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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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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esistant enterobacteria present in pharmaceutical effluent.

Methods: Water sampling was performed from a pharmaceutical company in Gyeonggi-do Province, Korea in

March 2015. Water samples were plated in triplicate on tryptic soy agar plates with 32 mg/L of penicillin G.

Penicillin G resistant enterobacteria were selected from the effluent and were subjected to 16S rRNA analysis

for penicillin G resistant species determination. Identified resistant strains were tested for resistance to various

antibiotics.

Results: Penicillin G resistant enterobacteria were present at 6.2% as to culturable heterotrophic bacteria.

Identified penicillin G resistant enterobacteria exhibited resistance to more than 10 of the antibiotics studied.

These resistant bacteria are gram negative and are closely related to pathogenic species.

Conclusion: Multi-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in the effluent suggest a need for disinfection and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for pharmaceutical effluents.

Keywords: Enterobacter, Klebsiella, multi-antibiotic resistant enterobacteria, penicillin G, pharmaceutical

effluent

I. 서 론

Enterobacteria는 보통 1~ 5 μm의 크기를 갖는 통

성혐기성 그람음성 간균으로 당을 발효시켜 젖산과

기타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는 세균이다. Enterobacteria

목은 Salmonella, Escherichia coli, Yersinia pestis,

Klebsiella, Shigella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Proteus, Enterobacter, Serratia,

Citrobacter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포함하

고 있다. 몇몇 enterobacteria가 생산하는 endotoxin

은 침투성 염증이나 혈관확장 반응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endotoxic shock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또 일부 enterobacteria는 항생제 방어의 last

line으로 생각되고 있는 carbapenem 등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제약회사 폐수처리장의 경우 현재까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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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수 및 폐수와 마찬가지로 일반항목에 대한 배

출기준을 만족시키면 하천으로 방류가 가능하다. 제

약회사 방류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Table 1과 같다.2)

제약회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어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폐수처리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은 항

생제는 방류수를 통해 도시하수로 방류되게 된다. 이

렇게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항생제가 하천으로 유

입되면 수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고, 그 결과 인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3,4)

실제로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10

여 개 제약회사 방류수에서의 항생제를 조사한 결과

에 의하면 ciprofloxacin, penicillin G, lincomycin,

tylosin 등의 항생제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ciprofloxacin

과 같은 항생제는 외국의 제약회사 방류수에서도 확

인되고 있다.5-7)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있는 5개 제약회사의 방류

수를 분석하여 enterobacteria가 가장 많이 검출된 한

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류수 중에 항생제 내

성을 갖는 균의 수를 측정하였다. 항생제 내성균 분

리를 위한 항생제로는 penicillin G를 사용하였으며

penicillin G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균의 농도, 종의

다양성 및 내성균들의 항균제 spectrum을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채취지점 및 채취방법

시료채취지점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항생제 생산회

사 5개의 회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015년 5월

에 각 회사의 방류구에서 I L를 무균 채수병에 채

취한 후 냉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이송하였다.

2. 방류수 수질조사

방류수의 pH는 pH meter(HM-30R, TOA, Japan),

총질소와 총인은 연속측정기인 Integral Futura

(Alliance, USA)로 측정하였다. 부유물질, 생물화학

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8)

3. Penicillin G 내성균 선별

1) 종속영양세균, 총대장균군 및 enterobacteria 측정

시료 내 종속영양세균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멸균

된 생리식염수로 103~105배 희석하여 1.0 mL씩 표준

한천배지(plate count agar, Difco, USA) plate 3장에

분주하여 35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8) 총대장균군

은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10~102배 희석하여 1 mL씩

desoxycholate agar (Difco, USA) plate 3장에 도

말한 후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측정하였다.8)

Enterobacteria는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10~103배 희석

 . 1. Source and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3)

Table 1. Regional standards for permitting the discharge of water quality released by water discharge facilities

Scale

        Item  

District

< 2,000 m3/day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Total coliforms

(cfu/mL)

Ecotoxicity

(TU)

I 40 50 40 30 4 100 1

II 80 90 80 60 8 3,000 2

III 120 130 120 60 8 3,000 2

IV 30 40 30 60 8 3,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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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0.1 mL씩 EMB agar (Difco, USA) plate 3장에

도말한 후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계수하였다.9)

2) Penicillin G 내성균 선별

5개 회사의 시료 중 enterobacteria가 가장 많이 검

출된 한 곳을 선정하여 penicillin G 내성균주를 선

별하였다. Penicillin G 내성균 선별을 위해 시료를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1,000배 희석하여 EMB

agar(Difco, USA)에 penicillin G (Sigma-Adrich,

USA)를 MIC(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인

32 mg/L 농도10)로 첨가된 고체배지에 각각 0.1 mL

씩 3장에 도말하고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출현

하는 균을 선별하였다.11)

4. Penicillin G 내성균의 동정

1) 균주의 배양 

Luria-Bertani broth배지 (Difco, USA)에 penicillin

G 내성균을 접종한 후 37oC에서 18~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2) Total DNA 분리

배양된 균주는 total DNA를 분리하기 위하여

DNeasy® Blood & Tissue kit (Qiagen, USA)을 이

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total DNA를 순

수분리 하였다.12)

3)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분리된 total DNA를 주형으로 27F (5'-

AGAGTTTGATCMTGGCTCAG-3')와 1518R (5'-

AAGGAGGTGATCCANCCRCA-3')를 이용하여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진행하였다.13) PCR

은 Expand High Fidelity PCR system (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총 20 μL (주형

DNA 10 ng, 각각의 primer 200 nM, 1.5 mM MgCl2,

200 μM dNTPs, 그리고 Taq buffer, 1 unit Taq DNA

polymerase)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PCR을 수행하

였다. Initial denaturation step을 95oC에서 2 분, 30

주기 반복으로 denaturation step: 95oC에서 30 초,

annealing step: 58oC에서 30 초, elongation step:

72oC에서 1 분 동안 실시하고, 72oC에서 final

elongation step을 7 분간 실시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한 후

Ethidium Bromide (EtBr)로 염색하여 확인하고

LaboPassTM PCR purification kit (COSMO

Genetech, Korea)을 이용하여 증폭된 PCR 산물을

순수분리 하였다. 순수분리된 PCR 산물은 27F (5'-

AGAGTTTGATCMTGGCTCAG-3')와 1492R (5'-

GGTTACCTTGTTACGACTT-3')를 이용하여 염기서

열분석(ABI 3730XL, applied biosystems, USA)을

진행하였다. 얻어진 염기서열 데이터를 GenBank에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하여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내에 BLAST를

사용하였다. 

5. Penicillin G 내성균의 항생제 내성 spectrum 조사

종이 확인된 penicillin G 내성균의 다른 항생제

에 대한 감수성 조사는 디스크 확산법(OXOID, UK)

을 적용하였다. 억제대의 직경을 mm 단위로 측정

하여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CLSI)

guideline,10) Sutter 등,14) Finlay 등15)의 판정방법에

따라 각각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판정하였다.

III. 결 과

1. 제약회사 방류수 수질조사

5개 제약회사의 방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BOD 범위는 9.8~33.0 mg/L, COD

는 10.3~34.5 mg/L, 부유물질은 12.4~20.1 mg/L, 총

질소는 2.27~19.4 mg/L, 총인은 0.10~1.12 mg/L으로

조사한 5개 회사의 방류수 모두 BOD, COD, 부유

물질, 총질소 및 총인 항목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나)지역(Table 2의 III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2. 종속영양세균, enterobacteria 및 총대장균수 

Table 3는 5개의 제약회사 방류수에서 종속영양세

균, enterobacteria, 총대균군의 검출된 숫자를 보여

주고 있다. B사의 방류수에서 종속영양세균은 7.2×106

CFU/mL, enterobacteria는 7.4×105 CFU/mL, 총대장

균은 3.1×103 CFU/mL이 검출되었고, S사는 5.4×104

CFU/mL, 6.5×103 CFU/mL, 2.5×102 CFU/mL, K사

는 2.7×105 CFU/mL, 2.6×104 CFU/mL, 8.0×102

CFU/mL, D사는 6.9×105 CFU/mL, 7.9×104 CFU/mL,

4.7×102 CFU/mL, Y사는 3.5×104 CFU/mL, 5.3×103

CFU/mL, 2.5×102 CFU/mL이 각각 검출되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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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5개 회사 중 종속영양세균과

enterobacteria가 농도가 가장 높고 총대장균군 기준

치를 초과한 B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Penicillin G 내성균 선별

선정된 B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는 회사로

penicillin계인 amoxicillin과 macrolide계인 clarithomycin

등의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이다. B사의

폐수는 유입오폐수 → 스크린 → 균등조 → 폭기조

→ 중화조 → 응집조 → 침전조 → 방류수조 → 방

류의 순서로 처리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을 확인

하기 위해 2015년 5월 B사의 폐수 방류구에서 다시

채수하여 종속영양세균, enterobacteria의 수를 확인

하여 1차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종속영양세균 수와 enterobacteria

의 수는 실험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실험한 1차 시

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B사의 방류수에서

penicillin G에 내성을 보인 enterobacteria의 농도는

4.9×105 CFU/mL이었다. 

또한 2차로 채수된 B사 방류수 내의 penicillin G

내성균의 우점종을 확인하기 위해 1,000배 희석한

후 EMB 항생제 배지에 0.1 mL씩 3장의 plate에 도

말하여 배양한 결과, 3개종 147개의 penicillin G 내

성균이 확인되었고 16S rRNA를 이용하여 균을 동

정한 결과는 표 5에 나와 있다. 147개의 penicillin

G 내성균 중 Enterobacter sp.가 39개, Klebsiella

variicola가 15개, Klebsiella oxytoca가 93개로 K.

oxytoca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4. Penicillin G 내성주의 항균 spectrum

우점종으로 확인된 Enterobacter sp., Klebsiella

variicola, Klebsiella oxytoca 등의 penicillin G 내성

Table 2. Wastewater qualities of pharmaceutical effluents

 Company

Item
B S K D Y

BOD (mg/L) 10.2 33.0 23.0 15.1 9.8

COD (mg/L) 13.3 12.5 28.2 34.5 10.3

SS (mg/L) 16.4 12.4 16.1 17.8 20.1

Total phosphorus (mg/L) 0.10 0.42 0.52 0.29 1.12

Total nitrogen (mg/L) 6.34 2.27 10.11 8.92 19.4

Table 3. Bacterial cell number in pharmaceutical effluents

Company

Bacteria
B S K D Y

Heterotropic bacteria

(CFU/mL)

7.2×106

(±4.0×105)*

5.4×104

(±1.1×104)

2.7×105

(±7.5×104)

6.9×105

(±2.0×105)

3.5×104

(±4.0×103)

Enterobacteria

(CFU/mL)

7.4×105

(±1.3×105)

6.5×103

(±1.5×103)

2.6×104

(±3.5×103)

7.9×104

(±1.6×104)

5.3×103

(±×103)

Total coliform

(CFU/mL)

3.1×103

(±3.2×102)

2.5×102

(±1.5×10)

8.0×102

(±1.7×102)

4.7×102

(±2.5×102)

2.5×102

(±1.8×10)

* : standard deviation

Table 4. Bacterial cell number in B pharmaceutical

effluent

 Cell number (CFU/mL) 

Heterotropic bacteria 7.9×106 (±3.2×105 )*

Enterobacteria 1.2×106 (±1.8×105 )

Penicillin G resistant 

enterobacteria 
4.9×105 (±1.3×105 )

* : standard deviation

Table 5. Number of isolated penicillin G resistant

enterobacteria in B pharmaceutical effluent

species Cell number (CFU/mL)

Enterobacter sp. 39

Klebsiella variicola 15

Klebsiella oxytoca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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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모두를 디스크 확산법으로 각각의 항생제에 대한

억제존의 크기를 측정하여 분리ㆍ확인된 균에 대한

내성균의 내성%를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B제약회사의 방류수에서 분리된

Klebsiella variicola는 실험에 사용된 항생제 중

tetracycline과 ciprofloxacin을 제외한 13종의 항생제

에 대해 90% 이상의 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Klebsiella oxytoca는 penicillin G, ciprofloxacin,

lincomycin 등 10종에 대해 90% 이상의 내성을 보

였으며, Enterobacter sp.는 penicillin G, clindamycin,

erythromycin 등 10종의 항생제에 대해 90% 이상의

내성을 나타내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항생

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있어, 항생제 내성을 유발

하는 유전자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고 찰

조사된 B 제약회사 방류수의 penicillin G 내성균

의 빈도는 4.9×105 CFU/mL였으며 배양 가능한 종

속영양세균에 대해 6.2%, enterobacteria에 대해서는

40.8%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도시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 penicillin G의 내성균을 조사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6)

방류수에 존재하는 penicillin G 내성균의 우점종

을 확인하기 위해 희석 도말하여 배양한 결과

Enterobacter sp., Klebsiella variicola, Klebsiella

oxytoca 등 3종의 enterobacteria가 확인되었다. 

Enterobacter속은 세균의 몇몇 종류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나 호흡장치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

원성 세균 및 기회감염성 세균으로 작용하며 주로

요로와 기도가 주요 감염경로이다. 특히, β-lactam 항

생제, aminoglycosides,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quinolone 등과 같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흔하게

보고 되고 있다.17,18) 어떤 Enterobacter sp.는

enterobateria의 항생제 치료의 last line으로 생각되

고 있는 carbapenem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 carbapenem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Enterobacter sp.도

carbapenem의 하나인 Imipenem 항생제에 대해 내

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균주가

carbapenem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인 KPC-2와 동일

한 효소를 생산하는 지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19)

Klebsiella속의 세균은 septicemia, 폐렴, 요도감염,

Table 6. Resistant test to various antibiotics of isolated penicillin G resistant enterobacteria

Species

Antibiotic

Enterobacter sp.

(n=39)

Klebsiella variicola

(n=15)

Klebsiella oxytoca

(n=93)

Resistance(%) Resistance(%) Resistance(%)

Tetracycline 0 0 0

Clindamycin 97 93 97

Erythromycin 97 93 96

Lincomycin 95 93 100

Gentamicin 51 100 75

Vancomycin 92 93 98

Ampicillin 100 100 100

Quinupristin/

Dalfopristin
100 100 100

Linezolid 97 93 99

Mupirocin 100 100 100

Ciprofloxacin 51 27 97

Chloramphenicol 8 93 0

Ceftizoxime 67 100 55

Pencillin G 100 100 100

Imipenem 95 1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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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tissue감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감염성 세균이다. 특히 병원 내에서

Klebsiella 감염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내감염의 하나 이다.20) Klebsiella속

은 aminopenicilins(ampicillin & amoxicillin), carboxy-

penicillins(carbenicillin & ticarcillin), cephalosporins

(cephalotin & cephalexin), cephemes(cefotaxime),

animoglycoside, carbapenem 등의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21,22) 특히 ciprofloxacin와 같

은 quinolone에 대해서는 염색체 상의 gyrA 유전자

와 parC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내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23) 본 연구에서도 Klebsiella

oxytoca는 ampicillin이나 ciprofloxacin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높은 내성을 보였다. 특히 Klebsiella

variicola는 ampicillin, gentamicin, imipenem에 대해

서는 100%의 내성을 나타냈다. 

이들 penicillin계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

균은 erythromycin, linezoild와 같은 non β-lactam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고 있어 환경에서의 다제 내

성균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며 본 연구에서

도 penicillin G에 내성을 보인 균주 모두 다제 내성

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9,24) 

다제 내성균들은 감염의 유병률, 사망률 및 치료

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내성유전자

의 보관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들

에 의한 감염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도 다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2만2928

건에서 2014년 3만8074건으로 감염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5)

따라서 이들 제약회사 방류수에 포함되어 있는 항

생제들이 생태계로 방출될 경우 위험성이 높아 항생

제가 포함된 방류수에 대해 독성테스트뿐만 아니라

환경위해성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6,27)

V. 결 론

경기지역 위치하는 제약회사 한 곳을 선정하여 하

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종속영양세균, enterobacteria,

penicillin G 내성균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종속영양

세균은 7.9×106 CFU/mL, enterobacteria는 1.2×106

CFU/mL, penicillin G 내성균은 4.9×105 CFU/mL의

빈도를 보였다.

Penicillin G에 내성을 보이는 균들의 우점종을 확

인한 결과 Enterobacter sp., Klebsiella variicola,

Klebsiella oxytoca 등 3종의 enterobacteria가 확인되

었다. 확인된 3개의 균주 모두 10종 이상의 항생제

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Klebsiella variicola

는 사용된 13종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있

어 제약회사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에 존재하는 세균

의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제약회사나 병원 등 항생제를 다루고 있는 곳의

하수처리 방류수에 존재하는 다제 내성균이나 항생

제는 생태계 및 인간을 위협할 수 있어, 오존이나

이산화염소 등으로 방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 중의

다제 내성균 살균하면서 항생제를 동시에 제거에 하

는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28,29)

본 연구에서는 제약회사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존

재하는 penicillin G 내성균의 종류 및 오염도, 이들

의 항생제 spectrum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제약회사에 국한되어 현장조사 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폐수처리장의 특성 등을 충분

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점종의 출현

이 희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도말에 의한 실

험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수처리방법, 계

절별 특성, 실험방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조사

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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