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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terotoxin production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n hemolytic strains from stools of diarrheal pigs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rough morphological observation, gyrB nucleotide sequence, and API kit analysis, the selected potential 
pathogenic strain BY06 was identified as Bacillus cereus. Because the characteristic of enterotoxin symptoms were widely 
caused by Bacillus cereus strains, a PCR tes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heck the enterotoxin genes (hblA) in this strain.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strain was an enterotoxin positive strain containing the hblA gene.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10 different antimicrobial agents were screened by the agar dilution test, indicating that this strain was 
resistant to penicillin G and intermediate to erythromycin; however, it susceptible to cephalothin, vancomycin, clindamycin, 
fusidic acid, gentamicin, ciprofloxacin, tetracycline and rifamp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 cereus BY06 isolated 
from pig feces has a potential risk of producing enterotoxin and is resistant to penicillin G, but susceptible to various 
antimicrobia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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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Chung 등 2008), 발생 시 원인균을 규

명하는 것은 식중독의 확산 방지 및 사후 대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종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히 그람 양성균이며 포자를 형성하는 Bacillus 
cereus의 검출 사례로는 유제품, 건조제품, 육류, 된장, 야채, 
콩 및 생식제품 그리고 즉석조리식품 등 매우 다양하다(Ham 
& Kim 2006; Kim 등 2004). B. cereus에 의한 식중독은 1950

년 Hauge(1995)가 처음 보고하였으며, 잠복기는 8~13시간으

로 복통, 메스꺼움, 물과 같은 설사가 주 증상이다.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설사와 복통이 주 증상인 Bacillus cereus에 의

한 설사형 식중독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05). 
Bacillus cereus는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두 종류의 독소를 

생산하는데, 설사를 유발하는 단백질 독소로는 non-hemolytic 
enterotoxin(Nhe), hemolytic enterotoxin(Hbl), cytotoxin K(CytK)
가 알려져 있고 구토를 유발하는 펩타이드 독소로는 cereulide
가 보고되고 있다(From 등 2005; Hansen & Hendriksen 2001; 
Schoeni & Wong 2005). 이러한 독소에 관한 연구로는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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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이 여러 장류에서 분리된 B. cereus가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 독소를 생성함을 확인하였다. Hwang(2009)은 

곡류, 채소 및 과일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B. cereus를 분리 

후 장 독소 생성 유무와 유전자 및 생화학적 특성을 보고하였

으나, 자돈 설사 분변에서 분리한 B. cereus에 대하여는 장 독

소 생성이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돈육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hblA와 hblD 유전자의 검출법(Ankolekar 
등 2009)을 이용하여 돼지 분변에서 분리한 B. cereus 균주에

서 설사 유발 용혈 성장 독소(hemolytic enterotoxin) 생성의 

유․무 및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용혈균주의 분리
균주의 분리는 Fricker 등(2007)의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였

고, 시료는 출혈을 동반하는 돼지 5마리의 설사 분변을 이용

하였다. 즉, 돼지 분변 10 g을 멸균수 100 ㎖에 현탁시킨 후, 
한 마리당 2개씩 총 10개의 mannitol egg yolk polymyxin(MYP) 
agar(Becton Dickinson, USA)에 도말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혼탁한 환과 분홍색 집락을 나타낸 

lecithinase 양성 코로니를 분리하였다(Cho 등 2008). 분리된 

균주의 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API 50CHB kit (Bio-
mereux Co., France)를 사용하여 탄수화물 이용능과 생화학적 

특성을 시험한 후 APIWEB(apiweb.biomerieux.com)에 입력하

여 조사하였다(Lee 등 2006).

2. 혈액 배지에서 Hemolysis 시험
분리된 코로니를 sheep blood agar(아산제약, Korea)에 도

말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β-용혈을 확인하였다

(Douglas 등 1994).

3. 균주의 동정
분리된 균주의 gyrase B(gyrB) 유전자 염기서열에 기초한 

분자계통분류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동정을 실시하였다. gyrB 
유전자의 primer인 forward primer(5’-CCC AAG CTT AAC 
TGC ACT GGG AAA TYG THG AYA AYA G-3`) gyrB135와 

reverse primer(5’-CGG AAT TCG GAT CCA CRT CGG CRT 
CBG TCA TRA T-3’) gyrB1510을 제작하였다(Yamada 등 

1999; Wu & Ahn 2011). gyrB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한 poly-
merase chain reaction(PCR) 반응은 Lee 등(2008) 방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PCR은 94℃에 4분간 예비가열한 후 94℃에서 

1분간 열변성반응, 58℃에서 1분간 재결합반응, 72℃에서 

1분간 중합반응의 과정을 30회 반복한 후 72℃에서 10분간 

증폭시켰다. 증폭된 DNA 밴드는 agarose gel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이용하여 정제하였고, 얻어진 

PCR 산물을 통해 염기서열 분석을 코스모진텍 유전자 해석

센터(Seoul, Korea)에 의뢰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얻은 각 균주의 염기서열은 blast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NCBI GenBank database의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계통분류

학적 유연관계를 분석하였으며, ClustalW multiple sequence 
alignm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hylogenetic tree를 분석하였

다. 또한, 더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리된 두 균

주의 생화학적 특성을 API 50CHB kit(Biomereux Co., France)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탄수화물 이용능과 생화학적 특성

을 판별하고, APIWEB(apiweb.biomerieux.com)에 입력하여 조

사하였다(Lee 등 2006).

4. 장 독소 확인 시험
장 독소 생성의 유무의 확인은 Kim 등(2005)의 방법에 따

라서 hemolysin BL(hblA) 유전자를 이용하여 PCR법으로 시

험하였다. 동정한 균주를 Mueller-Hinton agar(Difco, USA)에 

접종하여 37℃에서 하룻밤 배양한 집락을 증류수 50 ㎕에 부

유시키고, 98℃에서 20분간 가열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hblA 유전자 동정을 위해서 universal primer(forward primer의 

서열은 5’-CGG GCG TTC TAG GGC ATA TTG AG-3’, 
reverse primer의 서열은 5’-GCG AGT AGT TTA TTA GGG 
ATT TTT TTC A-3’)를 사용하여 PCR 증폭하였다(Mantynen 
& Lindstrom 1998). PCR 반응은 94℃에서 5분간 예비가열 

한 후 94℃에서 45초간 열변성반응, 65℃로 45초간 재결합반

응, 72℃에서 45초간 중합반응을 30회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72℃로 5분간 증폭시켰다. PCR에 의한 증폭산물 5 ㎕를 2% 
agarose gel(Promega, Madision, WI, USA)의 홈에 넣고 20분간 

전기영동하여 band 유․무를 확인하였다. 

5. 항균제 감수성 시험
분리한 B. cereus 균주에 대한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

bitory concentration, MIC) 항균제 감수성 시험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NCCLS, 2002) 한천희석법으

로 하였다. 항균제는 cephalothin, clindamycin, erythromycin, gen-
tamicin, penicillin G, rifampin, tetracycline, vancomycin(Sigma, 
USA), ciprofloxacin(Miles Pharmaceuticals, USA) 및 fusidic acid 
(Dong Wha, Korea)로 총 10종류를 각 농도별(0.25, 0.5, 1, 2, 
4, 8 및 16 ㎍/㎖)로 시험하였다. 시험균주 B. cereus 집락을 

TSB에 혼탁시킨 후, McFarland 0.5관 탁도에 맞추어 10배로 

희석한 후 steers replicator를 사용하여 접종하였고, 접종된 평

판은 37℃에 18시간 배양 후 MIC를 판정하였다. 항균제 감수

성 시험의 정도 관리를 위하여 Staphylococcus aureus(A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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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1)와 Escherichia coli(ATCC 25992)을 동시에 시험하였다

(Kim 등 2008). 

결과 및 고찰

1. 분리 균주의 용혈성 확인 및 동정
돼지 분변에서 분리된 Bacillus속 균주 13개를 sheep blood 

agar plate에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 용혈성 균주 

2종(BY06, BY12)을 분리하였으며, BY06 균주는 β-용혈성을 

나타내었다.
Bacillus속 중 용혈성을 나타낸 두 균주의 gyrB 유전자염기

서열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BY06와 BY12 균주는 

Bacillus cereus와 99% 및 91%(Table 1)의 유사성을 나타내었

Table 1. The similarity matrix based on the gyrB nucleotide 
sequences of BY06, BY12 and other bacteria

Strain name
Scores of the 
similarity (%)

BY06 BY12
Bacillus sp. 71 68

Bacillus cereus 99 91
Bacillus anthracis 96 90
Bacillus thuringiensis 96 90
Bacillus subtilis 70 70
Bacillus thuringiensis serovar konkukian 96 90
Bacillus licheniformis 70 70

Bacillus pumilus 73 72
Bacillus halodurans 71 68
Bacillus amyloliquefaciens 70 69
Bacillus clausii 69 68
Bacillus weihenstephanensis 87 88

Fig. 1. Phylogenic tree of gyrB gene sequences in BY06, 
BY12 on the other bacteria.

으며, 이들의 계통분류학적 유연관계를 나타내는 phylogenic 
tree는 Fig. 1과 같다. Drancourt 등(2000)의 보고에 의하면 유

전자가 99%의 상동성을 나타내면 동일한 species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분리균주 BY06는 B. cereus BY06로, BY12은 

Bacillus spp. BY12로 명명하였다(Fig. 1). API 50CHB kit를 이

용한 생화학 테스트 결과, 균주 BY06는 Bacillus cereus와 99%
의 상동성을, BY12 균주는 Bacillus cereus와 85.3%의 상동성

을 나타내어(Table 2) gyrB 유전자 염기서열에 기초한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장 독소 생성 동정을 위한 PCR의 결과
B. cereus BY06와 Bacillus spp. BY12의 hblA gene segment

의 PCR 증폭산물을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후 band를 통하

여 장 독소의 생성 유․무를 확인하였다(Fig. 2). 그 결과, 
Bacillus spp. BY12는 인체에 유해한 장 독소를 생성하지 않

았으며, B. cereus BY06은 549 bp에서 band가 선명하게 나타

난 결과로부터 장 독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hblA gene은 B. cereus 장 독소 생성의 지표물질로 용혈소 BL
을 암호화한다. 용혈소 BL은 B성분과 결합하여 세포를 변형

시키며, L성분과 함께 세포를 용해시킨다(Kim 등 2005). PCR 
결과에 따르면 B. cereus BY06는 용혈성 BL을 분비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이며, Bacillus spp. BY12는 hblA band를 포함하

지 않아 용혈성 BL을 분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균주의 용혈성의 type를 다르게 만드는 원인으로 추측되

어진다. Mantynen & Lindstrom(1998)는 PCR과 RPLA 키트법

에 의한 장 독소 동정시험 결과, B. cereus는 62개 종 중 28종
(45%)이 양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많은 종의 B. 
cereus 균주를 이용하여 장 독소 동정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

나, 장 독소 생성이 50%의 양성을 나타낸 결과는 Mantynen 
& Lindstrom(1998)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3. B. cereus BY06의 항균제 감수성
β-용혈성과 장 독소를 생성하는 B. cereus BY06를 돼지 분

변에서 병원성 미생물로 간주하여 이 균주에 대한 항균제 최

소억제농도와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breakpoint
를 적용하여 해석한 바 cephalothin, vancomycin, clindamycin, 
fusidic acid, gentamicin, ciprofloxacin, tetracycline 및 rifampin 
에 대해서는 감수성, penicillin G에 대해서는 내성을 나타내

었다(Table 3). B. cereus는 penicillinase 생성균으로 penicillin 
G에 내성을 나타낸 결과는 대부분의 B. cereus에 대한 공통

된 결과로 해석된다. Kim 등(2005)은 우리나라 장염환자에

서 분리한 B. cereus 30개의 균주 중 penicillin G와 cephalothin
에 대하여 각각 100%, 73%의 내성을 나타낸 반면, cephalothin, 
vancomycin, clindamycin, erythromycin, fusidic acid, gentam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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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ochemical tests of the isolated strains in API 50CHB system

Carbohydrate BY061) BY12 Carbohydrate BY06 BY12
Blank － － Esculin ferric citrate ＋ ＋

Glycerol － － Salicin － ＋

Erythritol － － D-Celliobiose ＋ ＋

D-Arabinose － － D-Maltose ＋ ＋

L-Arabinose － － D-Lactose ＋ －

D-Ribose ＋ ＋ D-Melibiose － －

D-Xylose － － D-Saccharose (sucrose) ＋ ＋

L-Xylose － － D-Trehalose ＋ ＋

D-Adonitol － － Inulin － －

Methyl-β-D-xylopyranoside － － D-Melezitose － －

D-Galactose － － D-Raffinose ＋ －

D-Glucose ＋ ＋ Amidon (starch) － －

D-Fructose ＋ ＋ Glycogen － －

D-Mannose ＋ － Xylitol － －

L-Sorbose － － Gentiobiose － －

L-Rhamnose － － D-Turanose － －

Dulcitol － － D-Lyxose － －

Inositol ＋ － D-Tagatose － －

D-Mannitol ＋ － D-Fucose － －

D-Sorbitol － － L-Fucose － －

Methyl-α-D-mannopyranoside － － D-Arabitol － －

Methyl-α-D-glucopyranoside － － L-Arabitol － －

N-Acetylglucosamine － ＋ Potassium gluconate － －

Amygdalin ＋ － Potassium 2-ketogluconate － －

Arbutin － ＋ Potassium 5-ketogluconate － －
1) Symbol denote positive (＋) and negative (－).

Fig. 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generated 
amplification B. cereus hblA segments. Lane M: molecular 
size marker; Lane 1: B. cereus BY06 (A), Bacillus spp. BY12 
(B); Lane2: enterotoxin-positive control; Lane3: enterotoxin- 
negative control.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ies on B. cereus BY06

Antimicrobial agents MIC (㎍/㎖) Susceptibility1)

Cephalothin 8 S

Vancomycin 2 S

Clindamycin ≤0.25 S

Erythromycin 2 I

Fusidic acid 4 S

Gentamicin ≤0.25 S

Penicillin G 8 R

Ciprofloxacin ≤0.25 S

Tetracycline 0.5 S

Rifampin ≤0.25 S

1)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 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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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floxacin, tetracycline 및 rifampin에 대해서는 각각 8~21, 
≤0.25~1, ≤0.25~1, ≤0.25, 1~4, ≤0.25~2, ≤0.25, ≤0.25~2, 
≤0.25~0.5 ㎍/㎖의 농도범위에서 감수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게 B. cereus BY06에 대하여 항생제에 대한 항균 활성은 

clindamycin, gentamicin, ciprofloxacin, rifampin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Lee 등(2002)은 B. cereus에 대하여 linolenic 
acid가 높은 항균 활성을, Arima 등(2002)은 flavonoid가 B. 
cereus에 대하여 항균성을 가지며, rutin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

우 항균 활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시험을 추후 수행하고자 한다.

요 약

적리를 동반하는 돼지 분변에서 용혈성 균주를 분리 동정

한 후, 장 독소 생성 유․무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수행하

였다. 분리된 용혈성 균주 B. cereus BY06의 gyrB 유전자 염

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B. cereus와 99% 유사성을 나타내었

다. PCR법에 의한 장 독소 유전자 검출 시험에서 B. cereus 
BY06는 장 독소 분비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설사형 식중독

균임이 확인되었다. B. cereus BY06를 이용한 항균제의 감수

성 시험 결과, penicillin G에는 내성을 나타낸 반면 cephalothin, 
vancomycin, clindamycin, fusidic acid, gentamicin, ciprofloxacin, 
tetracycline 및 rifampin에 대하여 감수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를 통해 돼지 분변에서 분리된 B. cereus 균주는 설사를 유발

하는 장 독소를 분비하며, penicillin G에 대한 내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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