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2012) Vol. 48, No. 1, pp. 22-28
Copyright ⓒ 2012,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 보 문|

경기인천 연안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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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io parahaemolyticus is one of the major agents responsible for food poisoning during summer in Korea, which is 
transmitted via seawater or seafoods. Recently, distribution of the bacteria in the marine environment has been 
increased due to global warming. Great concern also has been raised regarding public hygiene as well as marine 
culture by the emergence of pathogens with antibiotic resistance. Therefore, distribution of V. parahaemolyticus and 
antibiotic resistance of the isolates were monitored in 7 coastal areas of Kyonggi Province and Incheon by sampling 
seawater, fishes and clams monthly. V. parahaemolyticus was detected from 47.7% of 966 samples (seawater 61.9%, 
seafoods 41.8%) analyzed using CHROMagarTM and TCBS agar plates as well as multiplex PCR. Among 13 
antibiotics tested, resistance to vancomycin and ampicillin was observed in 97.3% and 87.3% of the isolates, 
respectively, and the ratios of them resistant to cephalothin (48.8%) and rifampin (46.1%) were also high. The 
isolates were most highly sensitive to chloramphenicol (91.7%) and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91.8%). The 
ratio of sensitivity for other antibiotics was also high in the descending order of gentamycin (82.3%), tobramycin 
(74.8%), nalidixic acid (71.6%), tetracyclin (69.4%), cefotaxime (63.0%). About 69% of the isolates showed 
multiple drug resistance toward 3 antibiotics including vancomycin and ampicillin. Two of them exhibited resistance 
for 11 antibiotics used in this study. Plasmid profile analysis of the isolates with antibiotic resistance revealed that 
55.1% of them retained plasmids of 24 different types. However, no clear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esistance 
and the plasmid profile has been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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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은 비브리오과(Family 

Vibrionaceae)에 속하는 해양세균이며 그들 중 일부는 식중독

의 주요 원인균으로(Fujino et al., 1953) 주로 설사, 구토, 복부

경련 및 미열, 오한을 동반하는 위장염을 일으킨다. 이 균은 단

일 편모로 운동하는 그람음성 다형성 단간균으로 염분의 농도

가 3%일 때 가장 잘 생장한다. 여름철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함

에 따라 균의 번식이 활발해지며 어패류 생식 등을 통해 사람에

게 감염되어 약 4–96시간 후 세균성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3–4

일간 지속된다. 최적 생장 조건 하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의 세대시

간은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등 보다 훨씬 짧은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단시간(3–4시간)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체 수

(약 10만–1,000만 개)로 급격히 증식할 수 있다(Martinez and 

Baquero, 2000).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로

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에 이어 장염

비브리오균이 최근 6년간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

으킨 원인균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kfda.go.kr/fm/index.do). 
주요 병원성 인자로는 열불안정성 용혈독소(thermolabile direct 

hemolysin; tlh)와 내열성 용혈독소(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를 들 수 있다(Taniguchi et al., 1986; Shirai et 

al., 1990). 이러한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장내감염은 대부분

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자가치유가 가능하나, 장외감염의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해야 한다.
 

1940년대 초에 항생제가 최초로 개발된 이래 많은 종류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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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가 감염질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항생제의 오

남용에 따라 세균의 내성획득으로 야기된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여러 항생제에 대해 동

시에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질병 치료의 어려움

과 추가적인 내성균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Shanthini et al., 

2004). 항생제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 수 십 년간 의학, 수의학, 농

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그 결과 얼마

나 많은 양의 항생제가 자연계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된 바가 없다. 항생제 사용 범위는 곧 바로 세균들에 가해지는 선

택압력의 지표가 되며(Schwartz et al., 2003), 그로 인해 많은 세

균들이 항생제를 무력하게 하는 다양한 효과적인 기작들을 획득

하게 되었다(Mudryk, 2005). 특히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는 병원 

같은 곳에서 다제 내성균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고, 양식장에

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게 되면

서 수계에서도 많은 항생제 내성균들이 발견되고 있다(Schwartz 

et al., 2003; Kumar et al., 2009).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빈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현상이 병

원, 식품, 축산, 수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Chong and Lee, 1998; Lee, 2005; Chung et al., 2006; Hwang 

et al., 2008).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수산양식의 경우 

생산량 증대뿐 만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해서 종사자들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거나, 육지로부터 혹은 하천을 통해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항생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돌

연변이(Martinez and Baquero, 2000), 염색체 상의 저항성 유전

자의 유전(수직적 유전자 전이; Kuhl et al., 1978), 혹은 플라스

미드 등 유전적 인자의 생태계 내 확산(수평적 유전자 전이) 등의 

기작을 통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Davies, 1997; Rowe-Magnus 

and Maze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인천 연안 7개 지역의 해수 및 

어패류를 채집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을 분리하고 임상에 흔히 사

용되는 13종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검사하여 내성패턴을 조

사하고 해수환경 중 항생제 내성균주의 분포와 내성범위 및 양

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항생제 내성의 주요 매개 

전달체로 알려진 플라스미드 DNA 보유여부를 검사하여 항생제 

내성과 플라스미드 DNA 보유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방법

시료채취 

경기∙인천 연안지역 중 육로로 접근이 쉽고 어패류의 구입이 

용이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가운데 송도, 연안부두, 월미도, 

영종도, 소래, 강화도 및 대부도 등 총 7개 지역을 선정하여 3월

부터 10월까지 매월 중순경 시료를 채취하였다. 해수는 해변 가

에서 채수 하였고, 어패류는 해수를 채취한 인근지역에서 주로 

구입하였는데 어류는 주로 국내연안에서 양식되는 것이었고 패

류는 인천 근해 혹은 서해안 어장에서 채취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해수 281건, 어패류 685건 등 총 966건의 시료 혹은 검체를 

채취하였다. 시료들을 실험실에 옮겨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절한 방법으로 전 처리한 다음 평판배지법과 중합효소연쇄반

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법을 사용하여 장염비브

리오균을 검색하였다. 

균주의 분리 및 동정

살균된 병에 채수한 해수(200 ml)는 실험실로 옮긴 후 3% 

(w/v) NaCl이 포함된 멸균수로 적절히 희석하거나 적정량의 원

액을 CHROMagar
TM Vibrio (Microbiology, France) 혹은 

thiosulfate citrate bile salt sucrose 평판배지[TCBS; 0.5% (w/v) 
Bacto yeast extract, 1.0% (w/v) Bacto proteose peptone No. 3, 

1.0% (w/v) sodium citrate, 1.0% (w/v) sodium thiosulfate, 

0.8% (w/v) Bacto oxgall, 2.0% (w/v) Bacto saccharose, 1.0% 

(w/v) sodium chloride, 0.1% (w/v) ferric citrate, 0.04% (w/v) 
Bacto bromothymol blue, 1.5% (w/v) Bacto agar; Difco Co., 

USA]에 도말하여 30℃에서 16시간 이상 배양하였다. 어시장이

나 횟집에서 구입한 어류는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옮

겨 어류의 살이나 아가미, 내장 등의 부위 1 g을 2.5% NaCl이 포

함된 9 ml의 멸균된 증류수에 잘게 썰어 넣고 적절히 희석한 후 

CHROMagar
TM나 TCBS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0℃에서 16–24

시간 배양하였다. 이때 장염비브리오 KCTC2729 (ATCC17802) 
표준균주, KCTC2471 (ATCC33844) 균주, ATCC41664 균주 

등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분리균주의 동정

TCBS 평판배지 상에서 초록색을 띠거나 CHROMagar
TM 상

에서 보라색을 띠는 균집락을 잠정적인 장염비브리오균으로 선발

하였다. 정확한 균동정을 위해 이들 균집락에서 취한 균체를 끓여 

염색체 DNA를 추출한 뒤 아래와 같이 PCR을 수행하였다. 장염

비브리오균의 독소유전자(toxR)와 16S rRNA 유전자에 대해 종 

특이적인 두 primer (rVPTOX1, 5ʹ-ATACGAGTGGTTGCTGT 

CATG-3ʹ/fVPTOX1, 5ʹ-CTCTTCT GACGCAATCGTTG-3ʹ; fA1, 

5ʹ-AGTTATCTGAACCTTCG G-3ʹ/rV1, 5ʹ-ACACGCGG CATGGCT 

GCATC-3ʹ)로 증폭(75 mM KCl 첨가; 95℃에서 2분간 변성시키

고 60℃에서 30초간 annealing 시킨 다음 72℃에서 30초간 중합

반응을 수행하여 35회 반복) 했을 때 370 bp와 340 bp 길이의 두 

DNA 단편이 생성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균주들 가운

데 API 20E kit (bioMéuriux, France)를 이용해 동정한 결과 장염

비브리오균일 확률이 80% 이상인 균주들을 선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의 병원성 인자인 tdh 유전자 보유 

여부는 fVPTDH1 (5ʹ-GCACCGGTCAATGTAGAGG-3ʹ)와 

rVPTDH1 (5ʹ-CACAGCAGAATGACCGTGC-3ʹ)를 사용하여 

PCR 했을 때 200 bp 길이의 DNA 단편이 증폭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Agar Diffusion 시험법

장염비브리오 분리균주들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2.5% (w/v) NaCl을 포함하는 LB 액체배지에서 16시간 

전배양해서 Mueller-Hinton 한천배지(beef extrac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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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detection frequency of V. parahaemolyticus from the 
samples.

Fig. 1. Identification of V. parahaemolyticus using multiplex PCR. 
The PCR products were analyzed by 1.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Lanes: 1, 100 bp ladder; 2, PCR product of V. 
parahaemolyticus KCTC 2729; 3–10, PCR product of putative V. 
parahaemolyticus isolates; 11, PCR product of V. parahaemolyticus
KCTC 2471; 12, negative control.

0.2%, acid digest of casein 1.75%, starch 0.15%, Agar 1.7%; 

Difco Co.)에 10
4 colony forming unit 정도의 균체를 도말하였다. 

분리균주가 도말된 배지 위에 ampicillin (AM; 10 μg), tetracycline 

(TE; 30 μg), cephalothin (CF; 30 μg), erythromycin (E; 15 μg), 
nalidixic acid (NA; 30 μg), gentamicin (GM; 120 μg), kanamycin 

(K; 30 μg), rifampin (RA; 5 μg),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SXT; 1.25 μg), vancomycin (VA; 30 μg), chloramphenicol (C; 

30 μg), tobramycin (NN; 10 μg), cefotaxime (CTX; 30 μg) 등 

총 13종의 항생제 디스크(BBL
TM, Becton Dickinson, USA)를 

무균적으로 올려놓은 뒤 30℃ 항온배양기에서 16시간 배양하여 

각 항생제에 의해 형성된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고(mm), 
표준지표에 따라 감수성 여부를 평가하였다(Bauer et al., 1966). 

내성균주의 플라스미드 프로파일 분석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염비브리오균주들의 플라스미드 

보유여부와 그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염비브리오 분리

균주들을 2.5% NaCl을 포함하는 LB 액체배지에서 16시간 배양

한 다음 alkaline lysis 방법으로(Sambrook et al., 1989) 플라스

미드 DNA를 분리하고 0.8% agarose 겔 상에서 전기영동을 통

해 전개시켰다. 전기영동 후 전개된 플라스미드 DNA 프로파일

을 Chemidoc (Kodak Image Station 4000R, CARESTREM 

HEALTH Inc., USA)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고찰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출 빈도 

수집된 시료들에서 분리된 균들 중 TCBS 평판배지에서 초록

색을 띠는 비브리오 속 세균들을 선택하여 CHROMagar
TM에 배

양했을 때 보라색 집락을 이루는 균주들을 잠정적 장염비브리오

균으로 선발하였다. CHROMagar
TM는 주요 병원성 비브리오속 

세균들을 β-galactosidase 활성여부를 배지에 포함된 발색시약

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장염비브리오균은 보

라색, V. vulnificus와 V. cholerae는 파란색, V. alginolyticus는 

하얀색의 균집락을 형성한다. 잠정적 장염비브리오균으로 선발

된 균주들의 염색체 DNA를 분리하여 16S rRNA 및 toxR 유전

자 부위를 duplex PCR로 증폭했을 때 각 유전자에 대하여 340 

bp와 370 bp 길이의 두 DNA 단편이 생성되는 것들을 장염비브

리오균으로 동정하였다(Fig. 1; Yoon et al., 2000). 병원성 인자

인 tdh 유전자를 포함하여 triplex PCR을 했을 때 tdh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리균주의 빈도는 매우 낮아 거의 검출되지 않

았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장염비브리오 균주 중에서는 KCTC 

2471와 KCTC 2729 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들의 생리생화학적 특성을 API20E kit를 사용하여 분석했

을 때 장염비브리오일 확률이 80% 이상인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3월부터 각 종 어패류 및 해수 시료에서 검출되기 시작한 장

염비브리오균은 5월까지 각 시료에서의 검출빈도가 증가하다가 

6월에 다소 감소하였는데 특히 어패류에서의 감소세(29%)가 현

저하였다(Fig. 2).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출빈도는 기온의 상승에 

따라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7월(63.9%)과 8월(76.8%) 중 급증

하였고, 9월(59.8%)과 10월(57%) 중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대

체로 어패류 보다 해수시료에서 검출빈도가 훨씬 높았고 계절에 

따른 영향도 더 크게 받아 7, 8월에는 검출빈도가 각각 85.0%와 

92.9%에 달했다. 8개월 간의 모니터링 결과 전체 해수 시료의 

61.9%, 어패류 시료의 41.8%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시료 총 966건 중 47.7%의 시료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해수시료 및 어패류 시료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들을 -70℃에 냉동 저장하고, 이들의 항

생제에 대한 내성을 분석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의 항생제 내성 

자연시료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의 항생제 내성 실태를 분

석하기 위하여 광역 항생제인 ampicillin, tetracycline, cephalothin, 

nalidixic acid, rifamp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chloramphenicol, cefotaxime, 그람 양성균에 대해 특이적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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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a

(Conc.)
Inhibition zone (mm) for V. parahaemolyticus

Rb Ic Sd KCTC 2729 KCTC 2471 ATCC 27969
AM (10 μg) ≦13 14-16 ≧17  0 (R)  0 (R)  0 (R)
TE (30 μg) ≦14 15-18 ≧19 22 (S) 30 (S) 25 (S)
CF (30 μg) ≦14 15-17 ≧18 23 (S) 29 (S) 20 (S)
E (15 μg) ≦13 14-22 ≧23 17 (I) 20 (I) 19 (I)
NA (30 μg) ≦13 14-18 ≧19 22 (S) 23 (S) 24 (S)
GM (120 μg) ≦12 13-14 ≧15 18 (S) 20 (S) 12 (R)
K (30 μg) ≦13 14-17 ≧18 20 (S) 22 (S) 18 (S)
RA (5 μg) ≦16 17-19 ≧20 19 (I) 18 (I) 19 (I)
SXT (1.25 μg) ≦10 11-15 ≧16 22 (S) 23 (S) 23 (S)
VA (30 μg) ≦14 15-16 ≧17  9 (R) 11 (R) 12 (R)
C (30 μg) ≦12 13-17 ≧18 26 (S) 28 (S) 29 (S)
NN (10 μg) ≦12 13-14 ≧15 16 (S) 17 (S) 16 (S)
CTX (30 μg) ≦14 15-22 ≧23 32 (S) 28 (S) 32 (S)
a abbreviated as shown in materials and methods
b resistant 
c intermediate 
d sensitive

Table 1. Antibiogram of three V. parahaemolyticus strains

Fig. 3. Resistance (R), intermediate resistance (I), and sensitivity (S)
ratios of the V. parahaemolyticus isolates against various antibiotics. 
Antibiotics were abbreviated as shown in materials and methods.

생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vancomycin과 erythromycin 및 그람 음

성균에 항생능을 보이는 gentamycin, kanamycin, tobramycin 

등 13종의 항생제 디스크를 사용하였으며, 먼저 표준균주인 V. 

parahaemolyticus KCTC 2729 균주 등 공인된 균주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그 결과 KCTC 2729 표준

균주는 ampicillin 및 vancomycin에 대해서 내성을 보였고, 

erythromycin과 rifampin에 대해서는 중도내성을, 그 외 항생제

에 대해서는 감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

된 항생제 중 vancomycin은 주로 그람 양성균에 항생능을 보이

고 그람 음성균들은 이들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람 음성균인 장염비브리오 균주들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KCTC 2729 표준균주는 vancomycin과 ampicillin 

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람 음성균에 작용하거나 혹은 광역 

활성범위를 갖는 기타 항생제들에 대해 내성을 갖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장염비브리오 균주인 KCTC 2471는 표준

균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ATCC 27969는 두 항생제 및 

그람 음성균에 작용하는 gentamycin에 내성을 보여 위의 두 균

주들과 다른 내성 양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시료에서 분리된 총 639개 장염비브리오 균주들에 대해

서도 위의 13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분석하였다(Fig. 3). 그 결

과 vancomycin에 대해서 97.3%의 분리주들이 내성을 나타냈으

며 단 1.5%만이 감수성을 보였다. Ampicillin에 대해서는 87.3%

의 분리균주들이 내성을 그리고 11.7%가 감수성을 보였다. 이러

한 장염비브리오균의 ampicillin에 대한 내성은 1978년 미국에

서 수행된 연구에서 160개의 장염비브리오 분리균주들이 모두 

이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는 보고(Joseph et al., 1978)와 Han 

등(2007)이 분석한 168개의 장염비브리오 분리균주들 중 81%

가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보였다는 결과와 부합되어 보편적

인 현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Han 등(2007)의 보고에서 패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151개의 V. vulnificus 균주들은 모두 

ampicillin에 대해 감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Vibrio 속 세

균이라도 종에 따라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ephalothin (48.8%)과 rifampin (46.1%)에 대

해 내성을 갖는 분리균주들의 비율도 기타 다른 항생제들에 비

해 뚜렷하게 높았다. 가장 많은 분리균주들이 감수성을 보인 항

생제는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91.8%)과 chloramphenicol 

(91.7%)이었고, 단 2.1%와 1.2% 만이 각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gentamycin (82.3%), 
tobramycin (74.8%), nalidixic acid (71.6%), tetracyclin 

(69.4%), cefotaxime (63.0%) 등의 순서로 감수성을 갖는 비율

이 높았다. Erythromycin의 경우에는 중도내성을 갖는 비율

(60.3%)이 내성(28.9%)이나 감수성(10.7%)을 보이는 분리주들

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 Kanamycin의 경우에도 중도내성

을 보이는 균주들의 비율(46.0%)이 높았으나 감수성을 보이는 

균주들의 비율(48.9%)과 비슷했으며, 내성을 보이는 균주들의 

비율(5.0%)은 상당히 낮았다. Shanthini 등(2004)은 인도의 튜티

코린 지역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주들의 항생제 내성을 10

개의 항생제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97.6%가 bacitracin과 

vancomycin에 대해 내성을 보였고, bacitracin> 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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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tio of the V. parahaemolyticus isolates with multiple drug 
resistance at various degrees. Multiplicity of the resistance is 
presented in a parenthesis.

erythromycin> penicillin> oxytetracyclin> streptomycin> 

ampicillin> gentamycin> neomycin> chloramphenicol의 순서

로 내성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loramphenicol의 

경우 분리균주의 81%가 감수성을 보였는데 이는 Sanjeev 

(1999)가 그들이 시험한 장염비브리오 분리균주가 모두 이 항생

제에 대해 감수성을 보였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그 동안 장염비

브리오균의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

었다.

장염비브리오균의 다중 항생제 내성

자연시료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 중 총 716개 균주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분석한 결과 146개 균주들이(20.39%) 표준

균주처럼 ampicillin과 vancomycin의 두 항생제에 대해서 모두 

내성을 보이고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는 내성을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4).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균주들은 67% 정

도가 해수시료에서 발견되어 어패류 보다 해수에 더 많이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리균주들 중 75개 균주들은

(10.47%) vancomycin에 대해서만 내성을 보였고 2개 균주들은

(0.28%) ampicillin에 대해서만 내성을 보였으며, 두 항생제 모

두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지 않은 균주는 단 1개(0.14%) 뿐이었

다. 

Vancomycin과 ampicillin을 포함하여 3개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분리균주들은 총 191개 균주(26.68%)였고, 4개

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는 균주는 117개(16.34%), 5개에 대해서

는 92균주(12.85%), 6개에 대해서는 47균주(6.56%), 7개에 대

해서는 16균주(2.23%), 8개에 대해서는 15균주(2.10%)들이 내

성을 나타냈다. 9개 혹은 10개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것

은 각각 6균주(0.84%), 11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것도 2균주

(0.28%)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국의 새우양식장에서 분

리된 Vibrio 속 세균들의 경우 89%가 적어도 1개 이상의 항생제

에 내성을 갖고 있고 26%는 3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중 내성균으로 보고된 바 있다(Kitiyodom et al., 2010). 호주

의 양식장에서 분리된 해양세균들의 경우에도 다중 내성균의 비

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26.7%가 1개의 항생

제에 내성을 보였고, 73.1%가 2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

으며 이 중 2균주(2.3%)는 사용된 10개의 항생제 중 8개에 대해 

내성을 나타냈다고 보고된 바 있다(Akinbowale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실험은 

Son 등(2003)에 의해 작은 수의 분리균주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바 

있는데,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분리균주들의 비율이 

높으며 chloramphenicol과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 

대해 감수성을 갖는 분리균주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일치했지

만 nalidixic acid와 gentamycin에 대해 모든 분리균주들이 감수

성을 보였다는 점과 tetracycline에 대해 대부분의 분리균주들이 

중도내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북 부안군의 

해수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들이 100%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보이고 다른 12종의 항생제에 대해서는 감수성을 보였다

는 보고도 있었는데(Lee and Park, 2010), 본 연구 결과와 차이

를 보인 것은 시험한 분리균주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

된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해수환경에서 분리되는 장염비브리오균

들의 다중 항생제 내성 보유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며 향후 이러한 양상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분리균주들의 다중 항생제 내성은 

육지 혹은 연안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항생제로 인해 자

연계에서 획득하게 되었거나, 항생제에 대해 이미 내성을 갖고 

있는 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미드나 해수에 존재하는 장

염비브리오 특이적인 박테리오파아지 등의 DNA (Alagappan et 

al., 2010)를 수평적 전이를 통해 받아들여 획득하게 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산 양식장에서 tetracycline, 

chlorampehnicol, streptomycin 등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

를 보유하고 수평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R-플라스미드가 분리되

었다는 보고도 있다(Aoki and Takahashi, 1987).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본 연구를 통해 분리된 장염비

브리오 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미드 프로파일을 분석하

였다.

항생제 내성 장염비브리오균 보유 플라스미드 프로파일

표준균주인 KCTC 2729 및 KCTC 2471, ATCC 27296 장염

비브리오균주와 다양한 항생제 내성 양상을 보였던 분리균주들 

중 670개 균주들의 플라스미드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다(Fig. 5).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하여 제한효소를 절단하

지 않고 전기영동 했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나 보유 플라스미드

의 숫자는 파악할 수 없었고 단지 플라스미드 보유 유무 및 프로

파일만 파악할 수 있었다. KCTC 2729와 KCTC 2471 균주들은 

1개의 플라스미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Fig. 5, 

lane 1), ATCC 27296 균주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감지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들의 플라스미드 보유 현황 및 항생제 내성 양상

을 비교했을 때, 이들이 나타내는 항생제 내성은 플라스미드 상

의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염색체 상의 유전자 조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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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diagram of plasmid profiles observed in the V. parahaemolyticus
strains. The plasmids isolated from the bacterial strains were 
observed by 0.8% agarose gel electrophoresis and their profiles were 
summarized as a diagram (lanes 1–24) along with a size marker (lane 
M, Lambda DNA digested with HindIII) and a control plasmid (lane 
C, pJM109).

V. 
parahaemolyticus

Resistance 
toa

Plasmid 
profileb

KCTC 2729 AM, VA 1
KCTC 2471 AM, VA 1
ATCC 27969 AM, VA, GM -c

SRSW3-1-12 AM, TE, CF, NA, K, RA, VA 1
KHFI4-2-9 AM, CF, RA, VA 1
SRSW10-2-4 - 1
WMSW8-3-5 AM, CF, E, GM, RA, VA 2
KHSW6-3-1 AM, RA, VA 2
YJSW10-3-7 AM, VA 2
WMSW8-1-2 AM, CF, VA 2
WMSW8-3-2 AM, CF, E, RA, VA, CTX 2
SRCL8-16 AM, TE, CF, E, RA, VA, NN 3
SROY10-5 AM, VA 4
YACL8-8 AM, VA 5
SRFI9-2-3 AM, E, RA, VA 6
YACL8-5 AM 7
SRSW8-2-4 AM, VA 11
SDSW4-2-5 AM, CF, RA, VA 15
SDSW8-2-7 AM, RA, VA 16
SRSW7-2-9 AM, VA 17
SRSW3-3-2 AM, CF, RA, VA 18
YJFI5-2-12 AM, CF, RA, VA 19
SRSW7-1-15 AM, CF, E, RA, VA 20
SDSW-10-1-16 AM, VA 20
SRSW9-3-24 AM, CF, K, RA, VA, NN, CTX 20
SRSW3-3-1 AM, CF, RA, VA 23
a abbreviated as shown in materials and methods
b plasmid profile as shown in Fig. 5
c not detected

Table 2. Comparison of antibiograms and plasmid profiles of various 
V. parahaemolyticus strains.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분리균주들 가운데 플라스미드를 보유하고 있는 균주들은 

369개로 약 55.1%에 달하였고, 총 24가지의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KCTC 2729과 같은 플라스미드 프로

파일을 보이는 경우가 133개로 가장 많았다(19.8%; Fig. 5). 이 

플라스미드와 함께 다른 플라스미드를 동시에 보유하여 변형된 

프로파일을 보이는 균주들은 12가지 유형의 83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85.6%의 분리균주들이 표준균주와 같거나 변형된 플라

스미드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53개 분리

균주들은 11종류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보였다(Fig. 5). 그러

나 같은 플라스미드 프로파일을 보이는 균주들이 동일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등 두 특성 간의 상호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따라서 표준균주를 비롯한 공인균주들과 마찬가지로 

분리균주들이 갖고 있는 항생제 내성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미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적 구성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Li 등(1999)은 양식된 청돔에서 분리된 51개의 Vibrio 속 세

균들 중 15개(29.4%) 균주들이 1–4개의 플라스미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9개 균주들의 플라스미드 및 그와 연관된 

ampicillin, cefuroxime, trimethoprim에 대한 내성이 1단계 접합

과정을 통해 다른 균주들로 전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Devie 등(2009)은 인도 남부의 새우 양식장에서 채취한 새우, 

물, 흙 등의 시료 중 46%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을 분리하여, 이들 

가운데 50% 이상이 chlorotetracycline, chloramphenicol, 

nitrofurantoin에 대해서 감수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크기와 패턴

의 10가지 플라스미드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들 분리균주들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제거했을 때에도 항생

제에 대한 내성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

러한 내성이 염색체 상의 유전정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본 

연구의 결과도 이들의 보고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렇게 다양한 항생제 내성 양상을 보이는 균주들의 염색

체 상에 위치한 integron을 분석함으로써 각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 및 그들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특성들

이 확산되는 기작 및 경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장염비브리오는 우리나라에서 하절기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주로 해수 및 어패류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양환경 중 세

균들의 분포도가 증가하고 또 다양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보

이는 병원균들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수산양식 등의 분

야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 인천지

역 7곳에서 해수 및 어패류 시료를 채취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분

포도를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항생제 내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총 966건의 시료를 CHROMagar
TM

 및 TCBS 평판배지와 

multiplex PCR기법으로 동정했을 때 전체 해수 시료의 61.9%, 

어패류 시료의 41.8% 등 총 47.7%의 시료에서 장염비브리오균

이 검출되었다. 이들 분리균주들의 항생제 내성을 13종의 항생

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97.3%와 87.3%가 각각 vancomycin과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보였고 cephalothin (48.8%)과 

rifampin (46.1%)에 대한 내성비율도 기타 다른 항생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균주들의 항생제 감수성은 

chloramphenicol (91.7%)과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91.8%)에 대해 가장 높았고, gentamycin (82.3%), tobramycin 

(74.8%), nalidixic acid (71.6%), tetracyclin (69.4%), cefotaxime 

(63.0%) 등의 순서로 감수성 비율이 높았다. 분리균주들의 약 

69%가 vancomycin과 ampicillin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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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중내성을 보였고 특히 11개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

이는 균주도 2개 검색되었다. 항생제 내성 장염비브리오 분리균

주들의 플라스미드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55.1%가 플라스미

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총 2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

으나 플라스미드 프로파일과 항생제 내성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

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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