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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acterial growth was assessed by flow cytometry analysis of fluorescent probes-stained bacteria. Flow cytometry 
has many advantages of rapid analytical time, a low standard deviation, and highly sensitive detection of live and Dead E.coli over 
colony forming assay. When untreated bacteria were stained by using Thiazole Orange (TO) and Propidium Iodide (PI), double 
staining had a short analytical time as compared with that of single staining while its error rate was similar to that of single 
staining. Through double staining experiments, it was determined that optimal concentrations for TO and PI staining were 420 nM 
and 9.6 μ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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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일반적으로 대장균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평판

계수방법(colony forming assay)이다. 적당히 식힌 한

천배지에 대장균을 도말하여 37 의 배양기에서 밤새 

배양한 후 집락된 대장균을 계수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이 방법은 반응이 끝난 후 계수까지의 시간이 하루 

이상 더 걸리며, 계수의 오차가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총 대장균의 수만 알 수 있을 뿐, 대장균의 사멸여부와 

사멸된 대장균의 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Rana and William(2002)은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ry)를 이용한 대장균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

고했다. 유세포 분석기는 세포를 형광물질로 염색하

여 형광을 띈 세포를 계수하는 방법으로 반응 직후 바

로 계수가 가능하며, 오차가 평판계수방법에 비해 훨

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대장균 분

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대장균의 사멸 여부 및 

사멸된 개체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세포 분석기를 이

용한 대장균 검출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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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대장균 배양

Luria-Bertani(MB cell) 12.5 g과 agar(MB cell) 

l7.5 g을 증류수 500 mL에 녹인 후 고압증기멸균기에

서 120 , 15 min 동안 멸균하여 한천배지를 제조하

였다. 이를 페트리디쉬에 부어 굳힌 후 대장균 cell 

stock(NEB 5-alpha, C29871)을 계대배양(36 , 

overnight)하였다.

계대배양한 대장균 콜로니 중 싱글 콜로니를 픽업

하여 L.B. 3 mL에 액체배양(진탕배양기, 36 , 밤새 

배양)하였으며, Luria-Bertani(L.B.) 12.5 g을 증류수 

500 mL에 녹인 후 고압증기멸균기에서 120 , 15 

min 동안 멸균하여 제조한 배지를 배양에 사용하였다.

액체배양한 E.coli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

(Infinite M200pro)를 이용하여 OD (Optical Density)

를 측정하였다. OD600에서 측정한 값이 1일 때 대장균

의 수는 8×108 cell/mL이므로 OD 값이 0.05이면 대장

균 수가 약 4×107 cell/mL에 해당한다(Brian, 2000). 

L.B.의 평균 OD600 = 0.045이므로 overnight 배양한 

대장균의 OD를 측정하여 L.B.의 OD 값을 제하면 대

장균의 OD 값을 산출 할 수 있다.

2.2. 평판계수방법과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대장균 

계수

OD를 측정하여 초기 대장균의 수를 107 cell/mL으

로 설정,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를 이용하

여 각각 104, 105, 106, 107 cell/mL로 희석한 후 colony 

forming assay와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Colony forming assay는 각 희석된 대장균을 적당히 

굳은 한천배지에 10 μL를 떨어트려 도말한다. 36 , 

밤새 배양하여, 총 대장균의 수를 결정하였다. 집락된 

콜로니의 수와 희석배수를 곱하여 총 대장균의 수를 

계산하였다.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은 각 희석된 대장균

을 염색시약으로 10배 희석한 후 Thiazole Orange 

(TO), Propidium Iodide (PI)를 사용하여 대장균을 염

색,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형광물질이 

충분히 대장균과 반응할 수 있도록 TO와 PI의 최종농

도는 420 nM, 48 μM을 사용하여 5 min 반응하였다.

유세포 분석기 분석은 1 min간 측정된 입자의 개수

로 계산하였으며, 이때 유세포 분석기의 분당 용액흡

입속도는 12 μL이었다. 따라서 측정된 대장균 수와 분

당 용액흡입속도를 곱하면 대장균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염색시약은 PBS와 1 mM EDTA를 혼합한 희석

용액으로 형광물질이 세포에 잘 염색되도록 해준다.

2.3.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한 대장균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형광염료는 TO와 PI를 사용하였

다. TO는 dsDNA에 결합하여 형광을 띠고, purine이 

pyrimidine보다 결합력이 더 높으며, DNA와 결합함

으로써 세포와 기타 입자를 구별할 수 있다. 세포막 투

과성인 물질로 Live/Dead Cell 모두 염색이 가능하며, 

dsDNA의 결합력에 비해 단일 stranded poly purine에 

대한 결합은 약 5 ~ 10배, 단일 stranded poly 

pyrimidine에 대한 결합은 약 10 ~ 1000배 더 약하다. 

TO는 dsDNA와 poly(dA)에 대해 단위체로서, 

poly(dG)에 대해 단위체와 이합체로서, 그리고 주로 

poly(dC) and poly(dT)에 대해 이합체로서 결합한다

(Jan et al., 1998). 

PI 역시 TO와 마찬가지로 DNA에 결합하는 형광

을 띠며 세포막 비투과성인 물질로 세포가 사멸되어 

세포막이 파괴되어야만 DNA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사멸된 세포에만 염색되는 형광물질이다. 따라서 유

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TO와 PI가 염색된 세포를 계

수하여 TO가 염색된 세포를 총 대장균의 수, PI 염색

된 세포를 사멸된 대장균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

하여, 총 대장균의 수, 살아있는 대장균의 수, 사멸한 

대장균의 수, 증식률 및 사멸률 등을 계산할 수 있다.

2.3.1. 유세포 분석기 계수 범위 설정

Fig. 1은 유세포 분석기 측정시 나타나는 그래프이

며 에서는 유세포 분석기의 계수 범위를 나타낸다. 

의 FSC는 전면산란수치로 cell 외부에 의해 산란되

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정파장의 빛으로 세포를 비추

면 세포의 크기에 따라 전면으로 산란되는 빛의 각도

가 달라진다. 즉,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빛의 산란정도

가 높아지므로 FSC에 검출되는 광선의 양이 증가한

다. 의 SSC는 측면산란수치로 cell 내부의 과립에 

의해 산란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cell 내부 복잡도라고 

한다. 세포 표면이나 내부 성질에 따라 빛이 많이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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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ous patterns of flow cytometry graphs.

되는 경우 SSC에 검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는 

TO/PI의 분포도를 는 TO의 파장의 강도와 계수를 

나타내는데 유세포 분석기의 파장범위에 TO의 파장

대가 없으므로 TO의 파장대 같은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의 파장대로 설정하였다. 에 나타나

는 cell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gating 범위를 정하고, 

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Total cell과 Dead cell을 결정

한다. 

는 염색되지 않은 대장균의 TO/PI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를 살펴보면 좌하(Lower Left: LL)

에 분포도가 나타나며,  대장균이 TO로 염색이 되면 

분포도가 방향(Lower Right: LR)으로 이동하고, PI

로 염색이 되면 방향(Upper Left: UL)으로 분포도

가 이동한다. 염색되지 않은 대장균을 기준으로 계수 

범위를 지정하며, 또는 방향으로 이동한 양으로 

총 대장균의 수와 사멸한 대장균수를 계수한다.

~ 는 각각 염색되지 않은 thiazole orange와 

propidium iodide 파장의 강도와 계수를 나타낸다. 

는 TO의 파장의 강도와 계수를 나타내는데 유세포 분

석기의 파장범위에 TO의 파장대가 없으므로 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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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Condition

Thiazole orange solution 8.4 μM (BD Biosciences) in DMSO (Stock concentration)

Propidium iodide solution 9.6 mM (BD Biosciences) in Water (Stock concentration)

Staining buffer Phosphate-buffered saline, 1 mM EDTA

Table 1. Reagents

Item Wavelength

FSS 697 V, logarithmic amplification

SSC 478.6 V, logarithmic amplification

FITC_(TO) 549.5 V, biexponential amplification

Propidium Iodide 587.4 V, biexponential amplification

Table 2. Flow cytometry setting

Apparatus Condition

Flow cytometry tube 12×75 mm 5 mL polystyrene round-bottom tube

Vortex mixer Gentle vortexing

Flow cytometry BD FACSverse Calibur flow cytometer

Table 3. Equipment

파장대 같은 FITC의 파장대로 설정하였다. 는 PI의 

파장의 강도와 계수를 나타내며, 와 는 염색시 

TO와 PI 파장 강도와 계수를 나타낸다. 

와 를 보면 염색되지 않았을 때 TO의 파장이 

102에서 염색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104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림 와 의 PI 파장 변화

에서도 관찰 할 수 있다. 와 의 그래프가 매끄럽지 

않은 이유는 계수할 수 있는 대장균의 수가 적기 때문

이며, cell의 수가 많은 와 의 경우 그래프가 매끄

럽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3.2. TO/PI 단일 염색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한 분석은 TO/PI를 각각 단

일 염색하여 염색 농도를 결정하였으며, 유세포 분석

기에 대장균이 충분히 계수될 수 있도록 106 cell/mL

으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대장균에 TO와 PI를 각각 

농도별로 염색하여 염색 농도를 비교하였다. TO는 

8.4 μM을 사용하여 84 ~ 420 nM(1 ~ 5 μL) 농도로 대

장균에 염색하였다. 

PI는 세포가 사멸되어야 세포막을 투과하여 DNA

와 결합하므로 106 cell/mL로 희석한 대장균을 90

에서 5 min 열처리하였다. PI는 9.6 mM을 사용하였

으며, 9.6 ~ 48 μM(1 ~ 5 μL) 농도로 사멸한 대장균에 

염색하였다. 

유세포 분석기로 총 대장균의 수와 사멸한 대장균

의 수를 계수하여 최종적으로 TO와 PI의 농도를 결정

하였다.

5 mL polystyrene round-bottom tube에 희석용액

과 대장균을 혼합하여 총 용량이 1 mL 되도록 하였으

며, 5 min 염색 후 분석하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실험은 3 회 반복하여 오차율을 계산하였다.

2.3.3. TO/PI 이중 염색 

단일 염색 분석이 이중 염색에 비해 약 2배의 시간

이 더 소요되므로 분석시간 단축을 위하여 이중 염색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다. 단일 염색에서 결정된 TO와 

PI의 최종농도를 이용하여 이중 염색 가능여부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L.B. 30 mL에 105 cell/m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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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umeration of E.coli by the colony forming assay( 104 CFU/mL, 105 CFU/mL, 106 CFU/mL, 107 

CFU/mL).

되도록 대장균을 접종하고 TO와 PI를 각각 단일 및 

이중 염색 하여 비교하였다.

Table 1 ~ 3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조건

들을 정리한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평판계수방법과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대장균 

계수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평판계수법으로 측정하지만 

Rana and William(2002, 2)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세

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대장균 측정이 낮은 오차로 가

능하므로 정확한 대장균 측정을 위하여 평판계수방법

과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한 계수방법을 비교하였다.

평판계수방법은 107 cell/mL 대장균을 각각 104, 

105, 106, 107 cell/mL으로 희석한 대장균 각각 10 μL

를 도말하였으며, 유세포 분석기 분석에 사용된 형광

염료는 TO와 PI를 사용하였으며, 최종농도는 각각 

420 nM과 9 μM 이었다. Fig. 2는 평판계수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배양한 대장균이며 총 대장균의 수

는 집락된 콜로니 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산출하였

다. Fig. 3은 접종한 대장균을 기준으로 는 평판계수

방법 는 유세포 분석기로 각각 계수한 대장균 수이

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총 3 회의 반복실험을 진행

하여 평균값을 각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대장균 계수방법에 따른 총 대장균의 수와 오차율

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Fig. 2와 Fig. 3의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판계수방법은 페트리디쉬에 배양된 

집락을 일일이 수기로 측정하며, 한천배지에 대장균

을 도말하여 배양기에 배양하므로 접종수와 배양한 

총 대장균의 수의 일치율이 낮고, 동일한 배양온도와 

접종수에도 불구하고 오차율이 22% 50%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한 계수방법은 Fig. 3 

에 나타나 있듯이 계수에 있어 오차율이 최고 10% 



 김지혜 박상원 조영식

E.coli inoculate
(cell/mL)

Colony forming assay Flow cytometry

Count(CFU/mL) Error(%) Count(cell/mL) Error(%)

104 1.4×10
4

22.7 1.2×104 11.4

105 9.9×104 49.4 9.6×104 9.6

106 1.0×106 38.3 1.0×106 6.1

107 4.8×106 46.1 8.2×10
6

6.9

Table 4. Total E.coli by colony forming assay and flow cytometry method

Estimated Number (cel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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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umeration of E.coli numbers based on spectrophotometer readings by Colony forming assay and Flow 
cytometry.

내외로 평판계수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접종한 대

장균 수와 유세포 분석기로 계수한 대장균 수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Table 4에 자세한 수치로 

나타나 있다.

또한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판계수방법으로는 

대장균의 개체 수만 확인 가능할 뿐 대장균의 사멸여

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사멸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멸된 개체 수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유

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계수는 PI 염색을 이용하여 사

멸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멸된 대장균

의 개체 수도 알 수 있다.

Fig. 4는 평판계수방법와 유세포 분석기로 각각 측

정한 대장균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상관계수 

r2=0.9967로 나타나 유세포 분석기와 평판계수방법으

로 측정한 대장균 수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의 범위가 작고, 접종수

와 계수의 일치도가 높으며, 대장균의 사멸여부 및 개

체수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유세포 분석기로 대장

균을 측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3.2. 유세포 분석기의 분석조건 설정

3.2.1. 유세포 분석기 계수 범위

유세포 분석기는 기계내부에서 입자의 수를 측정

하여 형광물질을 띄는 입자를 세포로 간주, 계수하는 

장치로 기계에 유입된 모든 입자를 측정하며, 측정하

고자 하는 파장대에서 형광을 띄는 물질을 따로 계수

하여 수치로 나타낸다. 따라서 유세포 분석기로 대장

균을 계수할 때 대조군의 경우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간의 불순물만 보일 뿐 대장균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불순물은 찌꺼기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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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colony forming assay and flow 
cytometry(r2=0.9967).

Fig. 5. Setting of flow cytometry gating.

미생물외 다른 유기물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5에서 보이는 붉은 원 

안의 입자가 대장균이라 판단하여 분석 시 붉은 원으

로 한정하여 대장균을 계수하였다. 붉은 부분을 P1로 

지정하였으며, P1 이외의 다른 부분을 계수범위로 지

정했을 때 약 0.1% 내외로 총 대장균의 수에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충분히 오차범위로 판단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실험의 대장균 계수를 염색되지 않은 대

장균을 기준으로 P1의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으

로 간주하여 계수 범위로 설정하였다.

3.2.2. TO 및 PI의 단일 염색

대장균의 TO/PI의 염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대장균은 105 cell/mL이 되도록  접

종하였다. TO와 PI의 농도는 Ranaa and William 

(2002, 2)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각각 420 nM, 48 μ

M을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TO와 PI의 염색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8.4 μM 

TO와 9.6 mM인 PI를 사용하여 TO는 84 ~ 420 nM(1 

~ 5 μL), PI는 9.6 ~ 48 μM(1 ~ 5 μL)의 농도범위에서 

대장균을 염색한 후 유세포 분석기로 측정하여 최종 

염색 농도를 결정하였다. TO는 대장균 105 cell/mL에 

농도별로 주입하였고, PI는 대장균 105 cell/mL를 9

0 에서 5 min 열처리한 후 농도별로 주입하였다.

Fig. 6은 TO와 PI의 농도에 따른 대장균의 염색 정

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염색되지 않은 대장균을 기

준으로 TO/PI의 단일 염색시 분포도를 나타내는 그림

이다. 

TO와 PI 모두 대장균 수가 많아 염색되지 않은 대

장균과 염색된 대장균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겹쳐

지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의 경우 84 nM(1 μL) 주입 시 염색된 대장균에 비해 

염색되지 않은 대장균의 분포가 90% 이상으로 나타

나 염색에 필요한 TO의 농도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

다. 168 ~ 336 nM(2 ~ 4 μL)주입 시에도 염색되지 않

은 대장균이 약 30% 이상으로 TO의 농도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420 nM(5 μL) 주입 시 90% 이상 

염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 염색시 분포도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우하(LR)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좌상(UR)/우하(LR)방향으

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로는 TO와 PI의 파장대가 일

부 겹쳐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염색되지 않은 

10%는 대장균 수가 많아 염색되지 않은 대장균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때 TO의 염색 농도는 5 

μL, 즉 420 nM이 최적의 농도라 할 수 있다.

PI 염색의 경우 9.6 ~ 48 μM(1 ~ 5 μL)에 따른 염색

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전 농도에서 80% 이상 염색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TO와 마찬가지로 초기 대장

균 수가 많아 염색되지 않은(unstained) 대장균과 염

색된 대장균의 확산 분포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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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의 경우 9.6 μM, 즉 1 μL만으로도 충분히 염색된다

고 판단가능하며 따라서 최적의 농도라 사료된다. 이

는 Rana and William(2002, 3)의 PI의 농도 48 μM(5 

μL)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PI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결과이다.

TO

1 uL

2 uL

4 uL

3 uL

5 uL

Unstained

PI

Fig. 6. Staining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the TO 
and PI.

3.2.3. TO/PI 이중 염색

TO/PI를 단일 염색으로 실험을 진행할 경우 이중 

염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분석에 약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며, 유세포 분석기 분석에 필요한 

sheath buffer 용액의 소모는 그보다 더 많다. Rana 

and William(2002, 4)은 대장균의 TO/PI 이중 염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간과 

sheath buffer 용액의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이중 염색 

가능 여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대장균 단일 염색 결과를 토대로 대장균 이중 염색 

가능여부에 대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5와 Fig. 7 ~ 8에 나타내었다.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중 염색시 TO/PI의 최

종 농도는 420 nM과 9.6 μM로 하였다.

Fig. 7은 대장균을 이중 염색하여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한 결과이다. 염색되지 않은 대장균을 기준으로 

순수한 대장균만 존재하는 경우 약 87%의 살아있는 

대장균의 수와 5.7%의 사멸한 대장균의 수 그리고 

7.53%의 염색되지 않은 입자로 결과가 나타났다. 염

색되지 않은 7.53%는 유세포 분석기 관내부에 흡착된 

다른 물질로 판단된다. 유세포 분석기의 경우 대장균

뿐만 아니라 apoptosis, necrosis, ATP, ROS 등 세포

의 여러 현상을 측정하는 분석 장치로 각각의 용도에 

맞는 형광물질이 사용된다. 따라서 관내부에 흡착된 

무기물이 남아 측정시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게 된다. 따라서 염색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다면 살

아있는 대장균의 수가 약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난다.

Table 5는 단일 염색과 이중 염색을 했을 때 총 대

장균의 수와 사멸한 대장균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각을 비교 했을 때 대조군의 총 대장균의 수의 오차율

은 3.28%, 사멸된 대장균의 오차율은 최고 11.57%로 

나타났다. 총 대장균의 수의 오차율은 일반적으로 박

테리아의 오차범위가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오차범위에 속한다고 판단가능하다. 사멸된 대장균의 

오차율은 총 대장균의 수의 오차율보다 약간 높은 

11.67%로 나타났으나, PI 단일 염색에서도 10% 내외의 

오차율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충분히 감안 할 수 있는 

오차범위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오차율이 높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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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ouble staining of E.coli.

Item Condition

Thiazole orange solution
Add 5.0 μL of each dye solution to the tubes.

Final staining concentrations are 420 nM for TO

Propidium iodide solution
Add 1.0 μL of each dye solution to the tubes.

Final staining concentrations are 9.6 μM  for PI

Table 6. Staining concentration

time

Single staining Double staining Ratio of error

TO
(×103 cell/mL)

PI
(×103 cell/mL)

Total E.coli
(×103 cell/mL)

Dead E.coli
(×103 cell/mL)

Total E.coli
(%)

Dead E.coli
(%)

Control

0 hr 519.55 2.26 556.1 1.94 4.80 10.77

1 hr 460.89 3.14 462.31 3.6 0.21 9.65

3 hr 1635.37 9.45 1561.2 8.02 3.28 11.57

5 hr 18158.19 810.17 19826.8 955.88 6.21 11.67

7 hr 231146.1 31810.23 212041.2 30866.59 6.09 2.12

Table 5. Comparison of Total/Dead E.coli treated with L.B. or porous ceramic beads by single or double staining

사멸된 대장균의 개체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Fig. 8은 대장균에 단일 및 이중 염색했을 때 TO/PI 

분포도를 나타낸 것으로 각 그림에 나타나 있는 수치

는 대장균뿐만 아니라 찌꺼기와 기타 불순물을 포함

한 총 입자의 수를 각 하좌(LL), 하우(LR), 상좌(UL), 

상우(UR)에 해당하는 %로 장치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산되어 나타난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총 대장균의 수와 사멸한 대장균의 수를 불순물 즉, 

LL에 해당하는 염색 되지 않은 개체수를 제외하고 총 

대장균의 수는 LR와 UR의 합으로, 사멸한 대장균의 

수는 UR에 분포되는 개체수로 간주하고 계산하였다.

그림에서의 단일 염색과 이중 염색을 비교하여 살

펴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대장균의 이중 염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후의 모든 실험을 이중 염색으로 진행하였으며, 

TO/PI의 최종 농도는 아래 Table 6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장균 분석을 위해 유세포분석

기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평판



 김지혜 박상원 조영식

Fig. 8. Single and double staining of E.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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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방법과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여 대장균 분석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판계수방법은 유세포 분석기에 비해 분석 시

간이 하루 이상 더 소요되며, 오차율이 최고 50%에 달

한다. 그러나 유세포 분석기는 실시간으로 대장균의 

분석이 가능하며, 오차율이 최고 10% 내외로 평판계

수방법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

판계수방법과 유세포 분석기의 상관계수 r2=0.9967

로 두 방법으로 계수한 대장균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나. 단일 염색의 경우 Thiazole Orange (TO)의 분

포를 총 대장균의 수로 하였으며, Propidium Iodide 

(PI)의 분포를 사멸한 대장균의 수로 판단하였다. TO

의 염색 농도는 420 nM, PI의 염색 농도는 9.6 μM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유세포 분석기 분석시간 단축을 위하여 이중 염

색 가능여부를 실험한 결과  TO와 PI의 파장범위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중 염색시 TO와 PI의 분포가 

확실히 구분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단일 염색과 

이중 염색을 비교하였을 때, 총 대장균 수의 오차율은 

3.28%, 사멸한 대장균 수의 오차율은 약 11.57%의 오

차율이 발생하였다. PI 단일 염색의 경우 오차율이 약 

11.67%이므로 이중 염색시 총 대장균의 수와 사멸한 

대장균의 수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라. 평판계수방법에 비해 높은 정확성을 가진 유세

포분석기를 사용한다면 수질 및 기타 환경오염에서

의 대장균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REFERENCES

Brian, P., 2000, Bacterial cell culture measurement using 

biowave II(and CO8000), England: Biochrom Ltd.

Jan, N., Nicke, S., Mikael, K., 1998,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fluorescent dye thiazole orange and 

DNA, Biopolymers, 46, 39-51.

Rana, A., William, G., 2002, Bacterial detection and 

live/dead discrimination by flow cytometry, San 

Jose: BD Bio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