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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연안 해수에서 분리된 Vibrio vulnificus의 검출 특성 및 항생제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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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molecular characteristics,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of Vibrio vulnificus isolated
from seawater at Gadeok Island,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June to October. Interestingly no isolates were detected between December to February. The detection rate of V. vulnificus was high (80-100%) from July to September
2019 and from June to September 2020. This coincided with the relatively low salinity of the seawater, which ranged
from 7.8-29.9 practical salinity units for that period. Additionally, V. vulnificus had a high detection rate at sampling
stations near the Nakdong river. The detection rates of virulence genes, such as vvhA, viuB, and vcgC, among the
isolates were 97.1%, 44.1%, and 57.4% in 2019 and 100%, 43.0%, and 50.0% in 2020, respectively. Notably, viuB
and vcgC were detected in V. vulnificus isolated between June to October when water temperature was above 20°C.
Th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analysis of 80 isolates revealed that most of the strains were susceptible to most antimicrobial agents. However, some isolates showed intermediate resistance to cefepime (18.8%), cefoxitin (58.8%),
and erythromycin (22.5%). Of note, 3.8% of the tested strains were resistant to cefoxitin.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highly cefoxitin-resistant strains was determined to be less than 32 μg/mL.
Keywords: Antimicrobial resistance, Vibrio vulnificus, Virulence genes

서

vulnificus의 검출 기간과 지역이 확장되는 경향도 확인된다
(Martinez-Urtaza et al., 2010; Baker-Austin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매
년 37-88명의 환자가 신고되어 누적 1,048명을 기록하고 있다.
월별 누적 환자발생은 9월이 426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8
월 295명(28.1%), 10월 175명(16.7%) 및 7월 107명(10.2%) 등
의 순으로 7-10월에 집중적(95.7%)으로 발생하였다. 대개 6-7
월 초에 첫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으나 2012년 이후 2-5월에 첫
신고가 보고되기도 하였다(KCDC, 2019a). 사망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치명률은 48.9%이었고 2014년

론

Vibrio vulnificus는 불충분하게 조리된 해산물 또는 어패류
를 섭취하거나 상처부위에 균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어 위장염,
패혈증 또는 창상감염을 일으키는 그람 음성 간균이다(Hlady
and Klontz, 1996; Shapiro et al., 1998; Oliver, 2005). 세계적
으로 해안가 및 하구에서 수온이 18°C 이상의 따뜻한 계절에
염분 15-25 practical salinity units (psu)에서 잘 증식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으며(Motes et al., 1998; Strom and Paranjpye, 2000),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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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5.6%로 가장 높았다(KCDC, 2019b).
한편, 의료산업과 농축수산업 등에서 항균제가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어(Kümmerer, 2009; KDCA, 2021b), 하수처리장 방
류수, 가축분뇨 처리장 방류수 및 하천 등지에서 내성균 및 다재
내성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다(Oh and Park, 2009; Seong
et al., 2013). 그 결과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포함한 부산
지역 지하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폐수 등에서도 잔류항생물
질이 검출이 보고되고 있다(Jeong et al., 2014). V. vulnificus의
경우 세계적으로 해수, 뻘, 새우, 어류 등에서 ampicillin, gentamicin, penicillin 및 tetracycline 등의 항균제에 내성이 보고
되고 있고(Elmahdi et al., 2016), 국내에서도 남해안과 서해안
에서 분리된 균주의 ciprofloxacin, rifampin, streptomycin 등
항균제 내성이 확인되고 있다(Hwang et al., 2007; Yang et al.,
2017). 또한 하수처리장 최종방출수로부터 분리한 V. vulnificus 및 기타 Vibrio spp.에서 다수의 항균제 내성 유전자를 확인
한 보고도 있다(Okoh and Igbinosa, 2010).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 아래 위치하고 있어 담수유입에 따른
염분 농도가 V. vulnificus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수
온이 따뜻한 계절에 검출률이 증가한다. 이전 연구에서 가덕도
연안의 V. vulnificus는 평균 수온이 15.2°C 이상일 때 검출되었
고, 병원성 관련 유전자 중 vvhA는 V. vulnificus가 검출되는 모
든 기간에 확인되었으나 viuB와 vcgC는 균의 검출률이 증가
하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많은 6-9월에 주로 검출되
는 것이 보고되었다(Oh et al., 2020).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간에 걸쳐 같은 해역에서 분리된 V.
vulnificus의 병원성 유전자와 향균제 내성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및 항생제 내성 확산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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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stations of seawater at Gadeok Island Coast in
South Korea.

Magar, Paris, France)에 획선배양한 결과 V. vulnificus로 추정
되는 집락에 대해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양성에 대하여 최확수(most probable number, MPN/100 mL)를 산출하고, V. vulnificus 균을 분리하였다
(Oh et al., 2020).

병원성 관련 유전자 확인 및 PCR 조건
분리한 균주를 Luria-Bertani broth (NEOGEN, Lansing, MI,
USA)에 접종 배양하여 DNA를 추출(Genomic DNA extraction kit; Bioneer, Daejeon, Korea)하고, 이를 주형으로 하여
vvhA, viuB 및 vcgC의 병원성 관련 유전자 유무를 PCR 반응
으로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rimer와 PCR 분석 조건은 이
전 연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Oh et al., 2020).

재료 및 방법

항균제 감수성 시험

시료 채취

분리된 V. vulnificus에 대하여 보관중 재생되지 않는 균을 제
외하고 Acar and Godlstein (1991)의 디스크확산법을 이용하여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분리균주를 1% NaCl이 첨
가된 Mueller-Hinton broth (Difco, Sparks, MD, USA)에 접종
하고 35°C, 18-24시간 배양한 후, 이를 1% 멸균식염수에 접종
하여 탁도를 McFarland No. 0.5로 희석하고, 4 mm 두께의 1%
NaCl을 함유한 Mueller-Hinton agar (Difco) 평판에 멸균면봉
으로 도말 하였다. 배양액이 흡수되도록 5분간 방치 후 항균제
디스크(OXOID, Basingstoke, Hants, UK)를 평판에 고착시켜
35°C, 16-18시간 배양하여 증식저해대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항균제는 18종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Table 1),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2015, 2018b)에 근
거하여 감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항균제 디스크 시험의 유효
성 확인은 CLSI에서 규정하고 있는 E. coli ATCC 25922를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해수 시료의 채취는 Oh et al. (2020)이 설정한 지점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였다(Fig. 1). 즉, 가덕도 연안 10개소(동부 9개소 및
서부 1개소)에서 멸균 채수병에 해수를 채취한 후 7-10°C를 유
지하여 운반하였고, 수질 측정(수온, 염분 및 pH)은 YSI 1030
(YSI Inc., Yellow Springs, OH, US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
정하였다(Oh et al., 2020).

V. vulnificus의 분리 및 정량
이전 논문에서 보고한 것처럼 해수 중 V. vulnificus 균의 정량
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bacteriological analytical manual (USFDA, 2018a)을 응용하여 Oh et al.
(2020)이 실시한 3 portion MPN (most probable number)법으
로 수행하였다. 즉 alkaline peptone water (2% NaCl, pH 8.5)
배양 양성관을 대상으로 CHROMagarTMVibrio plate (C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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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최소발육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측정
분리균주에서 내성이 확인되는 항균제에 대하여 CLSI (2018a)의
broth micro-dilution법으로 최소발육억제농도 시험을 실시하
였다. Microplate에 1% NaCl을 첨가한 Mueller-Hinton broth
를 분주하고 64 μg/mL에서 0.125 μg/mL까지 단계별로 절반씩
농도가 감소하도록 항균제를 첨가하였다. 여기에 1% NaCl을
함유한 tryptic soy agar 평판(Difco)에 획선하여 35°C, 18-24시
간 배양한 시험균주를 1% 멸균식염수에 McFarland No. 0.5 정
도로 현탁한 후 재차 희석하여 106 CFU/mL이 되도록 조정하
고, 항균제가 첨가된 microplate well에 1:1 비율로 접종하였다.
그리하여 균의 농도가 5×105 CFU/mL (2~8×105 CFU/mL 범
위)가 되도록 접종된 microplate를 35°C, 16-20시간 배양하여
균의 증식이 없는 최소발육억제농도를 확인하였다. 시험의 정
도관리 균주는 E. coli ATCC 25922를 이용하였다.

(A)

(B)

(C)

결과 및 고찰
가덕도 동부 연안 해수의 이화학적 특성

V. vulnificus의 검출 동향
2019년부터 2020까지 가덕도 연안 10개 지점에서 매월 채취
한 총 240개 해수 시료에서 확인된 V. vulnificus의 검출은 Fig.
2C에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V. vulnificus는 2019년에 3월과 6-11월에 걸쳐 검출되었고, 이 때 평균

Fig. 2. Monthly variation of seawater temperature (A), salinity (B)
and monthly detection rate of Vibrio vulnificus (C) isolated from
seawater in Gadeok Island Coast.

수온은 15.5-26.2°C이었으며 평균 수온 15.5°C 미만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다(Oh et al., 2020). 2020년의 경우 월별 평균 수온
이 20.4-28.2°C이었던 6월부터 10월 사이에 균이 검출되었다.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 V. vulnificus의 검출
시기가 빨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KCDC, 2019b), 이전 연
10,000
구에서도 3월에 검출이 보고되었다(Oh et al., 2020). 같은 해역
Range (2019)
에서1,000
평균 수온
인 2019년 3월과 11월에 V. vulnificus가
15.5°C
Range
(2020)
검출되었지만GEONEAN
, 2020년 3월과 11월에는 평균 수온이 16.3°C 및
100
로 수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16.4°C
한편 80-100%의 높은 검출률을 보인 경우는 2019년은 7-9월
10
이었으나 2020년의 경우 6-9월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하계 강우
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염분이
일치하였다
Sep Oct
Nov Dec .
Jan Feb
Mar Apr May
Jun 낮았던
Jul Aug기간과
경남 연안 해수 및 패류에서
Park et al. (2019)의 결과를 보면Month
6-9월에 V. vulnificus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고, Cho and
Park (2019)은 곰소만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V. vulnificus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동일 해역에서 V. vulnificus의 수치는 2019년 <3.0-2,100
MPN/100 mL의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9월 태풍 발생 후 낙동강
하천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최고값이 2,100 MPN/100 mL이었

Vibrio vulnificus (MPN/100 mL)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낙동강과 가까운 가덕도
동부 및 서부 연안의 총 10개 해수 지점에 대하여 월 1회 채취
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조사 당시의 일반수질은 월
별 평균 수온의 범위가 9.7-26.2°C이었고, 염분의 경우 평균
14.2-33.8 psu이었으며, 하계인 7-9월에 평균 염분이 14.2-29.9
psu로 다른 계절보다 낮았다(Oh et al., 2020). 2020년의 경우
월별 평균 수온의 범위가 10.5-28.2°C로 8월이 가장 높고, 2월
이 가장 낮았다(Fig. 2A). 염분의 경우 평균 7.8-32.0 psu 범위
에서 2월이 가장 높았고, 7월이 가장 낮았다. 2020년 하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7, 8 및 9월의 평균 염분이 비교적 낮
은 경향은 2019년과 유사하였으나 그 수치가 각각 7.8±3.33,
13.0±5.63 및 19.2±4.53 psu로 더 낮은 농도의 염분이 장기
간 유지되어 차이를 보였다(Fig. 2B). 이러한 결과는 Park et al.
(2019)이 가덕도 연안 해수에서 하계 강우가 많은 기간에 염분
이 낮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
점별 측정값은 수온의 경우 2년에 걸쳐 평균 17.2-17.9°C으로
연도별 및 지점별 유의차가 크지 않았으나 염분의 경우 2020년
가덕도 동부 9개 지점이 평균 25.0-26.9 psu로 가덕도 서부 10
번 지점의 30.6 psu보다 낮아 2019년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자료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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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2019)
Range (2020)
GEONEAN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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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nge and geometric mean of Vibrio vulnificus isolated
from seawater in Gadeok Island Coast. Detection limits were 3.0
MPN/100 mL seawater.

으나(Oh et al., 2020), 2020년의 경우에는 <3.0-240 MPN/100
mL 범위에서 검출되어 해수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7, 8월
및 9월도 그렇지 않은 달과 비교할 때 전년도와 같은 큰 폭의
차이는 없었다(Fig. 3). Motes et al. (1998)은 North and South
Carolina의 굴에서 연간 대부분 3 MPN/g 미만이던 V. vulnificus의 수치가 늦여름 홍수로 인해 염분이 낮아졌을 때 일시
적으로 103 MPN/g을 초과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진의 이
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저염분 상태
에서는 급증했던 균의 농도가 하향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Oh et al., 2020). 한편 곰소만 및 변산 연안 해수에
서 V. vulnificus의 검출 수치가 3.6-9.1 MPN/100 mL이었다
는 Cho and Park (2019) 보고와 비교할 때, 가덕도 동부 연안은
V. vulnificus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2020년 조사 지점별 V. vulnificus의 검출율은 가덕도 동부에
위치한 9개 지점에서 25.0-41.7%인 반면 가덕도 서부 10번은
16.7%로 낮게 나타나(자료미제시)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Oh et al., 2020), 가덕도 동부 연안이 낙동강의 영
향으로 V. vulnificus의 생육에 유리한 좋은 조건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분리균주의 병원성 관련 유전자 profile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월 채취한 해수 시료에서
분리한 V. vulnificus는 동일 시료에서 중복 균주로 추정되는 균
주를 제외하고 총 154 균주가 분리되었다.
V. vulnificus의 병원성 관련 유전자인 vvhA와 viuB 및 vcgC
에 대하여 2019년에 분리한 V. vulnificus 68 균주에서 각각 66
균주(97.1%), 30 균주(44.1%) 및 39 균주(57.4%)가 확인되었
고(Oh et al., 2020), 2020년에 분리한 86개 분리균주에서는 각
각 86 균주(100%), 37 균주(43.0%) 및 43 균주(50.0%)가 확
인되었다. viuB와 vcgC는 2019년 6-9월에 검출되었고, 수온
이 20°C 미만이면서 검출률이 낮은 3월과 11월은 검출되지 않
았다(Oh et al., 2020). 2020년은 평균 수온이 20°C 이상이면서
V. vulnificus가 검출된 6-10월에 검출되었으며(자료미제시),

이는 우리나라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
와 경향이 유사하였다(KCDC, 2019b). vvhA는 V. vulnificus의
hemolysin/cytolysin 유전자이고, viuB는 V. vulnificus의 ferric
vulnibactin receptor로서 독력이 강한 균주는 대체로 많은 vulnibactin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n, 2013; Chung et
al., 2016). vcgC는 임상균주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관련 유전자
로 임상유래 16S rRNA B 유전자 및 viuB 유전자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되었다(Han et al., 2009; Çam et al., 2019). 본 연
구결과와 비교할 때 해수의 수온이 20°C 이상의 검출률이 높은
기간에는 viuB 및 vcgC 유전자를 가진 clinical type 균주가 증
가하며 이 시기의 패혈증 환자발생 증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분리된 V. vulnificus 균주의 항균제 감수성 및 최소
발육억제농도(MIC)
가덕도 동부 해수에서 분리한 V. vulnificus에 대하여 보관 중
재생되지 않는 균주를 제외하고 총 80 균주를 대상으로 항균제
18종에 대하여 감수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Disk 확산법으
로 시험한 결과 cefepime, cefoxitin 및 erythromycin에 대하여
각각 15 균주(18.8%), 47 균주(58.8%) 및 18 균주(22.5%)에서
중등 내성이 확인되었고, cefoxitin에 대하여 3 균주(3.8%)에서
내성이 확인되었다. 그 외 항균제에 대해서는 모두 민감성을 나

Table 1.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of Vibrio vulnificus isolated
from seawater at Gadeok Island Coast
Antimicrobial agents
Amikacin
Amoxicillin/Clavulanate
Ampicillin

Disc content No. of isolates
(μg)
S
I
R
30

80

0

0

20/10

80

0

0

10

80

0

0

10/10

80

0

0

Cefazolin

30

80

0

0

Cefepime

30

65

15

0

Cefotaxime

30

80

0

0

Cefoxitin

30

30

47

3

Chloramphenicol

30

80

0

0

Ciprofloxacin

5

80

0

0

Erythromycin

15

62

18

0

Gentamicin

10

80

0

0

Imipenem

10

80

0

0

Nalidixic acid

30

80

0

0

Piperacillin

100

80

0

0

Tetracycline

30

80

0

0

Trimethoprim

5

80

0

0

1.25/23.75

80

0

0

Ampicillin/Sulbactam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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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cefoxitin for
some strains that expressed intermediate or resistance on the antimicrobial disk among the Vibrio vulnificus isolated from seawater
at Gadeok Island Coast

또는 해수를 통해 가덕도 동부로 유입되는 오염원으로부터 항
균제에 대한 내성 획득을 추정해볼 수 있으므로 V. vulnificus
의 검출 및 항균제 내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MIC (µg/mL)

사

Cefoxitin

8

16

32

5/41 (12.2%) 28/41 (68.3%) 8/41 (19.5%)

타내었다. 본 조사결과는 Yoon et al. (2020)이 전남지역 환자
분리균주에서 15종에 대한 항균제 내성시험 결과 cefoxitin에
서 내성 또는 중등 내성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Hwang
et al. (2007)도 인천 지역 해양환경에서 분리한 V. vulnificus
균주 대부분이 21종 항균제 중 cefoxitin을 포함한 1세대 및 2
세대 cephalosporin과 aminoglycoside계 항균제에서 중등 이
상의 내성률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한편
Yang et al. (2017)은 거제 연안의 환경 분리균주에서 piperacillin, trimethoprim, rifampin 및 ciprofloxacin에서 중등 이상의
내성이 확인된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시기별로
는 수온이 상승하고 V. vulnificus 검출률이 높은 7, 8 및 9월에
검출된 균주에서 중등 이상의 내성률이 더 높게 나타나 Oh and
Park (2009)이 도시하수처리장 및 주변 하천에서 분리한 여러
균속의 세균에서 수온이 높은 계절의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월 및 10월과 같
이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달에는 cefoxitin 한 종류의 항균
제에서만 중등 이상의 내성이 확인되었다(자료미제시). 비브리
오패혈증의 치료는 주로 3세대 cephalosporin, fluoroquinolone
및 tetracycline계 항균제로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KDCA,
2021a), 가덕도 동부 연안에서 분리한 V. vulnificus는 이들 항
생제에 대한 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cefoxitin에 대한 중등내성 및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에
대하여 최소발육억제농도 측정 시험을 실시한 결과, 보관 중
소실된 균주를 제외한 41 균주 중 5 균주(12.2%)는 MIC가 8
μg/mL이었고, 28 균주(68.3%)는 16 μg/mL이었으며, 8 균주
(19.5%)는 32 μg/mL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CLSI (2015)
기준에 따르면 cefoxitin에 대한 Vibrio spp.의 MIC가 16 μg/
mL이면 중등 내성으로 보고, 32 μg/mL 이상일 때 내성으로 평
가하고 있다. Cho and Park (2019)은 곰소만 해수 및 시판 어패
류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cefoxitin에 대한 MIC가
128 μg/mL까지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이와 비교할 때 가덕도
연안에서 분리한 V. vulnificus는 내성 정도가 높은 경우는 확인
되지 않았다.
가덕도 동부 연안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담수 유입이 용
이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V. vulnificus의 생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수온 및 염분 등 여건이 충족되는 6-10월에 다수의 병
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V. vulnificus의 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몇몇 항균제에 대하여
중등 이상의 내성이 확인되어 하천수, 생활하수 및 하수처리장

사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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