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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은 그람 음성, 무포
자 간균의 저도 호염성균으로 해수 또는 기수에 서식하며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불충분하게 가열 처리된 수
산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면 복통, 설사, 구토, 오한 및 미열 등
을 동반하는 급성위장염 증상을 유발하는 식중독 원인세균이다
(Honda and Iida, 1993; Zhang and Orth, 2013). 이 균의 병원
성 인자로는 내열성용혈독소(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 내열성용혈독 관련용혈독소(TDH-related hemolysin, 
TRH), urease, type III secretion systems (T3SSs) 및 type VI 
secretion systems (T6SSs)를 통해 분비되는 각종 effector 단

백질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Honda and Iida, 1993; Park et al., 
2000; Park et al., 2004; Letchumanan et al., 2014; Wang et 
al., 2015; Li et al., 2019), TDH와 TRH는 용혈능, 세포독성 및 
장관독성을 나타내고 있어 장염비브리오균의 주요 병원성 인
자로 인식된다(Honda and Iida, 1993; Li et al., 2019). 환자의 
가검물 등에서 분리한 대부분의 임상 분리 장염비브리오균은 
TDH 또는 TRH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Honda and Iida, 
1993), 해수 또는 수산물 유래 환경 분리 장염비브리오균에서 
TDH 및 TRH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분리장소, 분리
원 및 분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대략 1–10% 전후라고 보
고되어 있지만 ST broth에서 증균하여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method 또는 colony hybridization에 의해 검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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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율은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다(Deepanjali et al., 2005; 
Jones et al., 2012; Ellingsen et al., 2013; Gutierrez et al., 2013; 
Letchumanan et al., 2014; Raghunath,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식중독 통계에 의하
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장염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6월에서 10월 사이의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
생하였으며 발생건수 및 환자수는 전체 세균성 식중독 사고의 
7.5% 및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생건수 및 환
자수는 10건 및 45명으로 파악되어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
중독 사고는 과거보다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MFDS, 2022). 세균이 항균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이유로는 
분해 효소 작용에 의한 항균제의 불활성화, 표적 항균 물질의 
변화, 세포막에 항균제의 투과성 변화 및 세포 밖으로 항균제
의 유출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균은 항균제에 내성을 갖게 된다
(Martinez et al., 2009; Munita and Arias, 2016). 내성은 세균 
염색체의 유전자 변이, plasmid 또는 transposon에 매개되는 내
성유전자의 획득에 의해 생기며 내성 유전자는 염색체 DNA 
(deoxyribo nucleic acid) 또는 plasmid DNA에 존재한다(Kuhl 
et al., 1978). 그람 음성 세균에서 항균제 다제내성유전자가 삽
입되어 있는 integron은 세균 염색체에서 이동성을 가진 DNA 
단편인 transposon을 통하여 이동되는데 일반적으로 접합을 통
하여 동종 및 이종 세균으로 확산된다고 보고되어 있다(Rowe-
Magnus and Mazel, 2002). 
다양한 종류의 항균제는 사람과 동물의 치료, 질병예방 및 성
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항균제의 사
용은 양식어류 및 해수 유래 장염비브리오균에서 다양한 항균
제 내성균의 증가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Kim et al., 2014; Kang et al., 2016, 2018; Kim et 
al., 2016; Ryu et al., 2017). 따라서 항균제 내성균의 실태 파악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각종 항
균제 내성에 대한 기초자료의 축척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강 하구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총 
75균주의 장염비브리오균을 대상으로 병원성 유전자의 유무와 

항균제 내성 양상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균주 

실험에 사용한 장염비브리오균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
월까지 금강 하구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75균주 및 병원
성 유전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종의 표준 균주로 TDH 양
성 균주이며 genome sequence가 완료된 V. parahaemolyticus 
RIMD2210633 (Makino et al., 2003) 및 TRH 양성 균주 V. 
parahaemolyticus TH3996 (Park et al., 2000)는 일본 오사카대
학교 미생물병연구소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항균제 감수
성 정도 관리에는 Escherichia coli ATCC 25922와 Staphylo-
coccus aureus ATCC 25923 균주를 사용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의 분리 및 동정

장염비브리오균의 분리를 위하여 금강 하구 해역의 표층 해
수는 채수기를 사용하여 멸균채수병에 채수하여 얼음이 채워
진 아이스박스에 넣어 10°C 이하로 유지하면서 실험실로 옮
겨 사용하였다. 해수는 10 mL double strength alkaline pep-
tone water (APW, pH 8.5)에 10 mL를 접종하여 35±1.0°C에서 
16–1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thiosulfate-citrate-bile salts 
(TCBS) agar (Difco, Detroit, MI, USA)에 백금이로 접종 후 
35±1.0°C에서 18–24시간 배양하였다. TCBS agar 배지에서 장
염비브리오균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2–3 mm 크기의 청록색 
집락을 대상으로 toxR (Kim et al., 1999), hns (No et al., 2011) 
및 β-lactamase (VPA0477) (Park, 2014)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PCR assay로 확인하였으며 이들 유전자가 모두 존재하는 균주
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장염비브리오균으로 동정하였다. 동정
이 완료된 장염비브리오균은 Luria-Bertani (LB; tryptone 1%, 
yeast-extract 0.5%, NaCl 3%) broth에 배양 후 최종 농도 15%
가 되도록 멸균된 글리세린을 첨가하여 cryovial storage box 
(Simport, Saint-Mathieu-de-Beloeil, Canada)에 넣어 -80°C
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유전자 증폭에는 Emeral-

Table 1. Primers used in this study

Target gene Oligonucleotide sequence Amplicon size (bp) Reference

toxR 5'-AGCCCGCTTTCTTCAGACTC-3'
5'-AACGAGTCTTCTGCATGGTG-3' 399 Kim et al. (1999)

tdh 5'-GTAAAGGTCTCTGACTTTTGGAC-3'
5'-TGGAATAGAACCTTCATCTTCACC-3' 269 Lee and Park (2010)

trh 5'-TTGGCTTCGATATTTTCAGTATCT-3'
5'-CATAACAAACATATGCCCATTTCCG-3' 486 Lee and Park (2010)

hns 5'-AAACACGTTAACCTATTAATAGG-3'
5'-AACGGGAGCCTTTTTAAACAAGA-3' 465 No et al. (2011)

VPA0477 5'-CCTCATCGAGAAACAAACAT-3'
5'-AGTGCTCTAAAATCAGTTGG-3' 760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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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 PCR Master Mix (Takara, Otsu, Japan)를 사용하였으
며, urease 활성은 Urea agar (Becton, Dickinson and Compa-
ny, Sparks, MD, USA)에 시험 균주를 접종하여 35±1.0°C에서 
24시간 배양 후 배지의 알카리화로 urease 활성을 확인하였다. 

PCR assay에 의한 유전자 분석

실험에 사용한 DNA 증폭용 primers의 염기서열 및 증폭 
DNA 크기 등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primers는 Bioneer 
(Daejon, Korea)에서 합성하였다. TDH, TRH, toxR 및 hns 유
전자 증폭을 위한 PCR 조건은 95°C에서 3분간 1회 열 변성 후 
95°C 30초, 55°C 30초, 72°C 30초를 한 단위로 하여 이를 30
회 반복하여 DNA를 증폭하였다. β-lactamase (VPA0477) 유
전자는 다른 조건은 상기와 동일하나 증폭 산물의 DNA 크기가 
760 bp이기 때문에 extension 시간은 72°C에서 1분간 실시하
였다. 증폭된 DNA 산물은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Vilber Lourmat (Bio-Paint ST4, 
France)사 Gel-Doc system으로 확인하였다.

항균제 감수성 시험

항균제에 대한 시험 균주의 감수성은 Acar and Goldstein 
(1991)의 디스크확산법으로 시험하였다. LB broth에 시험 균주
를 접종하여 35±1.0°C에서 14시간 동안 150 rpm으로 진탕 배
양 후 균체는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140 mM NaCl, 
5 mM anhydrous Na2HPO4 and 1.5 mM KH2PO4; pH 7.4)로 2
회 세정하고 농도를 McFarland No. 0.5 (Kesici et al., 2019)로 
조정하여 두께 0.4 mm의 Mueller Hinton agar (Becton, Dick-
inson and Company) 평판에 멸균유리봉으로 균을 접종하였
다. 여기에 검사 항균제 디스크를 고착하여 35±2.0°C에서 18
시간 배양 후 각 항균제에 의해 형성된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
정하여 시험 균주의 항균제에 대한 감수성, 중간내성 및 내성
의 정도는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2010)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시험 항균제는 amikacin (30 
µg), amoxicillin (25 µg), ampicillin (10 µg), cefoxitin (30 µg), 
cephalothin (30 µg), chloramphenicol (30 µg), ciprofloxacin 
(5 µg), erythromycin (15 µg), gentamicin (10 µg), kanamycin 
(30 µg), nalidixic acid (30 µg), nitrofurantoin (100 µg), peni-
cillin G (10 µg), rifampicin (5 µg), streptomycin (10 µg), tet-
racycline (30 µg) 및 trimethoprim (5 µg) 등 17종의 항균제 디
스크는 BBL Sensi-Disk (Becton, Dickinson and Company)를 
사용하였다. Multiple antimicrobial resistance (MAR) index는 
내성을 나타내는 항균제 수를 실험에 사용한 전체 항균제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최소발육억제농도 측정

시험 균주의 ampicillin에 대한 최소발육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하기 위한 항균제는 
Sigma (St. Louis, MO, USA)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2010)에 기초한 
변법으로 측정하였다. 멸균된 Mueller Hinton broth (Becton, 
Dickinson and Company)에 2,048 µg/mL에서 1 µg/mL까지 
절반씩 농도를 달리한 항균제를 첨가한 후 멸균된 소형시험관
에 각 농도의 항균제가 첨가된 배지를 3.0 mL씩 분주하였다. 여
기에 NaCl이 3% 첨가된 LB broth에서 14시간 동안 150 rpm
으로 진탕 배양한 시험균액 3 µL을 접종하여 35±2.0°C에서 18
시간 정치 배양 후 균 증식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MIC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금강 하구 해역의 해수에서 분리한 장염비브리오균의 
특성

금강 하구 해역은 북동쪽으로 충남 서천군을 따라 광활한 서
천 갯벌이 분포하며, 남쪽으로는 군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
으며 담수와 해수의 특성이 혼합된 완충지대로서 수질 인자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해역이지만 해역에 대한 미생물학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강 하구 해역의 해수에
서 분리한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병원성 유전자의 보유성 및 
항균제 내성 양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12월까
지 해역의 10개 지점(Fig. 1)에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었던 8월
을 제외한 매월 1회 총 60개 해수 표층 시료에서 장염비브리오
균으로 추정되는 97균주를 TCBS agar 선택배지에서 분리하였
다. 분리한 균주는 장염비브리오균에서만 증폭되는 3종(toxR, 
hns 및 VPA0477)의 유전자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 assay
로 각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oxR, hns 및 
β-lactamase (VPA0477) 유전자 중 증폭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표준균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22균주를 제외한 75균주
를 최종적으로 장염비브리오균으로 확정하여 추후 실험에 사
용하였다(결과 미제시). 장염비브리오균의 대표적인 병원성 유
전자인 TDH 및 TRH 유전자의 보유성을 PCR assay로 검토한 
결과, 표준균주에서는 병원성 유전자의 증폭이 확인된 반면, 1
균주를 제외한 74균주에서는 TDH 또는 TRH 유전자의 증폭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균주는 TDH와 TRH 유전자를 동시
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결과 미제시). TRH 유전
자를 보유하는 장염비브리오균은 urease 활성을 나타낸다는 기
존의 보고(Suthienkul et al., 1995; Park et al., 2000)를 확인
하기 위하여 urea agar 배지를 사용하여 효소 활성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urease에 의해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됨
에 따라 배지의 pH가 알카리로 변하여 시험 균주의 집락 주위
가 분홍색(pink-red)으로 바뀐 urease 양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미제시). 
일반적으로 해수 또는 어패류 등의 환경 유래 장염비브리오균
에서 병원성 유전자 보유율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Honda and Iida, 1993).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 연안 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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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및 이매패류에서 분리한 장염비브리오균을 대상으로 병
원성 유전자의 보유성을 확인한 결과, 해수에서 분리한 98균
주에서 TRH 유전자 보유 양성 균주는 5.1%인 반면 TDH 유전
자 보유 양성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매패류에서 분리한 
287균주 장염비브리오균에서 TDH 및 TRH 유전자 보유 양성
율은 1.7% 및 3.5%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고도 있다(Park et 
al., 2018). 또한 완도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67균주의 장
염비브리오균, 곰소만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79균주의 
장염비브리오균 및 곰소만 해역의 표층 해수 유래 24균주와 군
산수산물센터에서 시판되고 있는 어패류에서 분리한 59균주의 
장염비브리오균에서 TDH 또는 TRH 유전자를 보유하는 균주
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Kim et al., 2014, 2016; Cho 
et al., 2019). 결론적으로 이번 실험에 사용한 금강 하구 해역
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75균주 중 1균주를 제외한 74균주의 
장염비브리오균은 병원성 독소(TDH 또는 TRH) 유전자를 보
유하지 않은 비병원성 장염비브리오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염비브리오균의 항균제 내성 양상 

해수 및 시판 어패류 등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분리한 장염비
브리오균은 amikacin, ampicillin, clindamycin, cephalothin, 
cefoxitin, gentamicin, kanamycin, oxacillin, penicillin, ri-
fampin, streptomycin, ticarcillin 및 vancomycin 등의 단독 항
균제에 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제내성균의 검출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n et al., 2012; Ottaviani et al., 
2013; Kim et al., 2014, 2016; Lopatek et al., 2015; Xie et al., 
2015; Kang et al., 2016; Cho et al., 2019). 금강 하구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장염비브리오균 75균주를 대상으로 항
균제에 대한 감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7종의 항균제를 
사용하여 디스크확산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17종의 항균제 중 7종의 항균제는 75균주 전

부 또는 일부 균주에서 내성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10종의 항
균제는 모든 균주에서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내성율이 높은 항
균제는 penicillin G (100%), ampicillin (92.0%), amoxicillin 
(82.7%), ciprofloxacin (2.7%), trimethoprim (2.7%), cepha-
lothin (1.3%) 및 erythromycin (1.3%) 순서였다. 모든 균주는 

Fig. 1. Location of sampling stations in Geum river estuary area, the west coast of Korea, from June 2021 to December 2021.

Table 2.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and resistance of Vibrio para-
haemolyticus isolated from surface seawater in Geum river estuary 
area

Antimicrobials
Disc 

content 
(μg)

No. of isolates

Resistant Intermediate Susceptible

Amikacin (AK) 30 0 1 74
Ampicillin (AMP) 10 69 2 4
Amoxicillin (AML) 25 62 5 8
Cefoxitin (FOX) 30 0 5 70
Cephalothin (KF) 30 1 3 71
Chloramphenicol (C) 30 0 1 74
Ciprofloxacin (CIP) 5 2 1 72
Erythromycin (E) 15 1 2 72
Gentamicin (GN) 10 0 0 75
Kanamycin (K) 30 0 0 75
Nalidixic acid (NA) 30 0 0 75
Nitrofurantoin (F) 100 0 0 75
Penicillin G (P) 10 75 0 0
Rifampin (RD) 5 0 1 74
Streptomycin (S) 10 0 0 75
Tetracycline (TE) 30 0 0 75
Trimethoprim (W) 5 2 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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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kacin을 포함한 10종의 항균제에 대해서는 감수성을 나타
내었다(Table 2). 각종 항균제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의 내성 
및 감수성 비율은 분리원, 분리 시기 및 분리 장소 등의 요인
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Han et al., 2012; Kim et al., 2014, 2016; 
Kang et al., 2016, 2017; Cho et al., 2019). 또한 실험에 사용한 
75균주에 대한 항균제 내성 양상에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Penicillin G에만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4균주(5.3%)이
며 MAR index는 0.06로 확인되었다. Penicillin G-ampicillin 2
종의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9균주(12.0%) 및 amoxicillin-
penicillin G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2균주(2.7%)로 MAR 
index는 0.12로 확인되었다. Amoxicillin-ampicillin-penicillin 
G 3종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54균주(72.0%)이며 MAR 
index는 0.18로 확인되었다.

Amoxicillin-ampicillin-ciprofloxacin-penicillin G 4종에 내
성을 나타내는 2균주(2.7%), amoxicillin-ampicillin-eryth-
romycin-penicillin G 4종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1균주
(1.3%), amoxicillin-ampicillin-cephalothin-penicillin G 4종
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1균주(1.3%) 및 amoxicillin-ampi-
cillin-penicillin G-trimethoprim 4종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
는 2균주(2.7%)이며 MAR index는 0.24로 확인되었다. 실험
에 사용한 75균주 장염비브리오균은 평균 2.8종의 항균제에 내
성을 나타내며, amoxicillin-ampicillin-penicillin G 3종의 항균
제 내성 조합이 가장 일반적인 항균제 내성 양상으로 확인되었
다(Table 3). 
금강 하구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장염비브리오균이 다
양한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인근 해역으로 유입
되는 육상유입수에 항균제가 포함되어 있어 해수에 존재하는 
장염비브리오균이 항균제 내성을 획득하게 되었거나, 항균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주가 보유하고 있는 plasmid DNA가 장염
비브리오균에 수평적 전이가 있었거나 또는 해수에 존재하는 
장염비브리오균의 특이적인 bacteriophage에 존재하는 항균제 
내성유전자가 장염비브리오균에 수평적 전이를 통해 내성유전
자를 획득하였을 가능성 등이 추정된다(Kuhl et al., 1978; Jo et 
al., 2020; Mok et al., 2021). 국내외적으로 장염비브리오균의 
항균제 내성 양상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내성유전자에 관한 연
구는 대체로 적다는 점에서 항균제 내성 유전자의 획득 메커니
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Ampicillin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의 최소발육억제농도 
측정

장염비브리오균에서 내성이 가장 광범위하게 보고되어 있
는 항균제인 ampicillin에 대한 75균주의 MIC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75균주 장염비브리오균의 ampicillin에 대
한 MIC는 4–2,048 µg/mL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2,048 µg/
mL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는 5균주(6.7%), 1,024 µg/mL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는 19균주(25.3%), 512 µg/mL의 MIC
를 나타내는 균주는 14균주(18.7%), 256 µg/mL의 MIC를 나
타내는 균주는 13균주(17.3%), 128 µg/mL의 MIC를 나타내
는 균주는 8균주(10.7%), 64 µg/mL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
는 7균주(9.3%), 32 µg/mL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
(4.0%), 16 µg/mL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는 2균주(2.7%), 8 
µg/mL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4.0%) 및 4 µg/mL
의 MIC를 나타내는 균주는 1균주(1.3%)로 확인되었으며, 75
균주의 평균 MIC는 557.6 µg/mL이었다. 이 결과는 장염비브
리오균은 일반적으로 ampicillin에 고도 내성을 나타내고 있
다는 기존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Lee et al., 2011; Kim et 
al., 2014, 2016; Cho et al., 2019). 임상 유래 장염비브리오균
의 ampicillin에 대한 MIC의 농도는 >256–24 µg/mL의 범위
였다는 결과(Pazhani et al., 2014) 및 환경 유래 장염비브리오

Table 3.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and multiple antimicro-
bial resistance (MAR) indices of Vibrio parahaemolyticus strains 
isolated from surface seawater in Geum river estuary area

Antimicrobial resistant 
pattern

No. of 
resistant strains MAR index

P 4 0.06
AMP-P 9 0.12
AML-P 2 0.12
AMP-AML-P 54 0.18
AMP-AML-CIP-P 2 0.24
AMP-AML-E-P 1 0.24
AMP-AML-KF-P 1 0.24
AMP-AML-P-W 2 0.24
Total 75
AMP, Ampicillin; AML, Amoxicillin; CIP, Ciprofloxacin; E, 
Erythromycin; KF, Cephalothin; P, Penicillin G; W, Trimethoprim.

Table 4.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to ampicillin of 
Vibrio parahaemolyticus isolated from surface seawater in Geum 
river estuary area

MIC to ampicillin (µg/mL) Ratio (%)
2,048 5/75 (6.7)
1,024 19/75 (25.3)
512 14/75 (18.7)
256 13/75 (17.3)
128 8/75 (10.7)
64 7/75 (9.3)
32 3/75 (4.0)
16 2/75 (2.7)
8 3/75 (4.0)
4 1/7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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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ampicillin에 대한 MIC의 농도는 400 µg/mL이였다는 결
과(Silva et al., 2018) 보다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의 ampicillin
에 대한 평균 MIC가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Ampicillin에 감수성을 나타내는 4균주(5.3%)의 MIC는 <8.0 
µg/mL이었다. Ampicillin 분해 유전자인 β-lactamase와 상동
성이 있는 VPA0477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mpicillin
에 감수성을 나타내는 4균주는 Lee et al. (2011)이 보고한 바와 
같이 VPA0477 유전자 프로모터 영역의 변이 또는 결손에 의한 
전사 또는 번역 과정의 문제로 인해 β-lactamase의 발현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충분하여 ampicillin에 감수성을 나타낸
다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 제공된 금강 하구 해역의 표층 해수에서 분리한 75
균주의 장염비브리오균은 1균주를 제외한 74균주는 이 균의 주
요 병원성 독소인 TDH 또는 TRH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비
병원성이며, 1종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ampicillin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MIC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다수의 항균제에 대해서도 내성 보유 현상이 보편
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의 항균제 내성에 관한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며, 항균제 내성균의 확산방지와 수
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오염원의 관리 대책과 어류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균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과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내성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다양한 항균제 내성 유전자의 동정 및 
염색체 또는 plasmid DNA상에서의 존재 양상 등의 파악은 내
성유전자의 획득 및 확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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