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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ate, detection of microbial populations in dairy products has been performed using culture media, which is a 
time-consuming and laborious method. The recently developed chromogenic media could be more rapid and specific than 
classical culture media. However, the newly developed molecular-based technology can detect microbial populations with 
greater rapidity and sensitivity than the classical method involving culture media and chromogenic media. This molecular- 
based technology could provide various options for monitoring the characterization of different states of bacteria and cells. 
Thus, it could help upgrade the processing system of the dairy industry so as to maintain the safety and quality of dairy 
foods. Among the various newly developed molecular-based technologies, flow cytometry can potentially be used for monitoring 
microbiological populations in the dairy industry if official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vailable for this purpose. When omics 
technology would have biomarker identification, it could be regarded as the rapid and sensitive analytical methods. Methods 
based on PCR, which has become a basic technique in microbiological research, can be developed and validated as alternative 
methods for quantification of dairy microorganisms. This review discusses methods for monitoring microbiological populations 
in dairy foods and the limitations of these studies, as well a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such methods in the dai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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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래 전부터 유제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배양법을

사용해서 측정되었지만,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기술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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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전통적인 미생물학적 기술에 비해 보다 빠르고 민

감한 분석이 가능해졌다(Sohier et al., 2014). 이 기술은 세포
의 생리적 상태와 적응성을 분석함으로써 미생물에 대하여

더많은정보를제공할수있다. 최근에진행된연구에서는중
합효소연쇄반응을통해서유제품에존재하는 probiotic과발효
균의 수를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유동세
포계수법(flow cytometry, FC)과오믹스기술(omics technology)
을 이용하여 미생물 분석이 가능하여졌지만, 아직까지 이 기
술들의 성능에 대한 연구 결과와 공식적인 국제표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유제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와 생리학
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과 오늘날 산업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Sohier et al., 2014).
발효균은 식품의 관능적 특성 및 이화학적 특성 개발에 중

추적 역할을 하며, 병원균 및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식품
의 안정성을 확보한다(Caplice and Fitzgerald, 1999; Sohier et 
al., 2014). 따라서 발효식품 내에서 발견되는 세포의 생존능
력 측정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효
균은 식품의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할 가능한 세포의 특징뿐만 아

니라, 이 세포의 대사 및 적응 능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Karimi et al., 2012). 예를 들면, probiotic 제품 내에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충분한 양의 살아있는 세포들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생물은 많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 관여한다. 제품의 생산

과정 중 하나인 발효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기술적 배양법
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기술로 균집의 존재 확인 및 수

치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다(Sohier et al., 2014). 하지
만 이 방법은 미생물의 생리학적 상태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

불가능하며, 편향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적 세포 이외
의 세포를 분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Davey, 2011). 분자생물
학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체지표의 수치 측정을 통해 표적

미생물의 성장, 적응성, 대사 활동 등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
게되었다(de Vos, 2011). 미국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은 생체지표를 “치료 개입에 대해 정상적인 생물학
적 과정, 병리학적 과정, 약리학적 반응의 지표라고 객관적으
로측정되었거나평가된특성”이라정의하였다(Atkinson et al., 
2001). 또한 이정의를 식품공정에 적용하여, 생체지표를 “식
품 공정에 대해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병리학적 과정 또는
세포 반응의 지표라고 객관적으로 측정되었거나, 평가된 특
성”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분자생물학적 기술로는 형광제
자리부합법(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FISH), 유동세포
계수법(flow cytometry, FC), “오믹스(omics)”, 중합효소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등이있다(Diaz et al., 

2010). 유동세표계수법(flow cytometry, FC)을비롯한여러가
지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사용되어 왔지만, 유제품 산
업에서 아직까지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오믹스(omics) 기술 또한 미생물 정보 분석 및 생체지표 확인
에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고 있지만, 품질관리 문제로 인해 사
용되고있지않다(Sohier et al., 2014).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의경우에는다른기술들과는달리현재병원균및발효된제

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특성 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Postollec et al., 2011). 
박테리아의 적응성 생체지표의 수 측정에 위에서 언급된

방법들은 적합한가? 이 방법들과 유제품 산업이 보다 신속하
고, 효율적이며, 확실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
요한 조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본 총설 논문에서는 현재 사
용되고 있는 미생물상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며, 제
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의 생리적 상태의 특성을 설

명하였다. 또한 본 총설논문의 모든 자료들은 이미 발표된 다
양한 문헌 등을 재정리하여 서술하였다.

낙농 미생물을 검출하는 다양한 방법

낙농 미생물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원칙이 이
용되고 있다. 첫째는 한천배지를 이용한 방법이며, 둘째는 발
생형광배지를 이용하는 방법, 셋째는 다양한 생화학적인 방
법을이용하여세균을검출하는방법등이다(Sohier et al., 2014). 
현재까지낙농과관련해서미생물검출에이용하는다양한방

법을 소개하고, 각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최신의 생화학적 기술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1. 배지(agar media)를 이용한 세균검출법
한천배지를 사용하여 군집을 배양시키는 방법은 살아있는

미생물의수를측정하는가장간단한방법으로미생물실험실

에서주로사용된다. European and International Standard Orga-
nization(EN ISO)의 표준에 따르면 배양법과 군집 계수를 기
반으로 한 실험 계획안은 식품매개병원균, 총 미생물상, 위생
지표미생물등의수측정및검출에사용이가능하다(Boyer and 
Combrisson, 2013). 몇몇 ISO 방법 또한 probiotics, 발효균 등
의 미생물의 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미생물수측정기술의가장큰한계점은표적미생물과내인

성 미생물을 식별하지 못하며, VBNC(viable but non-cultivable 
cells) 세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최적 배지에서 미생물의 증식능력을 생존능력이라 정의했다

(Postgate et al., 1961). 1980년대에는 살아있는 세포, VBNC, 
죽은 세포를 구별하기 위해 Live/dead detection staining k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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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사PCR(reverse transcription PCR, RT-PCR) 등의기술이도
입되었으며, VBNC라는개념이탄생되었다(Roszak and Colwell, 
1987; Sohier et al., 2014). 오늘날에는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죽은 박테리아 사이에 중간 상태가 존재하며, 배양법을 응용
하여회수된군집은제공된성장조건에서복제하는세포와부

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Diaz et al., 2010; Sohier et al., 2014).
미생물의 생존능력에 대한 개념, 미생물 세포의 생리적 상

태와 관련된 정보, 미생물의 수를 측정하는 분자생물학적 기
술등이발달되었음에도배양법에대한연구는계속해서진행

중이다(Sohier et al., 2014). 다양한종류의한천평판배지가요
구르트, 치즈, 순수배양등에존재하는 probiotic 및 probiotic이 
아닌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LAB)과 Bifidobacterium 종의
수의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Saccaro et al., 2011; Karimi et al., 
2012).
한천평판 배지를 사용해서 분말, 냉동 재료, 미세켑슐화

배양(microencapsulated culture), 식품, 음료 등의 상업적 제품
에 존재하는 probiotic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었다. 유통 기한
동안 보장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세포의 최적 함량이 확정되

었다(do Espirito Santo et al., 2011). 요구르트와 치즈 내에 존
재하는 probiotic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또한 연구
되었다(Forssten et al., 2011; Oberg et al., 2011). LAB 선택배
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 한천 제조법

의 변화(예: 항생제 사용, 다양한 배양 온도, NaCl 농도, pH, 
탄소원)와 많은 종류의 배지 조건이 제안되었지만, 지금까지
사용되어온배지에는한계가있다(Antunes et al., 2007; Saccaro 
et al., 2011). 제품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할 경우, 
토양 고유 미생물과 기술적 미생물상의 구별이 종종 불가능

하며, 대부분의 배양법은속(genus) 수준까지동정이가능하다
(Ashraf and Shah, 2011). 매트릭스 효과 또한 배양법 사용 시
에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식품 내에 존재하는 박테리
아의 수는 실험에 사용한 매트릭스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가 있다(do Espirito Santo et al., 2011; 
Forssten et al., 2011). 이는 특정 식품 내 미생물의 수를 측정
하기위해개발된실험계획안이 다른 식품에는응용할수 없

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부족한 품
질 관리를 강조한다. 실제로 개발된 기술의 대부분은 실행 가
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며 정확성, 편향된 정도를 나타내지 않
고, 검출한계를 표시하지않는다(Van de Casteele et al., 2006).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의 측정에 영향을 주는 매트릭스

효과와 마찬가지로 균주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용중인배양법을고려해보았을때, 실험결과의정확성및
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정법의 사용을 권장한

다. 제품의 건강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 내에 최소한
수치의 박테리아가 존재해야 하며, 따라서 추가적인 기술은

probiotic 박테리아 수의 측정에 적합하다(Sohier et al., 2014). 
이는 추가적인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식적인 표준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을 유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식품, 
음료 등에 존재하는 probiotic의 생존능력 측정 분석에 대한
지침이 최근 발표되었다(Champagne et al., 2011). 비록 이 지
침은 probiotic을대상으로만들어졌지만, 유제품분석에도응용
이 가능하다(Sohier et al., 2014). 
발색형광배지(Chromogenic media)는 병원균 및 부패균 분

석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Song et al., 2008). 이 방법의 효율
성은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으며, 정상화된 방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기술적 미생물상 분석에는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

다. 실제로 Listeria, Salmonella,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장내 세균 등의 군집은다양한색깔로쉽게구별이가능하
다. Chromogenic media는 조작법이 간단한 배양법으로 분자
생물학 지식이 없는 연구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Chon 
et al., 2012). 이러한 배지는 유제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제어
에 유용할 것이며, 이 방법을 발전함으로써 다른 방법에 부족
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Sohier et al., 2014). 

2. 비배지(non-agar media) 방법을 이용한 세균검출법
1990년대에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형광제자리부합

법(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FISH)은 특정 핵산 시퀀스
를 보유하고 있는 세포를 동정한다. 이 기술은 형광분자와 결
합한 올리고머 탐침(Oligomer probes)을 표적 DNA 또는 RNA
와 잡종화시킨후, 현미경을통해서표적물질을검출한다(Bottari 
et al., 2006). 유제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FISH 계수의
성능에 관한 논문이 지난해에 출판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치즈에서 검출된 프로피온산균(Propionic acid bacteria)을 계
수하였다(Bottari et al., 2006). Garcia Hernandez 등(2012)은
FISH를 direct viable count method와 통합시킨 기술을 사용하
여 배설물에 접종시킨 살아있는 요구르트 균주를 계수하였

다. FISH는 특정한 박테리아를 검출할 수 있으며, 다른 분자
적 기술과는 달리 이미지를 통해 환경에 분포된 박테리아를

나타낸다. 이러한장점이있음에도 FISH는낮은반복성및인
공산물, 식품 매트릭스 간섭을 종종 일으키는 이유로 인해 사
용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분석 기술로 사용하기에 적절하
지 않다(Zotta et al., 2012). 형광 표시 기술의 경우, 현미경과
함께 사용되는 방법으로,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식품산업에서
는 품질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epifluorescence microscopy(형
광현미경)와 confocal microscopy(공초점현미경)를 사용할 수 없
기때문에, 이기술또한미생물계수에적합하지않다(Bernardeau 
et al., 2001; Sohier et al., 2014).
형광염료의개발과함께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 

기술이발전하였다. 배지법과비교하였을경우, 이기술의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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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점은 세포 집단에 속한 각 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의 VNBC와생리적상태를구별한다는것이다(Sunny-Roberts 
and Knorr, 2008; El Arbi et al., 2011). Diaz et al.(2010)는 실
험결과를통해다양한세포의기능및 산업 미생물 생물공정

과 연관된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의 원리를 설
명하였다.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은 식품 미생물
분야에서 이미 수 차례 사용되었으며, 이 기술은 오늘날 가장
유망한 라벨링(labelling)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Tracy et al., 
2010; Davey, 2011). 이기술은 세포 구성(핵산, 단백질, 지질), 
세포 내 pH 및 이온, 세포막 보전, 생존능력 지표, 막 에너지
화등을목표로하는다양한종류의염료와함께사용되어 세

포 상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Doherty et al., 2010; Zotta 
et al., 2012).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 기술은 회
분배양의 개체군 동태 및 bacteriophage 감염, 여러 치즈 조리
온도에 따른 세포막 변화, bacteriocin의 항균성 효과의 초기
검출이 가능하며(Sheehan et al., 2005; Kramer et al., 2009), 
현재 이 기술을 통해서 산, 산화 스트레스, 삼투압 스트레스, 
저온 스트레스가 식품 생산 또는 저장 과정 중에 관여하는

세포의 상태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El Arbi 
et al., 2011; Sohier et al., 2014). 한편,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을 사용해서 상업제품 내의 probiotic를 계수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Maukonen et al., 2006). 세포가 지수적
으로 증가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경우에 유동세포계수
법(flow cytometry, FC)은 평판계수와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며(El Arbi et al., 2011), 그 외의 상황에서 유동세포계수법
(flow cytometry, FC)의계수는일반적으로평판계수보다 0.3－1 
log of CFU/g 많다. 전통적인 배양법에 비해 유동세포계수법
(flow cytometry, FC)은 분석 소요시간이 짧으며, 자동화가 가
능하다(Sunny-Roberts and Knorr, 2008). 이 기술은 전제 세포
의 활동 특징을 분석할 수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정
핵산과 항원 탐침의 종류가 광범위하기 않기 때문에 비슷한

속 또는 종을 구별하지는 못한다(Davey, 2011). 또한 이 기술
의정량한계는다른기술에비해비교적높다(예: 103~104 cells/ 
mL in milk)(Maecker et al., 2004).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
metry, FC)의 실험방법(protocol)을 개발하고, 자료를 더 효과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실제
로 이 기술은 샘플의 구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예: 단백
질 양의 감소)가 필요하며, 특정 염료를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위양성(false-positive)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Maecker et al., 2004; Doherty et al., 2010; Sohier et al., 2014).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은식품산업에사용될전망이매우크다(Davey, 2011; Sohier 
et al., 2014). 세포계수이외에도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은 미생물의 적응성과 대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기술은공정최적화기술을향상시킬것이며,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미생물의 작용 및 활동에 대하여 한층

더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Lahtinen et al., 
2006; Sohier et al., 2014).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
의 이러한 장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probiotic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오늘날 개발된 키트와 자동화 시스템
은산업및환경오염검출에사용되고있다(Diaz et al., 2010). 
하지만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은 우유 품질관리
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균 배양에 존재하는
LAB를계수하기위해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IDF)과 협동관계 하에서 개발되고 있다(IDF, 2012). 과학기자
제 제작회사인 AES-Chemunex에서는 산업 상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열거하는 목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상업화시켰

다(Sohier et al., 2014).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한층 더 향상된 기술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

요하다. 

3. 다양하게 응용된 PCR 방법을 이용한 세균검출법
1980s에개발된이래로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생물학적 연구 및 의학적 연구의 핵심적인
도구가되었다(Bartlett and Stirling, 2003). 이기술은생태계 구
성 요소 분석과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균 및 부패균의 검출에

응용되고 있다(Postollec et al., 2011; Sohier et al., 2014; Kim 
et al., 2015). ISO는 PCR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식품매개 병
원균을 성공적으로 검출하였으며, 다양한 지침을 적용하여
이 기술을 표준화시켰다(ISO, 2011). 또한 ISO는 PCR이 한천
평판에 존재하는 군집의 특성 확인에 적합하다고 보고하였

다(ISO, 2007). 지난 10년간증폭기술은계속해서발전하였으
며, 그결과한층더 향상된 quantitative PCR이 탄생하였으며, 
이 기술의 사용법에 대한 ISO의 지침이 개정되었다(Le Drean 
et al., 2010; ISO, 2013). 지난 10년간 PCR을사용하여발효공
정에관여하는 probiotic와 미생물을 검출한 사례를 기록한 수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다(Sohier et al., 2014). 비교 유전체
학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 이 방법의 목적은 정확하게 미생

물의 수를 측정하고, 유제품의 공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
할을 평가하며, 다양한 균주를 포함한 유제품 미생물과

probiotic 박테리아를 동시에 동정하는 것이다(Smith and 
Osborn, 2009; Masoud et al., 2011, Sohier et al., 2012; 2014). 
그 외에도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생산 공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생존능력과 생리적
상태 측정에 사용된다(Meng et al., 2010; Bove et al., 2011).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죽은 박테리아는 DNA 대신 RNA를 목
표로하는 RT-qPCR을사용하여구별이가능하다(Reiman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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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지만 RNA의 반감기는 짧고, 쉽게 변할 뿐만아니라, 
복잡한 주형을 사용하여 높은 질의 RNA를 추출하는 작업에
는많은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 이기술은아직까지사용하기에
적합하기않다(Postollec et al., 2011). Viability PCR은 RT-aPCR
의 대체 방법 중 하나로 propidium monoazide(PMA), ethidium 
monoazide(EMA) 등의 DNA 삽입성물질을사용한다 (Fittipaldi 
et al., 2012; Sohier et al., 2014). 이물질들은죽은세포의 com-
promised membrane만 통과하기 때문에 DNA의 증폭을 막을
수 있다. EMA-PCR과 PMA-PCR은 평판 계수와 좋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며, 이 두 기술을 사용하여 probiotic 제품에서 발
견되는 살아있는 세포 또는 발효된 우유에 존재하는 LAB 수
의 측정이 제안되었다(Meng et al., 2010). RT-qPCR은 생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 적응성의 생체지표를 정
량하는 기술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표준평판계수에비해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술은특이성이높고, time-to-result가낮기때
문에유제품산업에서사용하기에적합하다(Boyer and Combrisson, 
2013). 하지만 PCR을 사용할 경우, 필요로 하는 특정 조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속

적으로 사용해서 유제품의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Sohier et al., 2014). 실제로개발된기술의견고성, 정확성, 한
계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기술이 최종 제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이 항상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PCR과 RT-qPCR의 민감도는 다른 기술에 비해 높기 때문
에 샘플 준비 및 증폭 과정,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 등의 작
은 변화조차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PCR의 최상의 사
용법과자료해석에대하여전문가들은다른의견을제시하였

다(Boyer and Combrisson, 2013). 자료의 재현성 및 비교 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MIQE 지침이 발표되었으며, 최
근에는 digital PCR(dPC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MIQE 점
검 사항 대조표가 제작되었다(Huggett et al., 2013). 현재 기
술의 부족한 부분과 지식을 참고하여 식품 산업에서 분석 시

에 사용하는 qPCR에 대하여 더 상세한 사용법을 제시하였다
(Postollec et al., 2011). ISO 기준은 qPCR을 사용하여 식품에
존재하는 식품매개 병원균의 검출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최

소한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발효균 또는 probiotic 균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ISO, 2011). 유제품 미생물의
정량법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qPCR 방법의 설계에 도움을 제
공할 것이다(Sohier et al., 2014). 
미생물학의 최적확수(most probable number; MPN) 원리를

응용한 digital PCR 또는 droplet digital PCR(ddPCR)은 qPCR
의 대체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Baker, 2012). 이 대체기술들
은 표적 DNA 분자의 증폭을 바탕으로 하며, 따라서 qPCR보
다더정확하며, 쉽게자료를비교하도록도와주는표준곡선을

만들 필요 없이 절대적인 정량이 가능하다(White et al., 2009). 
표준 PCR과 마찬가지로 dPCR 또한 다중증폭이 가능하기 때
문에, 표적세포의생존경쟁의편견을감소시킬수있다(Zhong 
et al., 2011). dPCR을 사용하여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검
출하거나 정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임상 미생물 연구원
들은이기술은성능이뛰어나며, qPCR과좋은상관관계를나
타낸다고보고한바가있다(Hayden et al., 2013). 임상및환경
분야에서 dPCR의 응용은 후에 이 기술이 식품 미생물 분야
에서도사용될수있는전망을나타낸다(Song et al., 2013; Sohier 
et al., 2014). 
기존에 존재하는 특허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B의

핵산 시퀀스를 표적으로 된 특허는 매우 적은데, 이 특허들은
대부분 세포 표면 단백질 상동체와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L. acidophilus의 핵산 시퀀스, L rhamnosus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probe, primer, 유전자 구조, 폴리펩타이드,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Lactobacillus 핵산과 단백질을 대
상으로한다(Glenn et al., 2004; Klaenhammer et al., 2005, 2010). 
오염균이합성한신장인자(elongation factor)를암호화하는mRNA
를 검출하여 식품 내 살아있는 미생물을 검출하는 기술을 설

명하는 특허도 있다(Sohier et al., 2014). 이런 것들은 핵산과
대사물질을 생체지표로 사용되어 박테리아 활동 및 적응성

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유제품에 존재하는 발효 LAB 
또는 bifidobacteria에 대해서는 몇 가지 ISO 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 몇몇 기준은 우유 또는 요구르트에 존재하
는 표적 미생물상을 열거하는 평판 계수법을 규정하고 있다

(Sohier et al., 2014). 다른 기준들은 요구르트 내의 미생물의
특성 또는 종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밝히는 실험에 대한 기준

들이다. 

4. Omic 방법을 이용한 세균검출법
최근 몇 십 년 동안 많은 양의 Lactobacilli와 Lactococci 게

놈이 서열되었다(de Vos, 2011). 기능 유전체학과 비교 메타
유전체학 등의 학문들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에는 오믹스(Omic) 기술을 식품 발효 및 발효균에 응용한 사
례를 기록한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었다(Sohier et al., 2014). 
전사체학과 단백질체학 등의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배지, 스
트레스, 산업 공정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조건에 대한 LAB
의반응을분석할수있게되었다(de Vos, 2011). 예를들어, 오
믹스(Omic)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우유 또는 치즈에 존재하
는 박테리아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 및 단백

질 합성과 상품화 과정 중 박테리아의 적응성의 분석이 가능

하게 되었다(Sohier et al., 2014). 온도, 산성/산화 조건, 담즙, 
삼투압, 스트레스, 제한된 탄소원, 염기성 pH 등의 조건에 대
한 LAB 및 bifidobacteria의 transcriptomic, proteomic, meta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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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기록되었으며, 우유, 요구르트, 치즈, probiotic 제품등
의 혼합 배양에 존재하는 LAB의 행동 또한 평가되었다(Taibi 
et al., 2011; Thevenard et al., 2011). 또한 오믹스(Omic) 기술
은 여러 생태적 지위의 생물의 다양성과 유전체 진화의 연구

에 응용되었다(Lee et al., 2011; Li et al., 2011). 오믹스(Omic)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probiotic 또는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
는균주를검출하고, 이미생물들의생리적상태를측정할수있
는핵심생체지표를밝히는것이다(Ruiz et al., 2009; Thevenard 
et al., 2011; Sohier et al., 2014). 오믹스(Omic) 기술이 제공한
수많은자료들을분석하고해석하기위해서는더욱강력한도

구가 필요하다(Sohier et al., 2014). 메타 유전자 자료로 screen
한 생체지표후보를빨리선택하기위해서 Segata et al.(2011)
이 개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온라인 인터
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다(Thierry et al., 2011). 오믹스(Omic) 
기술을 통하여 미생물의 행동 및 세포 경로를 이해함으로써

산업 공정을 최적화가 가능하다(Sohier et al., 2014). 품질 관
리를 위해 간단하고 신속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

해서 생체 지표의 식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낙농 미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석 방법들에 대한 지

속적인 개정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균주의 생리 및 대사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LAB와 probiotic 생리적 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 균주의
생화학 반응으로부터 얻은 생물학적 생리학적 지식을 바탕

으로 발색형광배지(chromogenic media)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기술은오랫동안사용되어온한천배지보다사용법이간단

하며,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다. 유망한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 기술은 우유, 요구르트, 그 외 발효 유제품의
혼합 배양의 분석에 뛰어나다. 이 기술은 공정 과정 중에 또
는 생산품의 유통 기한 관리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유 단백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인공 산

물을 방지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세포계수
법(flow cytometry, FC)은 정량 한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사
용하고 있는 탐침(probe)은 종 또는 속이 아닌 표적 세포 구
성을 분석한다. 따라서 유동세포계수법(flow cytometry, FC)
은 특정 물질의 계수보다는 생리적 상태를 측정에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Omics 자료를 통해 생리적 상태를 더
신속하게측정할수있는핵심적인생체지표확인이가능해졌

다. PCR은 이미 식품매개 병원균 및 부패균의 검출에 일상적
으로사용되고있다. 이기술은더욱나아가발효균및 probiotic 
박테리아 검출에도 사용되어 핵산 추출, PCR 과정, 자료 해

석을 표준화 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기술에 비해 PCR은
표적 발효 균주를 더 신속하게 선택하며, 공정 과정을 최적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LAB와 probiotic의 적응성
및 생리적 상태의 연구에 필요한 기준, 특허품, 상업화된 신
속분석장치(kit)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본 총설 논문
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함으로써 이 모든 기술에는 2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낙농업 산업의 특정 요
구에 따른 방법의 평가이며, 두 번째는 공식적인 기준에 따른
검증이다. 사실상 식품매개 병원균의 특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법이 개발되고 검증되었지만, LAB, probiotic 등의
박테리아 분석에 있어서 표준화된 방법과 진단산업과의 연

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낙농 업계에 의해서 수행되어
진 품질관리의 양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인

식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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