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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orts to evaluate water pollution using indicator microorganisms have been underway for decades, and driven by

research on water purity control applications, water quality criteria are growing more and more strict. Furthermore,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high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are not absorbed, and are present in excrement from ani-

mals and humans dosed with unnecessarily high levels of antibiotics. This has emerged as very important issue from

the standpoint of being an ecological and health hazard. In this study, water pollution was analyzed through physico-

chemical and microbiological means, and antibiotic resistance in indicator microorganisms was assessed. In physico-

chemical analysis,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5 and chemical oxygen demand (COD)Mn evaluation showed that

pollution by organisms was highest at the G1 location with a high human population, and the DP location which has

many livestock-containing households. The indicator organism levels at the G1 location were: Total Coliforms (1205

colony forming units (CFU)/100 ml), Fecal Coliforms (270 CFU/100 ml), Escherichia coli (253 CFU/100 ml) and

Fecal Streptococci (210 CFU/100 ml), while for the DP location levels were: Total Coliforms (1480 CFU/100 ml), Fecal

Coliforms (438 CFU/100 ml), E. coli (560 CFU/100 ml), and Fecal Streptococci (348 CFU/100 ml). Levels of fecal

indicator microorganisms such as Fecal Coliforms, E. coli and Fecal Streptococci were high at all locations in the fall

(the period after the rainy season), and the yearly distribution was similar between these organisms. If the number of

livestock-containing households was high, almost all strains of E. coli (as distinct from the other indicator organisms)

showed resistance to antibiotics, with the degree of resistance varying between areas. E. coli strains from the OY area

in particular, which has a high population density, showed strong resistance to AM10 and Va30. While strong antibiotic

resistance was observed overall at the DP and OY locations, no resistance was observed at the EB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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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초에 인류의 세균 감염치료에 쓰이는 항생제

가 처음으로 개발된 이래 인류 질병치료 및 동물, 어류

등의 세균성 질병 치료와 예방, 성장 촉진 및 사료첨가

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1) 이러한 항생제는 인류

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인류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산업의 고도화는 고농도 항생제의 환경으로의

노출로 이어져 항생제 내성 균주를 증가시키는 역효과

를 초래 하였고, 항생제의 자연 환경으로의 전이 결과

다제 내성균과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함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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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여 항생제 사용 실태 및 내성 양상을 조

사하고 있으며, 식중독균과 지표미생물을 이용 항생제

내성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7-9) 지표미생물의 항생

제 양상은 식중독 세균이나 병원성 세균의 내성 양상

추이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사람에서 문제가 되는 항

생제 내성균이나 또는 가축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1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성균에 대한 생태유해성이나

공중위생 및 보건유해성에 대한 측면에서 자연환경에

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

초연구로서, 하천에서의 지표미생물의 분포와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균주의 분리 동정 및 내성 정도를 조사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시료 채취

아산시의 주요하천인 곡교천을 중심으로 총 9개 지점

을 시료 채취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2007년 10월부

터 2008년 10월까지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 총 4차례

에 걸쳐 시료를 채수하였다. 시료 채취 지점은 Fig. 1

에 나타내었다.

2. 미생물학적 분석

곡교천 주변 도·농지역의 하천에 지표 미생물의 분

포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생물학적 분석을 실시하

였다. 지표 미생물로는 총 대장균군(Total Coliform :

TC), 분원성대장균(Fecal Coliform : FC), 대장균

(Escherichia Coli : E.coli), 분원성연쇄상구균(Fecal

Streptococci : FS), 종속영양세균(Heterotrophic Bacteria :

HB) 등을 선정하고 각각의 선택배지에 배양하여 실험

하였다. 

각각의 지표미생물 분석방법은 Standard Method

(1995)의 Membrane filter method13)에 의해 실험하였

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총 대장균군은 암적색의 금

속광택 집락, 대장균은 적갈색 집락, 분원성연쇄상구균

은 붉은색 또는 진자주색 집락을 계수하였으며 분원성

대장균의 경우 푸른색 집락을 양성으로 판정하고 회색

이나 크림색 집락은 음성으로 판정하였다.14-18)

또한 대장균의 분리방법은 Fig. 3에 나타내었다.Fig. 1. Water sampling sites in Asan City Goggyochun.

Fig. 2. Isolation procedure of indicator bacteria (HB: Heterotrophic Bacteria, TC: Total Coliform, FC: Fecal Coliform, E.coli:

Escherichia coli, FS: Fecal Streptococci, TYG: Tryptone(5 g)-Yeast extract(5 g)-Glucose(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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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생제 내성 검사

항생제 내성 검사 방법19)은 벡톤 비비엘 센스디스크

감수성 시험테스트 디스크(BD BBLTM Sensi-DiscTM)를

사용하였으며, Ampicillin을 포함한 8가지 항생제를 디

스크 분배기(Dispensol)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항생제

의 종류 및 항생제 디스크의 농도는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측정방법은 선택 배지를 사용하여 순수 배양된

colony만 사용하였으며 3~5개의 유사 colony을 선택

백금이를 이용하여 Mueller-Hinton 배지나 TYG

(Trypticase Soy Broth) 등의 배지에 옮긴 다음 35oC

로 2~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필요시 멸균배지 또는 생

리식염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Mueller-Hinton agar 배지에 각각의 분리 균주를 멸

균생리식염수(0.85% NaCl)에 혼탁 시킨 후 Mcfarland

Turbidity 0.5 Standard에 맞도록 100 µl씩 일정하게 접

종하였다. 디스크 분배기(Dispensol, 8hole)를 이용하고

디스크의 중심 간격이 24 mm 정도가 되게 하여 배지

위에 디스크를 올려놓은 후 배양하였다. 15분 이내에

평판배지를 35oC에서 16~18시간동안 배양하여 육안으

로 완전히 억제된 곳까지만 mm단위로 저지원 직경을

평판배지에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지표미생물 분석결과

지표미생물의 분포 분석 결과 우기 이후인 가을에 높

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중분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주변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수온의 영향에 따라 지

표미생물 개체군의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가을에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연

구 결과에서 보듯 미생물 개체수의 증가는 온도에 많

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절기에 비해

하절기에 개체수가 높다20)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1) 종속영양세균(HB)

아산시 하천의 시료 채취 기간 동안 종속영양세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체수가 연평균 841 CFU/100 ml로

최소 67 CFU/100 ml에서 최대 2940 CFU/100 ml로

조사되었다. 연중변화를 살펴보면 겨울의 경우 98~1810

CFU/100 ml, 봄의 경우 70~1280 CFU/100 ml, 여름의

경우 67~1440 CFU/100 ml, 가을의 경우 162~2940

CFU/100 ml의 분포를 보였다. 시료 채취 지점별 분포

를 보면 DG와 MG는 연평균 개체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G1과 G2, G3, DP, OM 지점들은 강우시기

이후인 가을에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총 대장균군(TC)

아산시 하천의 시료 채취 기간 동안 총 대장균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체수가 연평균 795 CFU/100 ml로

최소 120 CFU/100 ml에서 최대 2120 CFU/100 ml로

조사되었다. 연중변화를 살펴보면 겨울의 경우 196~

1330 CFU/100 ml, 봄의 경우 280~1280 CFU/100 ml,

여름의 경우 120~1600 CFU/100 ml, 가을의 경우

Fig. 3. Isolation procedure of Escherichia coli.

Table 1. List of antibiotics and concentration of resistance disc

Antibiotics Code
Concentration of 

Resistance Disc (µg)

Ampicillin AM 10 10

Vancomycin Va 30 30

Erythromycin E 15 15

Gentamicin GM 10 10

Strepomycin S 10 10

Amoxicilline Am 30 30

Tetracycline Te 30 30

Ciprofloxacin CIP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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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120 CFU/100 ml의 분포를 보였다. 시료 채수 지

점별 변화는 총 대장균의 개체수가 높은 분포를 보이

는 지점은 DP이며, DP의 경우 연중변화 개체수는

920~2120 CFU/100 ml로 가을에 가장 높은 분포의 개

체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종속 영양세균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

3) 분원성대장균(FC)

아산시 하천의 시료 채취 기간 동안 분원성대장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체수가 연평균 148 CFU/100 ml로

최소 8 CFU/100 ml에서 최대 780 CFU/100 ml로 조사

되었다. 연중변화는 겨울의 경우 30~320 CFU/100 ml,

봄의 경우 20~300 CFU/100 ml, 여름의 경우 20~350

CFU/100 ml, 가을의 경우 8~780 CFU/100 ml의 분포를

보였다. 시료 채취 지점별 분포를 보면 가을에 DP의 경

우 780 CFU/100 ml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G1은 270 CFU/100 ml, OY은 213 CFU/100 ml, OM은

178 CFU/100 ml의 분포를 보였다. 분원성대장균은 종

속영양세균과 총 대장균군과 같이 가을에 개체수의 분

포가 가장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대장균(E. coli)

아산시 하천의 시료 채취 기간 동안 대장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체수가 연평균 156 CFU/100 ml로 최소

1 CFU/100 ml에서 최대 960 CFU/100 ml로 조사되었

다. 연중변화는 겨울의 경우 1~960 CFU/100 ml, 봄의

경우 10~480 CFU/100 ml, 여름의 경우 12~300 CFU/

100 ml, 가을의 경우 12~560 CFU/100 ml의 분포를 보

였다. 전체적으로 강우시기 이후인 가을(하절기)에 개

체군의 분포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시료 채

취 지점별 분포를 보면 겨울에 DP의 경우 960 CFU/

100 ml으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였으며, G1은 가을

에 540 CFU/100 ml, OM은 가을에 560 CFU/100 ml

으로 높은 개체수의 분포를 보였다. 

수질오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표미생물을 이용하

여 수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오래전부터 시

도되어왔고, 대장균의의 경우 사람과 환경 내에 다양하

게 분포하고 있고, 환경변화에 안정하여 지표미생물로

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며, 오염원에대한 특이성을 가

지고 있어 수질을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21,22)

대장균의 이러한 특이성으로 볼 때 DP지점 주변의 가

축농가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23) 가축 분변

에 의해 수질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아산시 곡교천 주변지역 중 DP지점의 지표미

생물에 의한 지속적인 수질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5) 분원성연쇄상구균(FS)

아산시 하천의 시료 채취 기간 동안 분원성연쇄상구

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체수가 연평균 105 CFU/

100 ml로 최소 9 CFU/100 ml에서 최대 600 CFU/

100 ml로 조사되었다. 연중변화는 겨울의 경우 10~40

CFU/100 ml, 봄의 경우 20~300 CFU/100 ml, 여름의

경우 9~450 CFU/100 ml, 가을의 경우 40~600 CFU/

100 ml의 분포를 보였다. 시료 채취 지점별 분포를 보

면 DP의 경우 가을에 600 CFU/100 ml으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였으며, G1은 가을에 450 CFU/100 ml,

Fig. 4. Distribution of Heterotrophic Bacteria at sampling site.

Fig. 5. Distribution of Total Coliforms at sampling site.

Fig. 6. Distribution of Fecal Coliforms at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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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은 가을에 270 CFU/100 ml으로 높은 개체수의 분

포를 보였다. 분원성연쇄상구균의 경우도 강우시기 이

후인 가을에 개체군의 분포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2.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검사결과

Fig. 9는 아산시 주요하천인 곡교천 주변지역에서 지

표미생물 시료 총 108개 샘플 중 10개의 분리된 E.

coli에 8가지 항생제에 내성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 Ampicillin에 내성을 보이

는 균주 4종과 Erythr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

2종,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 1종 등이 조사

되었으며, 내성을 보이지 않는 6종의 대장균이 검출되

었다.

G1 및 DP지점에서 분리한 균주의 경우 AM 10에

대해서 내성을 보였으며, 나머지 항생제에는 내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AM 10 Disc 주변에서는 억제

Zone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G1 및 DP지점에서

분리한 균주의 경우는 AM 10에 높은 내성을 갖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AM 10이 다른 항생제에 비해 내성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Ampicillin 내성율이 85%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기존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중에서 Ampicillin이

다른 항생제에 비해 더 빈번히 사용된다는 조사 결

과24,25) 등으로 볼 때, 인간 분변 유입에 의한 하천수의

오염으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 결과라 생각된다.

OY지역에서 분리한 균주의 경우 E15, AM10에는 약

간의 내성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생제에는 내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E15에 내성을 보인 것은 하천 지표수

및 하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Erythromycin이 각각 검

출되었다는 보고26) 등으로 보아,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균이 하천 미생물로의 전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한, 도시생활하수나 폐수에 많이 존재하는 장내세균에

서 항생제 내성균주의 빈도가 매우 높고, 또 이들 내성

균들이 강, 표층수, 호수 및 토양 등에 빈번히 출현한

Fig. 7. Distribution of Escherichia coli at sampling site.

Fig. 8. Distribution of Fecal Streptococci at sampling site.

Fig. 9. Antibiotic determination of susceptibility test result of

Escherichia coli isolate in Asan City Goggyo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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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존 연구결과26-28)에서 알 수 있듯이, G1, OY지

점 주변의 미처리 오수 및 하수와 가축농가의 축산폐

수 등이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유입된 결과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가축농가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G1, DP

와 OY주변지역은 분원성 지표미생물이 다른 지역에 비

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미처리 생활오수·하수

및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주된 오염원으로 작

용한다고 볼 때 항생제 내성균의 검출은 하천 주변지

역의 도심지역과 가축농가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의 영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나머지 샘플지역인 G2 및 G3, MG, DG, EB, OM

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경우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에 위치한 곡교천 주변지역의

가축농가 및 도심지역 시료 채취 지점 하천에서 지표

미생물의 분포를 조사하였고, 대표적 지표미생물인 대

장균의 항생제 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표미생물의 개체수가 가장 높은 곳은 DP로 연

평균 개체수는 총대장균(1480 CFU/100 ml), 분원성대

장균(438 CFU/100 ml), 대장균(560 CFU/100 ml), 분

원성연쇄상구균(348 CFU/100 ml) 등으로 오염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DG로 총대

장균(393 CFU/100 ml), 분원성대장균(40 CFU/100 ml),

대장균(19 CFU/100 ml), 분원성연쇄상구균(22 CFU/

100 ml)등으로 오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2. 지표미생물의 분포 분석 결과 가을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DP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표미생물의

개체수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원성 지

표미생물인 분원성대장균과 대장균, 분원성연쇄상구균

등은 우기 이후인 가을에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중

분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 유기물지표인 CODMn가 높게 나타난 DP와 G1지

점의 경우, 분원성 지표미생물의 검출 농도가 높았다.

이는 DP지점 주변의 가축농가가 많다는 것과, G천에

분변에 의한 오염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인구밀도가 높은 G1, OY지점 도심지역의 경우 분

원성대장균과 대장균의 개체수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

며, 가축농가의 밀도가 높은 DP지점에서 분원성 지표

미생물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점 주변의

미처리 오수 및 하수와 가축농가의 축산폐수 등이 오

염원으로 작용하여 유입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5. 항생제 내성 정도를 검사한 결과 인구밀도가 높은

OY지역으로부터 분리한 균주의 경우 AM 10 및 E

15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다. 내성이 심각한 지점은

DP, OY지점으로 지표미생물중 대부분의 분리균주들이

AM 10에 대해서는 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성이 전이 되지 않은 지점은 EB로 나타났다. 또한 축

사농가의 밀도가 높은 DP지역의 경우 AM 10 항생제

에 내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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