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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에서 분리한 Bacillus cereus와 Bacillus thuringiensis의 독소유전자 분석

전종혁·박종현*

경원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Toxin Gene Analysis of Bacillus cereus and Bacillus thuringiensis
Isolated from Cook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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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terial contamination of cooked rice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microbial safety. Thirty raw rice samples
were collected in Korea and cooked in an electric rice cooker. Mesophilic aerobe, food-poisoning Bacillus cereus group,
and their toxin genes were determined on cooked rice. The percentage of total mesophilic aerobe based on 1-3 log CFU/
g was 27% among the samples. Bacillus spp. in MYP selective medium was similar to the number of mesophilic aerobe,
whileas Bacillus spp. was detected in most samples after enrichment. Thirty-seven isolates from 30 cooked rices were
identified as B. thuringiensis, B. cereus, B. valismortis, B. pumilus, B. coagulans, B. licheniformis,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and Brevibacillus laterosporus. Twenty isolates (54%), more than half of the isolates, were B.
thuringiensis while nine (27%) were identified as B. cereus. All B. thuringiensis isolates possessed non-hemolytic toxin
genes and interestingly, seven B. cereus among nine isolates possessed emetic toxin genes. More B. thuringiensis was
present on the cooked rice than B. cereus and most B. cereus possessed emetic toxin genes rather than diarrheal toxin
genes. Therefore, food-borne outbreak due to B.cereus on the cooked rice kept at room temperature might be examples
of emetic food-poi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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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밥은 우리의 주식으로 식생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가공하여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산 쌀의 미생물 오염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쌀

은 5-6 log CFU/g의 높은 세균 오염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Bacillus cereus group균들도 1-2 log CFU/g 검출되어 주식으로서

쌀 원료의 미생물 안전성은 취약한 상태이다(1). 따라서 이러한

원료로 생산되는 생식이나 선식으로부터 이들 세균의 오염을 제

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거

나 부패시키는 세균들은 주로 B. subtilis, B. megaterium, B.

mycoides, B. circulans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쌀밥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세균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

렵다.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 발생은 김밥, 도시락

등의 조리식품에 의한 사고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취반용

또는 가공용 쌀의 미생물적인 위생도를 높이는 연구기술개발이

시급히 요망된다(3).

B. cereus group에는 B. cereus, B. thuringiensis, B. mycoides,

B. pseudomycoides, B. weihenstephanensis, 그리고 B. anthracis가

있다(4,5). 이 B. cereus group은 유전학적으로 유사하고 표현형은

매우 다양하나 모두 lecithinase 양성이고, mannitol을 분해하지 못

하며, Voges Prausker 양성이다. 이들은 토양, 물, 대기 등 주변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포자를 형성하는, Gram 양성 통성

혐기성 세균으로서, 탄수화물 식품의 제조, 유통 및 조리과정에

서 오염되어 식품의 부패 또는 사람의 질병을 일으킨다(3,4).

이중에서 B. cereus는 구토형 혹은 설사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cereus는 소장에서 증식하는 동안 생성되

는 열에 약한 장독소(enterotoxin)에 의해 설사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6). B. cereus는 구토형 독소(emetic toxin)와 아울러 최

소 5가지의 다른 enterotoxin을 생성하는 주요한 병원균이다.

Hemolysin BL(HBL)과 non-hemolytic enterotoxin(NHE)은 3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반면 EntFM, CytK와 BceT는 one-component

toxin이다(7). HBL과 NHE enterotoxin은 B. cereus에 의해 발생한

설사형(diarrheal type)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HBL은 B. cereus 설사증에 가장 주된 독성 요소로 여겨

지고 있다(8). 그런데 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모두

가 존재해야 하며, 세 구성요소의 비율이 1:1:1일 때 독성이 가

장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9). B. cereus는 식품에 널리 존재

하지만 B. cereus에 의해 발생된 설사형 식중독은 비교적 드물고

설사를 일으키는 능력은 균주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10).

설사형 장독소와는 다르게 구토형 독소의 경우는 단지 그 물

질이 valinomycin과 아주 유사한 cereulide([D-O-Leu-D-Al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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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Val]3)로만 알려져 있다(11). 이 cereulide는 작고 열안정성이

아주 큰 cyclic dodecadepsipeptide로써 동물에서 세포독성을 가지

고 있는데 potassium ionophore로 작용하여 미토콘드리아에 독성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구토형 B. cereus에 의한 식

중독은 주로 튀기거나 끓인 쌀 등과 관련된 제품과 파스타와 국

수같은 곡류식품 등의 전분질 식품에서 미리 분비되어 있는

cereulide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단일식품에 여러 개의 다

른 cereulide를 생산하는 균이 오염될 수 있다(14). B. cereus는 식

품과 환경에 어디든지 존재하지만, cereulide는 특별한 B. cereus

에 의해 생성된다고 한다(15). 이러한 B. cereus는 생장 조건이나

배지가 독소 생성에 강한 영향을 주며 포자 형성과 enterotoxin

생성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emetic toxin의 생성은 포자를

형성하는 동안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6,17).

B. thuringiensis는 δ-entotoxin이라 불리는 crystalline intracellular

protein을 생성하고 위장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18,19), 몇

몇 B. thuringiensis는 enterotoxin을 생성하여 식중독을 유발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20,21). 게다가 몇몇 B. thuringiensis는 B. cereus

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를 지닌 것으로 보

고되었다(22).

최근의 냉장유통이 보편화되었어도 냉장식품의 유통기간 연장

과 노약자의 증가는 B. cereus의 식중독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구토형 독소를 검출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없어 오로지 설

사형 독소의 분석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식중독 질

병의 원인으로써 B. cereus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구토형 독소를 생성하는 B. cereus는 설사형 독소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16). 이러한 B. cereus는 식중독을 유발할 뿐만아

니라 상처, 눈등에의 감염에도 관여하고 있으나 식중독성 B. cereus

의 분류, 독소 및 그 생리학, 생화학적인 연구는 산발적이었다.

그리고 B. thuringiensis의 식중독 유발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부

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Bacillus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확보는 Bacillus

유발 식중독의 제어와 쌀밥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은 B. cereus 식품기준규격을 가지

고 있는 나라인데 2005년 생식류 등에 B. cereus의 규정이 새롭

게 제정(3)된 이후에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되어 있

는 법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B. cereus group의

분리동정, 더 정확한 PCR 선별분류와 보다 더 정밀한 생리화학

적인 특성을 근거로 한 첨단 기법의 개발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쌀밥에 존재하는 식중독 유발세균

인 B. cereus group의 분포와 그의 독소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쌀

밥의 안전관리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쌀밥취반과 중온성 호기 세균수 계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30종

을 수집하였다. 경기도 8종, 강원도 2종, 충북 2종, 충남 3종, 전

북 7종, 전남 5종, 경북 3종 등이었으며 품종별로는 일반계 11종,

고시히카리 4종, 추청 7종, 새추청 1종, 기타 7종이었다. 이들은

모두 도정미(9분도)이었고 3-4월에 수집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수

집된 쌀을 수돗물로 2회 고르게 수세한 후 일반 취반기로 취반

하였다. 취반 직후 밥통을 외부로 옮겨서 1-2시간 상온에 방치하

여 온도를 낮추었다. 멸균 spatula로 쌀밥 25 g을 골고루 무균백

에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buffered peptone water(BPW) 225 mL

(Oxoid, Hamlshire, UK)를 넣어 균질기(IUL, Barcelona, Spain)로

교반하였다. 총 균수를 계수하기 위하여 plate count agar(PCA)

(Oxoid)에 101,3,5까지 멸균 인산완충 희석액으로 희석하여 도말한

후 37oC 항온조에서 12-24시간 배양한 후 콜로니를 계수하였다.

Bacillus cereus group 분리 및 증균 동정

희석액 혹은 증균배양액 25 mL를 취한 후, 225 mL의 멸균 인

산완충 희석액에 가하여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

로 하였다. 이 인산완충 희석액을 사용하여 10−2에서 10−6까지 10

배 단계 희석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MYP 한천평판배지(Difco,

Detroit, MI, USA)에 단계별 희석용액 0.2 mL씩 5개에 도말하여

총 접종액이 1 mL이 되게 한 후 30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집

락 주변에 lecithinase를 생성하는 혼탁한 환이 있는 분홍색 집락

을 계수하였다. 계수한 평판에서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PCA

한천배지에 접종하고 30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그람염색을 실

시하여 포자를 갖는 그람양성, catalase, 긴 형태의 간균으로 확인

된 균은 운동성, β-hemolysis, 혐기배양시 포도당 이용 등의 생화

학시험을 실시하였다(3,23). 그리고 MYP배지에서 분홍색콜로니

를 제외한 나머지 균들도 분리하여 간단한 생화학적인 분석과 아

울러 동정하였다. 동정은 TSA한천배지(Difco)에서 계대한 후

VITEK2TM(BioMrieux, Marcy l’Etoile, France) 혹은 API kitTM

(BioMrieux)으로 동정하였다.

B. cereus group에서 B. cereus, B. thuringiensis 선별 동정

쌀밥에서 분리된 MYP 선택배지의 분홍색 콜로니 B. cereus

group로부터 B. cereus, B. thuringiensis를 선별 동정하고자 하였

다. 이는 gyrB, cry primer를 활용한 multiplex PCR을 수행하여

B. cereus, B. thuringiensis를 선별 동정하였다(24). 이때 필요한

primer는 Table 1에 표기된 gyrB와 cry유전자를 검출하는 primer

를 사용하였다. PCR은 30 cycles로 94oC에서 1분, 58oC에서 1.5

분, 72oC에서 2.5분, 마지막으로 72oC에서 7분을 수행하였다. 또

한 결정체 독소를 갖고 있는 B. thuringiensis만의 특성을 이용하

여 cry 유전자를 target으로 하는 K3, K5 primer를 이용하여 PCR

을 수행하였다(25). PCR은 gene cycler(BioRad, Hercules, CA,

USA)로 25 cycles로 94oC에서 1분, 55oC에서 2분, 72oC에서 1.5

분, 마지막으로 72oC에서 7분을 수행하였다. PCR 산물은 0.5%

TAE buffer에 0.5 µg/mL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 agarose

gel로 전기영동한 후 UV transilluminator(Seolin Biotech, Suwon,

Korea)에서 amplicon을 확인하였다.

B. cereus group의 설사형과 구토형 독소유전자 분석

B. cereus와 B. thuringiensis에서 4개의 설사형독소와 구토형 독

소유전자를 PCR로 선별동정하였다. PCR은 hblA 유전자의 검출

을 위해 5 cycles로 70oC에서 1분, 72oC에서 1.5분, 30 cycles로

94oC에서 30초, 65oC에서 1분, 72oC에서 1.5분, hblCD 유전자의

검출을 위해 36 cycles로 94oC에서 30초, 54oC에서 1분, 72oC에

서 1분을 각각 수행하였다(26). PCR 산물은 0.5% TAE buffer에

0.5 µg/mL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 agarose gel로 전기영동

한 후 UV transilluminator(Seolin Biotech)에서 밴드를 확인하였다.

Nonhemolytic enterotoxin의 검출을 위해 nheA 유전자를 target으

로 하는 nheA344S, nheB843A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PCR은 30

cycles로 94oC에서 15초, 55oC에서 45초, 72oC에서 2분을 수행하

였다(27). Enterotoxin T 독소의 검출을 위해 bceT 유전자를 target

으로 하는 ETF, ETR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PCR은 35 cycles로

94oC에서 20초, 56oC에서 20초, 72oC에서 20초를 수행하였다(27).

Cytotoxin K 독소의 검출을 위해 cytK 유전자를 target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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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R7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PCR은 30 cycles로 95oC에서 1분,

52oC에서 1분, 72oC에서 1분을 수행하였다(28). 구토형 독소를 검

출을 위해 ces 유전자를 target으로 하는 CesF1, CesR2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PCR은 95oC에서 15분, 5 cycles로 95oC에서 1분,

53oC에서 75초, 72oC에서 50초, 25 cycles로 95oC에서 1분, 58oC

에서 75초, 72oC에서 50초, 마지막으로 72 oC에서 5분을 수행하

였다(29).

결과 및 고찰

쌀밥으로부터의 호기성 중온균수와 B. cereus group의 분포

전기밥솥에서 취반을 한 후 밥을 상온에서 약 1-2시간 식힌 후

총균수와 B. cereus group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30개의 쌀밥시료

로 부터 미생물을 12시간 이상 배양한 배지에서 검출한 결과 균

이 검출되지 않은 것부터 최대 3 log 규모까지 균수가 나타났다.

30개의 쌀밥중 8개의 시료(27%)에서 총균수가 1-3 log CFU/g 규

모로 검출되었고 22개의 시료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

고 B. cereus group 선택배지 MYP에서의 계수결과도 8개의 시료

(27%)에서 균이 검출되었으며 1-3 log 규모의 Bacillus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MYP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들도 증균한 후에는 Bacillus 균들이 검출되었는데 약

80%의 시료인 23개에서 Bacillus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총균수 계수 결과와 B. cereus group의 결과를 비

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계수가 보이는 것을 Table 2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쌀밥의 총균수의 대부분은 Bacillus 계통인

것으로 보인다.

쌀밥의 총세균수 및 Bacillus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쌀밥에는 총 호기성 중온균이 2 log 규모로 보고(30)되어

있고 쌀밥에는 Bacillus subtilis, B. megaterium, B. cereus, B.

mycoides, B. circulans 등이 주로 오염되어 있으며 밥통속에서 품

질저하를 일으키며(29) 또한 부패를 유발한다고 하였다(32). 아울

러 다른 연구에서도 B. cereus, B. thuringiensis, B. subtilis, B.

licheniformis, B. pumilus등의 유해 세균들이 검출되었다(33). 그리

고 쌀밥에 B. cereus가 2.77 log CFU/g 존재하여 식중독의 위험

성에 있다고 보고하였다(34). 따라서 일반적으로 27%의 쌀밥에서

1-3 log CFU/g정도의 총 중온성 호기균과 이와 같은 정도로의

Bacillus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쌀밥으로부터의 B. cereus group 분리 및 동정

열처리되는 쌀밥에서 자랄 수 있는 세균은 포자를 형성하여 고

온의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균은

Bacillus 속과 Clostridium 속 등이다. 그러나 Clostridium 속은 편

성 혐기성(strict anaerobe)균으로서 공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성장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온에서 보관하는 쌀밥내에서 생육이 어

렵다. 취반 후 쌀밥에서 Bacillus속에 속하는 일부는 독소를 생산

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강한 효소활성

으로 인해 식품의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Bacillus spp.는

매우 다양한 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Gram(+)로 내생포자

(endospore)를 형성하는 호기성 간균으로 보통 catalase효소를 가

지고 있다(4,5).

취반 직후의 쌀밥으로부터 B. cereus group을 위한 MYP 선택

배지상에서 검출되는 콜로니로부터 29개의 B. cereus group를 분

리하였다. 일차적으로 간단한 생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다시

분리된 균을 API CHB50, VITEK2 Rapid identification system

(BioMrieux), 그리고 PCR를 사용하여 동정하였다. MYP상에서 노

란색 콜로니 등을 나타내는 균체의 경우 API CHB50, VITEK2

를 이용하고 분홍색 콜로니를 나타내는 균주의 경우 B. cereus

group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PCR의 방법을 이용했다. API kit는

생화학테스트 결과를 API web에서 확인하였고 ID%의 경우 95%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VITEK2의 경우 얻어낸 결과 중 ID%

가 최소 85% 이상인 결과만을 선정하여 다음 실험으로 이어 진

행했다.

이들 30개의 쌀밥으로부터 MYP배지에서 37균주를 분리하였

고 이 분리균주를 동정하였는데, 이들은 B. thuringiensis, B.

Table 1. Primers used to detect the emetic/enterotoxin genes from B.cereus group with PCR

Target gene Primer Primer sequence (5'→3') Product size(bp) Reference

gyrB
BC1
BC2r

ATTGGTGACACCGATCAAACA
 365 22

TCATACGTATGGATGTTATTC

gyrB
BT1
BT2r

ATCGGTGATACAGATAAGACT
 368 22

CCTTCATACGTATGAATATTATTT

cry
K3
K5

GCTGTGACACGAAGGATATAGCCAC 1600-
1700

23
AGGACCAGGATTTACAGGAGG

hblA
HblA1
HblA2

GCTAATGTAGTTTCACCTGTAGCAAC
 873 24

AATCATGCCACTGCGTGGACATATAA

hblC
HBLC-N
HBLC-C

AATAGGTACAGATGGAACAGG 
 399 24

GGCTTTCATCAGGTCATACTC

hblD
HBLD-N
HBLD-C

AATCAAGAGCTGTCACGAAT
 439 24

CACCAATTGACCATGCTAAT

nheA
nheA344S
nheB843A

TACGCTAAGGAGGGGCA
 499 25

GTTTTTATTGCTTCATCGGCT 

bceT
ETF
ETR

TTACATTACCAGGACGTGCTT
 428 25

TGTTGTGATTGTAATTTCAGG

cytK
F2
R7

AACAGATATCGGTCAAAATGC
 623 26

CGTGCATCTGTTTCATGAGG

ces
CesF1
CesR2

GGTGACACATTATCATATAAGGTG
1269 27

GTAAGCGAACCTGTCTGTAACA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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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us, B. valismortis, B. pumilus, B. coagulans, B. lichenifor-

mis,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Brevibacillus laterosporus 등

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들은 모두 Gram(양성), catalase(양성)

이었고 용혈활성은 B. thuringiensis, B. cereus, B. pumilus, Brevi-

bacillus laterosporus에서 관찰되었다. 37개의 분리 균주 중 50%

이상인 20개(54%)의 분리주가 B. thuringiensis로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9개(27%) 분리주는 B. cereus이였다. 그리고 3균주(8%)의

B. valismortis와 나머지 균들은 1개(3%)씩으로 동정되었다. 분리

균주 대부분이 B. cereus group으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

균으로 분석되었고 분리된 B. cereus 9균주중 B. cereus 16번 균

주만 다른 분리 B. cereus와 다른 당자화성을 보여 주었다(Table

4). B. valismortis, B. pumilus, B. licheniformis 등의 Bacillus

spp.는 쌀밥의 저장시 부패를 일으키고 B. licheniformis, B. pumi-

lus(35)의 경우는 식중독 발병과도 원인이 있다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Bacillus spp.의 경우 높은 효소 활성에 의해 식품의 부패

에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들 균에 대한 제어 연

구는 쌀가공식품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리균주 중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B. thuringiensis 중 몇

몇 B. thuringiensis는 enterotoxin을 생성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B.

cereus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를 지닌 것으

로 보고되었다(20,22). 그리고 미국의 생쌀에서 분리한 B. cereus

group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B. cereus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B. thuringiensis가 분리되었는데 B. cereus

가 약 8배나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36). 그러나 덴

마크 즉석섭취 식품중에서 전분이 함유된 조리식품에서 B. cereus-

like bacteria가 검출되었고 이들 40개중에서 대부분인 31개가 B.

thuringiensis로 확인되었다(37). 본 연구에서는 B. thuringiensis가

B. cereus보다 약 2배나 더 많이 검출되었는데 국가별 혹은 식품

별 B. cereus와 B. thuringiensis간의 상대적인 분포비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B. thuringiensis와 아울러 식중독을

주로 유발시키는 B. cereus는 취반 후의 쌀밥도 적절한 온도로 보

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식하여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38).

Table 2. Viable counts of mesophilic aerobe and Bacillus spp.  for

the cooked rices on PCA and MYP medium        (Unit: log CFU/g)

Raw rice
Number

Total viable count 
on PCA

Bacillus spp. 
on MYP 

R-1 - +

R-2 2.003 2.230

R-3 2.000 1.602

R-4 3.700 +

R-5 - +

R-6 -　 +

R-7 - +

R-8 - +

R-9 1.000 +

R-10 - +

R-11 - +

R-12 - 1.000

R-13 1.000 1.000

R-14 -　 1.000

R-15 - +

R-16 2.505 2.519

R-17 1.000 1.477

R-18 - 1.000

R-19 - +

R-20 - -

R-21 - +

R-22 - -

R-23 - +

R-24 - -

R-25 - +

R-26 - -

R-27 - -

R-28 - -

R-29 - -

R-30 2.000 +

-: Non-detected, +: Detection after enrichment

Table 3.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identified isolates from cooked rices with MYP selective medium

Isolate identification Hemolysis
Isolate number/

Total (%)
ID method

(%ID)

B. thuringiensis + 20/37 (54) MYP, PCR

B. cereus + 9/37 (27) MYP, PCR

B. valismortis - 3/37 (8) VITEK2 (90)

B. pumilus + 1/37 (3) VITEK2 (95)

B. coagulans - 1/37 (3) VITEK2 (85)

B. lichemiformis - 1/37 (3) VITEK2 (96)

Brevibacillus 
laterosporus

+ 1/37 (3) VITEK2 (85)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 1/37 (3) API kit (98)

Symbols: +, hemolysis; -, non-hemolysis

Table 4. Carbohydrate assimilation of isolated B. cereus from cooked rice by API rapid identification CHB50

No. strain
Carbohydrate

Salicin Amidon Glycogen D-Turanose D-Tagatose L-Fucose

B. cereus No.16 - + + - - -

B. cereus No.18 + - - + + -

B. cereus No.19 + - - + - -

B. cereus No.20 + - - - - -

B. cereus No.21 + - - + - -

B. cereus No.22 + - - (+) - -

B. cereus No.23 + - - + (+) (+)

B. cereus No.24 + - - - - -

B. cereus No.2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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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uringiensis와 B. cereus의 독소유전자 분석

PCR을 이용하여 hemolysin BL(HBL), non-hemolytic enterotoxin

(Nhe), enterotoxin T(BceT), cytotoxin K(CytK), emetic toxin

(Ces)(Fig. 1)의 존재유무를 각각의 prim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현재까지 설사형 식중독은 HBL, Nhe toxin이 주로 유발시키

고 구토형 식중독은 Ces toxin(cerulide)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0).

분리된 B. cereus는 설사형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hbl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고 nhe와 ces 유전자가 주로 검출되었다(Table 5). 그

러나 흥미롭게도 쌀밥에서 분리한 B. cereus는 9개의 분리 균주

중 7개가 구토형 식중독 유발 ces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는 B. cereus가 ces 유전자보다는 hbl

와 nhe g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른 연구자의 보고(36)에 의하면 생쌀에서 분리한 94개의 B. cereus

에서 단 한 균주도 emetic toxin을 생산하지 못했고 약 57%균주

는 hbl 유전자를, 90% 균주는 nhe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

고 11개의 B. thuringiensis의 경우는 90%가 cry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균주는 nhe와 hbl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즉석섭

취식품에서 분리된 40개의 B. cereus 중에서 단지 한 개 균주만

이 emetic toxin를 생산하고 있었다(37). 우유나 목장에서 분리한

5,668개의 B. cereus에서 Ces독소 분비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고

3,401개의 유가공 공장이나 기구에서 분리한 B. cereus에서도 단

지 0.05%정도의 Ces 분비 균주만 검출되었다(39). 이러한 구토형

B. cereus는 10oC에서는 거의 자라지 못하고 48oC에서는 모든 균

주가 잘 생육하지만(40) 대체적으로 구토형 B. cereus는 23-28oC

에서 가장 많은 Ces toxin(cereulide)를 생산하였고 39oC까지만 구

토형 독소인 cereulide를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41). 그리고

B.thuringiensis 독소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74개의 균주중 모두

non-haemolytic enterotoxi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hbl

과 bceT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42). 따라서 식중독 유

발 Nhe 독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

리균주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B. thuringiensis도 식중독유

발 유전자 nhe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전자가 발현되어 독소

가 일정수준 이상 생성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우리 식습관에서 쌀밥을 취반후에 밥통에 보관하는 것

은 구토형 식중독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밥통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구토형

B. cereus의 증식을 유발시켜 구토형 식중독이 일어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의 쌀밥에는 Bacillus가 주된 오

염 세균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B. cereus group중 B. thuringiensis

가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오염된 B. cereus에는 대부분

이 구토형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쌀밥 식중독이 일어난다면

설사형일 경우보다는 구토형일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쌀밥의 미생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쌀을 취반한 후 세

균을 분석하였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생쌀 30개를 수집하여 취반

후에 중온성 호기성균과 MYP선택배지에서 Bacillus cereus group

를 분리 동정하여 그의 분포도와 독소유전자를 분석하였다. 취반

직후의 쌀밥 27%에서 1-3 log CFU/g정도의 총 중온성 호기균과

거의 같은 정도로의 Bacillus spp.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균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들도 증균한 후에는 B. cereus

group균들이 검출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시료에서 Bacillus spp.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시료로부터 37개의 분

리하여 동정한 균주는 B. thuringiensis, B. cereus, B. valismortis,

B. pumilus, B. coagulans, B. licheniformis, Geobacillus stearo-

Table 5. Toxin gene distribution of B. cereus and B. thuringiensis isolated from cooked rices

No. strain

Toxin gene

HBL Complex

hblC hblA hblD nheA bceT cytK ces

B. cereus KCCM 40935 + + + + + + -

B. cereus NCTC 11143 NA NA NA NA NA NA +

B. cereus No.16 + + + + + + -

B. cereus No.18 - - - + - + +

B. cereus No.19 - - - + - + +

B. cereus No.20 - - - + - + +

B. cereus No.21 - - - + - + +

B. cereus No.22 - - - + - + +

B. cereus No.23 - - + + - + +

B. cereus No.24 - - - + - + -

B. cereus No.25 - - + + - + +

Twenty isolates B. thuringiensis +/- NA NA + - - -

NA: Not applied

Fig. 1. Detection of ces gene for B. cereus by CesF1, CesR2
primer. Lane 1, B. cereus KCCM 40935 (negative control); Lane 2,
B. cereus NCTC 11143 (positive control); Lane 3-10 Bacillus cereus
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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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philus, Brevibacillus laterosporus 등으로 나타났다. 분리 균

주중 20개(54%)의 분리주가 B. thuringiensis로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9개(27%)의 B. cereus이였다. 그리고 3개(8%)의 B. valismor-

tis와 각각 1개(3%)의 B. pumilus, B. coagulans, B. licheniformis,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Brevibacillus laterosporus이였다.

B. thuringiensis는 모두에서 non-hemolytic toxin gene(nhe)을 가지

고 있었고 9개의 B. cereus중 7균주가 emetic toxin 유전자를 함

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쌀밥에는 B. thuringiensis가 B. cereus보다

더 높은 빈도로 분포되어 있고 B. cereus는 설사형 독소유전자 보

다는 구토형 독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취반 후 쌀밥을 상

온에서 보관하여 발생되는 B. cereus 식중독은 설사형보다 구토

형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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