류 스트레스로 인한 

균 배출로 식육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Hurd 

등, 2002; Kang 등, 2015).

  전통적인 세균 분리-동정, 항원-항체 응집반응, 생

화학 검사 뿐 아니라 근래에는 enzyme-linked immu-

nosorbent assay (ELISA), plasmid profiling, phage typ-

ing과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polymer-

ase chain reaction (PCR) 등이 Salmonella속 균의 연구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Guerra 등, 2000; Cho 등, 2011). 

이 중 최근 고분자 물질의 질량분석법인 MALDI 

TOF MS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Mass Spectroscopy)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MALDI TOF MS는 질량분

석법 중 하나로 19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최근 항원

항체반응, DNA hybridization, 생체 적합성 시험에 의

한 단백질 흡착등 생체물질 특이성을 분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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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용되면서 세균 동정 등 생물정보학 분야 전반

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Kim 등, 2012). 이 방법

에서 matrix와 시료 화합물에 laser가 조사되면 matrix

가 빠르게 증발하면서 양전하를 띠는 protein이 방출

되는데 이런 이온들이 진공 튜브를 통해 각각의 질량

에 따라 다른 flight time을 보이며 detector에 도달한

다.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정확한 분자량으로 변환

하고 system상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database의 

정보와 자동으로 비교하는데 이러한 질량 분포는 각

각의 미생물에서 종 특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

자 지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미생물 동정에 사용할 

수 있다(Konnerth 등, 2014; Kuddirkiene 등, 2015; 

McElvania TeKippe 등, 2014).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는 돼지 임상시료에서 분리한 Salmonella속 균을 

MALDI TOF MS법에 의한 결과와 기존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nd point PCR, real time PCR법

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동정법으로서 MALDI TOF 

MS법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1년 6월에서 2016년 5월까지 경상북도 동물위

생시험소로 의뢰된 양돈장 임상시료에서 분리하여 

생화학적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Salmonella
속 균으로 최종 진단된 균주 60주를 실험에 사용하였

다. 설사, 폐사 등의 임상증상으로 의뢰된 돼지의 소

장, 대장, 분변 및 환경시료에서 세균을 분리하였고 

catalase test, oxidase test, H2S산생능 등 생화학 검사

와 함께 end point PCR법 혹은 real time PCR법으로 

특이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이 균주들은 실험을 실시

할 때까지 −70oC에서 냉동ㆍ보관하였고 상온에서 해

동한 후 혈액배지에 도말하여 37oC, 24시간 배양하였

다. 배양된 균주의 성상을 확인하고 Salmonella test 

kit (Oxoid, Austria)로 응집반응을 실시하여 양성으로 

확인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에 따라 boiling법으로 end point PCR과 real time PCR

을 수행하기 위한 DNA를 추출하였다.

검사방법

  End point PCR: 60주의 Salmonella속 균 동정을 위

하여 상품화된 VeTeKTM SAL Dete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에서 공급하

는 매뉴얼에 따라 end point PCR법으로 검사를 실시

하였다. boiling법으로 추출한 DNA와 positive con-

trol을 각각의 PCR premix tube에 2 L씩 분주하고 

negative control은 RNase-free water을 2 L 분주한 후 

18 L의 DNase/RNase free water를 첨가하였다. 

Biometra사의 T1 Thermocycler 장비를 사용하여 initial 

denaturation (94oC, 5 min) 1 cycle 후, denaturation 

(94oC, 30 sec), annealing (50oC, 30 sec), extention (72oC, 

40 sec) 40 cycle, final extention (72oC, 5 min) 1 cycle

로 PCR법을 실시한 후 증폭산물을 ethidium bromide 

(EtBr)를 첨가한 1.5% agarose gel상에서 전기영동하

여 UV transilluminator (Bio-rad, USA)에서 특이밴드

(246 bp)를 확인하였다.

  Real time PCR: MALDI TOF MS법과의 비교를 위

하여 추가로 실시한 real time PCR법은 PowerCheckTM 

Salmonella spp. Real-time PCR Kit (Kogene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였

다. Boiling법으로 추출한 DNA와 negative control 

(DNase/RNase free water), positive control을 real time 

PCR premix가 15 L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strip tube

에 5 L씩 분주하고 전용 cap으로 strip tube를 닫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가볍게 흔들어 반응액과 DNA를 

혼합한 후 spin down하여 혼합액이 튜브 중심으로 모

이게 하였다. fluorophore는 VIC, target gene은 invA로 

CFX 96 (Bio-rad, USA)장비를 사용하여 50oC, 2 min, 

1 cycle, 95oC, 10 min, 1 cycle 후 95oC, 15 sec, 60oC, 

1 min 각 35 cycle 실시하여 실시간 증폭곡선으로 결

과를 판독하여 Ct value가 33이하에서 증폭이 일어났

을 때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MALDI TOF MS: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absolute acetonitrile 500 L, deionizes water 475 L와 

absolute trifluoroacrtic acid 25 L를 혼합하여 organic 

solvent (OS)를 만들고 OS 250 L으로 vortex하여 녹인 

다음 spin down하여 matrix solution을 준비하였다. 먼저 

direct transfer (DT)법을 실시하였는데 장비 내의 target 

plate에 single colony를 얇게 펴서 바르고 준비된 matrix 

solution 1 L를 첨가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이렇

게 준비한 target plate를 MALDI Biotyper (BRUKER, 

Germany)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한 

flexControl를 실행하고 target plate를 장비에 장착한 

다음 MALDI Biotyper RTC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분석할 sample 위치와 수량을 지정한 다음 자동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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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with identification methods of Salmonella spp. from swine

Real-time PCR End point PCR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MALDI TOF MS
(DT, eDT)

Positive 59 0 59 0
Negative   1 0   0 1

Fig. 1. Gel electrophoresis of 
Salmonella spp. specific gene by 
end point PCR. Lane M: 100 bp 
molecular ladder. Lane 1, 2, 3, 4, 5, 
6: samples (no. 55∼60), Lane NC: 
negative contol, Lane PC: positive 
control.

Fig. 2. Amplification curve Sal-
monella spp. from swine by real 
time PCR.

순서에 따라 동정을 실시하였다. DT법으로 동정되지 

않은 균주는 extended direct transfer (eDT)법으로 동정

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for-

mic acid extraction (EX)법은 효모와 같이 단단한 세

포벽을 가진 미생물 동정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서 이번 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결과

의 판독은 결과값이 2.300∼3.000인 경우 highly prob-

able species identification, 2.000∼2.299는 secure genus 

identification, probable species identification, 1.700∼

1.999는 probable genus identification이며 1.699 이하는 

not reliable identification으로 자동으로 처리된다. 

결    과

  돼지에서 분리한 Salmonella spp. 60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end point PCR 결과 58번 sample의 경우 증폭

산물의 전기영동 결과 246 bp에서 특이밴드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음성 판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98.3% 

(59/60)의 검출률을 보였다. real time point PCR법의 

경우 60개 모두 양성으로 확인하였으며 MALDI TOF 

MS를 이용한 동정결과는 end point PCR법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하게 58번 sampl 1개 균주에서만 질량분

석 결과 특정 분자량이 밀집하는 peak지점이 없는 

“no peak found” 판정으로 음성으로 확인되어 98.3% 

(59/60)의 검출률을 나타내었다(Table 1, Figs. 1∼3).

고    찰

  MALDI TOF MS는 기존은 동정방법과 달리 검체 

자체의 이온을 검출하고 그 질량을 알아내는 시스템

이다. 이온화 과정에서 분자구조가 깨어지지 않아 안

정적으로 분자량 측정이 가능하며 여러 종류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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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verview of Salmonella spp. (sample 55∼60) from swine by MALDI TOF MS.

되어 있어도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MALDI-TOF MS를 이용한 미생물의 동정법은 비교

적 새로운 동정법으로 최근 들어 Burkholderia cepa-
cia, Clostridium species, Erwinia species, Escherichia 
coli, Listeria species,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 등 다양한 종의 미생물에 대한 동정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Hsieh 등(2008)은 병원성 

미생물의 분류와 동정에 MALDITOF MS의 효율 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S. aureus, E. coli, Klebsiella, Sal-
monella 등을 동정하고, classification model을 검증하

였는데, 높은 신뢰도와 빠른 동정이 가능하며, 혼합

시료에서 여러 종류의 세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으

며, 낮은 검출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Hsieh 

등, 2008; Vanlaere 등, 2008; Parisi 등, 2008; Grosse-Her-

renthey 등, 2008; Barbuddhe 등, 2008; Du 등, 2002; 

Szabados 등, 2010). 

  다른 동정법은 sample의 수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늘어나는데 비하여 MALDI 

TOF MS에서는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으며 최대 96개

까지 6∼8분 이내에 높은 정확성으로 동정할 수 있

다. 이번 연구에서도 end point PCR법의 경우 DNA추

출과정부터 전기영동까지 약 210분, real time PCR법

이 약 150분 정도가 소요되고 각각의 과정에서 실험

자의 개입이 필요하였으나 MALDI TOF MS를 활용

한 경우 60주의 Salmonella single colony 채취에서 동

정까지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end 

point PCR과 같은 98.3%의 높은 정확성으로 real time 

PCR법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Salmonella속 균을 동정하는 데 매우 저렴하고 신속ㆍ

정확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Salmonella속 균은 돼지에서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체 

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법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생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동정

법(API kit, VITEK 등), PCR 등 다양한 동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

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ALDI 

TOF MS를 이용한 동정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

적 새로운 것으로 짧은 동정시간과 비교적 저렴한 비

용, 그리고 낮은 숙련도 요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salmonella
속 균의 동정법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다른 미생물 동정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database, 검출감도 변화, 

염분이나 계면활성제 등이 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로 작용하는 등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단점이 

지속적으로 보완된다면 일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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