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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방법을 이용한 우유 및 유제품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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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iry industry has consistently grown via the expansion of dairy-based food categories. Dairy product consumption 
is stable since the nutrient composition in dairy products is ideal for human health. However, dairy products are highly 
susceptible to food-borne pathogens. Controlling the safety of dairy products is thus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nutrient- 
rich matrix of this food category. Currently, immunoassays or molecular biology techniques have been used to evaluate the 
safety of dairy products in Korea. These methods are based on the detection of proteins and thus have low reproducibility 
and sensitivity. Recent techniques to detect food-borne pathogens have focused on genetic analyses. Rapid detection methods 
for food-borne pathogens in milk and dairy products us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echniques, such as conventional 
PCR, real-time PCR, repetitive sequence-based (rep)-PCR, PCR-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DGGE), and digital 
PCR, are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aim of this review was to contribute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flora 
and the quality of dairy products. This study will also assist in the immediate monitoring of food-borne pathogens in milk 
and dairy products when an outbreak related to this food category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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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중

요한 문제로 강조되고 있다.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 위해는
인체 건강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며, 때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식품유래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전
세계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다(Kim et al., 2011a).
특히 유제품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고영양원으로 미생물

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생산으로부터 운반, 
판매 등 전 과정에서 부패되거나 변질되기 쉽다. 따라서 안
전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Kim et al., 2009). 살
균된 우유일지라도 식중독 균 중 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 포자를 형성하여 살균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는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식중독 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우유를 사용하여 유제품을 만든다면 낙농업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유나 유제품 속 식중독의 신속 검
출법 개발이 시급하다. 실제로 우유나 유제품에서 식중독
균 분리가 된다는 사실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한편, 각종 균들의 생육 조절을 통해 축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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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맛과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

중 미생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은 섭취하는 소비자층이 두텁고 가공식품

에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많은 피
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빠르게 확산되
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출법이 요구되는데, 유제품 검출에 있어서 가
장 큰 문제점들은 여러 물질들과 섞여 있는 식중독 균을 농

축하여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

는 식중독 균의 검출이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품 중의
식중독 균 검출법은 소량의 균이 존재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식품 중 식중독 균의 신속하고 간편한 검출 기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검출방법 중 하나
인 배지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배지법은 균을 직접 확인
하면서 식품 속 미량의 균을 증균하면서 각 균에 맞는 조건

을 사용하며,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신속하게 균
을 검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면역학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이

용한 검출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민감도가 떨어지고, 재현
성이 낮으며, 각종 저해제에 의해 제약이 많은 편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우유나유제품에서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
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등의 식중독 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검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축산물시험법과 ‘식품
공전’의 미생물 시험법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Kim et 
al., 2011b). 또한, 식중독 균 검출방법으로 API kit, VITEK,

Table 1. 우유 및 유제품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E. coli(VTEC, STEC)의 검출 사례

Foodborne pathogen Samples References

Listeria monocytogenes

Raw milk, cheese Almeida et al. (2013)
Raw milk Jamali et al. (2013)
Cheese Stessl et al. (2013)
Raw meat, milk, cheese, cream cake Derra et al. (2013)

Raw milk Bianchi et al. (2013)
Bulk tank milk Ruusunen et al. (2013) 

Salmonella spp.
Milk filters Van Kessel et al. (2013)
Milk (skimmed, full creamed) Karshima et al. (2013) 
Raw milk Tajbakhsh et al. (2013)

Escherichia coli
VTEC Bulk tank milk Petruzzelli et al. (2013)

STEC Human stool (after consumption of milk), raw milk Kirchner et al. (2013)

VIDAS, 면역학적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PFGE나
HPLC 방법도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0). 그러나 면역
학적 방법이나 전기영동방법은 여러 물질이 들어 있는 식

품 중에서 식중독 균을 검출할 때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단

점이 있다. 최근에는 유전학적 방법인 PCR 방법이 식품 분
석 분야에서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생물
의 DNA의 일부를 증폭하는 PCR 기법은 식품에 오염된 식
중독 균을 확인하는데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

다. ISO에서는 미생물학적 또는 생화학적 방법을 규정하였
으나, 2005년에 식중독 균 검출 방법으로 PCR 방법을 도입
하였다. 본고에서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식중독 균
들을 중심으로 여러 PCR 방법들을 이용하여 우유와 유제
품에 존재하는 식중독 원인균을 신속하게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Conventional PCR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식중독 균의 DNA 중 특정 부위를 증폭하여 식품으로부터
식중독 원인 미생물을 신속 검출하기 위한 유전학적인 기

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식품으로부터 추출된 DNA를
주형으로 하여 증폭하고자 하는 DNA 부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프라이머를 제작하고, 합성 효소(Taq polymerase)
를 사용하여 DNA를 증폭시킨다. PCR 과정은 크게 두 가
닥의 DNA가 단일 DNA로 풀리는 변성단계(denaturation 
step),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결합하는 결합단계(annealing 
step), 합성효소(Taq polymerase)의 활성으로 DNA가 증폭
되는 연장단계(extension step)로 나뉘게 된다.

PCR은 사용하는 프라이머 쌍의 개수에 따라 single-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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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PCR로 나뉘는데, 이때 multiplex PCR은 한번의
PCR 반응으로 하나의 튜브 내에서 2개 이상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2개 이상의 부분의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말
한다. Multiplex PCR은 single PCR과 기본 원리는 같고, 여
러 개의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들 간의

경쟁성을 고려하여 최적 농도를 결정해 주어야 하며, 프라
이머들 간의 잘못된 조합으로 원치 않는 증폭산물이 얻어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식중독 원인조사 검사지침에서 13종의 식중독 균에 대한
single-PCR 검출법과함께 5종(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Shigella species, Vibrio cholera, Vibrio 
vulnificus)의 식중독 균에 대한 multiplex PCR 검출법 또한
제시하였다(Jo et al., 2007). 식중독 균 multiplex PCR 중
EHEC(Enterohaemorrhagic E. coli)를 검출하는 것이 유용하
게 사용되는데, 이 PCR은 1회의 PCR 수행으로 모든 EHEC
균을 검출함으로써 한 종류의 균에 속하는 여러 가지 다른

독소나 병원성 인자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PCR 기법을사용해서우유및유제품으로부터식중

독 균을 검출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 listeriolysin 
O gene을 target으로 하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우유에 접
종된 Listeria monocytogenes를 PCR을 통해 검출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유 및 유제품에서 PCR을 통해
Listeria monocytogenes가검출된다는것이입증되었다(Rodrigues 
et al., 2003). 또한 multiplex PCR 기법으로 우유로부터

Staphylococcus aureus와 Yersinia enterocolitica를 동시 검
출한 보고가 있으며(Aminul et al., 2006), 이 밖에도 우유
및 유제품으로부터 PCR을 통한 식중독 균 검출법 연구 활
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Real-time PCR 
Real-time PCR 기법은 여러 진단기법 중 정량을 할 수 있

는 시험법으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PCR처
럼 프라이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형광물질을
가지고 있는 프로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
광 프로브는 PCR 과정에서 프라이머와 같이 DNA에 상보적
으로 결합하면서 증폭을 하게 된다. 프로브 종류 중 많이 사
용되고있는 Taqman 프로브의경우, 양끝에리포터(reporter)
와 퀜처(quencher)가 있어 증폭이 진행됨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면서 리포터의 형광을 감지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Real-time PCR은 반응의 마지막 부분에서 증
폭산물을 확인하던 기존의 PCR 방법과는 다르게 프로브의
존재로 인해 분석과 증폭을 한 번에 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반응 단계마다 증폭되는 DNA양을 모니
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광 리포터를 이용하여 별도

의 전기영동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Real-time PCR은 식중독 균 검출 시 신속하게 양성 유무

를 판별하기도 하고, 선택 배지 실험 결과, 의심 집락을 대
상으로 PCR을 하여 식중독 균의 확인에 적용할 수 있다. 기
존 PCR법을 사용하면 최소 7일 경과 후에 결과가 나오는
반면, real-time PCR 법을 사용하면 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가 짧게는 2일 내에 검출될
수 있다(Oliwa-Stasiak et al., 2011; Aparecida de Oliveira et 
al., 2010; Ahn et al., 2010).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몇 가지 특정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여 real-time 
PCR 법으로 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Real-time PCR 방법
과 선택 배지법으로 확인된 colony를 확인 및 동정하는 방
법, colony PCR 방법의 3가지 실험법을 비교하였을 때, 배
지법보다는 낮은 검출율을 보였지만 colony PCR 확인 시험
법보다 높은 검출률을 보여 기존의배지법을 대체할수 있는

신속한검출법이라는것을알수있다(Lee et al., 2010). Lopez- 
Enriquez 등(2007)은 real-time PCR 법을통해우유속 Clostridium 
tyrobutyricum을검출하였다. Clostridium tyrobutyricum은 치즈
제조 시 late blowing 현상을 일으켜 치즈 변패로 상품의 질
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균이다. 이처럼 식중
독 균뿐만 아니라, 식품의 품질이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품
질 변화의 원인균의 추적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real-time PCR은 보이는 세포 중 죽은 세포의 비

율을 알 수 없고, 시료 식품의 matrix가 혼입되면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광을 띄게 해주는 프로브 가격 또한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시료를 측정하기에는 보완할 단
점이많다. 저해제가존재하는경우 International Amplification 
Control(IAC)를 통해 결과 값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등 real- 
time PCR을 통한 검출법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3. Rep-PCR(Repetitive Extragenic Palindromic-PCR)
Rep-PCR은 원핵세포 유전체 내에 존재하는 35~40 bp의

반복적인 염기서열을 PCR로 증폭하는 방법으로 전기영동을
함으로써 DNA fingerprinting pattern을 기준으로 종(species) 
내 계통(strain) 간에도 구분을 해내는 방법이다. 이에 사용
되는 세균의 DNA 중의 반복적인 염기서열은 rep(repetitive 
extragenic palindromic) 이외에도 eric(enterobacterial repetitive 
intergenic consensus), box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rep 시퀀
스는 124~127 bp인 eric 시퀀스에 비해 염기서열이 짧고, 미
생물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rep 시퀀스의 수가 eric 시퀀스
의 수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같
은 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rep 시퀀스의 위치가 다르기 때
문에, 각기 다른 DNA fingerprinting pattern이 얻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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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샘플로부터 분리된 다양한 종류의 균주를 동정하고, 유
전적상관성및유사성을분석하는데이용되고있다. Nucera 
등(2013)은 rep-PCR의 신속ㆍ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
르곤졸라 치즈 생산 공장에서 채취한 치즈와 환경 샘플에

서 분리된 Listeria monocytogenes 균주를 PFGE 방법으로
subtyping한 후 rep-PCR을 통하여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rep-PCR은 높은 재현성을 보여주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subtyping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Pasanene 등(2011)은
rep-PCR 방법을 이용하여 임상 분리균주에서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의원인이되는 Clostridium difficile PCR ribotype 
027과 078을 검출하였다. Pogacic 등(2013)은 생우유를 원
료로 자연적인 종균배양으로 경질치즈를 만들어 숙성기간

에 따라 유산균을 측정하였고, rep-PCR를 통해 유산균 계
통 간의 다양성을 연구하였다.

4. PCR-DGGE(PCR-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PCR-DGGE 법은 배양 비의존적(culture-independent) 방

법으로 샘플에서 추출한 전체 DNA를 GC-clamp가 붙어 있
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16S rDNA를 증폭시킨 후 urea나
formamide와 같은 DNA 변성제로 농도 구배가 되어 있는
겔에 PCR 증폭산물을 55~65℃ 사이의 일정한 온도에서 전
기영동 한다. 증폭된 DNA가 겔 상에서 변성되어 단일 가
닥이 되면 한쪽 끝에 GC-clamp가 붙어있어 겔 상에 밴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 각각의 미생물의 염기서열에 따라
Tm값이 다르기 때문에 핵산의 이동속도 또한 달라지게 되
어서 샘플 내에 미생물의 개체수가 다양할수록 밴드의 수

는 늘어나게 된다. 또한 DGGE 패턴 상의 각각의 밴드를
잘라내어 겔에서 DNA를 회수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처럼 Tm값에 따른 DNA의 분리는 약간의 염기
차이로도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에서의 미생물군집
의 다양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PCR-DGGE 방법은 샘플에 분포하는 전체 미생물 종의 수
를 하나의 겔 상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및 환경

샘플에서 PCR-DGGE 방법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검출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우유 및 유제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검출한 연구들로

Delgado 등(2013)은 PCR-DGGE 방법을 통해 우유와 살균
처리된 우유에 존재하는 Streptococcus thermophilus 등 다
양한 호열성 세균을 검출하였고, Gori 등(2013)은 덴마크
치즈와 상업용 치즈의 표면과 내부에서 Lactobacillus 속, 
Corynebacterium 속,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등을
검출하였다. 또한 Alegria 등(2012)은 PCR-DGGE를 통하여
폴란드의 전통 치즈인 Oscypek으로부터 Lactococcus 속, 
Leuconostoc 속, Streptococcus 속 등의 세균뿐만 아니라, 다

양한 효모까지도 분리하여 폴란드 전통치즈에 분포하는 미

생물을 연구하였고, Leite 등(2012)은 발효유의 종균으로

사용되는 티벳 버섯(kefir grain)의 미생물 분포를 연구하여
Lactobacillus 등을 검출하였다. Deperrois-Lafarge와 Meheut 
(2013)는 우유와 유제품에서 유해세균을 동정하는 방법으
로 V3 유전자 대신에 rpoB 유전자를 target으로 새로운 PCR- 
DGGE 방법을 제시하였다. Bao 등(2012)은 중국의 전통 우
유인 야크 우유와 야크 유제품에서 분리된 염기서열의 유

사성이 높은 분리균주들을 PCR-DGGE 법으로 V3 region
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구별하였다. 

5. Digital PCR
Digital PCR은 일반적인 PCR 방법처럼 증폭 주기 횟수

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 시료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의도되지 않은 값들이 없어져 좀 더 정확한 절대 정

량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 증폭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값을 기대할 수 있다. DNA, cDNA, 
RNA까지증폭이가능하며, 적은양의시료에도정확한 절대
정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real-time PCR보다 더 진
화된 실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Digital PCR은 chamber 
digital PCR(cdPCR)과 droplet digital PCR(ddPCR)이 존재
하는데, cdPCR은 수천 개의 microfluidic chamber가 주형
DNA와 반응을 하는 것이고, ddPCR은 microfluidic chamber 
대신 유중수적형(water-in-oil) 에멀션 안에 있는 수 천 개 나
노 입자 크기의 작은 방울(droplet)을 이용하는 것으로, PCR 
반응을 한 DNA 분자가 들어간 작은 방울의 개수를 세어
절대 정량을 할 수 있다. Fig. 1에 ddPCR에서 에멀션을 이

Fig. 1. Droplet digital PCR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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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작은 방울과 시료가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Digital PCR은 real-time PCR보다 저해제에 의한 영향이 적
고, 시료 당 가격도 저렴하며, 더 많은 수의 시료를 단시간
에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PCR 
기법으로 아직 민감도, 정확도, 재현성 등 단독 실험을 진행
하기엔표본이부족하다는것이 단점이지만, 계속해서 digital 
PCR을 활용한 논문이 활발하게 나오는 추세이다(Hindson 
et al., 2013).

Digital PCR은 식품 분야에서는 GMO 검출법에 많이 적
용이 되고 있고(Morisset et al., 2013), 의학 분야에서는 바
이러스를 검출한 사례가 있는데, 레트로바이러스성인 HIV
와 간염바이러스(Hepatitis C)의 정량을 실시하였다(Shen et 
al., 2011). 

결 론

본고에서 제시한 유전자를 이용한 PCR 분석법들은 검사
결과가 안정적이고, 식중독의 원인 분석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량의 식중독 균이 들어
있더라도 검출이 가능하다. 최근 droplet digital PCR와 같
은 새로운 검출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

기 때문에, 검출하려는 식중독 균에 대한 정보나 각 검출방
법에 따른 민감도 등 기초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많이 수집되어야 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된 방법을 유제품에 적용시켜 유제품 속 균의 분포를 파악

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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