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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ntration, diversity, and antibiotic characteristics of

oxytetracycline resistant bacteria present in a surface water environment.

Methods: Water sampling was performed in Cheongmi Stream in Gyeonggi-do, Korea in February and August

2014. Water samples collected from two sites were plated in triplicate on tryptic soy agar plates with 30 mg/L

of oxytetracycline. Oxytetracycline resistant bacteria were selected from surface water in Cheongmi Stream and

were subjected to 16S rDNA analysis for oxytetracycline resistant species determination. Identified resistant

strains were tested for resistance to various antibiotics. 

Results: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ominant resistant organisms in this aquatic environment are

from family Acinetobacter and family Aeromonas. As to culturable heterotrophic bacteria, Oxytetracycline

resistant bacteria were present 0.45-0.93% during winter and 0.08-0.38% during summer. Most oxytetracycline

resistant bacteria exhibited resistance to more than ten of the antibiotics studied. The diversity of oxytetracycline

resistant bacteria in winter was higher than in summer.

Conclusion: Most of these resistant bacteria are Gram negative and are closely related to pathogenic spec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creasing multi-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in the surface water environment has a

close relation to the reckless use of antibiotics in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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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생제는 의료계 및 축산업계에서 미생물에 의한

감염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 이외에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게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3~5%의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축의 성

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데, Fig. 1을 보면 축

산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은 해당분야에 항생제 내성

균의 선별 및 전파뿐만 아니라 출현한 항생제 내성

균은 환경, 먹이사슬, 인간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 이와 같은 상

황은 영국의 몇몇 비육장에서 S. typhimurium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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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균주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항생

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발표되었다.2)

국내에서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가축분뇨 및 퇴비

에서 분리한 균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83.6%가 1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있으며 5종이상의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보이는

균주가 17.9%를 차지하고 있다.3) 또한 축산농가 주

변 환경에서의 E. coli, S. aureus, C. jejuni, E.

faecium 등을 분리하여 항생제 내성을 테스트한 결

과, 하나 이상의 항균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경우

가 77.1%였고, 4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도 12.4%를 나타냈다.4)

국내에서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은 2012년 약 936

톤으로 점차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

량이 많다.5) 축산업에 사용되는 항생제 중 tetracycline

계 항생제가 282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tetracycline(TC)계 항생제는 actinobacteria에 의

해 생산되는 광범위 항생물질로 aminoacyl-tRNA의

ribosome결합을 방해하여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한다.

TC는 값이 저렴하고 부작용도 적어 어류양식, 가금

류 사육 등 어업이나 축산업에서 치료 목적 외에 성

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6)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서의 tetracycline

내성률을 보면, 소의 내성률은 47.2%, 돼지는 75.5%,

닭은 78.5%의 높은 내성률을 보이고 있다.5) 또한,

이 tetracycline계 항생물질은 국내의 수생 생태계에

서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으며,7,8) 일부 하천에서 분

리된 세균에서도 낮은 비율이지만 tetracycline에 대

해 내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는 축산업에서 발생된 폐수를 통해

방류되는 oxytetracycline의 농도를 하천에서 측정하

였으며, oxytetracycline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균의

농도 및 종의 다양성을 동절기 및 하절기에 조사하

였다. 또한 기존 논문을 보면 특정한 항생제에 내성

을 갖는 세균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본 논문에서

이들 내성균들의 항균제 spectrum도 조사하였다. 기

타항목으로 이들 하천 세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 pH, total organic carbon,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dissolved oxygen를 조사하였다. 

II . 재료 및 방법

1. 채취지점 및 채취방법

시료를 채취 대상인 하천인 청미천은 경기도 광주

시 일죽면과 이천시 장호원읍을 통과하여 남한강으

로 합류하는 하천이다.10) 이 청미천이 통과하는 일

죽면은 2012년 현재 한우 10,966두, 돼지 148,900두

및 젖소 3,922두로 전국에서 최대로 사육되고 있는

면단위지역이다.11) 채취지점(Fig. 2)일죽면 당촌리에

위치한 행죽보(S1)와 장호원읍 대서리의 종태봉 양

수장(S2)으로 2월과 8월에 각각 3개 지점에서 약

300 mL씩을 채취해 1 L 무균채수병에 혼합한 후 냉

장보관하여 실험실로 이동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occurrence of transborder resistance by the agricultural use of antibiotics in animal feed.1)

Fig. 2. Sampling sit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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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미천 수질조사

청미천의 수온, 용존산소농도 (dissolved oxygen),

pH는 DO/pH meter (DH-32P, Toa, Japan)으로 측정

하였다. 하천의 총질소, 총인 및 총유기탄소는 분석

전에 0.45 μm 기공의 여과지 (Advnatec, Japan)를

사용하여 부유물질을 제거하였으며, 총질소 및 총인

은 연속측정기인 Integral Futura (Alliance, USA)로

측정하였으며, 총유기탄소는 TOC-L (Shimadzu,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하천에서의 oxytetracycline 농도측정

청미천 하천수의 oxytetracycline을 분석하기 위해

2690 HPLC(Waters, USA)와 Mass Selective ZQ

2000(micro mass, USA)을 직렬로 연결시킨 LC/MSD

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분석 전에 0.45 μm 기공의

여과지 (Advnatec, Japan)를 사용하여 부유물질을 제

거하였다. Oxytetracycline 분석을 위한 전처리 및 분

석방법은 Kim 등12)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4. 종속영양세균 및 항생제 내성균 분리

1) 종속영양세균 측정

시료 내 종속영양세균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멸균

된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tryptic soy agar (Difco,

USA)에 0.1 mL씩 3장에 도말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2) Oxytetracycline 내성균 선별

Tryptic soy agar (Difco, USA)에 oxytetracycline

(Sigma-Adrich, USA)을 30 mg/L의 농도로 첨가한

후 0.1 mL씩 3장에 도말하고 35oC에서 24시간 배양

하여 하천 내 oxytetracycline에 내성을 보이는 균을

확인하였다.13) 

5.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동정

Oxytetracycline 내성균은 16S rDNA를 이용한 방

법으로 Kim 등14)의 방법을 이용하여 균을 동정하였

다. 내성균의 동정을 위한 세균의 16S rDNA의 증

폭은 순수분리한 세균의 콜로니를 이용하여 colony

PCR을 수행하였다. 

6.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항생제 내성조사

동정이 확인된 세균의 항생제 감수성 조사는 디스

크 확산법을 사용하였다.14) 35oC에서 22시간 배양하

여, 억제대의 직경을 mm 단위로 측정하여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15)

Sutter,16) Finlay17)에 따라 해석 하였다.

III. 결 과

1. 하천수질조사 결과

행죽보 (S1)와 종태봉양수장 (S2)의 조사 기간 중

수질측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동절기의 수온은

1.7 ~2.4oC, 하절기 수온은 24.2~25.0oC 이었다. pH

는 7.12~7.52로 계절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용존산

소는 동절기에 12.9~13.1 mg/L, 하절기는 5.6~5.7 mg/

L이었다. 총유기탄소는 동절기에 1.5 mg/L, 하절기에

3.0 mg/L로 두 지점의 차이는 없었다. 총인은 동절

기에 0.11~0.13 mg/L, 하절기에는 0.057~0.068 mg/L

의 농도였다. 총질소는 동절기에는 6.4~6.6 mg/L, 하

절기에는 2.2~2.6 mg/L이었다.

행죽보의 동절기 및 하절기 시료, 종태봉 양수장

의 동절기 및 하절기 시료의 oxytetracycline을 분석

한 결과 4개의 시료 중 종태봉의 하절기 시료에서

0.155 μg/L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2. 종속영양세균 및 항생제 내성균수 

Table 2를 보면 중속영양세균의 수는 행죽보의 경

우 동절기에는 6.0×103 (±5.0×102) CFU/mL, 하절기는

3.9×104 (±4.5×103) CFU/mL이었다. 종태봉 양수장은

동절기에 4.0×103 (±8.0×102) CFU/mL, 하절기에는

1.4×104 (±1.3×103) CFU/mL의 빈도를 나타냈다. 

Table 1. Water quality of Cheongmicheon during this study

February(2014) August(2014)

S1 S2 S1 S2

Temperature (oC) 1.7 2.4 25.0 24.2

pH 7.52 7.42 7.12 7.20

Dissolved oxygen (mg/L) 13.1 12.9 5.7 5.6

Total organic carbon 

(mg/L)
1.501 1.503 2.972 3.066

Total phosphorus (mg/L) 0.132 0.114 0.068 0.057

Total nitrogen (mg/L) 6.381 6.595 2.629 2.162

Oxytetracycline (µg/L) ND ND ND* 0.155

Note.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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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tetracycline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의 수를 보

면 행죽보의 경우 동절기에는 3개의 평판에서 8개

의 콜로니 (2.7×10±1.5×10 CFU/mL), 하절기에는 9

개 콜로니 (3.0×10±1.1×10 CFU/mL)가 확인되었다.

종태봉양수장의 경우 3개의 평판에서 동절기에는 11

개 콜로니 (3.7×10±3.1×10 CFU/mL), 하절기에는 16

개 콜로니 (5.3×10±3.5×10 CFU/mL)가 확인되었다. 

3.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동정

Oxytetracycline이 첨가된 배지에서 출현한 내성균

을 16S rDNA를 이용하여 균을 동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와 있다. 

행죽보 동절기 시료에서는 Pseudomonas psychrophila

가 2개 콜로니, Escherichia coli 2개 콜로니,

Psychrobacter faecalis, Kluyvera intermedia, Staphy-

lococcus lentus, Aeromonas allosaccharophila가 각각

1개 콜로니 등 총 8개 콜로니가 확인되었다. 하절기

시료에서는 Acinetobacter johnsonii와 Acinetobacter

haemolyticus의 Acinetobacter속만이 확인되었으며 각

각 5개와 4개의 콜로니가 확인되었다.

종태봉 양수장의 동절기 시료에서는 Escherichia

fergusonii가 3개 콜로니, Enterococcus faecium 2개

콜로니, Shigella flexneri 2개 콜로니, Morganella

morganii, Pseudomonas cedrina, Aeromonas media,

Escherichia coli가 각각 1개 총 11개의 콜로니가 확

인되었다. 종태봉의 하절기 시료에서도 행죽보 처럼

종의 단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 Aeromonas

hydrophila가 4개 콜로니, Aeromonas media 11개 콜

로니, Acinetobacter johnsonii가 1개 콜로니가 확인

되었다. 

4. Oxytetracycline 내성주의 항균 spectrum

Table 4와 Table 6을 보면 행죽보에서 동절기에 분

리된 P. psychrophila, E. coli, A. allosaccharophila,

S. lentus, P. faecalis, K. intermedia 모두 10종 이상

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으며, 하절기에 확인

된 A. johnsonii는 10종, A. haemolyticus는 9종의 항

생제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와 Table 7에서 종태봉 양수장의 시료에서

동절기에 확인된 E. fergusonii, S. flexneri, M.

morganii, P. cedrina, A. media, E. coli는 10종이상

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였으나, E. faecium만이

4종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나타냈다. 하절기의 경

우도 확인된 A. hydrophila, A. media, A. johnsonii

3종의 내성균 모두 10개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

성을 보였다. 

IV. 고 찰

청미천의 수질에서 총유기탄소, 총인, 총질소의 농

도가 동절기는 하절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수량에 의한 차이로 생각되며, 부영양화를 일

으키는 총인과 총질의 농도를 보면 Forsberg와

Table 2. Heterotrophic bacteria and oxytetracycline resistant bacteria 

February August

S1 S2 S1 S2

Tryptic soy agar (non-antibiotic) CFU/mL 6.0×103±5.0×102 4.0×103±8.0×102 3.9×104±4.5×103 1.4×104±1.3×103

Tryptic soy agar (+ oxytetracycline) CFU/mL 2.7×10±1.5×10 3.7×10±3.1×10 3.0×10±1.1×10 5.3×10±3.5×10

Table 3. Number of isolated oxytetracycline bacteria

February August

S1 S2 S1 S2

Acinetobacter haemolyticus 5

Acinetobacter johnsonii 4 1

Aeromonas allosaccharophila 1

Aeromonas hydrophila 4

Aeromonas media 1 11

Escherichia coli 2 1

Enterococcus faecium 2

Escherichia fergusonii 3

Kluyvera intermedia 1

Morganella morganii 1

Pseudomonas cedrina 1

Peudomonas psychrophila 2

Psychrobacter faecalis 1

Shigella flexneri 2

Staphylococcus lent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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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ding18)의 부영양화 농도인 총인 0.025~0.1 mg/L와

총질소 0.6~1.5 mg/L를 초과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청미천에서 2개의 시료

채취지역에서 동절기 및 하절기 시료의 oxytetracycline

을 분석한 결과 한 개의 시료에서 0.155 μg/mL의 낮

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이 농도는 기존에 환경부

에서 발표한 농도보다는 낮은데 이는 항생제 사용이

Table 4. Resistant test to various antibiotics of isolated bacteria at S1 on February.

Antibiotic

P. psychrophila

(n=2)

E. coli

(n=2)

A. allosaccharophila

(n=1)

S. lentus

(n=1)

P. faecalis

(n=1)

K. intermedia

(n=1)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Oxytetracycline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Vancomycin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Clindamycin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Erythromycin 2(100%) 2(100%) 0(0%) 1(100%) 0(0%) 1(100%)

Gentamicin 0(0%) 1(50%) 1(100%) 0(0%) 0(0%) 0(0%)

Lincomycin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Linezolid 2(100%) 2(100%) 1(100%) 0(0%) 1(100%) 1(100%)

Amicillin 2(100%) 2(100%) 1(100%) 0(0%) 0(0%) 1(100%)

Ceftizoxime 2(100%) 2(100%) 0(0%) 1(100%) 1(100%) 1(100%)

Mupirocin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Quinupristin/

Dalfopristin
2(100%) 2(100%) 1(100%) 1(100%) 0(0%) 1(100%)

Tetracycline R(100%) 2(100%) 1(100%) 1(100%) 1(100%) 1(100%)

Chloramphenicol 0(0%) 0(0%) 0(0%) 0(0%) 1(100%) 0(0%)

Ciprofloxacin 0(0%) 2(100%) 0(0%) 1(100%) 1(100%) 1(100%)

Table 5. Resistant test to various antibiotics of isolated bacteria at S2 on February

Antibiotic

E. fergusonii

(n=3)

E. faecium

(n=2)

S. flexneri

(n=2)

M. morganii

(n=1)

P. cedrina

(n=1)

A. media

(n=1)

E. coli

(n=1)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Oxytetracycline 3(100%)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Vancomycin 3(100%) 0(0%) 2(100%) 1(100%) 1(100%) 1(100%) 1(100%)

Clindamycin 3(100%) 0(0%) 2(100%) 1(100%) 1(100%) 1(100%) 1(100%)

Erythromycin 3(100%) 1(50%) 2(100%) 1(100%) 1(100%) 1(100%) 1(100%)

Gentamicin 0(0%) 0(0%) 1(50%) 0(0%) 0(0%) 0(0%) 1(100%)

Lincomycin 3(100%) 1(50%) 2(100%) 1(100%) 1(100%) 1(100%) 1(100%)

Linezolid 3(100%) 0(0%) 2(100%) 1(100%) 1(100%) 1(100%) 1(100%)

Amicillin 3(100%) 0(0%) 2(100%) 1(100%) 1(100%) 1(100%) 1(100%)

Ceftizoxime 3(100%) 2(100%) 2(100%) 1(100%) 0(0%) 0(0%) 1(100%)

Mupirocin 2(66%) 0(0%) 2(100%) 1(100%) 1(100%) 1(100%) 1(100%)

Quinupristin/

Dalfopristin
3(100%) 0(0%) 2(100%) 1(100%) 1(100%) 1(100%) 1(100%)

Tetracycline 3(100%)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Chloramphenicol 0(0%) 0(0%) 0(0%) 1(100%) 0(0%) 0(0%) 0(0%)

Ciprofloxacin 3(100%) 2(100%) 1(50%) 1(100%) 1(1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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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5)

종속영양세균의 배양결과를 보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균수보다 실험실에

서 배양하게 되는 실제의 균의 수보다 5~10%에 불

과하게 배양된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하천에서의 균 보다 적은 수로 검출되었다.19,20)

두 시료채취장소 모두 하절기가 동절기에 비해 종

속영양세균의 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온도상승에 따라 항생제에 내성을 띠

는 내성균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있는데 Levy 등21)

은 균의 수가 증가하면 병원성 세균과 공생관계가

있는 비병원성 세균도 유전자 이동을 통해 항생제

내성유전자를 갖는 내성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어 좀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xytetracycline에 대해 내성을 띠는 균의 비율은

전체 종속영양세균에 대해 동절기에서는 0.45~0.93%

였으나, 하절기에는 0.08~0.38%로 내성균의 수는 증

가하였으나 내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Oh 등9)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의 tetracycline 내

성율 1.0% 보다는 낮은데 이는 사용한 항생물질의

종류 및 사용된 배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ampicillin을 이용한 강에서의 내성균 확

인 결과는 배양 가능한 종속영양세균에 대해 3.9

~59.2%로 내성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균들도 non β-lactam

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고 있어 환경에서의 다제

내성균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도 oxytetracycline에 내성을 보인 균주들은 모

두 다제내성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9,20) 

2개의 시료채취지점에서 계절에 따른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종 다양성을 보면 행죽보의 경우 동절기에

는 6종이, 하절기에는 단지 2종만이 확인되었다. 종

태봉 양수장의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 동절기에는 7종이, 하절기에는 3종이 확인되었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하천환경에서 종의 변화를 연

구한 Kim의 연구22)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행죽보의 시료에서 하절기에는 Staphylococcus

lentus의 1종의 그람 양성균만이 검출되었으며 하절

기에는 모두 그람 음성균만 검출되었다. 종태봉 양

수장의 경우도 동절기에는 E. faecium의 1종의 그람

양성균만이 검출되었고 하절기에는 모두 그람 음성

균으로 일반적으로 담수의 경우 그람 음성 간균이

우점종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23)

Table 6. Resistant test to various antibiotics of isolated

bacteria at S1 on August

Antibiotic

A. johnsonii

(n=4)

A. haemolyticus

(n=5)

Resistant(%) Resistant(%)

Oxytetracycline 4(100%) 5(100%)

Vancomycin 4(100%) 5(100%)

Clindamycin 4(100%) 3(60%)

Erythromycin 4(100%) 2(40%)

Gentamicin 0(0%) 0(0%)

Lincomycin 4(100%) 5(100%)

Linezolid 4(100%) 5(100%)

Amicillin 2(50%) 2(40%)

Ceftizoxime 2(50%) 5(100%)

Mupirocin 4(100%) 5(100%)

Quinupristin/

Dalfopristin
4(100%) 5(100%)

Tetracycline 1(25%) 5(100%)

Chloramphenicol 4(25%) 5(100%)

Ciprofloxacin 4(100%) 0(0%)

Table 7. Resistant test to various antibiotics of isolated

bacteria at S2 on August

Antibiotic

A. hydrophila

(n=4)

A. media

(n=11)

A. jonhsonii

(n=1)

Resistant(%) Resistant(%) Resistant(%)

Oxytetracycline 4(100%) 11(100%) 1(100%)

Vancomycin 4(100%) 11(100%) 1(100%)

Clindamycin 4(100%) 11(100%) 1(100%)

Erythromycin 4(100%) 11(100%) 1(100%)

Gentamicin 2(50%) 2(18%) 0(0%)

Lincomycin 4(100%) 11(100%) 1(100%)

Linezolid 4(100%) 11(100%) 1(100%)

Amicillin 4(100%) 11(100%) 0(0%)

Ceftizoxime 4(100%) 5(45%) 1(100%)

Mupirocin 4(100%) 11(100%) 1(100%)

Quinupristin/

Dalfopristin
4(100%) 11(100%) 1(100%)

Tetracycline 4(100%) 11(100%) 1(100%)

Chloramphenicol 4(100%) 2(18%) 0(0%)

Ciprofloxacin 3(75%) 2(1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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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중보의 동절기에 확인된 oxytetracycline 내성균

인 Aeromonas allosaccharophila, Escherichia coli,

Kluyvera intermedia, Peudomonas psychrophila,

Psychrobacter faecalis, Staphylococcus lentus 모두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고 있으며, vancomycin

내성균에 사용되는 linezolid에 대해서도 S. lentus를

제외하고는 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내성균

모두가 clindamycin, lincomycin, tetracycline에 내성

을 보이고 있으며 6개 균 모두 10종 이상의 항생제

에 내성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생생태계에서의 항

생제 내성균 연구처럼 다제내성균의 심각성을 보여주

고 있다.20) 하절기의 경우 Acinetobacter haemolyticus,

Acinetobacter johnsonii 2종의 내성균만이 확인되었

으며 이들 모두 vancomycin과 linezolid 등 10종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종태봉 양수장의 동절기 시료에서는 Aeromonas media,

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faecium, Escherichia

fergusonii, Morganella morganii, Pseudomonas cedrina,

Shigella flexneri 등 7종의 내성균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E. faecium을 제외하고는 vancomycin과

linezolid 등 10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

특히, M. morganii의 경우 실험한 항생제 중

gentamicin을 제외한 13종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있

다. 하절기의 경우 Aeromonas hydrophila, Aeromonas

media, Acinetobacter johnsonii 등 3종의 내성균이

확인되었으며 이들도 10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행죽보에서 하절기에 절대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Acinetobacter속은 자연계 특히, 토양에 흔하게 분포

하는 그람 음성 간균이다. Acinetobacter는 면역기능

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생명에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

킬 수 있으며, 일부는 광범위한 항생제 내성을 보이

기도 한다. Acinetobacter는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원내감염으로 흔히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

지 않았지만 A. baumannii는 원내감염 원인균 중 하

나이며 특히 호흡장치와 관련된 폐렴의 원인균으로

작용하며, 피부나 상처감염 뿐만 아니라 균혈증과 뇌

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Acinetobacter는 의료장비에 대한 부착능력에 뛰어나

서 biofilm을 만들어 치주염, 혈액감염, 요도감염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Acinetobacter가 갖

는 항생제내성 maker는 plasmid에 기인하며 이들

plasmid는 horizontal gene transfer방식에 의해 다른

병원성 세균에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Acinetobacter

속은 의료장비 표면에 부착하는 능력, bioflim을 만

드는 능력,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및 이들 저항성

유전자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인해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24)

종태봉 양수장에서 하절기에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Aeromonads는 수생생태계, 어류, 식품, 애완동물, 무

척추동물, 조류, 진드기 및 곤충류, 자연 토양 등에

서 발견되는 그람 음성 간균이다. 특히 이 Aeromonas

속은 강, 호수, 저수지, 강하구, 음용수, 지하수, 하

수, 하수처리장 슬러지 등과 같은 수생생태계에서는

상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슬러지에서는 최고 108

CFU/mL까지도 검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지수

보다는 흐르는 물에서 흔히 발견되고 25oC~35oC에

서 빈도가 높다. 특히 A. hydrophila는 광범위한 범

위의 온도, conductivity, pH, turbidity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산물, 닭고기, 돼지

고기, 쇠고기 등의 식품에서 102~105 CFU/g 검출되

고 있어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성

장염 같은 질병부터 패혈증, 뇌사성 근막염, 근괴사

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지

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 Aeromonas속은

tetracycline계, erythromycin, chloramphenicol에 대

해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β-lactamase를 갖

고 있어 penicillin계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fluoroquinolone

인 ciprofloxacin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

는데 본 연구에도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25)

국내축산환경에서 분리한 여러 균들의 항생제 내

성률이 높다는 결과와 더불어 본 실험에서 분리한

여러 균들이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도 내성균 문제는 심각

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생제 내성균은 식품을 통해 인간에 대

한 노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내성균은 통상적인

항생제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미국의 경

우 약 20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질병에 걸

리고 약 23,000명이 내성균에 의해 사망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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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면단위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

는 안성시 일죽면을 흐르는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

는 청미천의 2개 지점에서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빈도, 종류, 내성균의 항생제 spectrum을 조사하였다.

이들 지역에서의 종속영양세균의 빈도는 동절기에

4.0×103~6.0×103 CFU/mL, 하절기는 1.4×104~4.0×103

CFU/mL였다.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빈도는 동절

기 2.7×10~3.7×10 CFU/mL, 하절기 3.0×10~5.3×10

CFU/mL로 하절기가 높았다. 이들 내성균의 종속영

양세균에 대한 비율은 동절기에서는 0.45~0.93%였

으나, 하절기에는 0.08~0.38%로 내성균의 수는 증

가하였으나 내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행죽보의 시료에서 계절에 따른 내성균의 종류를 보

면 동절기는 Aeromonas allosaccharophila, Escherichia

coli, Kluyvera intermedia, Peudomonas psychrophila,

Psychrobacter faecalis, Staphylococcus lentus 등 6

종의 내성균이 확인되었으나, 하절기에는 Acinetobacter

haemolyticus, Acinetobacter johnsonii 2종의 내성균

만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모든 내성균은 메치실린 내

성균 치료에 사용되는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고

있으며, vancomycin 내성균에 사용되는 linezolid에

대해서도 S. lentus를 제외하고는 내성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이들 내성균 8종 모두가 vancomycin,

clindamycin, lincomycin, tetracycline 등 10종 이상

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다. 

종태봉 양수장의 동절기 시료에서는 Aeromonas media,

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faecium, Escherichia

fergusonii, Morganella morganii, Pseudomonas cedrina,

Shigella flexneri 등 7종의 내성균이 확인되었으며,

하절기의 경우에는 Aeromonas hydrophila, Aeromonas

media, Acinetobacter johnsonii 등 3종의 내성균이 확

인되었다. E. faecium을 제외하고는 vancomycin과

linezolid 등 10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

특히, M. morganii의 경우 gentamicin을 제외한 13

종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있어 수생생태계에서의 다

제내성균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다제 내

성균들은 감염의 유병률, 사망률 및 치료의 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내성유전자의 보관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들에 의한 감염

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하천에서 가

축항생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항생제인 tetracycline

계의 하나인 oxytetracycline 내성균의 종류 및 오염

도, 이들의 항생제 spectrum에 대한 처음으로 파악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절기와 하절기라는 계

절에 국한되어 현장조사 하였기 때문에 계절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계절적 요인과 지

역별 차이 등에 대한 심도있는 현장연구 조사가 추

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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