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8, No. 5, pp. 437~444 (2016)

http://dx.doi.org/10.9721/KJFST.2016.48.5.437

437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MALDI-TOF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식품중독균 확인시험 적용

하미영*·손은정·최은정

농협중앙회 식품연구원

Application of MALDI-TOF mass spectrometry-based identification of
foodborne pathogen tests to the Korea Food Standard Codex

Miyoung Ha*, Eun Jung Son, and Eun Jeo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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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 and reliable identification of microorganisms is important to maintain food quality and to control safety.
MALDI-TOF MS-based identification methods are relatively fast and simple compared to other conventional methods
including gram staining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A colony on subcultured media can be directly prepared on the
analysis plate without further complex treatments.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MALDI-TOF MS-based
identification of foodborne pathogens such as Salmonella Enteritidis/Typhimurium,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parahaemolyticus, Clostridium perfringens, Listeria monocytogenes, Yersinia enterocolitica, Bacillus cereus, Campylobacter
jejuni, Campylobacter coli, and Cronobacter sakazakii on the Korea Food Standard Codex. MALDI-TOF MS data of the
pathogenic reference strains were incorporated into a commercial MicroID (ASTA Inc.) database. Other pathogenic
reference strains and seven isolates from various food samples were correctly identified to the species level by using the
MicroID database. In conclusion, MALDI-TOF MS is comparable with commercial biochemical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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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수축산 분야, 식품의 가공 유통에서의 위생시설 검사, 토양

과 수자원의 위생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신속 정확한 식품중독균 검사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식품 미생물을 동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확인하

고자 하는 미생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에서 콜로니가 생성되면

세균을 분리한 후 균의 형태, 운동성, 그램 염색 등과 같은 형태

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혈청학적 성상 등 생화학적 분석에 의

해서 최종 확인하는 표현형(phenotype) 검사를 이용한다(1). 최근

생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동정은 탄소원 이용성을 활용한 상업화

된 동정 키트를 자동화하여 매뉴얼 분석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하

게 동정하고 있으나(1), 자동 생화학 분석 장비의 분석시간은 최

소 3-16시간으로 여전히 시간 소모가 많다. 계통분류학적 방법

(phylogenetic analysis method)을 이용한 미생물 동정은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미

생물 확인시험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미생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량분

석법을 들 수 있는데, 생체분자의 분석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널

리 사용되어 온 시스템으로 MALDI-TOF MS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가 최근 미

생물 분석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5). 질량분석은

다양한 화합물의 질량 대 전하(mass to charge, m/z)의 비율을 측

정하여 검출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이온화방법과 질

량 분석시스템이 개발되었다. MALDI-TOF 질량분석은 매트릭스

물질과 시료를 결합한 고체상태의 결정에 레이저 펄스를 조사하

여 분석물질을 이온화시키고, 이온화된 물질의 비행시간을 측정

하여 분석물질의 질량을 검출한다. MALDI-TOF 질량분석법에 의

한 미생물 동정은 1975년 Anhalt와 Fenselau(6)에 의해 처음 시도

되었고, 세균 세포의 단백질을 직접 분석하여 미생물을 구별하는

MALDI-TOF MS 질량분석법은 Claydon, Holland, Krishnamurthy

(7-9) 등에 의해 구축되었다. 단백질과 펩타이드 동정에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고감도 MALDI-TOF 질량분석은 레이저 펄스를 이

용해 각각의 식품중독균을 이루는 독특한 단백질 패턴을 제공하

고, 각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식품중독균을 확인

하고 구별한다. 104에서 106 CFU의 세균만 존재하여도 또는 하

나의 콜로니를 직접 분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배양이 필요로 하

지 않고, 시료 전처리 또한 매우 간단하고 분석 시간이 수분 이

내로 짧아 다량의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

이다. 그러나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확보된 것

으로 국내 보유 균주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균주에 대하여는 어

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에서 검사하는 미생물 중 일반적인 식

품중독균에 대한 MALDI-TOF 질량스펙트럼을 상용화된 국내 데

이터베이스, MicroIDTM (ASTA Inc., Suwon, Korea)에 구축하여 신

속 정확한 MALDI-TOF 질량분석기반 식품중독균 동정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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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하지 않은 표준균

주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중독균 유무를 검사한

다양한 식품 시료로부터 분리한 균으로 미생물 동정을 위한 질량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변별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식품중독균이 검

출된 식품에서 분리한 균은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해 동정하였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기존의 상용화된 생화학분

석과 MALDI-TOF 질량분석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식

품중독균의 질량 스펙트럼을 포함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MicroID

에 의한 식품중독균 동정의 정확성은 해외의 질량분석 데이터베

이스인 Biotyper 3.0 (Bruker Daltonics)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표준 균주 분양과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표준 균주(Table 1)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

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수의유전

자원은행(KVCC)과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에

서 분양 받았다. 동결 건조된 미생물에 살균증류수 0.5 mL를 첨

가한 현탁액을 소량 채취하여 최적의 평판배지에 도말하고 각각

의 최적온도에서 24시간 배양하여 활성화하였다.

식품중독균이 오염된 식품에서 분리한 균

2000에서 2015년 농협식품연구원의 식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에

서 분리한 7종의 식품중독균, 즉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3종과 황색포도알세균(Staphylococcus aureus) 4종을 사용하였다.

분리 균주의 활성화는 표준 균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유전학적 동정법

Weisburg 등(10)에 의해 확인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

석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 프라이머(27F: 5'-

AGA GTT TGA TCM TGG CTC AG-3'와 1492R: 5'-GGT

TAC CTT GTT ACG ACT T-3')를 사용하여 약 1.5 kb로 증폭시

켰다. Labopass Tissue Mini prep kit (COSMO genetech,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추출한 세균의 genomic DNA 2 μL에 10 μM

polymerase 0.5 μL, 10 mM 27F 프라이머 1 μL, 5 μM 1492R 프

라이머 1 μL, dNTP 2 μL와 nuclease free water를 첨가하여

25 μL의 PCR 반응액을 조성하여 94oC에서 5분 반응 후 94oC(30

초), 58oC(30초), 72oC(30초) 조건으로 35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PCR산물은 2% agarose 겔에서 확인하고, LaboPass PCR purifica-

tion Kit (COSMO gene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반응되지

않은 dNTP와 프라이머를 제거하였다. 정제된 PCR 산물은 Big-

Dye® Terminator 3.1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cycle sequencing 반응을 하고,

ABI 3730XL (capillary 96ea X 50 cm, Applied Biosystems)로

분석하였다. 획득한 16S rRNA sequences는 NCBI BLAST 2

Sequence (http://www.ncbi.nlm.nih.gov/blast/bl2seq/wblast2.cgi)에서

align한 후 Blast 서칭을 하였다. 16S rRNA sequences가 100% 일

치하면 종(species) 수준에서 동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Blast 서

칭 결과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로 각각 100% 일치한 경우는 518R 프라이머(5'-ATT

ACC GCG GCT GCT GG-3')(11-13)를 사용한 추가적인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여 유전자은행(GenBank)에

등록되어 있는 바실루스 세레우스 KT026101.1, 바실루스 투링기

엔시스 AB592540.1과 대조하여 구별하였다.

생화학적 동정법

각각의 선택배지에서 분리된 미생물의 형태학과 생화학 확인

시험을 위하여 각각의 콜로니는 Table 2의 조건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취해 검경하여 세균의 형태와 운동

성을 관찰하고, 그램 염색을 실시하여 형태학적 특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생화학적 확인을 위해 Table 2와 같이 배양액의 탁도를

맞추고 해당되는 카드를 선택하여 자동 생화학 분석장비(VITEK2

Table 1. Foodborne pathogenic strains analyzed

Species
Strain ID Culture condition

For database For test Oxygen requirement Media Temp. (oC)

Salmonella Enteritidis KCCM 12021 KVCC 020800773 Facultative anaerobes XLD 36

Salmonella Typhimurium KCTC 2515 KVCC 020800775 Facultative anaerobes XLD 36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27
KCCM 12256

Facultative anaerobes BPA 36
KCTC 1621

KCTC 1916
KCCM 40056

KCTC 40050

Vibrio parahaemolyticus KCTC 2729 ATCC 17802 Facultative anaerobes TCBS 36

Clostridium perfringens

KCTC 5100

KCTC 3269 Anaerobes TSC 36KCTC 5102

KCTC 3269

Listeria monocytogenes
KCTC 3569 KCTC 19111

Microaerophiles OXFORD 30
KCCM 40307 KCTC 19115

Yersinia enterocolitica KCCM 41657 KCCM 41657 Microaerophiles CIN 36

Bacillus cereus NCCP 15910 KCTC 1012 Facultative anaerobes MYP 30

Bacillus thuringiensis 
KCCM 11579 KCTC 1510

Facultative anaerobes MYP 30
KCCM 11608 KCTC 1513

Campylobacter jejuni KCTC 5327 - Microaerophiles BAP 42

Campylobacter coli KCTC 15212 - Microaerophiles CBA 42

Cronobacter sakazakii
KCTC 2949

- Facultative anaerobes
MAC 36

KCCM 42932 TS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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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bioMérieux, Marcy lEtoile, France)에 장착하여 분석하였

다. 카드에 따라 30-47개의 생화학적 반응을 테스트하는데 6-16

시간이 소요된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

MALDI-TOF 질량분석기반 동정법

미생물 콜로니를 MALDI 시료 플레이트(ASTA Inc.)에 도말하

여 실온 건조한 후 70% 폼산(formic acid) 2 μL를 시료에 첨가한

후 건조한다. 그 위에 50% acetonitrile/2.5% trifluoroacetic acid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에 포화된 10 mg/L α-

cyano-4-hydroxycinnamic acid (Fluka, Buchs, Swizerland) 매트릭

스 용액 2 μL를 도포하여 실온 건조시킨다. 시료와 매트릭스의

균일한 크리스탈이 형성되면 MALDI-TOF 질량분석기에 삽입하

여 분석한다. MALDI-TOF 질량분석기는 Thinker-bell LT (ASTA

Inc.)를 사용하였고, linear positive모드에서 1,000 shots을 자동으

로 acquisition하여 3-20 kDa의 단백질 질량 패턴을 얻었다. 질량

스펙트럼은 대장균(Escherichia coli)에서 추출한 단백질로서 리보

뉴클리에이스 A (RNase A, 13,682 Da), 마이오글로빈(Myoglobin,

16,952 Da) 등으로 externally calibration 하였다.

MALDI-TOF 질량스펙트럼에서 S/N (signal to noise)비 4 이상,

250 ppm의 허용한계(tolerance)를 갖는 70개의 피크, m/z (mass to

charge)는 MALDI-TOF 분석 소프트웨어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

는 패턴 매칭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통해 라이브러리의 질량 패

턴과 매칭시켰다. 미생물 동정 결과는 MicroIDTM (ASTA Inc.)에

수록된 표준 질량스펙트럼과 시료의 질량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매

칭 스코어로서 표현되는데, 120 이상은 결과의 신뢰도가 높음,

80-120은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80 미만은 동정 결과의 신

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식품 미

생물 동정 결과는 2015년 기준 2,400여종의 5,600 균주의 단백질

질량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Biotyper 3.0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료 준비 최적화

미생물 동정을 위한 MALDI-TOF 질량분석스펙트럼의 재현성

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료 준비 과정

이다. 일반적인 direct smear 방법은 시료 플레이트에 세균 세포

를 올리고 그 위에 매트릭스 용액을 첨가하여 건조시킨다. 신속

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펩티드글리칸(peptidoglycan)으로 구성된

murein 층을 가지고 있는 그람 양성 세균과 같은 경우 세포벽이

두꺼우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단백질의 추출이 충분하지 않

다(14). 그래서 강한 유기산과 유기용매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효

소 등을 처리하여 세균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질량분석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개발(14-16)되었으나 이러한 방법들의 경우

2-30분 정도의 샘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적인 시료 전처리법의 간단, 신속성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추출의

효율성을 접목시킨 Haigh 등의 방법(17)을 변형한 on-target 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폼산 등과 같은 강한 유기산은 MALDI-TOF 분석에서 protona-

tion 이온화를 도와주어 감도를 높이는 역할(18)을 할 뿐 아니라

세균 세포의 파괴를 높여 단백질이 잘 추출되게 하므로, 재현성

있는 단백질 패턴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19).

그램 양성 식품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를 사용하여 일반

적인 direct smear법과 on-target lysis 방법을 비교 평가하였다(Fig.

1a). 시료 플레이트에 건조된 세균 세포 스팟에 70% 폼산을 처

리한 후 매트릭스와 결정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질량스펙트럼의

S/N비 30 이상인 피크의 개수가 24에서 4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각각의 방법으로 4개의 샘플 스팟을 준비하여 MALDI-TOF

분석한 후 MicroID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였을 때, on-target lysis

방법을 사용한 경우 매칭 스코어 값의 평균이 131에서 172.5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샘플 스팟 간 일정한 매칭 스코어를 얻었다

(Fig. 1b). 이는 시료 전처리 방법의 최적화를 통해 식품중독균의

동정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매칭 스코어를 높였을 뿐 아니

라 말디 샘플 스팟 간 재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었다.

Haigh 등(17)은 폼산을 처리하였을 때 direct smear법에 비해 미

생물 동정률이 약 11%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Ford와 Burn-

ham(20)과 Tekippe 등(21)도 각각 그램 양성과 그램 음성 미생물

에 대해 평가한 결과 매칭 스코어 값이 커지고 동정률도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식중독 표준 균주를 이용한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는 17종의 미생물 검사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어 분양받을 수 없

는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Bacillus anthracis), 클로스트리듐 보튤

리늄(Clostridium botulinum), 브루셀라균(Brucella) 및 결핵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과 미생물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대

장균을 포함한 다른 많은 종이 속하는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과 독소로서 구별되는 장출혈성대장균은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에서 주로 시험·검사하는

식품중독균을 우선 선정하였다. Table 1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식품중독균 표준 균주 10종 즉, 바실루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for biochemical identification

Species Subculture media Card Turbidity of fluid

Salmonella Enteritidis/Typhimurium NutrientAgar GN 0.6 McF

Staphylococcus aureus NutrientAgar GP 0.6 McF

Vibrio parahaemolyticus NutrientAgar+2% NaCl GN 0.6 McF

Clostridium perfringens NutrientAgar ANC 3 McF

Listeria monocytogenes Trpytic Soy Agar+0.6% yeast extract GP 0.6 McF

Yersinia enterocolitica Trpytic Soy Agar GN 0.6 McF

Bacillus cereus NutrientAgar BCL 2 McF

Campylobacter jejuni NutrientAgar NH 3 McF

Campylobacter coli NutrientAgar NH 3 McF

Cronobacter sakazakii NutrientAgar GN 0.6 McF

*McF (McFarland) Maxwell turbidit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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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

스(Listeria monocytogenes), 황색포도알세균,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

coli),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이(Cronobacter sakazakii), 살모넬라

(Salmonella Enteritidis/Typhimurium)와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Yersinia enterocolitica)의 20균주에 대한 MALDI-TOF 질량 분석

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표준 균주로부터 얻은 질량피크(mass peaks)

에서 각 균주 간에 동일한 피크(허용공차: 1500 ppm 이내)가 몇

개 존재하는지 평가하여 식품중독균에 따른 고유의 특이적 MALDI-

TOF 질량 패턴을 확인하였다(Fig. 2). 균 종간에 일치하는 피크

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붉은 색으로, 일치하는 피크가 적어질수록

파란색으로 표시해 균 종간 질량패턴 유사성을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나타내었다. 타 종간에 흰색에서 파란색을 띌수록 각각의

균 종이 독립된 질량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Fig. 2에서

는 동일한 종간에 질량 패턴의 유사성이 높고, 타 종간에는 질량

패턴의 유사성이 낮아 MALDI-TOF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식품중독균을 판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1의 데

이터베이스 구축용 표준 균주에 대해 10개 이상의 MALDI-TOF

질량 스펙트럼을 얻어 표준화된 단백질 질량 피크들과 피크의 상

대적인 세기에 강도 계수(intensity factor)를 부여한 분석알고리즘

을 MicroIDTM (ASTA Inc.)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켰다. 2016년

4월 기준 국내 미생물 2,500여종의 6,000균주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MicroID를 이용한 동정은 Fig. 3과 같이 진행한다. 각각

의 식품중독균으로부터 얻은 질량 스펙트럼에서 질량 피크들의

상대적인 피크 세기에 강도 계수(intensity factor)를 적용하는 표

준화를 거친 후 참조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정확한 종 수준

의 동정을 한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미생물 변별력 확인

단백질 질량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지 않은 식품중독균

표준 균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살모넬라, 황색포도알세

균, 장염비브리오와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를 이용하여 식품중

독균 10종을 적용시킨 MicroID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미생물 동정

의 변별력을 확인하였다(Table 3). 그리고 해외 상용화된 데이터

베이스, Biotyper와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클로스트리듐 퍼프

리젠스를 제외한 다른 식품중독균은 두 데이터베이스 모두 종 수

준에서 정확하게 동정되었다. 그러나, 클로스트리듐 퍼프리젠스

는 on-target lysis 전처리 방법에 의해서 단백질 추출이 충분하지

않아 해외 미생물 동정용 데이터베이스 Biotyper에서는 동정이 되

지 않았으나, 국내 미생물 균주로 구축한 MicroID에서는 신뢰할

만한 스코어로 동정되었다. 이전의 연구(22,23)에 따르면 질량분

석기반 미생물 동정의 부재나 오인은 주로 균의 비교 스펙트럼

(reference spectrum)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거나 스펙트럼

정보가 적기 때문이므로, 많은 균에 대한 스펙트럼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에 추가하여 동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획득한 질량 스펙트럼과 데이터베이스의 매칭

알고리즘이 동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 시료에서 유래한 식품중독균 확인방법의 효율성 및 정확

성 비교

Seng 등의 보고(22)와 같이 MALDI-TOF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법은 전통적인 미생물 동정법에 비해 시료 준비과정이 단순

하고 분석 시간이 매우 빠르다. 선택배지에서 배양된 콜로니를

자동 생화학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정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미생물의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양을 실시하고,

검출하고자 하는 균에 따라 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카드에

따라 분석시간이 최소 3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리므로 전통적인 미

생물 동정법에 의한 확인시험은 이틀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질

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법은 선택배지에 확인된 콜로니를 직접

분석하고, 전처리 및 분석 시간이 약 5분 정도 소요되므로 매우

신속한 동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동정 방법에 사용되는 비

용의 20-30% 정도만 소요되므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24).

2000에서 2015년까지 식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에서 식품중독

균이 검출되었던 시료 7점에서 분리된 균을 16S rRNA 유전자

Fig. 1. Comparison of MALDI-TOF mass spectrum and the average of ID score from Bacillus cereus on MYP media using (a) direct
smear method and (b) on-target 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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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여 동정하였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라고

분리된 3점의 균 중에서 분리 균 1과 3은 바실루스 세레우스인

식품중독균으로 확인되었으나, 분리 균 2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생물학제제로 사용되는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로 유전자은

행에 수록되어 있는 16S rRNA sequence와 대조하여 구별하였다.

Table 4에서와 같이 바실루스 세레우스 GenBank KT026101.1과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 GenBank AB592540.1는 16S rRNA gene

sequence 중 단 4개의 위치에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 구별

되었다. 59, 72, 74와 174 위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분리균 1과

3은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일치하였고, 분리균 2는 바실루스 투링

기엔시스와 일치하였다. 황색포도알세균이 검출되어 분리된 4점

은 모두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해 황색포도알세

균으로 동정되었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기

준으로 기존의 상용화된 생화학 분석법과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에 의한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Table 5). 바실루스 세

레우스인 분리 균 1과 3,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인 분리 균 2에

대해서 생화학 분석 결과는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바실루스 투링

기엔시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 그룹으로 동정

했다. Biotyper를 이용한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 결과, 분리

균 1-3을 모두 바실루스 세레우스라고 동정했다. 그러나 분리 균

1과 2의 ID 스코어는 속(genus)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

므로 Bacillus sp.임을 확인하였고, 분리 균 3은 종 수준에서 신

뢰할 수 있는 바실루스 세레우스임을 확인하였다. MicroID의 동

정 결과는 분리 균 1은 바실루스 세레우스, 분리 균 2와 3은 바

실루스 투링기엔시스로 신뢰도 높은 값으로 동정되었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분리 균 3은 오인

된 결과를 얻었다. 생화학적 특성이 거의 일치(25)하여 전통적인

생화학분석으로 생물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실루스 투링기엔

Fig. 2. Discrimination of foodborne pathogens through evaluation between mass peaks anlayzed by MALDI-TOF mass spectrometry.

Each column and row refers to one strain. 

Fig. 3. Process of MicroIDTM (ASTA Inc.)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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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와 구별할 수 없었던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질량분석기반 미

생물동정법에서도 정확히 구별이 되지 않았다. 바실루스 투링기

엔시스의 표준 균주의 질량스펙트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

터베이스에 사용하지 않은 표준 균주로 평가했을 때 신뢰도가 높

은 값을 가지는 순위에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바실루스 투링기엔

시스 모두 있어, 두 균을 구별하는 변별력이 없었다(data not shown).

이는 세균 세포를 직접 MALDI-TOF 질량분석 시 세포 단백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ribosomal 단백질이 주로 분석되는데(26,27),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의 16S rRNA 서열

의 동질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Ash 등(28)에 따르면 1,446 뉴

클레오타이드 중 5개만 차이가 있어, 99.7%의 동질성을 가지므

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도 두 균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16s RNA 유전자 서열의 동

질성이 높은 균을 구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질량분석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황색포도알세균으로 확

인된 분리 균 4-7은 자동 생화학 분석에서 황색포도알세균으로

동정하였다. 각각의 Biotyper와 MicroID를 이용한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에서도 종 수준의 높은 신뢰도로 황색포도알세균으

로 동정되었다. 따라서, 황색포도알세균에 대해서는 질량분석기

반 미생물 동정의 정확도는 기존의 상용화된 자동 생화학 분석

법과 동등하였다. 식품중독균에 오염된 식품 시료의 수집이 어려

워 비교 평가한 균의 개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질량분석

기반 미생물 동정의 정확도가 생화학 분석에 비해 더 높은 결과

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Bessède 등(29)은 캄필로박터 제주니, 캄

필로박터 콜리와 캄필로박터 라리(Campylobacter lari)에 대해서

기존의 상용화된 생화학분석법에 비해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

정의 정확도가 각각 2.7, 2.3, 50% 높았다고 보고했다. Wieser 등

은 약 1,200여 개의 시료를 비교 평가했을 때 MALDI-TOF 질량

분석기반 미생물 동정의 정확성은 97%였고, 상업용 생화학분석

에 비해 0.5% 높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2). 또한, 식품

중독균을 포함한 국내 미생물 균주로 구축한 MicroID의 정확도

는 해외의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인 Biotyper와 동등하였다.

Table 3. Identification of MALDI-TOF MS based method using other pathogenic reference strains

Reference
MALDI-TOF MS based method

Biotyper 3.0 MicroID

Species Strain ID Bacteria Score Bacteria Score

Bacillus cereus KCTC 1012 Bacillus cereus 2.389 Bacillus cereus 172.3

Clostridium perfringens KCTC 3269 no ID 1.667 Clostridium perfringens 127.2

Listeria monocytogenes
KCTC 19111 Listeria monocytogenes 2.358 Listeria monocytogenes 183.0

KCTC 19115 Listeria monocytogenes 2.387 Listeria monocytogenes 221.4

Salmonella Enteritidis KVCC 020800773 Salmonella sp 2.480 Salmonella serovar 193.9

Salmonella Typhimurium KVCC 020800775 Salmonella sp 2.515 Salmonella serovar 191.0

Staphylococcus aureus
KCCM 12256 Staphylococcus aureus 2.399 Staphylococcus aureus 214.5

KCCM 40056 Staphylococcus aureus 2.422 Staphylococcus aureus 162.1

Vibrio parahaemolyticus †17802 Vibrio parahaemolyticus 2.463 Vibrio parahaemolyticus 224.8

Yersinia enterocolitica KCCM 41657 Yersinia enterocolitica 2.420 Yersinia enterocolitica 208.1

*Biotyper: score value 2.0, identification at the species level; 2.0>score value 1.7, identification at the genus level
*MicroID: scores 120, fine; 120>scores 80, medium; scores<80, bad

Table 4. Locations of base differences in 16S rRNA gene

sequences

 Strain
Sequence 

size

Nucleotide at the positions

59 72 74 174

Isolate 1 1407 bp A T T C

Isolate 2 1404 bp G C A T

Isolate 3 1402 bp A T T C

B. cereus KT026101.1 1419 bp A T T C

B. thuringiensis AB592540.1 1363 bp G C A T

Table 5. Comparison of identification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and MALDI-TOF MS based method using isolates from food

contaminated pathogen

 Strain 

16S rRNA gene
sequencing

Conventional method MALDI-TOF MS based method

Vitek Biotyper 3.0 MicroID

Bacteria Bacteria Bacteria Score Bacteria Score

Isolate 1 Bacillus cereus Bacillus cereus group Bacillus cereus 1.891 Bacillus cereus 172

Isolate 2 Bacillus thuringiensis Bacillus cereus group Bacillus cereus 1.912 Bacillus thuringiensis 175

Isolate 3 Bacillus cereus Bacillus cereus group Bacillus cereus 2.189 Bacillus thuringiensis 157

Isolate 4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2.458 Staphylococcus aureus 189

Isolate 5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2.490 Staphylococcus aureus 200

Isolate 6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2.490 Staphylococcus aureus 204

Isolate 7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2.456 Staphylococcus aureus 179

*Biotyper: score value 2.0, identification at the species level; 2.0>score value 1.7, identification at the genus level
*MicroID: scores 120, fine; 120>scores 80, medium; scores<80,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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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강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향상으로 인해 농수

축산 분야를 비롯한 식품의 가공 유통 분야에서도 식품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HACCP과 같은 식

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있어 식품중독균

에 대한 검사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속, 정확하고 대

량의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식품중독균 검사의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국내 식품 미생물의 확인시험방법은 전통적인 미생물

동정법인 그램 염색 등과 같은 형태학적 특성과 생화학적 분석

에 의해서 주로 확인되는데, 확인 과정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

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미생물 동정법인 MALDI-

TOF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법을 식품의 식품중독균 검사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공전에서 주로 검사하는 식품중독균 10종에

대한 질량 패턴 데이터를 국내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인 MicroID

에 적용하였다. 표준 균주와 식품중독균이 검출된 시료에서 분리

한 균으로 비교했을 때 질량분석기반 미생물 동정은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생화학적 분석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식품중독균을 포함한 국내 미생물 균주를 이용해서 구축한 데이

터베이스, MicroID는 기존의 상용화된 해외 MALDI-TOF 질량분

석 데이터베이스 Biotyper와 동등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국내 식품관련 미생물에 대한 질량스펙트럼을 추가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면 신속 정확한 미생물 동정법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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