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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isolated strains for pathogenic E. coli
which was the major causative organisms for food poisoning occurred at school food services in the Gyeonggi-do 
area during the past three years. We investigated 19 accidents of food-borne disease outbreaks by pathogenic E. coli
at school food services from 2010 to 2012. Food-borne disease outbreaks by pathogenic E. coli were usually 
occurred at direct management type (18 accidents, 95%) and high schools. For the seasonal factors, 13 accidents 
(65%) were occurred in June to September, especially the end of August and September after the summer holidays. 
The first patients were occurred on Wednesday (7 accidents, 37%) and Thursday (7 accidents, 37%), and they were 
mainly reported on Thursday (7 accidents, 37%) and Friday (5 accidents, 26%). The exposure of risk was estimated 
in Monday (4 accidents, 21%), Tuesday (7 accidents, 37%) and Wednesday (4 accidents, 21%), and kimchi (5 
accidents, 50%) was estimated as the food of the high risk responsible for the outbreaks. 98 isolates of pathogenic E. 
coli consisted of PEC (50%), ETEC (34%), EAEC (15%), and EHEC (1%). The antibiotic resistance of pathogenic 
E. coli showed in the descending order of ampicilline (40%), nalidixic acid (37%),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24%), and tetracycline (19%). The antibiotics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cephalosporins, cabarpenem, 
aminoglycosides, and second generation quinolones had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and cefalotin, ampicillin/sulbactam
and chloramphenicol showed medium resistance at 29%, 25%, and 6% respectively, and 70% of isolates were 
resistant to more than one antibiotic. By the PFGE analysis, they were classified into nine major groups and 31 
profiles with 57% pattern similarity.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the correlation of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and genotype in the small scale-food 
poisoning, but the similarity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PFGE patterns in the large scale-food poisoning enabled 
the outbreaks to estimate the same pathotype of E. coli derived from identical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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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Escherichia coli)은 사람과 포유류의 장관에 정착한 

후 혐기적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병원성 세균의 장관내 서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등 숙주와 이로운 공생관계를 

형성하며(Bentley and Meganathan, 1982), 자연계에도 널리 분포

하고 대부분은 병원성이 없다(Hudault et al., 2001; Reid et al., 

2001). 정상균총으로서 숙주와 공생관계에 있으며 비병원성인 일

반적인 대장균이 동종, 이종간 수평적으로 병원성 유전자를 주

고 받음으로써(Ochiai et al., 1959) 병원성을 획득한 발전된 집

단을 보통의 대장균과 구별하여 병원성 대장균으로 명하였는데, 

한 가지 균종이 장관 내에서는 장염을, 장관 외에서는 요로감염, 

패혈증, 뇌수막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Nataro and Kaper, 

1998). 병원성 대장균은 발병기전과 독성인자 등에 의해 크게 장

관병원성 대장균(enteropathogenic E. coli, EPEC), 장관독소원

성 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ETEC), 장관출혈성 대장균

(enterohemorrhagic E. coli, EHEC), 장관응집성 대장균

(enteroaggregative E. coli, EAEC), 장관침입성 대장균

(enteroinvasive E. coli, EIEC), 장관확산부착성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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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ely Adherent E. coli, DAEC) 등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McDaniel et al., 1995).

장관병원성대장균(EPEC)은 개발도상국에서 잠재적으로 치

명적인 유아 설사의 중요한 원인체로서 모든 병원성대장균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독소를 생산하지 않으며, 다양한 폭의 대형 

밧줄 같은 섬모성 부착인자를 사용하여 포유류의 소장에 부착한 

후 장관병원성대장균의 부착부위에서 정상적인 미세 융모의 소

멸 즉 파괴를 일으킴과 동시에 세포골격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 즉, actin, α-actinin, myosin light chain, ezrin 및 talin의 축

적으로 독특한 조직병리학적 병변현상(sttaching and effacing 

lesion, A/E lesions)인 받침대 구조물을 형성, 집락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세융모의 파괴로 인한 흡수장애과 장관내 염증 등

으로 수양성 설사를 유발한다(Finlay et al., 1992; Knutton, 1994 

McDaniel et al., 1995; Nataro and Kaper, 1998).

장관독소원성 대장균(ETEC)은 개발도상국 유아와 여행자 설

사의 주요 원인이며, 장관병원성대장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섬

모를 매개로 소장의 상부 점막층을 공략, 집락화한다. 인간과 동

물에서 두 개의 장관독소(enterotoxin) 생산하는데 비브리오 콜

레라의 독소와 유사하며 60℃ 10분간 처리에 독력을 상실하는 

열 민감성 독소(이열성, LT)와 100℃ 60분간 처리에도 독력을 

상실하지 않는 열 저항성 독소(내열성, ST) 중 하나 또는 두가지 

모두를 인간과 동물의 소장에서 생산하여 복통을 수반한 장염을 

일으킨다(Dupont et al., 1971).

장관출혈성 대장균(EHEC)은 100개 미만의 개체에 의해서도 

출혈성 대장염 및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며 장관병원성대

장균과 유사한 특징적인 조직병리학적 병변, 즉 받침대 모양의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관에 집락화한 후 강력한 세포독소성인 시

가독소(Stx)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Kaper et al., 2004).

장관침입성 대장균(EIEC)은 생화학적, 유전학적, 병리·생리학

적으로 쉬겔라 종(Shigella spp.)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발

열, 복부 경련, 혈액성, 점액성 설사 등 침습성, 염증성 대장염을 일

으켜 증상이 이질과 유사하다. 이는 세포 침입에 관련된 유전자를 

보유한 병원성 플라스미드를 매개로 이질균처럼 대장 점막의 상피

세포에 침입, 증식하며 세포가 수평적으로 이동,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upo et al., 2000; Sansonetti, 2002; Wei et al., 2003).

장관응집성 대장균(EAEC)은 소아와 성인에서 지속적인 설

사를 유발하며 소장과 대장의 상피에서 stacked-brick (쌓아놓은 

벽돌모양) 모양의 특징적인 집합성 부착현상을 나타낸다. 심한 

수분 손실로 인한 탈수를 수반하나 발열, 구토, 혈변은 흔하지 않

지만 간혹 만성 설사를 일으키기도 한다(Nataro and Kaper, 1998).

장관확산부착성 대장균(DAEC)은 돌이 지난 유아의 설사 원

인균이며 소장 상피세포에 특징적인 신호전달효과를 유도하여 

긴 손가락 모양의 돌기세포로 세균 주위를 감싸게 하는 것이 특

징이다(Knutton, 1994; Nataro and Kaper, 1998; Pupo et al., 2000; 

Scaletsky et al., 2002).

학교급식은 1993년 초등학교 급식이 실시된 이후 2003년부

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전면급식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

었고, 2006년 위탁급식에 의한 노로바이러스성 대형 식중독 발

생을 계기로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다수의 학교의 

급식운영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현재 

100%의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생(99.5–99.9%)이 학교급식을 

제공 받고 있다(e-Country Indicators, 2012, http://www.index.go.kr).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12

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07년 75건 이후 5년 

만인 2012년에는 57건이 발생하였고 환자수는 3,185명으로 

2011년 2,061명보다 54.5%나 증가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으로 병원성대장균이 42.6%를 자치하였다(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a, http://www.mfds.go.kr/ 

e-stat/index.do).

본 연구에서는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병원성 대장균

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의 발생양상을 분석하고 

검출, 순수 분리된 병원성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및 유전적 특성

을 조사하여 역학적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병원성 대장균 유래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동향 분석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경기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중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19건에 대하여 시군 보

건소에서 작성한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로부터 수집하여 검토, 분석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2012, http://www.cdc.go.kr). 

병원성 대장균의 분리 및 동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

독 사고로부터 분리한 병원성 대장균 98주를 사용하였다. 병원

성 대장균의 분리를 위해 MacConkey (Oxoid, UK) 평판배지에 

검체를 도말한 후 37℃에서 18–24시간 배양하고 의심집락으로 

분홍색 집락을 선택한 후 E. coli PCR kit (Kogene, Korea)를 사

용하여 병원형을 확인하였다. PCR에 사용된 target 유전자로 

EHEC는 VT1과 VT2, ETEC는 ST와 LT, EPEC는 eaeA와 

bfpA, EIEC는 inv, 그리고 EAEC는 aggR이었다. 이들 유전자를 

가진 집락을 순수 분리한 후, VITEX GN card (bioMérieux, 

France) 등 생화학적 검사로 최종적으로 병원성 대장균을 동정

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CryoCare Bacteria Preservers (KEY 

Scientific Products, USA)에 넣어 -80℃ deep freezer에 보관하

였다가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VITEK 2 AST-N169 test kit (bioMérieux)

를 사용하였다. 순수 분리한 균주를 TSA 배지(Oxoid)에서 37℃, 

18–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0.45% half saline에 부유시켜 MacFarland 

0.5로 조정, VITEX 2를 사용하여 항생제감수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항생제는 ampicill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picillin/ 

sulbatacm, cefalotin, cefazolin, cefotetan, cefoxitin, cefotaxime, 

ceftriaxone, imipenem, amikacin, gentamicin, nalidixic acid, 

ciprofloxacin, tetracycline, chloramphenicol, sulfamethox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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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hoprim 등 17종이었다.

PFGE (Plused-field gel electrophoresis) 분석

병원성 대장균의 PFGE 분석은 표준화된 국가감시 실험실 방

법인 PulseNet 방법(KCDC)으로 실시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TSA배지(Oxoid)에 37℃, 18‒24시간 동안 순수 분리한 후 균을 

멸균된 면봉으로 묻혀낸 다음, 2 ml의 cell suspension TE (100 

mM Tris; pH 7.5 and 100 mM EDTA; pH 8.0)에 섞어 20%의 

투명도로 현탁시켰다. 현탁액 200 μl를 1.5 ml tube에 넣고 1.2% 

plug용 seakem gold agarose 200 μl를 넣어 가볍게 섞은 후 바로 

plug mold에 넣어 굳혔다. 2 ml tube에 ES buffer (0.5 M EDTA; 

pH 8.0; 1% sodium lauroyl sarcosine)와 proteinase K (20 mg/ml) 

40 μl가 첨가된 lysis solution 1.5 ml에 잘 굳은 plug를 넣고 55℃ 
진탕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lug wash TE buffer (10 mM Tris; pH 7.5 and 1 mM 

EDTA; pH 8.0)를 밀폐된 용기나 PVC tube에 넣고 55℃ 진탕 

항온수조(150‒175 rpm)에서 20분 동안 plug를 세척하였다. 위

의 과정을 5회 반복 실시한 후 세척이 끝난 plug를 1 mm 두께로 

잘라 40 U/μl XbaI 제한효소(Roche, USA)를 이용하여 37℃에

서 2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제한효소를 처리한 plug gel을 전

기영동 장치(CHEF DR3, Bio-Rad, USA)를 사용해 initial time 

2.16 sec, final time 54.17 sec, 전압 6 v/cm, 120℃, 18시간 동안 

전기 영동하였다. 표준균주로 S. enterica serotype Braenderup 

H 9812 (ATCC #BAA-664)를 size marker로 사용하였으며 실

험은 분리균주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SYBR gold 염색시약(Invitogen, USA)에 gel을 넣어 30분간 염

색을 한다. 염색이 끝나면 증류수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탈색을 

시킨 후 UV로 확인하였다. 확인된 사진은 Bionumeric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항생제 감수성 실험결과와 함께 분석하고 dendrogram

은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averages 

(UPGMA)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결과  고찰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동향

경기도의 전체 식중독 발생현황은 2003년 14건(환자수 1,170

명), 2004년 34건(환자수 2,980명), 2005년 14건(환자수 1,196

명), 2006년 52건(환자수 1,797명), 2007년 115건(환자수 1,724

명), 2008년 75건(환자수 2,163명), 2009년 47건(환자수 1,073

명), 2010년 69건(환자수 2,694명), 2011년 62건(환자수 1,505

명), 2012년 90건(환자수 1,078명)으로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07년에 발생사고 수가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009년에 다소 감

소하는 듯 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

은 경기도의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

체 식중독 발생사고 2,541건(환자수 78,263명) 대비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각각 572건(22.5%), 17,380명(22.2%)로 매우 높은 수

치이다(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 

http://www.mfds.go.kr/e-stat/index.do). 특히 경기도의 학교집

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율은 2010년 13.0% (9/69), 2011년 

11.3% (7/62), 2012년 16.6% (14/90)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환자수는 경기도 전체 식중독 환자수 대비 2010년 전체

의 60.4% (1,628/2,694), 2011년 31.6% (476/1,505), 2012년 

40.7% (437/1,078)이며 매우 높고(e-Country Indicators, 2012 

http://www.index.go.kr), 학교집단급식 식중독의 경우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될 잠재적 요인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 심각한 식중독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

고 중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2010년 

6건(32%), 2011년 3건(16%), 2012년 10건(53%)으로 총 19건

이며, 식중독 유행이 종결된 후 시군 보건소에서 작성하여 보고

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로부터 수

집, 검토한 후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학교급식 식중독의 특징과 

역학적 발생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로는 직영운영 18건(95%), 위탁운영 1건

(5%)으로 주된 운영방식은 직영이었으며(Fig. 1B), 학교별로는 초

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고등학교가 

13건으로 68%를 차지하여 초·중학교(각각 3건)의 2.2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C). 이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과 중학생에 비해 호흡량과 체용적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식품의 섭

취량, 신진대사량이 월등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Korea Food Safety Research Institute, 2013, Media Workshop 

2013 12th school meals and Safety, http://www.kfsri.or.kr/). 

월별로 기온이 높은 6월부터 9월까지 13건이 발생하여 전체 병

원성 대장균 식중독 사고의 65%에 달하였고, 또한 여름방학 전

인 6, 7월보다 여름방학 후 학기 초인 8월말, 9월에 더 많이 발생하

였다(Figs. 1D and E). 계절별로 봄(3-5월) 3건(16%), 여름(6-8

월) 9건(47%), 가을(9-11월) 6건(32%), 겨울(12-2월) 1건(5%) 

순으로 발생하여 세균성 식중독의 전형적인 발생시기인 하절기

에 주로 발생하여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였다(Fig. 1F). 지구온난

화로 인한 이상기후변화 아열대성기후로의 진행되어 계절적인 

기온의 상승이 빠르고 습도가 높은 기간의 장기간 지속으로 하

절기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의 식자재와 위생에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사고 신고는 목요

일 7건(37%), 금요일 5건(26%)으로 주후반에 주로 신고 되었으

며, 최초환자는 수요일(7건, 37%)과 목요일(7건, 37%)에 주로 발

생하였고, 화요일(3건, 16%), 금요일과 일요일(1건, 5%)이 뒤를 

이었다(Figs. 1G and H). 추정위험에 노출된 시기는 화요일(7건, 

37%), 월요일(4건, 21%), 수요일(4건, 21%) 순으로 주초 및 주중반

(79%)에 주로 노출되었다(Fig. 1I). 잠복기는 48시간 이내가 6건

(32%), 6시간 이하,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가 각각 3건씩(16%)

으로 잠복기가 6시간 이내부터 48시간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79%

를 차지하였다(Fig. 1J). 식중독 발생신고는 주로 보건교사(74%)

에 의해서 보건소로 신고가 되었는데,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에서 각각 6건(32%), 4건(21%)으로 신고율이 높았고(52%), 2건 

중 1건은 신속하게 신고되는 편이었으나 4–7일까지 신고가 지연

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였으며(7건, 37%), 주된 증상은 설사

(40%, 1,130명)와 복통(28%, 805명)이었다(Figs. 1K, L, an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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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rend of foodborne disease by pathogenic E. coli at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A‒P).

식품섭취이력 조사를 통하여 추정원인체로서 가능성이 높은 

식품은 김치류가 50% (5건)로 총각김치 3건, 알타리김치, 배추

김치가 원인식품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 조리과정 중 가열처

리를 하지 않은 식품이 2건(양상추 샐러드, 상추겉절이), 쫄면야

채무침, 계란부추국과 같이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이 2건, 고기류

가 1건으로 나타났다(Fig. 1N). Jo 등(2009)은 집단급식 식단에

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 메뉴를 조사하였는데 식중독 유

발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 메뉴는 복합조리식품인 

‘비빔밥’이 1순위로, 그 뒤로는 ‘콩나물무침’, ‘시금치나물’이 있

으며 ‘오이생채’, ‘무생채’, ‘도라지생채’ 등의 생채류가 그 뒤를 

이었으나 발효식품인 ‘김치’는 식중독 유발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하여 본 연구와 다르게 분석되었다.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발효식품으로 매일 식

단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이지만,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

식업소에서는 간편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작업 시간

의 감소, 조리인력 절감, 조리과정 단축 목적으로 식품제조시설

에서 대량생산된 김치를 식재료로 납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공전에서 김치류는 살균포장제품에 한하여 대장균군 음

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 중인 살균되지 않은 포장 김치류

가 “더이상 가열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나 대장균군과 같은 분변오염의 지표세균에 

대한 검사를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식중독 발생건당 환자수가 증가하여 식중독 발생규모가 대

형화되고 있고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원인으로 위생관리

의 부재에 대하여 자주 지적된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Lee and Ryu, 2007), 

집단급식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환자로부터 분리된 병원성대장균은 장관병원성 대장균(EPEC) 

49주(50%), 장관독소원성 대장균(ETEC) 33주(34%), 장관응집

성 대장균(EAEC) 15주(15%), 장관출혈성 대장균(EHEC) 1주

(1%)였다. 2010년에 EPEC 34주, 2011년에 EPEC 5주, ETEC 2

주, 2012년에는 EPEC 10주, ETEC 31주, EAEC 15주, EHEC 1

주가 분리되어 2010년에는 EPEC가, 2012년에는 ETEC가 주를 

이루었다(Figs. 1O and P). 분리된 병원성 대장균은 학생에게서 

분리된 균주가 85건(87%), 조리종사자 13건(13%)였다. Jo 등

(2009)이 미래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양상 예측 결과 식중독 원

인체의 향후 문제 발생 가능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20인 전원이 

L. monocytogenes와 함께 병원성 대장균 중 장관병원성대장균

(EPEC)을 지목하였고,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E. coli (EPEC)는 

3년 이내로 발생시기를 예측한 바 있어, 병원성대장균 중 EPEC

와 ETEC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추후에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생제 감수성 특성

항생제는 의료기관에서 세균성 감염증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것 외에 동물의 질병치료는 물론 축․수산 산업의 사

료에 첨가되기도 하고 생활용품에도 사용되는 등 생활환경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성장촉진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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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ntimicrobial agents Abbreviation
No. of isolates (%, n=98)

Resistant Intermediate Susceptible
Penicillins Ampicillin AM 39 (40) 0 (0) 59 (60)

β-Lactams/
β-Lactamase inhibitors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C 0 (0) 2 (2) 96 (98) 
Ampicillin/Sulbactam SAM 3 (3) 24 (25) 71 (72) 

Cephalo-
sporins

1st generation
Cefalotin CF 3 (3) 28 (29) 67 (68) 
Cefazolin CZ 1 (1) 1 (1) 96 (98) 

2nd generation
Cefotetan CTT 0 (0) 0 (0) 98 (100) 
Cefoxitin FOX 0 (0) 0 (0) 98 (100) 

3rd generation
Cefotaxime CTX 0 (0) 0 (0) 98 (100) 
Ceftriaxone CRO 0 (0) 1 (1) 97 (99) 

Cabarpenem Imipenem IPM 0 (0) 0 (0) 98 (100) 

Aminoglycosides
Amikacin AN 0 (0) 0 (0) 98 (100) 

Gentamicin GM 0 (0) 0 (0) 98 (100) 

Quinolones
1st generation Nalidixic acid NA 36 (37) 0 (0) 62 (63) 
2nd generation Ciprofloxacin CIP 0 (0) 0 (0) 98 (100) 

Tetracycline Tetracycline TE 19 (19) 0 (0) 79 (81) 
Phenicol Chloramphenicol C 1 (1) 6 (6) 91 (93) 
Sulfonamides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SXT 24 (24) 0 (0) 74 (76) 

Table 1. Antimicrobial resistance of pathogenic E. coli isolated from food borne disease oubreaks at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가축 체중이 5% 정도 증가한다고도 알려져 있다(Wolfgang, 

1998). 그러나 최근에는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유럽에서는 의약용으로 쓰이는 항생제의 축

산용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다(Dixon, 2000).

학교급식 식중독 유래로 분리된 병원성 대장균 98주의 항생

제 감수성 시험에 사용된 한국형 항생제 17종 목록은 Table 1과 

같다. 학교급식 유래 식중독 사고에서 분리한 병원성 대장균 98

건 중 69건이 8종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Ampicillin, nalidixic acid (NA),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SXT), tetracycline (TE)에 각각 40%(39건), 37%(36건), 24%(24

건), 19%(19건)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 Ampicillin/sulbactam 

(SAM), cefalotin (CF), cefazolin (CZ), chloramphenicol (C)에

는 각각 3%(3건), 3%(3건), 1%(1건), 1%(1건)의 낮은 내성율을 

보였다. Ampicillin에 대한 내성은 3년간 분리된 균주의 공통된 

특징으로, 2010년에는 SXT, 2012년에는 NA에 내성을 획득한 

균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2).

Cephalosporins 계열의 2세대 항생제 cefotetan (CTT), cefoxitin 

(FOX)와 cephalofdsporins 계열의 3세대 항생제 cefotaxime (CTX), 

cabarpenem 계열의 imipenem (IPM), aminoglycosides 계열의 

amikacin (AN), gentamicin (GM), quinolones 계열의 2세대 항생

제 ciprofloxacin (CIP)에는 98주가 감수성이 있었으며(100%), 

cephalosporins 계열의 3세대 항생제 ceftriaxone (CRO), β-lactams/ 

β-lactamase inhibitors 계열의 amoxicillin/clavulanic acid에 각각 

99%와 98%의 감수성을 보였다. Cephalosporins 계열의 1세대 항생

제 cefalotin (CF), β-lactams/β-lactamase inhibitors 계열의 ampicillin/ 

sulbactam (SAM), phenicol 계열의 chloramphenicol (C)에서는 각각 

29%, 25%, 6%가 중등도내성을 나타내 내성이 진행 중인 것으

로 관찰되었다.

98주의 분리된 병원성대장균의 다제내성 양상은 Table 3과 같다. 

69주(70%)가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1제 

내성 30주(31%), 2제 내성 23주(23%), 3제 내성 14주(14%)이며 4제, 

5제에 대하여 각각 1주씩(1%)이었다. 연도별 다제 내성 균주의 분

포는 차이가 있었고 이는 개별 식중독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 

병원성 대장균의 병원형에 따른 항생제 다제 내성 분포 양상

은 Table 4와 같다. 총 12종의 다제 내성 양상이 분석되었고 NA 

단일내성과 AM-SXT 내성, AM-NA-TE 내성이 각각 23주

(23%), 22주(22%), 11주(11%)로 전체 내성의 56%를 차지하였

다. AM-SXT 다제내성은 EPEC에만 존재하고 45% (22/49)의 

EPEC에서 내성이 나타났으며 41% (20/49)는 17종 약제에 감수

성이 있었다. LT (열민감성)와 ST (열저항성) 독소 유전자를 동

시에 가진 ETEC 88%(21/24)는 NA에 대하여 내성이 있었으며, 

AM-NA-TE 다제내성은 주로 EACE(67%, 10/15)에서 관찰되

었다. Jin 등(2013)은 설사증 환자에서 분리한 ETEC와 EAEC의 

항생제 내성율을 비교하였는데 ETEC의 경우 NA (47%)에 대해 

가장 높은 내성율을 보였고 TE (32%), AM-TIC (18%), SXT 

(15%)가 뒤를 이었으며, EAEC는 TE (57%), AM-TIC (54%), 

NA (46%), SXT (43%) 순으로 EAEC의 내성율이 EPEC에 비

해 더 높고 다제내성의 유형이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는 바, 병원

성 대장균의 독성인자와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이동성 유전요

소의 다양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항생제 내성의 1차적 원인은 병의원의 항생제 오남용과 부적

절한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인체용 항생제 사용

량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간 매년 국내의 항

생제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OECD에 속한 30개국의 항생

제 사용량 자료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보고

하였다. 항생제의 심각한 오남용과 내성균 발생의 1차적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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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 
agents

No. of antimicrobial 
resistant isolates Total

2010 2011 2012
AM 23 3 13 39

SAM 1 1 1 3
CF 0 1 2 3
CZ 0 0 1 1
NA 0 0 36 36
C 1 0 0 1

SXT 23 1 0 24

Table 2. Annual resistant rates of antimicrobial agents in pathogenic 
E. coli isolated from food borne disease oubreaks at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Abbreviations: AM, ampicillin; SAM, ampicillin/
sulbatam; CF, cepalotin; CZ, cefazolin; C, chloramphenicol; SXT,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No. of multiple 
antimicrobial resistance

No. of antimicrobial 
resistant isolates Total

2010 2011 2012
None 10 4 15 29 (30%)

1 1 1 28 30 (31%)
2 22 0 1 23 (23%)
3 1 1 12 14 (14%)
4 0 1 0 1 (1%)
5 0 0 1 1 (1%)

Total 34 7 57 98 (100%)

Table 3. Distribu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of pathogenic
E. coli isolates by year

No. of multiple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Total

(%, n=98)

No. of isolates with pathotypes

EPEC
ETEC

EAEC EHEC
LT+ST LT ST

None All sensitive 29 (30%) 20 4 4 1
1 AM 1 (1%) 1

C 1 (1%) 1
NA 23 (23%) 21 2
TE 5 (5%) 2 2 1

2 AM-SXT 22 (22%) 22
NA-TE 1 (1%) 1

3 AM-CF-CZ 1 (1%) 1
AM-NA-TE 11 (11%) 1 10

AM-SAM-CF 1 (1%) 1
AM-SAM-SXT 1 (1%) 1

4 AM-TE-C-SXT 1 (1%) 1
5 AM-SAM-CF-NA-TE 1 (1%) 1

Total 98 (100%) 49 24 2 8 15 1

Table 4.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of pathogenic E. coli isolated from food borne disease oubreaks at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Abbreviations: AM, ampicillin; C, chloramphenicol; NA, nalidixic acid; TE, tetracycline; SXT,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CF, cepalotin; 
CZ, cefazolin; SAM, ampicillin/sulbatam 

병ㆍ의원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이 있다(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또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

되는 축ㆍ수산업에서 연간 1,400톤 정도의 항생제가 가축의 질

병 치료뿐만 아니라 성장 촉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최근 축ㆍ수산식품의 항생제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tibiotics 

Usage monitoring at livestock industry and aquaculture Ⅱ.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629493). 농림축산

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비임상분야 항생제 판매량 중 tetracycline, 

penicillin, sulfonamides 계열 순으로 전체 판매량의 70%를 차

지할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다. 이 중 축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tetracycline, ampicillin, nalidixic acid 순으로 높은 내성을 나타

내었다고 보고하였다(Jung, 2005). Tetracycline 계열 항생제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12년 현재 tetracycline, penicillin, 

sulfonamides 계열별 판매실적은 각각 282톤, 190톤, 102톤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http://www.mafra.go.kr).

학교급식 식중독 유래로 분리된 병원성 대장균 98주의 항생

제 내성의 주된 특징은 항생제 역사에 있어 초기부터 사용량이 

많았고 역사가 오래된 항생제인 AM, NA, SXT, TE 내성과 CF 

(cephalosporins 계열의 1세대 항생제), SAM 중간내성을 나타

낸 점이다. 식중독 환자 유래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율을 TE 

(59.0%), AM (32.8%), NA (18.9%), SXT (18.9%)으로 보고한 

Huh 등(2013)의 연구결과와 지역사회 및 병원 임상검체에서 분

리한 대장균의 TE, AM, NA에 대한 높은 내성율을 보고한 Kim 

등(2010)과, 유통식품 유래 대장균의 높은 AM, TE, NA 내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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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ndrogram of PFGE banding patterns of pathogenic E. coli isolated from food borne disease oubreaks at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A group indicates 63.9% similarity; B group indicates 70.3% similarity; C group indicates 62.5% similarity; D group indicates 
62.5% similarity; E groups indicates 61.4% similarity; F group indicates 59.5% similarity; G group indicates 57.6% similarity; H group 
indicates 63.9% similarity

을 보고한 Yoo 등(2010)의 연구결과와 내성율과 순서에 차이는 

있으나 내성 양상이 유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ㆍ수산식품의 항생제 내성균 감소 추

세에 대한 보고(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b)

에 따르면 유통 축ㆍ수산물에서 검출된 대장균의 tetracycline과 

ampicillin 내성은 각각 2010년 66%, 55%, 2011년 51%, 5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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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e City School No. of 
isolates (n)

No. of 
isolates

Group
Cluster Profiles Similarity

(in cluster)A B C D E F G H

2012 6.21 Uiwang High 1–3
(3)

1,3 A 4 4,5 97.3%
2 D 15 17

2012 8.23 Siheung High 4–11
(8)

7,9~11 B 8 9 100%
8 B 8 10 99.8%

4,6 E 18 20 100%
5 G 23 25 100%

2012 8.24 Siheung Middle 12–18
(7)

13,14,16~18 B 8 9 100%
12,15 G 23 25 100%

2012 8.27 Seongnam
Bundang High 19–25

(7)
20~25 B 8 9 100%

19 F 21 23

2012 8.28 Ansan
Danwon High 26–30

(5)
27~30 B 8 9 100%

26 B 9 11 100%

2012 9.5 Bucheon 
Sosa Middle 31–33

(3)

31 B 9 11 100%
32 H 30 32 100%
33 D 16 18 100%

2012 9.6 Suwon 
Paldal High 34–42

(9)

34,39 B 8 9 100%
37,38,40,42 E 20 22 100%

35 D 17 19
36 D 16 18 100%
41 C 11 13 100%

2012 9.10 Suwon 
Yeongtong Middle 43–52

(10)

43,45,46,50~52 E 20 22 100%
44,48,49 C 11 13 100%

47 E 18 20 100%

2012 11.7 Bucheon 
Wonmi Primary 53–55

(3)

53 F 22 24
54 A 1 1
55 H 28 30

2012 12.6 Gimpo High 56–57
(2)

56 G 23 25 100%
57 A 7 8

2011 5.26 Icheon High 58–59
(2)

58 A 2 2
59 D 13 15

2011 6.8 Hanam Primary 60–61
(2) 60,61 A 6 7 100%

2011 10.27 Siheung Primary 62–64
(3)

62 A 5 6
63 E 19 21
64 D 14 16

2010 4.19 Ansan 
Danwon High 65–87

(23) 65~87 B 10 12 100%

2010 6.11 Siheung High 88–91
(4)

88,90,91 A 3 3 100%
89 H 26 28

2010 8.27 Yongin 
Suji High 92–93

(2)
92 H 30 32 100%
93 G 25 27 100%

2010 9.10 Siheung High 94–98
(5)

94 G 25 27 100%
95 G 24 26
96 C 12 14
97 H 29 31
98 H 27 29

Table 5. Summary of PFGE banding patterns of pathogenic E. coli isolated from food borne disease oubreaks at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높은 내성율을 유지하는 것에서 유추할 때 초기 항생제의 내성

은 이미 자연계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2012)이 한국제약협회에서 발간하는 ‘의약품 등 생산

실적표’를 참고하여 국내 항생제 사용현황을 간접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β-lactamase inhibitors 복합체가 전체 penicillin계

열 항생제 생산량의 61%, 생산액의 88%로 대부분을 자치한다



병원성대장균의 항생제 내성과 역학적, 유전적 특성  293

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SAM의 중간내성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PFGE에 의한 병원성 대장균의 유전형 분석

2010부터 2012까지 3년 동안 학교급식 식중독 유래 병원성 

대장균 98균주의 제한효소 XbaI에 의한 유전자의 양상을 PFGE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dendrogram을 작성, 군집 분석과 항생제 

내성 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Table 5와 같다. Fig. 2에서

와 같이 분석한 98주로부터 57.6%의 similarity로 8개의 group

과 95%의 similarity로 30개의 cluster, 32개의 profiles로 분류되

었다. 

2010년 4월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유래 

EPEC 23주는 AM-SXT 항생제 내성과 PFGE 양상(유사도 99.8

–100%)이 단일균주의 EPEC를 원인균으로 추정이 가능할 정도

로 매우 유사하였으며, 그 외의 3건의 학교급식 식중독은 다른 

식중독 사건 유래 균주와 유사성이 높은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93,94), 개별 사건내 균주의 유사성이 낮아 원인균으로 추정이 

불가능하였고, 2011년에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유래 식중독 3건 

중 하남시의 경우만이 PFGE 양상이 일치하여 원인균 추정이 가

능하였고 그 외에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6월 의왕시 고등학교 식중독 유래 3균주 중 Group A

에 분류된 2균주는 학생과 조리종사자로부터 분리된 EPEC로 

97.3%의 유사도, TE 내성이 일치하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어 식중독의 원인체로 추정이 가능하다. 

2012년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4개 학교(시흥시, 성남 분당구, 

안산 단원구)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식중독의 경우, 분리된 

ETEC는 거의 대부분의 균주(21/27)가 그룹 B에 속하면서, 그룹 

내에서 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유사도 99.8%‒100%로 연관

성이 높은 반면, 몇몇(6/27)은 F, G, H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F, 

H 그룹으로 분류된 균주들(4,5,6,12,15)은 ETEC의 독성인자인 

entertoxin LT와 ST 중 ST 유전자만이 확인되어, entertoxin LT

와 ST 모두의 유전자가 확인된 B그룹과는 PFGE 양상이 구별되

고, 그룹 G로 분류된 19번 균주의 항생제 내성 양상은 5제 내성

으로 개별 성향을 나타내었으므로, 주요한 추정원인체는 그룹 B

에 속하는 ETEC가 유력하였다. 

Group B는 99.8–100%의 유사도가 있는 3개의 소그룹(가, 나, 

다)으로 분류되었는데 소그룹 (가)는 2012년 시흥시 고등학교 

식중독 유래 7–11번 균주, 시흥시 중학교 식중독 유래 13, 14, 16

–18번 균주,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식중독 유래 20–25번 균주,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 식중독 유래 27–30번 균주, 수원시 팔

달구 고등학교 식중독 유래 34,39번 식중독 유래 균주 등 22주가 

포함되어 있고, PFGE 양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항생제 NA에 

대한 내성 양상도 매우 유사하여 동일 기원에서 유래한 병원성

대장균 ETEC에 의해 학교급식 식중독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식

중독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 고등학교 및 중학

교,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는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동일한 김치를 공급받았고, 학생

들의 식품섭취이력조사를 통해 식중독의 추정원인식품으로 유

력하게 김치가 지목되었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고등학교의 경

우 이상의 4개 학교 식중독과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3개

의 균주가 PFGE 양상이 동일하여 서로 연관성이 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소그룹 (나)에는 2012년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 식중

독 유래 26번 균주, 부천시 소사구 중학교 식중독 유래 31번 균

주가 포함되며, PFGE 양상 및 NA 내성 유사도가 100%로 서로 

관련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소그룹 (다)는 2010년 안산시 단원

구 고등학교 식중독 유래 23 (65–87번)주의 EPEC로 구성되며, 

PFGE 양상이 99.8–100%로 일치하고, AM-SXT 내성 및 SAM 

중간 내성 등 항생제 감수성 양상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

일 기원의 EPEC의 의한 식중독 사고였음을 확인되었다.

수원시의 팔달구와 영통구의 2개 학교 식중독 유래 19균주는 

팔달구 고등학교 유래 그룹 F에 속하는 4균주(37,38,40,42)와 영

통구 중학교 유래 6균주(43, 45, 46, 50–52) 등 총 10주의 EAEC

는 PFGE와 항생제 내성 양상이 일치하였다. 또한 두 학교 유래

의 41,44,48,49번 균주는 C 그룹에 분류되면서 동일한 PEGE 양

상과 17종 항생제에 대해 모두 감수성을 나타내는 등 동일 기원

임이 확인되었다. 그룹 B로 분류된 2균주(34, 39)는 2012년 8월

에 발생한 시흥시 등 4개 학교의 원인균으로 확실시 되는 ETEC

와도 유사도 100%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

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상이하였으나 원인식품으

로 가능성이 높게 추정된 김치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부천시 소사구 중학교 유래 EPEC 2주와 ETEC 1주는 서

로 연관이 없으나, 각각 다른 그룹에서 PFGE 양상이 일치하기

도 하였으며, 부천시 원미구 초등학교 유래 균주와 김포시 고등

학교 유래 균주는 각각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 원인균으로 추

정이 어려웠다. 

학교급식 식중독 유래 병원성 대장균 98주의 PFGE 양상은 

항생제 내성과 병원형 및 독성인자의 유전자 검출 결과와 밀접

히 연관이 되어 있는 다수의 그룹이 확인되었다. 이는 병원성대

장균이 트랜스포존, 플라스미드, 박테리오파지, 병원성 아일랜

드 등과 같은 모바일 유전요소를 통해 동종 및 이종간 독성인자

를 수평적으로 획득할 때에 여러 가지 독성 요인들이 동시다발

적으로 함께 이동 가능하기 때문(Ochiai et al., 1959; Kaper et 

al., 2004)으로 추정된다. Jin 등(2013)은 동일한 항생제 내성 양

상을 가지더라도 PFGE 양상이 다른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상호보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Sung 등(2010)

은 항균제 내성, 혈청형 및 R plamid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에도 PFGE 유형이 달라 PFGE 결과에 의한 균주 감별 효과는 

약제내성, 혈청형 및 plamid 분석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경기

도내 학교 급식 유래 식중독에서 검출되어 병원성 대장균으로 

동정된 98주의 식중독 원인체 추정에는 대규모 환자발생과 관련

하여 병원성대장균의 검출율이 높은 2012년 8월 발생한 시흥시 

등 4개 학교(ETEC 검출율 19.7%), 수원시 2개 구의 중‧고등학교

(EAEC 외 검출율 27.5%), 2010년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 식

중독(EPEC 검출율 60.0%)의 경우, 항생제 내성과 PFGE 유형

(99.8–100%)이 매우 유사하여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

이 항생제 내성과 유전자형은 밀접한 연관성이 확실시 되는 경

우도 있으나, 집단 식중독 발생이더라도 주된 병원형의 검출율

이 낮거나, 병원성대장균이 주된 감염원이 아니라면 항생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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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전자형은 산발적 발생과 유사하게 다양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 연관관계 분석과 원인체 추정을 위해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병원성 대장균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급식식

중독의 주된 원인균으로서 그 역학적 특성을 정리하고 PFGE 

typing과 항생제 감수성 시험으로 분리균주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건의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급식의 주된 운영방식은 

직영(18건, 95%)이며,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13건(65%)이 6월부터 9월에, 특히 여름방학 후 학

기 초인 8월말부터 9월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수요일(7건, 37%)

과 목요일(7건, 37%)에 최초환자가 발생되어, 목요일 7건(37%) 

금요일 5건(26%)에 주로 신고가 이루어 졌다. 추정위험에는 월

요일(4건, 21%), 화요일(7건, 37%), 수요일(4건, 21%)에 노출되

었고, 추정원인체로서 가능성이 높은 식품은 김치류가 50%(5

건)를 차지하였다. 분리된 98균주는 EPEC, ETEC, EAEC, 

EHEC가 각각 50%, 34%, 15%, 1%이며, 항생제 감수성 시험 

결과 ampicillin, nalidixic acid,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tetracycline에 대하여 각각 40%, 37%, 24%, 19%의 내성을 나타

내었고, 2, 3세대 cephalosporins계, cabarpenem계, aminoglycosides

계, 2세대 quinolones계 항생제에는 감수성이 있었으며, cefalotin, 

ampicillin/sulbactam, chloramphenicol에는 각각 29%, 25%, 

6%가 중간내성을, 그리고 70%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

성이 관찰되었다. PFGE 분석결과, 57.6%의 similarity로 8개의 

group과 32개의 profiles로 분류되었다. 개별적인 소규모 식중독

에서 항생제 감수성과 유전자형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동시에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의 경우, 항생제 내성과 PFGE 유

형이 매우 유사하여 동일 기원으로부터 유래한 병원성대장균에 

의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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