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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의 해수 및 패류에 있어서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과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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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being contaminated with pathogenic Vibrio, shellfish pose a serious threat for public heal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sence of Vibrio parahaemolyticus and V. vulnificus in the seawater, bottom deposit and shellfish samples collected from the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V. parahaemolyticus (30-80 CFU/g)
was detected from seawater Jul. to Oct. and highest at Sep. V. parahaemolyticus was detected less than 10 CFU/g
from seawater at Nov. with 14.6℃ of seawater temperature. V. parahaemolyticus (180-1,850 CFU/g) was detected
more than 100 CFU/g from 3 kinds of shellfish, Short-necked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Corb shell Cyclina
sinensis, and Surf clam Mactra veneriformis, Jul. to Oct. and was highest in Surf clam at Oct. V. parahaemolyticus
was detected less than 20 CFU/g from all tested shellfish at Nov. V. vulnificus (1.8-2.7 MPN/100 mL) was detected
from seawater Jul. to Oct. and was not detected at Nov. V. vulnificus (18-236.7 MPN/100 g) was also detected from
3 kinds of shellfish Jul. to Oct. and was highest in Corb shell at Jul. V. vulnificus was not detected from all tested
shellfish at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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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하여 주위 해수 중에 부유하는 먹이생물은 물론 병원성 세균
도 함께 섭취하여 체내에 축적하게 된다(Ripabelli et al., 1999:
Edwards et al., 2005; US FDA, 2007). 또한 패류는 패각을 제
외한 장기관 및 연체부 전체를 가식부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타 식품보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환의 발생율이 높은 위생
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패류의 섭취로
인한 감염증 발생 사례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으며 (Di Pinto
et al., 2008; Baker-Austin et al., 2010), 패류 생식으로 인한 식
중독 중 대표적인 것은 병원성 비브리오균이다.
비브리오균은 그람음성 간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통성
혐기성 세균이며 병원성 비브리오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수, 어패류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Iwamoto et
al., 2010; Hartnell et al., 2019). 총 77종의 비브리오균 중 병원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곰소만 해역
은 만의 형태로 면적은 76 km2, 평균 수심은 6-8 m, 조수간만의
차는 6 m로 썰물 때는 넓은 간석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해역
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경우 수심이 낮아 뻘 등 퇴적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썰물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패각의 온도가
상승하기도 하며, 밀물 때에는 해수에 잠겨 해수에 떠 오른 퇴적
물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역이다. 양식 면허 허가
건수는 250개소로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양식
하고 있으며, 바지락, 가무락, 동죽, 대합, 꼬막, 김 등이 주로 생
산된다(MOF, 2016).
패류는 이동성이 거의 없고, 여과섭이(filter feeding)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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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비브리오균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분포

성 비브리오균은 12종으로, 그 중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과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대표
적이다(Newton et al., 2012).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은 오염된 어류, 패류, 두족류
등의 섭취(Iwamoto et al., 2010; Huang et al., 2018)로 인해 발
생할 수 있으며, 국내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2012-2016년)을 살펴보면, 2012년 195명, 2013년 40명,
2014년 78명, 2015년 25명, 2016년 25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
으며, 월별 환자 수는 8월 233명, 9월 109명으로 8-9월에 집중
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3월-7월, 10월-12월에도 장염 비
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비브리오 패혈
증은 국내 법정감염병 제3군감염병에 속하여 매년 50명의 환자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이스라엘, 스페인 등에서도 보
고되고 있다(MFDS, 2016).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으로는 비
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음식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충분
히 익혀 먹지 않을 경우(Baker-Austin et al., 2010; Elmahdi et
al., 2018; Tokarskyy et al., 2019), 혹은 피부 상처가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D’Souza et al., 2018). 국
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2012-2016년)을 살펴보면,
2012년 64명, 2013년 56명, 2014년 61명, 2016년 43명으로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월별 환자 수는 9월에 총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52명), 10월(52명), 7월(26명)순으로 나타났
으며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9월에 집중되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CDC, 2018).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해양 환경과 밀접하여 병원성 비브리
오균에 의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
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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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있는 곰소만 해역의 경우,
바지락, 가무락, 동죽, 대합, 꼬막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
고 있는 해역이지만, 곰소만 해역 해수에서 분리한 장염 비브리
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의 항균제 내성 및 최소발육억
제농도의 규명(Kim et al., 2016a), 곰소만 해역의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에서 분리한 대장균(Escherichia coli)의
항균제 내성 및 병원성 유전자의 보유성(Kim et al., 2016b) 등
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해수와 패류에서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분포를 조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패류생산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곰소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와 해수, 해저 퇴적물 등 환경
을 대상으로 장염 비브리오균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실험에 제공된 시료는 곰소만 해역(Fig. 1)의 해수와 패류로
병원성 비브리오균이 집중적으로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
기인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월 3회씩 채취하였다. 해수와
퇴적물은 곰소만 해역의 해수와 퇴적물을 무균적으로 채취하
였고, 패류는 다생산 다소비 패류인 바지락(Short-necked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가무락(Corb shell Cyclina sinensis), 동죽(Surf clam Mactra veneriformis)을 생산해역에서 직
접 채취하여, ice box에 넣어 10℃ 이하로 유지하면서 실험실로
운반한 후 즉시 실험에 사용하였다.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정량
해수 및 패류 시료 중의 장염비브리오 및 비브리오패혈증
균의 정량은 recommended procedures for the sea water and

Fig. 1. Location of sampling site (in black circle), Gomso bay, the west coast of Korea, for seawater, bottom deposit and shel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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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
해수의 경우, 7월에 4.7×101 colony form unit (CFU)/mL이b
에 1.8-2.7 MPN/100
mL이 검출되었고 11월에는
15.0 검출 한계 이
ab하로 나타났으나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P>0.05). 퇴적물
검출되었으며, 9월에 80.0 CFU/m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100.0
내었으며, 수온이 14.6℃로 떨어진 11월에 10 CFU/mL로 감
은 7월에 140.0 MPN/100 g으로 가장 높은 10.0
수치를 나타내었
b
b
b
소하였다. 퇴적물의 경우, 7월에 2.9×102 CFU/g
이 검출되었
으며, 그 이후 감소하여 11월에 가장 낮은 수치(32.7 MPN/100
3
으며, 9월에 1.1×10
CFU/g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 c g)를 나타내었다. 패류의 경우, 3종류 모두 수온이 가장 높았
50.0
5.0
c
으며, 수온이 14.6℃로 떨어진 11월에 2.2×102 CFU/g으로 감 c
던(28.9℃) 7월에
c 유의적으로 가장c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c 바지락(206.7 MPN/100
c
c c g),
소하여 유의할 만한 차이를 c나타내었다(P <0.05).
패류의 경우, c (P<0.05), 가무락
c (236.7 MPN/100
0.0
0.0
2
바지락은 7월에 1.9×10 CFU/g
이 검출되었고
, 그 이후 증가하 Sep. g), 동죽(166.7Oct.MPN/100 g)순이었다
Jul.
Aug.
Nov. . 그 이후 수온의 저하
기 시작하여 바지락은 8월에 8.9×102 CFU/g으로 가장 높은 수Month 와 함께 균수가 감소하였지만, 가무락과 동죽의 경우 수온이
치를 나타내었고, 10월에도 6.5×102 CFU/g이 검출되었다. 가
16.6℃이었던 10월에도 136.7 MPN/100 g이 검출되었으며 수
무락과 동죽은 7월에 각각 4.8×102 CFU/g과 1.8×102 CFU/
온이 14.6℃이었던 11월에는 세 종류의 패류 모두 검출 한계
이하로 감소하였다. 해수, 퇴적물, 패류 중 비브리오 패혈증균
g이 검출되었으며, 역시 그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에 각
3
3
각 1.4×10 CFU/g, 1.9×10 CFU/g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
의 검출율은 패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퇴적물, 해수 순
타내었으며, 수온이 14.6℃로 떨어진 11월에는 3종의 패류 모
이었다. 다만 퇴적물의 경우, 균수가 검출 한계 이하로 감소한
1
두 2.0×10 CFU/g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P<0.05). 해
패류와 해수와는 달리 11월에도 32.7 MPN/100 g의 균이 검출
수, 퇴적물, 패류 중 장염 비브리오균의 검출율은 패류가 가장
되었다.
높았으며, 그 다음이 퇴적물, 해수 순이었다. 다만 퇴적물의 경
우리나라에 있어서 병원성 비브리오균은 5월부터 10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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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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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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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Vibrio vulnificus in seawater, bottom deposit, short-necked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corb shell Cyclina sinensis and
surf clam Mactra veneriformis collected at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from Jul. to Nov., 2017.

에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 et al., 2016). Lee et
al. (2007)은 200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서울의 소매점으로
부터 구입한 굴에서 검출된 장염 비브리오 균수는 100-10,000
MPN/g이었으나, 5월과 9월은 각각 100 MPN/g 이하로 검출되
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해수의 경우 7월부터 10
월 사이에서는 4.7-8.0×102 CFU/g의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
되어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Na et al. (2016)은
최근 3년간 11개 지역(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에서 총 2,220건의 해수 중 1,548건에서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으며(69.7%) 계절에 따른 검출율
의 차이는 있었으나 연중 해수에서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한편 패류의 경우 7-10월에 3종의 패류 모두에서 1.0×102
CFU/g 이상의 장염 비브리오가 검출되어, “최종소비자가 그대
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
포장에 넣은 수산물은 장염 비브리오균이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식품공전의 허용기준치를 고려한다면 7-10월에는 패
류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Tamplin et al. (1982)은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해수, 굴, 조
개를 채취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수 온도가 17℃ 이상
일 때 더 많은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었고, 17℃ 이하의
수온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채취한 시
료의 온도가 29℃ 이상일 때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검출율이 높
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Kaysner et al. (1987)이 미국 서해안에서 해수, 해변 침전
물, 굴, 홍합 등 529종을 분석하여 총 31균주의 비브리오 패혈

증균을 분리하였고, 그 중 해수, 해변 침전물, 굴, 홍합에서 각각
17, 12, 1, 1균주의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었으며, 비브리
오 패혈증균이 검출된 해수의 경우, 수온이 15℃ 이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Na et al. (2016)은 최근 3년간 11개 지역
에서 총 2,220건의 해수 중 58건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
출되었으며 1월, 12월을 제외하고 연중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온이 16.6-28.9℃이었던 7-10월에는
해수 및 패류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었지만 수온이
15℃ 이하(14.6℃)이었던 11월에는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나
해수의 온도가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균수가 급격히 감소한 패류와 균이 검
출되지 않았던 해수에 비하여 11월에 퇴적물에서 균수가 높게
검출된 이유로는 병원성 비브리오균이 동절기에 동물플랑크톤
의 일종인 copepods 등에 부착하여 월동하고 수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 다시 증식한다는 연구보고를 들 수 있다(Perez-Rosas
and Hazen, 1988; Tamplin et al., 1990).
본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 곰소만에서 해
수와 패류에 있어서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분포를 조사한 것으
로 조사 지역과 시기가 제한적인 점은 있지만, 수온이 15℃ 이
상인 7월에서 11월 사이에 병원성 비브리오균이 검출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혹
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수산물의 생식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해수와 패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염 비브리오균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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