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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에서 박테리오파아지를 첫째, 동물 보

건에서 항생제 대체품으로서, 둘째, 식품에서 바이

오보존제(biopreservative)로서, 셋째, 식품 체인에

서 병원성 세균을 검출하기위한 도구로서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최근에 널리 인지하고 있다. 박테리오

파아지는 바이러스로서 세균을 감염시키고 용해하

는 특성이 있으며,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1) 포유

동물세포에 무해하여 박테리오파아지를 안전하게

이용할 가능성, 2) 발효식품에 적절한 스타터 역할

을 하거나 천연 미생물균총을 그대로 보존하는 박

테리오파아지의 높은 숙주 선택성이라는 2가지 특

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첨가물로서 박테

리오파아지를‘먹을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다. 식품유래 병원성 세균을

제어하기 위한 파아지의 이용가능성과 생물학 분야

에서 관련되는 기초연구를 하고자 할 때 생기는 제

한점등에대해서고찰하고자한다.

서 론

Salmonella, Campylobacter, Escherichia coli,

Listeria와 같은 병원균이 야기하는 식품유래 질병이

계속적으로증가하고, 공중보건에커다란 향을끼

치는 것으로 보아 현재 기술로 식품 중 병원균을 불

활성화시키는것은아직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세균은도살, 착유, 발효, 가공, 저장및포장중에식

품에오염될수있다. 지난몇년동안원재료의미생물

학적피해를최소화하는많은전략들이있었지만사람

의항균요법에부정적인 향을주기때문에항생제의

사용이 제한되어왔다. 또한 증기, 건열, UV 등과 같은

물리적처리후관능특성의수용및변화의문제가생

기기도한다. 게다가광범위한소독제의이용이저항성

세균의발달로유도할수있다.

식품산업에서식품유래병원균의오염을감소시키

기위해사용되는접근법들은신선한과일, 야채, 즉석

식품(ready-to-eat)에 바로적용될수없다. 그래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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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을통해서병원성세균의전이를막는방법이최근

에발달됨에도불구하고, 더 적은화학보존료로최소

한의가공식품에대한소비자의요구를만족시키는새

로운전략들이여전히요구된다.

최근에파아지분자생물학에대한연구는다양한분

야에생물공학적인응용, 즉나노공학, 백신개발, 치료

용전달체계(therapeutic delivery), 세균검출체계, 항생

제내성세균에대한새로운항균제등에도움을준다.

다른유망한응용분야는소비자들이수용가능한방법

이면서바람직하지않은세균을저해하기위해서식품

에천연항균제로서파아지를이용하는것이다. 본 고

찰은어떻게파아지가미생물학적식품안전성을증진

시키기위한항균제를만드는데개발될수있을지통찰

을제공할것이다.

파아지의항균활성: 과거및현재

박테리오파아지는 분해성 파아지(lytic phage)

의 경우에, 세균 세포에 침입하여 대사를 방해하고

세균이 분해되도록 하는 바이러스이다. Ernest

Hankin(1896년)과 Frederik Twort(1915년)가 처음

으로 발견하여 그 항균 활성을 설명하 다. Felix

d'Herelle(1919년)은 심각한 이질을 치료하기 위한

요법으로서 박테리오파아지를 사용한 첫 번째 과

학자 다. 그 당시에 몇몇 회사들은 임상 목적으로

다양한 병원성 세균에 대해 사용하는 파아지를 상

업적으로 활발하게 생산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나라에서는 항생제의 발견으로 파

아지 생산이 빠르게 대체되었고, 파아지 요법은 러

시아와 동유럽 몇몇 나라에서만 여전히 계속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위협으로 인해 서구 나라들

이 생물학적 제어제(biocontrol agent)로서 박테리

오파아지를 연구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실

상, 박테리오파아지에 기초한 몇몇 제품은 이미 상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다. 몇몇 병원은 파아

지 치료요법으로 특화되어 있기도 하다. 게다가 파

아지 요법(phage therapy)을 통해 table 1과 같이,

식품과 사료에서 항균제로서 또는 병원균을 검출하

는 도구로서 박테리오파아지를 이용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업적 회사들이 증

Table 1. Companies involved in bacteriophage application

Exponential EEUU http://www.expobio.com/

Biotherapies Inc.

Gangagen EEUU http://www.gangagen.com/

Intralytix EEUU http://www.intralytix.com/

Omnilytics EEUU http://www.phage.com/home5.html

Phage Biotech Israel http://www.phage-biotech.com/

Hexal Genentech Germany http://www.hexal-gentech.com/index.html

Novolytics UK http://www.novolytics.co.uk/

Biophage Inc. Canada http://www.biophagepharma.net/index.html

Biopharm Georgia http://www.biopharmservices.com/Pharma.aspx

Pharmaceuticals

EBI Food Safety Netherlands http://www.ebifoodsafety.com

Company Country Website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응용분야는 수질, 식품 안전

성, 농업, 동물 보건 등이고, 식품 분야의 예를 들

면, 2006년 8월, 미국 FDA에서는 즉석 고기 및 가

금류 제품에 Listeria를 표적으로 하는 파아지 조제

물인 LMP 102(Intralytix, Inc.)의 사용을허가하기도

하 다.

식품 중 병원균 제어를 위한
박테리오파아지

박테리오파아지에 기초한 제어(biocontrol) 측정

방법은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해

왔고, 비교적다루기쉽고, 높고특이적인항균활성

에기초하기때문이다(table 2).

파아지에 의해 식품 내에서 병원균에 대항하는

개념은 전 식품 체인을 통해서 고전적인‘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단계에서 강조될 수 있다(fig. 1). 박

테리오파아지는 1) 가축의 군집화와 질병들을 예방

하거나 감소시키는데, 2)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사체나 다른 생제품의 오염을 제거하고 장비

들이나 접촉 표면을 소독하는데(파아지 위생 및 생

물학적 제어), 3) 천연보존제(바이오보존제)로서 잘

상하는 가공 식품의 반감기를 연장시키는데에 적합

하다. 또한 박테리오파아지는 다른 보존 방법과 더

불어 허들 기술로서 사료되어야 한다. 식품 체인을

통한파아지응용의예는 table 3에요약되었다.

E.coli O157:H7 오염 제어

E.coli O157:H7과 같은 병원균의 출현은 10~100

cells 농도에서섭취되어도강력한독소노출을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 반추동물은 이 병원균에 대한 주요한 저장

소가 되고, 동물성 제품의 오염은 착유나 도살 중에

일어날수있다.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옴

•매우 활동적이고 특정함

•유전적으로 잘 수용함

•식품 체인에 따라 널리 사용됨

•병원균을 검출하는 도구로 사용

•강력한 항균제의 급원으로서 사용

식품 환경체계를 포함한 자연계에 산재되어 있음
사람과 동물에서 자연적으로 공생
동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임상적으로 사용함

장내 미생물에 대해 부작용이 없음
포유동물세포에 접종 가능함
자동복제시스템 지님
바이오필름에 대해 활성을 지님

파아지 치료(phage therapy)
바이오위생(biosanitation)
바이오저장(biopreservation)

엔도라이시스(endolysis)
다른 peptidoglycan hydrolases

Table 2. Main advantages of bacteriophages as biocontrol tools in food safety

546

해외 기술



박테리오파아지의 식품 안전에의 응용

547

파아지 처리는 도살 전에 병원균 오염을 감소시

키는데 목적을 둔다(table 3). 파아지 CEV1의 경구

투여후, 장내에서 E.coli O157:H7의 2-log-unit 감소

는 양(sheep)에서 2일 이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파아지 KH1의 경구 투여 시에는 효과

가 없었다. 파아지 KH1과 SH1을 소의 항문에 투여

하고 음용수에 파아지를 106 PFU ml-1으로 유지했을

때, 세포수가유의적으로감소됨이관찰되었다.

파아지를 병원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고기 표면

에 적용하기도 한다. 세 가지 다른 파아지 혼합물을

10-3 CFU g-1 E.coli O157:H7로 오염된 쇠고기에 적

용했을 때, 대부분의 시료에서 37℃에서 저장 후 어

떤 살아있는 세포도 회복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Salmonella 오염 제어

Salmonella는 많은 동물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

고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균이다. 파아지 칵테일을

사용하 을 경우, Salmonella enteritidis는 변에서의

평균 수를 0·3 - 1·3 log unit까지 감소시키나, 병

원균은 변의 그램 당 존재하는 파아지가 107 PFU 이

상존재할지라도완전히제거되지않았다.

최근에는인공적으로가공시킨 계에높은수의

박테리오파아지(1011 PFU)를 경구투여한연구보고

가 있었는데, 조류에서 박테리아가 완전히 제거되

지는 않을지라도 그 연구 결과, 파아지 처리가 가금

류 생산라인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의 수준을 감

소시켰다.

Salmonella 파아지 SJ2의활성은체다치즈가공에

서시험되었는데, 파아지MOI 104일 때 Salmonella는

살균된치즈에서 89일이후에생존하지않았으나, 반

면에 50 CFU ml-1에 대해서 생우유 치즈에서 여전히

생존했다는결과를나타냈다.

Salmonella 파아지 칵테일은 과일에서도 시험되

었는데, 파아지 숫자가 멜론에서 비교적 안정적이

었고 대상 세균의 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반

대로 감염시키는 파아지 입자는 이 과일의 낮은 pH

때문에그수가사과에서급격하게감소되었다.

Fig. 1.  Examples of phage application along the food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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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에서는 Salmonella 파아지 Felix-O1은

닭프랑크푸르트소세지를 Salmonella typhimurium

300 CFU로 오염시킨 제어 실험에 사용되었고, 1·

8-2·1 log units의 세균수가감소되었다. 

Salmonella typhimurium PT160과 Camphylobacter

jejuni로 감염시킨 파아지는 저농도(10) 또는 고농도

MOI(104)로, 생 또는 익힌 쇠고기로 접종된 숙주 세

균의농도가저농도(100 이하) 또는고농도(104 cm-2)

로 접종되었다. 그 결과, 5℃에서 2-3 log, 24℃에서

5·9 log 이상의 숙주 불활성화가 유의적으로 관찰

되었다.

Table 3. Bacteriophages application in food safety and reported effects

Escherichia coli O157:H7 경구 투여에 의해 소장 내 감소(양) Raya 등, 2006
항문 투여 및 음수 공급으로 감소(소) Sheng 등, 2006
쇠고기 표면에서 제거 O'Flynn 등, 2004

Salmonella 오염율은낮으나완전히제거되지않음(닭) Sklar and Joeger, 2001; 
Fiorentin 등, 2005

생우유보다 저온 살균한 우유로 만든 체다 Modi 등, 2001
치즈에서 더 활성화됨
멜론에서는아니지만사과에서파아지불활성화 Leverentz 등, 2001
닭의 프랑크푸르트 소세지에서 감소 Whichard 등, 2003
익히거나 생 쇠고기에서 5℃에서 유의적인 Bigwood 등, 2008
숙주 불활성화

Campylobacter 변 내용물 내 수의 감소( 계) Wagenaar 등, 2005
5일 이상 생세균수가 저하됨( 계) Loc Carrillo 등, 2005
닭 껍질의 오염 억제 Atterbury 등, 2003;

Goode 등, 2003

Listeria monocytogenes 조각 사과와 멜론에서 박멸. 니신 처리시 Leverentz 등, 2003
상승 작용함
4℃, 쇠고기에서 파아지-니신 결합시 증진 Dykes and Moorhead, 
작용은 없음 2002
표면이 숙성된 red-smear soft cheese에 Carlton 등, 2005
대한 박멸

Enterobacter sakazakii 재구성 이유식에서 성장 억제 Kim 등, 2007b

Staphylococcus aureus 유선에서 파아지 K 불활성화 Gill 등, 2006a
생우유에서 파아지 K 불활성화 Gill 등, 2006b; 

O'Flaherty 등, 2005
낙동품 유래의 파아지에 의한 산 및 효소적 Garcia 등, 2007
응고의 저해

병원균 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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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ylobacter오염제어

장내 병원균 Camp. jejuni에 의한 계의 군집화

는 널리 퍼져 있고 예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병원균에 의한 구강 감염은 산업화된 나라에서 식

품유래질병의가장주요한원인이되었다.

파아지의 존재는 어느 정도의 제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변 내용물내 Campylobacter 수준

과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박테리오파아지가

Campylobacter 수 감소에 효과적이므로 도살 중 교

차 오염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파아지 처리가 숙주

내에서 이 균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의

적인감소가보고되었다.

몇몇 연구자들은 박테리오파아지 F2 또는 몇몇

분해성 박테리오파아지가 인공적으로 오염된 닭 껍

질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나타낸 결과들을 제시하

다. 항균 파아지 활성은 매우 높은 MOI(105)를 이용

하여 4℃와 -20℃에서 검출되었다. 실온에서 더 낮

은 MOI(100) 정도로도 이미 효과적이고 표적 세포

의 95% 이상이사멸되었다.

Listeria monocytogenes
오염 제어

L. monocytogenes로 인한 식품 유래 감염은 보

통 신선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 예를

들어 유제품이나 샐러드, 또는 저온에서 저장해야

하는 가공식품류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30% 이

상의 높은 치사율 때문에 Listeria가 원인 병원균으

로서고려되고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파아지 칵테일을 Listeria 제어

를 위해 신선한 조각 사과와 멜론에 박테리오신 니

신(nisin)과 동시에 처리하 을 때, 사과의 낮은 pH

때문에 파아지 수가 빠르게 감소되었으나 두 종류

의과일에서병원균의박멸이모두달성되었다. 

파아지들은 박테리오신과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유사한 상승효과가 broth

culture에서 나타났으나, 파아지-니신 혼합물은 4℃

에서 저장된 다진 쇠고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

다. 그러므로 파아지 활성은 각각의 식품 형태에 따

라최적화되어야한다.

최근에 상업적 제품, Listex P100은 FDA에 의해

GRAS(generally recognised as safe)로서인정되었다.

이 제품은 병원성 파아지 P100에 기초하 고, 처리

량과 처리방법에 따라 표적 세포의 완전한 박멸이

달성되었다. 또한 환경에서 분리한 여섯 가지 박테

리오파아지의 조제물(LMP 102TM)은 즉석식품에 대

한첨가물로서개발되었다.

Enterobacter sakazakii 
오염 제어

Enterobacter sakazakii는 일반적인 병원균은 아

니지만 혈류와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면 치명적이고

침투성인 병원균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이유식에서 Ent. sakazakii의 문제가 강조되었다. 이

병원균에 대해 새롭게 분리된 파아지는 24℃와 37

℃에서 모두 조제된 이유식에서 효과적으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었다. 시험에 사용된 고농도의 파아지

(109 PFU ml-1)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표적 생물을

가장완벽하게제거할수있었다. 



Staphylococcus aureus오염제어

Staphylococcus aureus는 종종 식중독을 유발하

고 기회감염과 원내감염에서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Staphylococcus 유래 식중독은 식품 매트리스

에서사전에형성된장독소의흡수에기인한다. 

Staph. aureus에 의해초래되는유선염은낙농산업

에서주요한관심일뿐만아니라이병원균에의한우

유오염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 분해성Staph. aureus

박테리오파아지K가소의수유기간중유선내감염을

제거시키는 능력이 평가되었으나, 샘 내로 주입된 파

아지가 유의적으로 분해되거나 불활성화됨이 관찰되

었다. 또한파아지K 불활성화는생우유에서보고되었

으며, 이것은아마도파아지부착으로방해된세포표

면에 유청 단백질이 흡착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산이나효소응고가공과정에서낙농유래의두

종류의 분해성 파아지 칵테일 MOI가 102으로 첨가되

었을때성공적으로Staph. aureus가제어되었다.

결론 및 미래의 전망

박테리오파아지 제어와 같은 생물학적 제어 측정

방법의사용은화학보존제들이점차제한되고식품

오염을 다루는데 유망한 대안으로 보인다. 미래의

전망은 박테리오파아지의 항균 기술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기술적 이슈들을

포함한다(table 4). 

박테리오파아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특성들(병원

성을 나타내는 유전자 및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을

지니고 있으며, 온화한 파아지는 안전성 문제를 야

기시키는용원성전환(lysogenic conversion)을매개

한다. 최근의 유전학 및 계통 발생 연구들의 진보는

파아지와숙주들사이의유전자흐름을이해하는것

을가능하도록하고, 잠재적으로유해한박테리오파

아지들은바람직하지않은특성들없이그리고어떤

유전자전파체계가부족하여사용하지않거나다시

디자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테리오파아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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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uture challenges of phage-based biopreservation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의 부족 파아지-숙주간 유전자 흐름의 더 나은 이해
유전학
유전자 저해 시스템의 저해

대용량 안전 생산 시스템 비병원성 숙주의 사용

식품 체계에서 활성의 증진 파아지 행태를 모델링
사례 연구
파아지 급원으로서 같은 환경
파아지-숙주 생리학의 더 나은 이해

숙주 범위의 확장 파아지 혼합물 이용
꼬리 섬유 유전자 조작

새로운 파아지-유래 항균제 엔도라이신
Peptidoglycan hydrolases
숙주 대사의 저해

도 전 작 용



전자 조작을 통해서 숙주가 죽으면 파아지 복제를

막을수있다. 이것을통해특별한환경에서많은수

의파아지방출을저해할수있다.

보존제로서 박테리오파아지를 미래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안전한 대규모 생산 과정이 필

요하며, 그것은파아지전파에서숙주로서비병원성,

유전적으로 잘 특성화된 박테리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실험실 환경에서 관찰되는 파아지

의 항균 활성은 식품 체계에서 매우 감소될 수 있다.

제한된 요인들은 숙주-파아지 충돌의 기회를 감소시

키는확산율의감소, 비특정파아지결합부위제공을

통해서 기계적 장벽으로서 작용하는 미생물 오염정

도, 온도, pH, 저해물질등과같은것들이다.

어떤 식품 보존제의 경우에도 식품 내 박테리오

파아지 효용성은 식품 및 사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되어야 한다. 파아지가 적절히 활동하도록 하기 위

해서 같은 환경/서식지로부터 파아지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파아지들은

그러한환경에서복제하고생존하도록더잘적응되

었을것이기때문이다. 미생물적합성과생리학적인

상태는 파아지 감염율에 뚜렷한 향을 줄 수 있다.

숙주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다른 생리적 상태에서

도복제가능한파아지들이선택되어야한다.

파아지의항균활성을증진, 확장시키는몇몇전략

들이 있다. 특정 숙주 수용체 인지와 관련 있는 파아

지꼬리섬유유전자의비교유전학연구가숙주범위

를넓히는데도움을줄것이다. 세균수용체의상세한

분석은이들분자의상실이나변이로인해종종세균

에 민감하지 않은 변이의 개발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두 접근법은세균검출

체계뿐만 아니라 항균제로서 파아지의 이용을 증진

시킬것이다. 엔도라이신과같은파아지증식으로세

포내대사를이끌파아지암호화단백질들에기초한

새로운파아지유래항균전략은현재연구되고있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실험적 단

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관련 회사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미

래에 파아지에 기초한 바이오저장 테크놀로지

(biopreservation technology)가 유망할 것으로 사

료된다. 상업적 응용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확립하

는 쪽으로 진행될 때 소비자들의 인식, 즉 식용가능

한 바이러스라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박테리오파

아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생물학적 지식의 제공

또한필요하리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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