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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weaning diarrhea (PWD), mostly caused by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TEC), 
remains to be a major source of economic loss in swine industry. The use of the ETEC-oral 
challenge model is often applied to mimic unsanitary commercial swine farm conditions where 
pathogens and unknown complex microbes exist and can cause severe infections in pi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stimate ETEC density using spectrophotometric computation, 
(2) to determine survivability of ETEC after storing at -20°C for 7 days, and (3) to evaluate 
survivability of ETEC after blending with diluted sweeteners (0, 5, 10, 20, and 40% sucrose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Cell density was quantified using UV-VIS spectrophotometer 
and counting ETEC colony forming units (cfu) at 0, 30, 60, 90, 120, 150, 180, 210, and 240 min. 
The established linear equation (y = 0.0031x2 - 0.0079x + 0.0043 and y = 0.0046x2 - 0.0151x + 
0.0113) was used for robust quantification of each ETEC cell density. ETEC stored at -20°C 
showed 108 cfu/mL after thawing and incubation. When ETEC was blended with sweeteners (20 
and 40%), survival of ETEC was decreased by 58 and 54% in 5 min post blending. However, 
addition of 20% of sweetener resulted in a higher survivability than those with other media 
concentrations. Therefore, the use of ETEC-oral challenge model would be possible as a stable 
method if we could confirm the appropriate medium that increases survivability of ETEC in 
weaner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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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유자돈 시기에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Escherichia coli (E. coli)가 지목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설사는 성장률 저하, 폐사와 같은 증상을 초래 하고 양돈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온다(Kim et al., 2011). Enterotoxigenic E. coli (ETEC)는 신생자돈이나 이유자돈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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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자로써(Moon et al., 1980; Moon and Bunn, 1993; Melin et al., 2000), 통성혐기성

(facultative anaerobe) 박테리아가 병원성 대장균과 비병원성 대장균의 형태로 장내나 대변에 존재한다(Hampson, 

1994; Pluske et al., 2002). ETEC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이에 민감한 십이지장과 공장 등을 감염 시키고 증식하여 독

소를 발생 하고  소장과 대장 점막을 자극하므로 전해질과 수분 대사에 이상을 초래하여 조직 내 수분을 장관 내로 유

출시켜 설사를 유발시킨다(Cho et al., 1992). 이유자돈은 환경 변화, 생리적 변화, 영양적 스트레스로와 모돈으로부

터 전달 받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로, 병원성 대장균의 독소 발생으로 인한 감염에 매우 민감한 시기라 할 수 있다

(Hedemann et al., 2006; Heo et al., 2010; Kim et al., 2012; Heo et al., 2013). 하지만 이유자돈의 성장률과 소화관내 건

강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양돈 사양 농가의 환경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진 실험 시설에서 

수행되었다(Beloeil et al., 2003; Heo et al., 2013; Kim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물을 실

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Heo et al., 2013).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적 차이를 줄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이유자돈 실험을 대상으로 ETEC를 구강 공격 접종 모델로 하여 일반 

농장 환경을 모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Heo et al., 2013; Kim et al., 2014). ETEC 공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생시 체중, ETEC의 농도, 자돈의 일령 및 건강상태 그리고 돈사의 시설과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Fairbrother et al., 2005). ETEC 공격 접종의 문제점은 첫째로, 접종 시 ETEC의 농도를 즉시 측정 할 수 없고, 두번째

로 적절한 접종 농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trypticase soy broth (TSB)로 배양한 ETEC를 

PWD증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료에 섞어 급여하거나 공격 접종을 하게 되는데 TSB가 이유자돈에게 기호성이 낮

아 ETEC의 접종이 원활히 되지 않으며, 공격 접종 시 ETEC가 식도로 주입되지 않고 기도로 주입 될 수가 있어 폐사

로 이어 질 수 있다(Kim et al., 2014).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sweetener와 dextrose를 TSB와 혼합하여 

이용함으로써 이유자돈에게 기호성을 높이는 방법이 보고 되었다(Kim et al., 2014). 또한 Sucrose를 사료에 5% 첨가

함으로써 기호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다(Munro et al., 2000).

따라서 본 실험의 목적은 첫째, ETEC의 colony forming unit과 optical density의 관계를 이용하여 ETEC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이용 할 수 있는 공식을 수립하며, 둘째, ETEC를 -20℃에 저장 보관한 뒤 생존율을 확인하고,  셋째, ETEC에 

다양한 농도의 sucrose를 첨가하여 ETEC에서의 생존 적정 농도를 알아 보는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대장균의 분리 및 배양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 coli O141: K85ab, and E. coli O139: K8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heongju, Chungbuk, South Korea)의 균주를 in vitro 실험에 이용했다. ETEC를 sheep blood (50 mL/L; 

MB cell, LA, CA, USA) agar plate (Blood agar base, MB cell)에 도포하고(McDonald et al., 2001), 37°C 인큐베이터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ETEC의 single colony를 취하여 멸균된 튜브에 준비한 20 mL TSB에 넣고 상온 

(20 - 25°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4 mL를 취하여 400 mL TSB가 들어있는 글라스 비이커에 옮겨 100배 희

석시켰다. 희석시킨 용액을 37°C로 조정된 수조에서 4시간동안 배양시켰다. 배양 동안 30분 단위로 나누어 총 9번의 

serial dilution과 UV-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2100 pro, Biochrom, Cambridge, England)를 이용하여 colony 

forming unit의 측정값과 600 nm에서의 optical density를 조사하였다.

대장균 동결

ETEC (E. coli O141: K85ab)의 colony-forming unit (cfu)/mL이 108 - 109에 도달하였을 때, 50 mL씩 falcon tube에 

8개로 나누어 분주하였다. 분주된 샘플들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C에서 15분 동안 3,000 × g로 원심 분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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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상층액 제거 후 -20°C에서 동결 시켰다. 동결 시킨 ETEC를 1, 3, 5 그리고 7일에 각각 37°C 의 TSB 50 mL를 넣어 

해동 후 serial dilution 한 후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였다.

Sweetener 처리

분리 및 배양 그리고 희석된 ETEC (E. coli O139: K82) 25 mL와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희석된 

sucrose (0, 5, 10, 20%, 40%) 25 mL을 각각 혼합 시킨 뒤 생존률을 조사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각각의 ETEC (E. coli O141: K85ab, and E. coli O139: K82)를 serial dilution한 용액을 5% sheep blood agar에 도포

한 후 37°C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colony forming unit 개수와 optical density를 측정한 값

의 관계는 각각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optical density는 ETEC colony forming units 각각에서 R2 = 

0.9811, R2 = 0.9909 값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설립된 곡선형공식은 TSB에서의 ETEC 농도 정량 시 이용 할 수 있

으며, 각 개체마다 필요한 접종 ETEC 농도의 정확성이 상기 결과의 곡선형공식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optical density of enterotoxigenic E. coli (E. coli O141: K85ab) solution at 600 nm (in TSB) and 
the number of E. coli colony forming units determined after plating the dilution media on 5% blood agar and overnight 
incubation at 37°C and E .coli grown time.

Fig. 2. Relationship between optical density of enterotoxigenic E. coli (E. coli O139: K82) solution at 600 nm (in TSB) and the 
number of E. coli colony forming units determined after plating the dilution media on 5% blood agar and overnight incubation 
at 37°C and E. coli grow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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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하여 1, 3, 5, 7일 동안 저장한 ETEC의 생존 능력은 Fig. 3와 Fig. 4와 같다. ETEC의 각 저장기간 동안 

optical density값은 1일을 제외하고 값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Fig. 3). Fig. 4에서는 1, 3, 5, 7일의 colony forming unit

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Jensen et al. (2006)과 Kim et al. (2014)에 따르면 colony forming unit이 108 - 109이

면 일반 양돈 농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에서도 108 cfu/mL을 유지하

였으므로 ETEC를 7일간 동결 보존 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Fig. 4). E. coli의 균주는 저장 및 이동 

시 -70°C 또는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Noamani et al., 2003; Chen et al., 2004; Sorensen et al., 2009). 

본 연구결과에서는 ETEC가 -20°C 에 효과적으로 저장 되어 해동된 뒤 배양한 결과 대장균 생존 능력에는 문제가 없

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and 4). 

Fig. 3. Optical density of enterotoxigenic E. coli (E. coli O141: K85ab) stored at -20°C for 7 days in TSB.

Fig. 4. The number of E. coli (E. coli O141: K85ab) colony forming units determined after plating the dilution media on 5% blood 
agar and overnight incubation at 37°C.

서로 다른 sucrose 농도 대한 colony 수는 Fig. 5와 같다. 그 결과 5% sucrose 농도에서는 0%와 비슷하게 자라는 것

을 볼 수 있다. 10 또는 20%처리 시 5분 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차후에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40%처리 시 5

분 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유의적 변화가 없었다. Small et al. (1994)에 따르면 TSB로 희석한 

45%의 sucrose를 60분 처리하였을 때 삼투압에 높아지는 영향으로 대장균이 사멸하여 증식하지 않았다고 보고 된바 

있다. 하지만 본 결과에서는 PBS로 희석한 10%와 20% sucrose 농도에서 생존 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바, 대장균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PBS와 TSB희석액에 따른 비교 실험과 더불어, sucrose 

농도에서의 생존율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sucrose 처리 시 이유자돈의 기호성 

적합 여부에 관한 실험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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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dilution media on survival of an enterotoxigenic strain of E. coli (E. coli O139: K82) after blending.

Conclusion

공격 접종에 필요한 ETEC에 농도 측정방법, 보관 온도에 따른 생존율 그리고 기호성을 높이기 위한 sucrose첨가 

실험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TEC에 colony forming unit, optical density를 측정한 값의 관계를 통하여 설립

된 곡선형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TSB에서의 ETEC의 세포 density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ETEC를 -20°C에서 

7일간 보관한 결과 colony forming unit이 108 cfu/mL 이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PBS로 10%와 20% 희석된 sucrose 첨

가 시 colony forming unit값이 5분 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차후에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유자

돈에 대한 공격 접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수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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