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50, No. 2, pp. 244~247 (2018)

https://doi.org/10.9721/KJFST.2018.50.2.244

244

연구노트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유세포분석기, 형광현미경, 용균반검사 분석을 이용한 Weissella cibaria

박테리오파지 정량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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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ion of Weissella cibaria phage with cytometry,
epifluorescence microscopy, and plaqu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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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analysis for non-host infection bacteriophage was conducted for their enumeration. Flow cytometry
and epifluorescence microscopy (EPM) were selected as counting method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plaque assay method on the existing host infection and consisted of Pearson correlation statistic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difference analysis. Analyses of 12 samples with flow cytometry and plaque assay methods show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of 96.7% with Pearson correlation value r=0.967, R2 0.9352, and difference value of 1.063. Analyses of
12 samples with EPM and plaque assay methods show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of 99.0% with Pearson correlation
value r=0.990, R2 0.9811, and difference value of 1.605. Therefore, flow cytometry and epifluorescence microscopy would
be effective for enumeration of Weissella cibaria bacteriophage with plaqu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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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발효식품의 발효 과정 중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의

분리 등을 통해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김치를 먹는 문화가 주를 이루고, 외국에서는 피클의 섭

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클, 김치와 같이 채소를 기반으

로 젖산세균의 발효가 이루어져 젖산세균 박테리오파지가 존재

한다(Lu 등, 2012). 이러한 박테리오파지의 특성분석을 위해서 자

연계의 해수, 용수 등에서 박테리오파지와 같은 바이러스 유사

입자(Virus like particles, VLPs)의 정량변화를 확인하는 분석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Bergh 등, 1989; Proctor와 Fuhrman, 1990).

박테리오파지를 정량분석하기 위하여 숙주 균주를 이용하지 않

는 방법으로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형광염색을 기

반으로 하는 형광현미경(epifluorescence microscopy) 분석방법

(Hennes와 Suttle, 1995; Noble과 Fuhrman, 1998)이 있고,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를 이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유

세포분석기는 세균, 조류, 바이러스 등을 계수분석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Bergh 등, 1989; Chisholm 등, 1988;

Duhamel과 Stéphan, 2006; Fuhrma와 Suttle, 1993). 그러나 이러한

계수법들은 주로 해수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발효식품 박테리

오파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발효식품 중 박테리오파지를 계수분석하기 위하여 숙주를

이용하지 않는 형광현미경과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계수분석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ry)를 이용한 박테리오파지 계수분석

유세포분석기(Accuri C6,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Franklin Lakes, NJ, USA)를 분석하기 위하여 젖산세균을 숙주로

이용하는 bacteriophage WCP30을 이용하였다. WCP30은 Weissella

cibaria KCTC 3807를 숙주로 이용하는 박테리오파지로 김치에서

분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박테리오파지이며, 정제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박테리오파지를 적절한 농도로 희석하여 12개의

시료(4.5-8.0 PFU/mL)를 제조하였다. 박테리오파지의 농도 희석

시에는 Tris-EDTA buffer (pH 8)을 이용하였다. 각 농도의 시료

bacteriophage WCP30 100 µL를 SYBR Green I (Invitrogen,

Carlsbad, CA, USA)의 1/20,000 농도로 염색한다. 박테리오파지를

SYBR Green으로 암소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75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분석을 하기 전 열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5분간

암소에 방치하였다(Chen 등, 2001; Duhamel과 Stéphan, 2006;

Ferris 등, 2002). 반응 후, 샘플을 20-100 µL 분석하였다. SYBR

Green 형광 검출 레이저로 FL1-H와 입도 측정의 Set threshold on

side scatter (SSC-H)를 이용하여 박테리오파지 spot부분을 계수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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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현미경을 이용한 박테리오파지 계수분석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박테리오파지를 계수분석하기 위하여

정제된 bacteriophage WCP30을 이용하였다. 감압필터에 0.45 µm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 (Whatman, Wallingfod, UK)를

위치하고, 0.02 µm AnodiscTM25 (Whatman)를 올려놓았다. 정제된

WCP30을 1 mL Anodisc위에 분주 한 후, 감압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Anodisc는 SYBR Gold (Invitrogen)에 염색하였다. SYBR

Gold은 저장용액(stock solution)을 1/10 (×1,000)으로 희석하여 보

관한 후, 3차 증류수 78 µL과 stock solution 2 µL를 혼합하여 총

80 µL를 사용하였으며, SYBR Gold 염색시약으로 Anodisc를 암

소에서 15분간 염색하였다. Anodisc를 불투명앙금이 생성될 때까

지 Whatman 거름종이에 말린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았다.

커버글라스를 덮기 전 Anti-fade solution (Invitrogen)을 12-15 µL

분주하여 형광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현미경(Optika SRL,

Ponteranica, Italy)을 이용하여 ×1,000 배율로 측정하였으며, 10×10

개의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렌즈를 이용하여, 100개의 그물

망중 최소 20 그물망을 계수하였다. Anodisc의 3곳을 임의로 설

정하여 3반복 계수하였으며, 계수 완료 후 아래 식을 이용하여

mL 당 박테리오파지 입자수를 계산하였다(Hara 등, 1991; Martha

와 Andrew, 2009a; Martha와 Andrew, 2009b; Noble과 Fuhrman,

1998; Ortmann과 Sutt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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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 감염 계수분석방법

숙주 감염 박테리오파지를 계수분석하기 위하여 용균반검사

(palque assay) 방법을 수행하였다(Kropinski 등, 2009). 정제된

bacteriophage WCP30을 사용하였으며, 숙주균주로 W. cibaria

KCTC 3807을 사용하였다. 숙주균주를 MRS broth (Becton, Dick-

inson and company)에서 정체기까지 약 8-9 log CFU/mL로 배양

한 후, MRS soft agar (MRS broth with 0.6% agar powder)와

혼합하여 MRS agar 위에 중층하였다. WCP30을 십진 희석하여

떨어뜨려 박테리오파지의 농도를 측정하였다(Martha와 Andrew,

2009a).

상관관계 분석

박테리오파지를 계수분석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시행하였으

며, 각각의 방법이 상관성을 가지는지 확인실험하기 위하여 통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개의 실험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주로 사

용하는 숙주감염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삼은 후 통계 분석하였

다. 유세포분석기와 숙주감염, 형광현미경(EPM)과 숙주감염으로

나누어 각각 12개의 샘플을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

으로 상관관계를, 미니탭(minitab) 프로그램으로 차이를 분석하였

다(Chen 등, 2001).

결과 및 고찰

박테리오파지 계수분석 상관관계 분석

나노크기의 바이러스를 계수하기 위하여 형광현미경

(epifluorescence microscope, EPM),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ry,

Fig. 1. Enumeration for bacteriophage by different laser detection method of SSC-H and FL1-H (A) and FL1-H/count (B) for flow
cytometry analysis.

Fig. 2. Epifluorescence microscopic analyses of W. cibaria bacteriophage WCP30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5.28 log PFU/ml (A) and

6.12 log PFU/m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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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S),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용균반검사(plaque assay) 등을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Ferris 등, 2002; Hara 등, 1991). 주로 형광현미경이나 FACS 등

을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정확성이나 신속성을 비교하

여 시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Ferris 등

(2002)에 따르면, 판매되는 농도의 carboxylate-modified fluorescent

polystyrene spheres를 이용하여 EPM, FACS, TEM, SNaPE (sin-

gle nanometric particle enumerator)로 분석한 결과, EPM을 이용한

분석이 상대오차가 10%로 가장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ACS를 이용한 분석이 상대오차 47%로 가장 정확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is 등, 2002). Hara 등(1991)은 해수

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계수하기 위하여 4',6-diamidino-2-phe-

nylindole (DAPI)를 이용하여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방법과 TEM

을 이용한 결과, 계수하기 위해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것이 용이

하였다. 그러나 두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상호검정이 필요하

였으며, 또한 TEM을 이용한 분석결과 박테리오파지의 존재와 비

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Hara 등, 1991). 박테리오파지 정량분석

방법 중 비숙주 감염방법의 유세포분석기(FACS, Fig. 1)와 형광

현미경(EPM, Fig. 2)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숙주 감염 방

법의 용균반검사(P.A)을 비교하였다. 각 방법은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값의 수치를 계산하였

다. 또한 하나 이상의 예측 변수와의 관계로 설명되는 반응 변수

변동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R2값을 통해서도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농도를 달리한 W. cibaria 박테리오파지 12개의 샘플을 분

석하여 FACS와 P.A의 Pearson 상관계수 분석결과 r=0.967로

96.7%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값은 0.9352로

나타났다(Fig. 3). 또한 미니탭을 이용한 표본 검정 분석 결과 두

가지 방법 간의 차이 추정치는 1.063으로 나타났다. EPM과 P.A

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분석결과 r=0.990로 99.0%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값은 0.9811로 나타났다(Fig.

4). 또한 미니탭을 이용한 표본 검정 분석 결과 두 가지 방법 간

의 차이 추정치는 1.605으로 나타났다. Ferris 등(2002)은 나노 입

자를 용균반검사, 형광현미경, 유세포분석기, 전지현미경으로 분

석한 결과 용균반검사와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방법이 상대오차

10%로 가장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Chen 등

(2001)은 해수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정량분석하기 위해 형광현

미경, 전자현미경, DIA, FCM를 이용하여 SYBR gold를 이용하

였다. 그 결과 SYBR gold로 염색이 가능하며, DIA와 FACS방법

이 EFM보다 더 정확성을 가진다고 하였다(Chen 등, 2001; Ferris

등, 2002).

본 연구의 결과에서 EPM과 P.A의 상관계수는 FACS와 P.A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 검정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EPM의

경우 입자를 정량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 계수하여 오차가 발생

할 경우가 크며, 2개 이상의 입자들이 합쳐지면 계수할 때 오차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ACS는 plot이 형성되면 입자수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차이 검정값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상관계수, 차이검정, R2값을 통해 3가지 방법 모두 비교하였을

때, 유세포분석기, 형광현미경, 용균반검사 모두 박테리오파지를

정량분석하기에 적합하며, 각 방법 모두 오차와 계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석시 유의적 차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기

존에 숙주감염 방법으로 사용되던 용균반검사 계수방법을 대체

하여 다양한 시료에서 박테리오파지를 비숙주 감염방법인 FACS,

EPM로 분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다 더 용이하

게 박테리오파지를 계수하기 위해서는 박테리오파지 숙주가 없

어도 유세포분석기, 형광형미경 등으로 계수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요 약

유세포분석기, 형광현미경 계수법과 현재 주로 활용하는 숙주

감염에 의한 용균반검사법에 의한 박테리오파지를 계수하는 방

법을 Weissella cibaria 박테리오파지로 비교 연구하였다. 상관관

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 통계분석, 회귀분석, 차이검정등으로 하

였다. 12개의 시료로 유세포분석기와 용균반검사에 의한 계수법

을 비교한 결과는 피어슨 분석으로는 96.7%의 상관관계(상관값

r=0.967, R2=0.9352)와 차이검정은 1.063을 보였다. 형광현미경과

용균반검사에 의한 계수법 비교결과는 피어슨 분석으로는 99.0%

(상관값 r=0.990, R2=0.9811) 상관관계와 차이검정은 1.605이였

다. 그러므로 유세포분석기와 형광현미경 계수법은 용균반검사

계수법과 같이 W. cibaria 박테리오파지 계수에 적합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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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analysis of P.A and EPM for 12 samples by

various bacteriophage concentration of W. cibaria. 1) The line is
the fitted regression line (y=0.9774x-1.463) 2) P.A=Plaque assay 3)
EPM=Epifluorescence microscope

Fig. 3. Correlation analysis of P.A and FACS for 12 samples by

various bacteriophage concentration of W. cibaria. 1) The line is
the fitted regression line (y=1.0617x+0.6932) 2) P.A=Plaque assay
3) FACS=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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