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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let Digital PCR을 이용한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Typhimurium과 Escherichia coli O157:H7의 검출 및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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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Droplet digital PCR (ddPCR) for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ddPCR combines partitioning of PCR reactions into several thousands or millions of individual droplets in a
water-oil emulsion, and counting of positive PCR reaction using flow cytometry. Four species of foodborne pathogens,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Typhimurium and Escherichia coli O157:H7, were used to quantify the
target sequence with each of the designed primers and double stranded DNA-binding Evagreen dye. All tested foodborne
pathogens showed a detection limit ranging from 100 fg/µL to 10 ng/µL. It was concluded that ddPCR could be used to
detect very low concentrations of foodborne pathogens from complex food matrices. For multi-detection of target
pathogens, we also tested the samples using multiplex ddPCR and obtained successfu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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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세균의 빠르고 정확한 검출이 식품위생적 측

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5). 일반적으로 식품

에 존재하는 식중독 세균은 Bacillus cereus, Salmonella Typhimu-

rium, Staphylococcus aureus와 Escherichia coli O157:H7 등이 있

고 이러한 식중독 세균들은 구토와 설사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2,6). 따라서 식중독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검출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식중독 세균 검출방법으로 선택배지를 이용한 배지

배양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증균배양, 선택배양, 생화

학적 동정 등을 포함하여 5-7일 정도의 긴 시간이 요구되는 단

점이 있다(7). 이에 반하여 미생물의 특정 DNA 일부를 증폭하여

식중독 세균을 검출하는 유전학적 방법인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5). PCR

기술은 식중독 세균의 빠른 검출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1세대

PCR인 conventional PCR은 미생물의 정성적 분석만이 가능하였

기 때문에 이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2세대 PCR인 실시간 정

량 PCR (real-time quantitative PCR, real-time PCR)이 개발되었

다(8-10). 하지만 real-time PCR도 Ct value를 이용하여 DNA의

양을 상대적으로 정량하기 때문에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곡선이 필요하며 또한 증폭 효율과 많은 변수에 의해 결과

값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7,11,12). 이러

한 정량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세대의 디지털 PCR (digital

PCR, dPCR)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PCR은 수 만개의 droplet을 이용하여 DNA를 증폭하는

기술로 이론적으로는 micro-droplet reactor에 의하여 형성된 초미

세방울에 각각 한 copy의 주형유전자와 프라이머(primer)를 넣어

하나의 소자형태로 PCR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droplet digital

PCR (ddPCR) 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반응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증폭된 양을 검출하는 endpoint PCR을 기반으로 하며, 절

대적 정량을 위한 표준곡선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7,11,13).

또한 기존의 PCR방법인 96-well PCR plate나 200 µL micro tube

에서 수만 개의 drople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민감도와 정확도는

물론 극소량의 원료 시료로도 유전자 증폭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7,13,14).

지금까지 ddPCR에 대한 연구로는 돌연변이를 검출하거나 특

정 유전자의 증폭이나 결실에 의한 DNA의 양을 측정하는 등의

임상의학적 연구(15)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ddPCR을 이용하여 식

중독 세균의 검출효율 및 검출한계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진행

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ddPCR의 운영시스템인 QX200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4종의 식중독 세균을

대상으로 검출 효율과 검출한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동시 검출

을 위한 multiplex ddPCR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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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DNA 분리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B. cereus ATCC 10876, S. aureus

ATCC 6538, S. Typhimurium ATCC 19585 및 E. coli O157:H7

ATCC 35150이었다. 실험 균주는 DNA 추출을 위해 Trypton soya

broth (OXOID Ltd., Basingstoke, UK) 배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진탕(250 rpm)하며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균주 1 mL을

취하여 12,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한 후 NucleoSpin Tissue

XS (Macherey-Nagel, Duren, Germany)를 사용하여 제조사에서 제

공하는 방법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DropSense96 (Trinean, Gentbrugge, Belgium)을 이용하여 picogreen

fluorescence 방법으로 농도와 순도를 측정하여 20 ng을 실험을 위

한 주형(template)으로 사용하였다. DNA의 농도는 대조구 물질을

이용하여 DNA copy수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곡선(standard curve)

으로 작성하여 계산하였다. DNA 농도 측정에 사용한 대조구 물

질로는 pUC57 plasmid에 각 식중독 세균(E. coli O157:H7, S.

Typhimurium)의 표적 염기서열에 해당되는 유전자 조각을 삽입

하여 식중독 세균의 표적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작

성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DNA 농도를 측정하였다(Fig. 1).

프라이머 구성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와 E. coli O157:H7을 검

출하기 위해 선별된 프라이머 세트는 Table 1과 같다. B. cereus

는 hem gene, S. aureus는 nuc gene, S. Typhimurium은 hto

gene, E. coli O157:H7은 stx-2 gene을 표적 유전자로 하였다.

Droplet digital PCR 조건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와 E. coli O157:H7의

DNA는 QX200 Evagreen master mix (Bio-Rad, Hercules, CA,

USA) (1x), 표적 프라이머(Bioneer, Daejeon, Korea) (200 nM

final concentration), 주형(20 ng)을 혼합하고 DNase/RNase-free

sterile water을 첨가하여 최종 부피를 20 µL로 만들었다. 혼합시

액은 QX200 droplet generator (Bio-Rad)에 넣어 partitioning을 통

해 15,000-20,000개의 droplet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droplet은 이

후에 PCR (Bio-Rad) 장비로 옮겨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95oC 10분간 가열한 후, 95oC 15초, 58oC 1분의 과정을

45회 반복하고 이후에 90oC 5분간 신호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PCR 반응이 종료된 후 droplet들은 QX200 droplet reader (Bio-

Rad)에 넣고 droplet의 형광 신호를 측정하였다.

검출한계 분석

TSB를 사용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과 E. coli O157:H7의 DNA를 추출하고 연속적으

로 10배 희석하여 DNA를 0.0001-10 ng (10, 1, 0.1, 0.01, 0.001,

0.0001 ng)의 농도로 조정하여 희석된 DNA를 ddPCR의 검출한계

(detection limit) 분석에 사용하였다.

Multiplex droplet digital PCR

TSB를 사용해 37oC에서 배양하여 추출한 식중독 세균의 DNA

를 각각 50 ng으로 정량하여 multi-ddPCR에 사용하였다. Multiplex

PCR은 각각의 균주들을 2균주씩 묶어 반응하였다. 균주들의 다

중 동시 검출을 위해 표적 DNA에 대한 프라이머의 농도를 다

르게 하여 수행하였다. B. cereus, E. coli O157:H7, S. aureus와

S. Typhimurium의 프라이머 농도는 각각 최종 반응 시료에서 각

각 50, 300, 350 nM와 200 nM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위의 ddPCR의 반응조건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PCR 산물들은 droplet reader를 이용해 형광신호를 측

정하였다.

표적 염기서열의 증폭 효율 측정

20 ng의 DNA를 사용하였을 때, ddPCR 반응 이후 표적 염기

Table 1. Target genes and oligonucleotide primers of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 and E. coli O157:H7

Species Target gene Type Sequence (5'-3')

B. cereus
hem Forward CTGTAGCGAATCGTACGTATC

hem Reverse TACTGCTCCAGCCACATTAC

S. aureus
nuc Forward GCGATTGATGGTGATACGG

nuc Reverse CAAGCCTTGACGAACTAAAGC

S. Typhimurium
HTO Forward ACTGGCGTTATCCCTTTCTCTGGTG

HTO Reverse ATGTTGTCCTGCCCCTGGTAAGAGA

E. coli O157:H7
stx2 Forward GGCACTGTCTGAAACTGCTCC

stx2 Reverse TCGCCAGTTATCTGACATTCTG

Fig. 1. The efficiency of extracting genomic DNA from pUC57
plasmid was confirmed by droplet digital PCR. After accurate
weighing and DNA extraction, the nucleic acid (ng) content of three
replicates for each sample was measured using a DropSense96.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for the initial sample weight (mg)
and nucleic acid (ng) content was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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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이 존재하는 droplet이 한계점 이상의 형광 값을 보이면

positive로 구분하여 droplet의 숫자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 값들은

반응에 사용된 반응 부피(reaction volume)를 고려해 단위 부피

당 숫자로 표현하여 표적 DNA의 copy 수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표적 DNA 염기서열의 증폭 검출 확인

표적 DNA 염기서열을 제작한 프라이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과 E. coli O157:H7을

ddPCR로 증폭하였다. DNA 증폭에 의해 발생하는 형광 값을 Ch1

Amplitude라 표시하였다. 그래프상의 x축은 ddPCR에 의해 형성

된 droplet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표적 DNA가 존재하는 droplet

중 분홍색 선으로 표시한 검출 한계선 이상의 형광 값을 가지는

droplet을 droplet reader를 이용해 계수하여 파란색으로 표시하였

다(Fig. 2). 검출 한계선의 설정은 B. cereus, S. aureus, S. Typh-

imurium과 E. coli O157:H7에서 8,323, 19,270, 18,420, 17,151이

상의 형광 값을 가지는 droplet을 positive로 판단하여 계수하였다.

형광 값이 측정된 droplet은 분석 프로그램상에서 Poisson 분산

법칙에 따른 계산 값으로 전환되어 Table 2에 나타내었다. B.

cereus의 결과 1 튜브 당 17,855개의 droplet이 생성되었고 그 중

검출한계 이상의 형광 값을 가지는 13,471개의 droplet 을 positive

로 판단하였다. S. aureus는 17,993개의 droplet이 생성되었고 165

개의 droplet이 positive로 판단되었다. S. Typhimurium 는 17,257

Fig. 2. Different thresholds of the target DNA. The positive and negative droplets as classified by the thresholds of individual wells are shown
in blue and grey, respectively. Thresholds determined by the droplet reader and the threshold are shown as horizontal lines. (A) B. cereus, (B) S.
aureus, (C) S. Typhimurium, (D) E. coli O157:H7

Table 2. Quantification of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 and E. coli O157:H7 by droplet digital PCR

Target bacteria Well
Concentration1) 

(copies/µL)
Copies/20 µL

(per well)
Positives2) Negatives

Accepted 
Droplets3)

B. cereus
NTC4) 0 0 0 6,336 6,336

B.C. 1,652 33,040 13,471 4,384 17,855

S. aureus
NTC 0 0 0 17,471 17,471

S.A. 10.8 216 165 17,828 17,993

S. Typhimurium
NTC 0 0 0 18,792 18,792

S.T. 687 13,740 7,629 9,628 17,257

E. coli O157:H7
NTC 0.06 1.2 1 18,823 18,824

E.C. 336 6,720 4,426 13,396 17,822

1)Positive droplets were calculated to concentration of DNA by Poisson distribution analysis.
2)The droplets of more than threshold are shown in positive.
3)Accepted droplets indicate total partitioned droplets.
4)NTC=No templat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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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droplet이 생성되었고 7,629개의 droplet이 positive로 판단되

었으며 E. coli O157:H7은 생성된 17,822개의 droplet중에서 4,426

개의 droplet이 positive이었다(Table 2). 이후 dPCR reader를 이용

하여 positive droplet의 DNA 농도를 측정해 표적 유전자의 개수

(copy number)를 계산하였다. B. cereus, S. aureus, S. Typhimu-

rium과 E. coli O157:H7은 각각 well 당 33,040, 216, 13,740과

6,720개의 DNA로 증폭되었고 증폭된 각각의 DNA수는 µL당 copy

수로 나타내어 증폭된 DNA의 양을 나타내었다.

ddPCR은 표적 DNA당 평균 20,000개의 droplet을 형성하였으

며 각각의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4종의 식중독 세균의 표적 유전

자를 증폭하였으므로 실험에 사용된 프라이머는 표적 염기서열

의 증폭에 적합한 염기서열이라 판단되었다.

QX200을 이용한 ddPCR 실험의 경우 한 well당 최대로 만들

어질 수 있는 droplet을 생성하는데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Fig. 3. Quantification of DNA by droplet digital PCR. Serial dilutions of the DNA were prepared. Each symbol denotes DNA
concentration (copies/µL) of (A) B. cereus, (B) S. aureus, (C) S. Typhimurium and (D) E. coli O157: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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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CR을 수행하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약 2시간 40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eal-time PCR과 비

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반면 검출 민감도

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real-time PCR에 비하여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출한계 분석

4종의 식중독 세균을 1/10씩 감소시킴에 따른 ddPCR의 최소

검출한계를 Fig. 3과 Table 3으로 나타내었다. 4가지 균 각각의

DNA는 단계 희석에 의거하여 농도를 1/10씩 감소시킴에 따라

positive droplet의 개수가 1/10씩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E. coli O157:H7의 경우 1/10씩 희석함에 따라 검출되는

형광 값의 양이 일정하게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µL당 copy

number가 각각 10,600, 4,720, 423, 36.4, 3.2, 1.3으로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E. coli O157:H7은 최소 100 fg/µL까지 검출이 가능

하였다. 100 fg의 DNA는 E. coli O157:H7의 유전체 크기

(genome size, 4×106 base pair)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을 때 10-20

cfu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S. Typhimurium의 경우 µL당

copy number가 6,340, 2,133, 214, 22.6, 2.7, 0.34로 일정하게 감

소하였다. S. Typhimurium은 최소 1 pg/µL까지 검출이 가능한 것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균 수로 전환하였을 때 100-200 cfu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B. cereus의 경우 µL당 copy number

가 10,800, 1,251, 118, 7.5, 0.57로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B.

cereus는 최소 1 pg/µL까지 검출 가능하였으며 S. Typhimurium과

동일한 검출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 aureus의 경

우 µL당 copy number가 108, 8.9, 1.16, 0.27, 0.11, 0.06으로 일

정하게 감소하였고 최소 100 fg/µL까지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E.

coli O157:H7과 동일한 검출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ddPCR의 장점으로 Kim 등(16)은 흙과 같은 이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ddPCR이 qPCR보다 적은 농도의 DNA를

검출 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Cai 등(12)에 따르면 돼

지고기와 닭고기 같은 다양한 매트릭스가 혼합된 식품에서 ddPCR

이 qPCR보다 안정적인 결과 값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4종의 식중독 세균에 대한 낮은 검출한계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신속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ddPCR

이 미세한 크기의 droplet을 이용해 식중독 세균의 정량적 분석

이 가능하므로 qPCR보다 정확한 검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Table 3. The least limit of detection of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 and E. coli O157:H7 by droplet digital PCR

Target bacteria Diluted DNA
Concentration1) 

(copies/µL)
Copies/20 µL

(per well)
Positives2) Negatives

Accepted 
droplets3)

B. cereus

10 ng 10,800 216,000 18,659 2 18,661

1 ng 1,251 25,020 13,229 6,974 20,203

100 pg 118 2,360 2,020 19,074 21,094

10 pg 7.5 150 121 18,826 18,947

1 pg 0.57 11.4 10 20,705 20,715

100 fg 0 0 0 18,919 18,919

NTC4) 0 0 0 20,731 20,731

S. aureus

10 ng 108 2,160 1,725 17,888 19,613

1 ng 8.9 178 155 20,298 20,453

100 pg 1.16 23.2 22 22,262 22,284

10 pg 0.27 5.4 5 21,758 21,763

1 pg 0.11 2.2 2 21,679 21,681

100 fg 0.06 1.2 1 20,987 20,988

NTC 0.27 5.4 5 21,465 21,470

S. Typhimurium

10 ng 6,340 126,800 17,397 80 17,477

1 ng 2,133 42,660 15,949 3,108 19,057

100 pg 214 4,280 3,095 15,530 18,625

10 pg 22.6 452 296 15,271 15,567

1 pg 2.7 54 32 14,053 14,085

100 fg 0.34 6.8 6 20,915 20,921

NTC 0.3 6 5 19,680 19,685

E. coli 
O157:H7

10 ng 10,600 212,000 16,604 2 16,606

1 ng 4,720 94,400 18,722 345 19,067

100 pg 423 8,460 5,568 12,876 18,444

10 pg 36.4 728 564 17,960 18,524

1 pg 3.2 64 52 18,871 18,923

100 fg 1.3 26 24 21,551 21,575

NTC 0.92 18.4 15 19,084 19,099

1)Positive droplets were calculated to concentration of DNA by Poisson distribution analysis.
2)Accepted droplets indicate total partitioned droplets. 
3)The droplets of more than threshold are shown in positive. 
4)NTC=No templat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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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 ddPCR

E. coli O157:H7와 B. cereus를 multiplex ddPCR로 검출 가능

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실험한 결과, Fig. 4A와 같이 프라이머의

농도에 따라 E. coli O157:H7는 25,000-28,000, B. cereus는

15,000-19,000로 형광 값이 각각 다른 범위에서 구분되어 분리되

었다. 이 결과는 E. coli O157:H7과 B. cereus의 형광 값이 서로

다른 크기로 증폭 됨으로 인해 같은 well 안에서 두 종의 식중

독 세균이 검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 B. cereus는 총

18,683개의 droplet을 형성되었고 이 중 검출한계 이상의 형광 값

을 갖는 8,871개의 droplet이 positive로 판단되어 µL당 758 copy

의 유전자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동일한 수의 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E. coli O157:H7은 총 18,683개의 droplet이 형

성되었으며 이 중 검출한계 이상의 형광 값을 갖는 5,172개의

droplet이 positive로 판단되어 µL당 381 copy의 균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Table 4). S. aureus과 S. Typhimurium의 multiplex

실험결과에서는 Fig. 4B와 같이 프라이머의 농도에 따라 S. aureus

는 21,000-29,500, S. Typhimurium은 12,242-21,500로 형광 값이

서로 다른 범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S. aureus

는 총 17,406개의 droplet이 형성되어 검출한계 이상의 형광 값을

갖는 14,948개의 droplet이 positive로 판단되어 µL당 2,303 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시에 S. Typhimurium은 총 17,406

개의 droplet이 형성되었으며 5,300개의 droplet이 positive로 판단

되어 µL당 427 균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 약

본 논문에서는 E. coli O157:H7, S. Typhimurium, S. aureus와

B. cereus에 대한 ddPCR의 검출 효율과 검출한계를 측정하였으

며 동시 검출을 위한 multiplex 검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ddPCR

은 PCR mix를 포함한 시료를 15,000-20,000개의 droplet으로 분

할하여 PCR 하는 방법으로 droplet reader를 이용하여 droplet의

형광 신호를 계수하였다. 식중독 세균의 표적 DNA를 검출하기

위해 2가지 색의 형광 probe (TaqMan)를 제작하였다. ddPCR은

표적 유전자의 형광 신호를 읽어 100 fg/µL부터 10 ng/µL까지의

DNA를 검출 할 수 있었다. 이후에 두 종류의 식중독 세균에서

프라이머 농도를 달리하여 표적 DNA 증폭 크기의 분포가 서로

다르게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multiplex PCR의 가능성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ddPCR은 비교적 낮은 검출한계를 가지기 때

문에 식품에 적은 농도로 존재하는 식중독 세균의 검출에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식품의 전처리 조건 확립과

반응조건 확립을 통하여 향후 복잡한 matrix effect를 가지는 식

품에서 극 미량의 균 검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4. The difference in fluorescence intensity by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each primers. Each pathogen was detected by multiplex

droplet digital PCR. (A) E. coli O157:H7+B. cereus, (B) S. aureus+S. Typhimurium

Table 4. Detection of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 and E. coli O157:H7 by multiplex droplet digital PCR

Target bacteria Well
Concentration1) 

(copies/µL)
Copies/20 µL

(per well)
Positives2) Negatives

Accepted 
droplets3)

B. cereus
NTC4) 0.92 18.4 15 19,104 19,119

B.C. 758 15,160 8,871 9,812 18,683

S. aureus
NTC 0.06 1.2 1 18,882 18,883

S.A. 2,303 46,060 14,948 2,458 17,406

S. Typhimurium
NTC 0 0 0 18,883 18,883

S.T 427 8,540 5,300 12,106 17,406

E. coli O157:H7
NTC 0.18 3.6 3 19,116 19,119

E.C 381 7,620 5,172 13,511 18,683

1)Positive droplets were calculated to concentration of DNA by Poisson distribution analysis.
2)The droplets of more than threshold are shown in positive. 
3)Accepted droplets indicate total partitioned droplets.
4)NTC=No templat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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