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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irulence profile of Escherichia coli O157:H7 bacterioph-

ages isolated from sewage and livestock stools. Among 23 E. coli O157:H7 bacteriophages, 14 strains were isolated

from sewage and 9 were from animal stools collected from 10 livestock farms in Korea. For each bacteriophage DNA

sample, the presence of stx1, stx2, eae, aafII, ial, elt, estI, estII, astA, afa, and cnf was examin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detection rate of eae, stx2, estI, astA, and ial was 100%, 69.6%, 13.0%, 13.0%, 8.7%, respectively.

While all E. coli O157:H7 bacteriophages isolated from stools carried eae+stx2, stx2+eae, eae+astA, eae,

stx2+eae+estI, eae+estI, stx2+eae+ial, and eae+ial were observed in bacteriophages isolated from sewage. As sev-

eral plasmid-carrying virulence factors (estI, astA, and ial) were found in E. coli O157:H7 bacteriophages obtained

from sewage and stools, the microbial safety of bacteriophages should be investigated in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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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rt (1915)와 d’Herelle (1917)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감염시키는 세균성 바이러스로

특정 세균의 용균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박테

리오파지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흙, 분변, 상·

하수 및 식품 등 숙주 세균이 존재하는 다양한 분리원으

로부터 박테리오파지가 분리된다2). 박테리오파지는 100여

년 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치즈 발효과정을 저해하는 오염

미생물 정도로 식품분야에서 인지되었을 뿐 적극적으로 활

용되지는 못 하였다1).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에서는 식품 또는 기기의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박테리

오파지의 상업화를 허용하였다1). Microes Food Safety사에

서 개발한 Listex P100는 Listeria monocytogenes를 제어하

는 단일 박테리오파지로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로 인정을 받았으며,

Intralytix Inc.에서 개발한 ListShield, EcoShield는 박테리

오파지 혼합물(cocktail)로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

가되었다1-2). 리스테리아 박테리오파지 Listex P100는 우유

공장의 하수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병원성 대장균 박테리

오파지 EcoShield (ECP-100)는 세 가지 박테리오파지 균

주의 혼합물로서 각각 바닷물로부터 분리되었다3-4). 일부

연구자들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버섯, 상추와 같은

식품으로부터 E. coli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하기도 하였다5).

그러나 분변, 오물 그리고 하수 등에서 분리된 박테리오파

지가 미지의 병원성인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식품산업에 활용하는데 제한이 되고 있다.

박테리오파지 관련 연구는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치

료제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면서부터 식품분야보다

의학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

성 미생물의 치료제로 이용되는 phage therapy, 특정 단백

질 또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phage display, 병원성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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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ng과 검출, 백신개발 관련 연구 및 박테리오파지 유전

자를 이용한 유용 효소의 생산 등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2).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들은 박테리오파지

가 병원성 대장균의 병원성인자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보

고하면서 대장균 박테리오파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

다6-7). 특히 일부 toxin-converting 박테리오파지가 E. coli

K-12에서 10,000배가 넘는 많은 양의 shiga toxin을 생성

하도록 변환시킴을 보임으로써, 박테리오파지가 질병의 발

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7). 이러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오파지의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

이다 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리원에서 분리된 E. coli

O157:H7 박테리오파지를 확보하고, 각각의 박테리오파지

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성 인자의 종류와 보유 특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및 박테리오파지 분리 가검물

현재까지 알려진 대장균의 병원성인자 stx1, stx2, eae,

aafII, ial, elt, estI, estII, astA, afa, cnf 를 검출하기 위한

양성대조 균주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대장균 표준균주와

분리주를 사용하였다10-11). 한국의 하수에서 분리된 Escherichia

coli O157:H7 용균성 박테리오파지 14개 주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테리오파지 은행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박테리오파지 분리에 사용한 숙주 균주인 E. coli O157:H7

ATCC 43889와 E. coli O157:H7 ATCC 43890, E. coli

O157:H7 ATCC 35150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구입하였다. 박테리오파지 분리에 사용될 축

분은 경기도 지역의 10개 농장으로부터 수집하였다.

E. coli O157:H7 박테리오파지 분리

E. coli O157:H7 ATCC 43889는 선행연구와 같이 Tryptone

Soya Broth (TSB)에 접종시켜 37oC에서 18시간 배양시켜

사용하였다12-14). 각 분리원에서 얻은 샘플 20 g, Luria

Bertani broth including 0.1% CaCl2 (LBC) 100 ml, 숙주 균

주 1 ml을 혼합하고, shaking incubator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150 rpm, 37oC 조건으로 18시간 진탕배양 하

였다. 박테리오파지는 8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배양액의 상층액을 0.2 um syringe filter (Sartorius

Stedim Biotech A.G., Gottingen, Germany)로 여과하여 분

리하였다. 분리된 박테리오파지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plaque assay법을 이용하여 용균활성을 확인하였다. 숙주

균주 100 ul와 SM buffer (0.05 M Tris-HCl, 0.1 M NaCl,

0.008 M MgSO4, 0.01% gelatin, pH 7.5)로 10배 단계 희

석하여 준비한 박테리오파지 샘플 100 ul를 혼합하여

shacking incubator에서 150 rpm, 37oC 조건으로 1시간 반

응시켰다. 반응액 200 ul는 LBC soft agar (LB broth, 0.1%

CaCl2, 0.6% agar, TSBC soft agar; TSB, 0.1% CaCl2, 0.6%

agar)와 혼합하고, 이미 준비된 LBC agar (LB agar, 0.1%

CaCl2, TSAC; TSA, 0.1% CaCl2)에 조심스럽게 부어 오버

레이(overlay)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배지는 37oC

에서 18시간 배양시킨 후 plaque의 크기와 수를 확인하였다.

박테리오파지 plaque가 확인된 배지에 5 ml SM buffer

를 넣고 Orbital shaker (Optima, Tokyo, Japan)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여 박테리오파지를 buffer에 용해시켰다. 교반

단계가 끝난 buffer는 다시 회수하여 0.2 um filter로 여과시

켰다.  박테리오파지의 증균을 위하여 LBC broth 100 ml에

30% glucose 1.5 ml과 E. coli O157:H7 ATCC 43889 500

ul를 첨가하고 37oC 1시간 배양하여 얻어진 배양액에 박

테리오파지 분리주를 3~5 ml 첨가하여 5시간 추가 배양하

였다. 증균된 박테리오파지 분리주는 0.2 µm filter로 여과

하여 숙주균주를 제균하고 냉장보관하였다.

E. coli O157:H7 박테리오파지의 병원성인자 검출

대장균의 병원성인자 검출을 위한 양성대조군은 선행연

구에서 사용된 표준균주 또는 분리균주를 TSA에 배양하

고, 여기서 얻어진 단일 집락을 TSB에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한 배양액을 사용하여 AccuPrep Genomic DNA

Extraction kit (Bioneer, Daejeon, Korea)로 genomic DNA

를 추출하였다10-11). 박테리오파지 배양액은 0.2 u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숙주세균의 오염을 배제하였으며,

bacteriophage DNA는 Phage DNA isolation kit (Norgen

Biotek, Ontario, Canada)로 표준 추출법에 따라서 DNase

I (20 U)을 처리한 뒤 phage DNA를 추출하였다. 

E. coli 병원성인자 stx1, stx2, eae, aafII, ial, elt, estI,

estII, astA, afa, cnf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방법에 따라서 수행되었다10-11). 중합효소연쇄

반응을 위한 primer는 모두 Bioneer에 의뢰하여 제작되었

다(Table 1). 중합효소연쇄반응액의 조성은 3차 멸균수

12 ul, dNTP 2.5 ul, 10X reaction buffer 2.5 ul, 20 pmol

forward, reverse primer 각 1 ul, 1U Taq polymerase 1 ul

(Bioneer, Daejeon, Korea), DNA template 5 ul로 준비하였

다. 반응액은 Denaturation (94oC, 5 min), 35 main cycles

(94oC, 45 sec; Tm 45 sec; 72oC, 45 sec), Final extension

(72oC, 10 min) 조건으로 MJ Mini Personal Thermal Cycler

(Bio-Rad, Mexico)에서 반응하였다. 전기영동은 0.1 ul/ml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x Tris acetate EDTA (TAE

buffer) 1% gel agarose상에서 100 V, 45 min 조건으로 수

행하였다. 전기영동 결과는 UV illuminator (SL-20 25W

Transilluminator, Seoulin BioScience, USA)로 관찰하였으

며, Launch DocIT LS program (UVP Advanced Bio-

Imaging Software version. 5.5.5a, cambridge, UK)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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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cleotide sequences of primers for the detection of virulence factors

Serotype Target gene Primer Tm (oC) Product size (bp) Reference

EHEC

(STEC)

stx1
F 5'-CTGGATTTAATGTCGCATAG-3'

R 5'-AGAACGCCCACTGAGATCAT-3'
50 150

 (11)

stx2
F 5'-GGCACTGTCTGAAACTGCTC-3'

R 5'-TCGCCAGTTATCTGACATTC-3'
50 255

EPEC eae
F 5'-GACCCGGCACAAGCATAAGC-3'

R 5'-CCACCTGCAGCAACAAGAGG-3'
60 384  (11)

EAEC aafII
F 5'-CACAGGCAACTGAAATAAGTCTGG-3'

R 5'-ATTCCCATGATGTCAAGCACTTC-3'
50 378

 (11)

EIEC ial
F 5'-GGTATGATGATGATGAGTCCA-3'

R 5'-GGAGGCCAACAATTATTTCC-3'
50 650

ETEC

elt
F 5'-ATTTACGGCGTTACTATCCTC-3'

R 5'-TTTTGGTCTCGGTCAGATATG-3'
58 281

 (10)

estI
F 5'-TCCGTGAAACAACATGACGG-3'

R 5'-ATAACATCCAGCACAGGCAG-3'
53 244

estII
F 5'-GCCTATGCATCTACACAATC-3'

R 5'-TGAGAAATGGACAATGTCCG-3'
53 279

EAST astA
F 5'-CCATCAACACAGTATATCCG-3'

R 5'-GGTCGCGAGTGACGGCTTTG-3'
55 111

DAEC afa
F 5'-CGGCTTTTCTGCTGAACTGGCAGGC-3'

R 5'-CCGTCAGCCCCCACGGCAGACC-3'
60 672

NTEC cnf
F 5'-TTATATAGTCGTCAAGATGGA-3'

R 5'-CACTAAGCTTTACAATATTGA-3'
55 633

Table 2. Results of bacteriophage PCR characterization for virulence factor isolated from sewage and feces

Sample

number
Origin

Virulence factor

stx1 stx2 eae aafII ial elt estI estII astA afa cnf

ECO 3

Sewage

- - + - - - + - - - -

ECO 4 - + + - - - - - - - -

BPECO 5 - - + - - - - - + - -

BPECO 6 - - + - - - - - + - -

BPECO 7 - - + - - - - - + - -

BPECO 9 - + + - + - - - - - -

BPECO 15 - - + - + - - - - - -

BPECO 17 - - + - - - - - - - -

BPECO 18 - - + - - - - - - - -

BPECO 19 - + + - - - - - - - -

BPECO 20 - + + - - - - - - - -

BPECO 22 - + + - - - + - - - -

BPECO 24 - + + - - - + - - - -

BPECO 25 - + + - - - - - - - -

CAU130010

Feces

- + + - - - - - - - -

CAU130011 - + + - - - - - - - -

CAU130012 - + + - - - - - - - -

CAU130019 - + + - - - - - - - -

CAU130020 - + + - - - - - - - -

CAU130021 - + + - - - - - - - -

CAU130022 - + + - - - - - - - -

CAU130023 - + + - - - - - - - -

CAU13002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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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분변으로부터 분리한 E. coli O157:H7 박

테리오파지 9주와 박테리오파지은행에서 구입한 하천수,

오수, 해수 유래의 박테리오파지 14주의 병원성인자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23개 박테리오파지 분리주에서 eae,

stx2, ial, estI, astA가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병원성인자 검

출율은 eae (23/23; 100%), stx2 (16/23; 69.6%), estI (3/23;

13.0%), astA (3/23; 13.0%), ial (2/23; 8.7%) 순으로 높았

다 (Table 2). 박테리오파지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성인자

의 프로파일은 stx2+eae (13/23; 56.5%), eae+astA (3/23;

13.0%), eae (2/23; 8.7%), stx2+eae+estI (2/23; 8.7%),

eae+estI (1/23; 4.3%), stx2+eae+ial (1/23; 4.3%), eae+ial

(1/23; 4.3%)과 같이 조사되었다. 박테리오파지에 1개의 병

원성인자를 보유한 경우는 21.7%, 2개와 3개의 병원성인

자를 보유한 경우는 각각 69.6%와 13.0%로 다양한 병원

성인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병원성대장균(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EPEC)

의 ‘attaching and effacing’ 병변과 관련이 깊은 intimin

(eae) gene은 locus of enterocyte effacement 유전자에 위

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기존의 연구된 대장

균 박테리오파지에서는 eae가 검출 보고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박테리오파지는 모두 eae 양

성반응 보였다. 따라서 숙주세균의 genomic DNA오염을

배제하기 위하여 E. coli O157:H7 ATCC 43889, E. coli

O157:H7 ATCC 43890, E. coli O157:H7 ATCC 35150의 배

양액과 0.2 um syringe filter 여과액을 Phage DNA isolation

kit로 추출하여 얻은 DNA에 대하여 eae의 존재여부를 조

사하였다. 세 대장균 모두 배양액에서 추출된 DNA는 eae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제균한 여과액을 phage DNA

isolation kit으로 추출한 경우 E. coli O157:H7 ATCC

43890과 E. coli O157:H7 ATCC 35150 여과액에서는 eae

가 검출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박테리오파지 분리 숙주

인 E. coli O157:H7 ATCC 43889 여과액은 DNase I처리

함에도 불구하고 eae가 검출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박테

리오파지 분리주에서 eae가 공통적으로 검출된 것은 E.

coli O157:H7 ATCC 43889에서 기인한 오염 DNA 또는

숙주세균 내에 존재하는 prophage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E. coli O157:H7 ATCC 43889

를 이용한 박테리오파지 분리시 eae gene의 오염을 고려

하거나, 다른 숙주세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가축분변 유래 박테리오파지 분리

주들은 모두 stx2+eae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tx2

와 eae 이외의 병원성인자는 검출되지 않았다(Table 2). 선

행연구에서는 stx2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장출혈성대장

균(Enterohemorrhagic E. coli: EHEC) 박테리오파지 관련

보고는 많았지만15-20), 본 연구와 같이 장병원성대장균(EPEC)

의 병원성인자인 eae검출은 언급되지 않았다. eae가 숙주

세균의 여과액에서도 검출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stx2만

이 가축 분변 유래 박테리오파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

는 병원성인자로 사료된다. Martinez-Castillo & Muniesa

는 분변 유래 박테리오파지는 stx2 유전자에 대하여 모두

양성반응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15). 

하수 유래 박테리오파지 분리주에서는 stx2+eae, eae+astA,

eae, stx2+eae+estI, eae+estI, stx2+eae+ial, eae+ial와 같

이 다양한 병원성인자 프로파일이 조사되었다. 하수유래

박테리오파지 6개 분리주가 장독소형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ETEC)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내열성 장독소인

estI 또는 a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열성 독소(heat-stable

enterotoxin; ST)는 이열성 독소(heat-labile enterotoxin; LT)

와 함께 대장균이 보유하는 Ent plasmid에 위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ST 또는 LT와 같은 ETEC 장독소는 플

라스미드 상에 위치하면서 prophage P1 또는 접합(con-

jugation)에 의하여 장독소를 보유하지 않는 대장균으로 병

원성인자를 전달된다고 하였다16). Enteroaggregative E. coli

heat-stable enterotoxin 1 (EAST-1)을 생성하는 astA gene

은 장응집성대장균(Enteroaggregative E. coli: EAEC)뿐만

아니라 ETEC, EPEC에서도 검출되는 병원성인자이다. astA

는 Transposon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0), 하수와 같이 다

양한 세균이 혼재하는 환경에 존재하는 박테리오파지는

astA와 같은 장독소를 획득 및 전이하기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박테리오파지는 이러한

병원성인자를 보유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하수에서 분리된 2개의 박테리오파지에서

장침투성대장균(Enteroinvasive E. coli: EIEC)의 병원성인

자인 ial (invasion-associated locus)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는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에

서는 검출율이 낮거나 없으며17), 국내에서도 EIEC에 의한

대장균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최 등이 축산

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에서 EIEC분리주 1개 균주를 확인

한 바 있다10). EIEC는 IpaA, IpaB, IpaC와 IpaD를 포함하

는 140-Md invasion plasmid, VirG를 합성하는 병원성 플

라스미드와 superoxide dismutase를 포함한 Chromosomal

virulence factors를 특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18). 따라서 ial

을 보유하고 있는 박테리오파지가 식품 또는 환경에서 비

병원성 대장균으로 병원성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후속연구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숙주 세균와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체 클러스터 부분이 비

슷할 경우 병원성 인자의 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접합 부

위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8). 또한 O’Brien (1984)등은

숙주 세균의 독소와 박테리오파지의 독소 관련 유전자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converting

phage의 위험성을 제기하였다6). Toxin-converting 박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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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가 E. coli K-12에서 10,000배가 넘는 많은 양의 shiga

toxin을 생성하도록 변환시킴을 보임으로써 질병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7). 숙주 세균의

병원성인자를 보유하게 된 converting 박테리오파지에 대

한 선행연구는 외국에서 많이 보고되었다16-20). 특히 stx2-

encoding 박테리오파지 분리주는 host range와 독소 생성률

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Hemolytic-uremic syndrome (HUS)

와 같은 증상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20).

Muniesa등은 stx2-carrying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질병을 확

인하고, 환자마다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8).

또한 converting 박테리오파지에 의해 non-O157 E. coli에

stx2의 병원성인자가 전이된 경우도 보고되었다24). 

그러나 다른 측면의 연구에서는 박테리오파지가 보유하

고 있는 stx2가 세포막에 스트레스인자로 작용하여 용균

작용시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E. coli O157:H7을 효율적

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더 넓은 host range를 가지는 특

징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5). 또한 MacGannon등은 E. coli

O157:H7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독소를 제어하지 못한다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tx2를 보유한 박테리오파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박테리오파지가 E. coli O157:

H7의 독소 생산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박테리오파지 분리주에 stx2의 보유율이

69.6%로 높았으므로, 각각의 박테리오파지에 존재하는 stx2

의 안전성과 숙주 세균 제어와 관련한 활성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의학분야에서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다양한 질

병치료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임상치료를

위한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T4의 안전성관련 연구가 보고

되었다27-28). Bruttin & Brussow는 15명의 임상시험 자원자

를 대상으로 박테리오파지 T4 경구 투여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였는데, 박테리오파지 T4는 전체 시퀀스를 분석해

본 결과 병원성인자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하였다27). 반면에 lamda-like 박테리오파

지의 경우 숙주 세균의 병원성인자를 옮기기 때문에 잠재

적으로 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9). 

본 연구에서는 분변유래 박테리오파지는 모두 stx2+eae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하수유래 박테리오파지 분리주에

서는 다양한 병원성인자와 병원성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 또

는 상수와 같이 위생적인 분리원으로부터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품 및 환경 분야 응용을 위

해서는 실용화 이전에 병원성인자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

고, 박테리오파지 분리주의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병행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박

테리오파지의 안전성 검사기술 개발 및 안전 기준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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