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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arda, a fish pathogen, can survive in seawater under relatively high salt conditions as well as in
fish under physiological salt conditions. Bacterial growth under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may in-
fluence th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bacterial structure and physiology. The growth rate of E.
tarda culture in high salt (3.5% NaCl) was similar to that in low salt (1.0% NaCl, physiological salt
concentration). Interestingly, the strain moved much faster in low salt conditions than in high salt
conditions. Electron microscopic observation demonstrated that the bacterial cells grown in high salt
had less or no flagellation. Obvious flagellation was observed in the parental strain E. tarda CK41
grown in low-salt condition. Two putative genes coding flagellin were identified in the E. tarda ge-
nome sequences. The amino acid sequence comparison of each gene revealed 93% identities. A flag-
ellin gene was PCR amplified and cloned into a cloning vector. Using an E. coli protein expression
system, a part of flagellin protein was overexpressed. Using the purified protein, an anti-flagellin anti-
body was raised in the rabbit. Immunoblot analyses with flagellin specific antibody demonstrated that
E. tarda CK41 expressed falgellin in low salt condition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seen in
motility assay and microscopic observation. This is the first report of salt regulated flagella expression
in E. ta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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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어류 양식은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의 생산을 위하여

어류를 고도로 집약하는 양식법이 발달하여 어류의 대량 생산

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어류의 과밀양식으로 인하여 병원체

에 의한 어류의 질병 발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3].

양식장 내의 한 개체가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되면, 높은 밀도

로 존재하는 양식어류들에게 감염성 병원체의 빠른 전파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에는 집단폐사에 기인하여 심각한 환경

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17]. 국립수산과학원

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양식 넙치의 질병 발생 현황은

세균에 의한 질병 발생률이 41.6%, 기생충에 의한 질병 발생률

이 19.6%,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발생률이 10.8%로 여러 병원

체 중에 세균에 의한 질병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세균

성 질병은 주로 Aeromonas hydrophila, Streptococcus iniae,

Edwardsiella tarda에 의해 발병하고 있으며, 그 중 E. tarda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E. tarda는 통성혐기성의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어류에게

에드와드증(edwardsiellosis)이라는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균

으로 알려져 있다[20]. E. tarda는 어류의 장 내, 외의 감염을

위한 복잡한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부, 항문, 장을 통하여

어류에 감염을 하고 상피세포와 대식세포와 같은 다양한 세포

로 침투하여 전신성 감염을 유발한다[23,25]. 이러한 전신 감염

성 질병의 발병은 type III 또는 VI secretion system (TTSS

or T6SS)에 의해 분비되는 hemolysin, chondroitinase 및 ef-

fector 단백질과 같은 병원성 인자들과 연관되어 있다[27,28].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병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편

모, 선모, TTSS와 같은 미생물의 표면 구조물들이 초기 숙주와

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침투 및 집락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9,26]. 편모는 어류 병원체인

Edwardsiella tarda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세균에서 운동성을 담

당하는 섬유상 부속기관으로 flagellin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

어 있다[14]. 편모와 운동성은 세균의 병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원균의 환경조건에 따른 운동성의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은 세균성 감염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

가 된다.

E. tarda는 편모 구조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완전한 유전자를

염색체내에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 분석 결과 편모 합성

조절자인 FlhDC, class-2 편모 조절자 FliA, 편모의 회전에 필

수적인 MotA 단백질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암호화하는 유전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5,9,24]. 본 연구에서는 해수(3.5%)와 숙

주내부(0.85%)의 염농도의 차이와 같은 환경조건의 차이가 E.

tarda의 병원성 요소들 중 하나인 운동성과 편모의 발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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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조사,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플라스미드, 사용배지 및 균주배양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Edwardsiella tarda CK41 균주는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에드와드증에 걸린 넙치에서 분리한 야생균

주이다. Escherichia coli BL21 균주는 재조합 단백질의 과발현

을 위한 균주로 사용하였다. 재조합 단백질 PFAP (Putative

E. tarda Flagellin Associated Protein)을 발현하는 재조합 플

라스미드 pBP793은 pProEXTMTHb (Invitrogen) 발현 벡터에

1.2 kb의 EFAP DNA 단편을 클로닝하여 제조하였다. 균주는

Luria-Bertani (LB) 액체배지 또는 1.5% agar를 첨가한 고체

배지를 사용하여 37°C에서 배양하였고, 운동성 검사를 위한

반 고체 배지는 agar농도를 0.4%로 바꾸어 사용하였다[3]. 해

수조건과 유사한 염농도를 위하여 NaCl 함유량을 3.5%로 추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생리적 조건의 경우 NaCl 함유량을

LB 배지와 동일하게(1%) 사용하였다. E. tarda는 모든 실험에

서 Salmonella Shigella agar 배지에서 접종하여 집락의 중앙

이 검은 특징을 형성하는지 확인하였다. 항생제가 필요할 경

우 각각의 배양조건에 ampicillin을 100 μg/ml의 농도로 첨

가하였다. 단백질 과발현을 위한 배양에서는 600 nm에서 흡

광도 0.7까지 배양한 후 1 mM의 IPTG를 첨가하여 발현을

유도하였다.

일반적인 DNA 조작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DNA 조작은 Sambrook

등에 의해 기술된 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15]. Rubidium

chloride 용액처리법으로 제조된 E. coli competent 세포들은

heat-shock으로 형질전환 시켰다. 유전자 조작에 필요한

DNA 단편은 PCR 증폭기법을 사용하여 얻었으며, 이때 사

용된 primer는 HY523F (5’-ggatccatggcacaagtaatt -3’)와

HY533R (5’- aagcctttaacgcagcagaga -3’)이다. PCR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95°C에서 30초간 변성, primer

Tm값에 의한 52°C에서 30초간 primer annealing, 72°C에서

1분간 중합반응, 그리고 72°C에서 7분간 마지막 합성을 실시

하였다.

E. tarda 균주의 생장곡선 및 생균수 측정

E. tarda CK41을 2 ml의 LB 액체배지에 각 균주의 단일 집락

을 접종하여 37°C에서 12시간 전배양한 후, 전배양액을 3.5%

NaCl 또는 1.0% NaCl을 함유하고 있는 300 ml의 LB 액체배지

에 0.1%의 농도로 접종하여 37°C에서 200 rpm의 속도로 진탕

배양하였다. 배양동안 2시간 간격으로 600 nm에서의 흡광도

를 측정하여 각 염농도 조건별로 E. tarda CK41의 생장을 추정

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균수 측정을 위하여 멸균된 0.85%

NaCl 희석수에 배양액을 10배씩 연속적으로 희석하고 LB 고

체배지에서 배양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E. tarda 운동성 실험

E. tarda CK41 균주의 운동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운동성

측정배지(0.4% agar가 첨가된 LB배지)에서 균을 접종하여 배

양하고 그 형태를 관찰하였다. 염농도가 운동성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운동성 측정배지에 최종농도가 1% 또

는 3.5%이 되도록 NaCl을 첨가하였다. 2 ml의 LB 액체배지에

각 균주의 단일 집락을 접종하여 37°C에서 12시간 전배양한

후, 염농도가 다른 운동성 측정배지의 중앙에 각 전배양액 1

μl을 주입하여 실온에서 배양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균주

의 운동거리를 형성된 집락의 지름을 측정하여 비교 관찰하

였다.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E. tarda CK41 균주의 형태학

적 특성을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시편 제작에 사용된 균주는

각 3.5% 또는 1.0% NaCl농도의 고체배지에서 자란 균체집락

을 1 ml의 멸균된 0.85% NaCl 희석액에 부드럽게 현탁하여

사용하였으며, 현탁시킨 균체는 격자에 부착시키고 1% ur-

anyl acetate로 2분간 염색 후 TEM (Model H-7600, Hitachi,

부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재조합 단백질 PFAP의 과발현과 정제 및 PFAP 특이적

인 다클론성 항체의 제조

PFAP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대장균을 이용한 인

위적인 단백질 과발현 체계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을 위

한 PFAP의 유전자는 E. tarda CK41 염색체 DNA를 주형으로

하여 HY532F와 HY533R primer 쌍을 이용한 PCR을 통해 1.2

kb 크기의 DNA단편을 증폭한 후 단백질 발현 벡터인

pProEXTMHTb (Invitrogen)에 삽입하여 재조합 플라스미드

pBP793을 구축하였다. pBP793을 가지는 E. coli BL21을 1

mM IPTG가 들어있는 배양조건에서 배양하여 과량의 46

kDa 크기의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을 SDS-PAGE를 통하여 확

인하였다. 재조합 단백질이 과발현된 E. coli BL21을 수거하여

French Pressure (Thermo Electron Cooperation)을 사용해 균

주를 파쇄하고 원심분리를 통하여 분획을 나누어 재조합 단

백질 PFAP 분획을 수거하였다. 재조합 단백질 PFAP의 정제

는 Ni
2+

-sepharose (GE Healthcare)를 이용한 친화성 크로마

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PFAP 단백

질은 SDS-PAGE를 통하여 단일 단백질 밴드로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단백질의 농도를 브래드포드 방법을 사용해 정량하

였다. PFAP 특이적인 다클론성 항체를 얻기 위해서 500 μg의

정제된 재조합 PFAP 단백질을 실험토끼(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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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Rabbit)에 동량의 Freund’s adjuvant (Sigma)와 함께

3주 간격으로 2회 주사하였다. 실험토끼로부터 얻은 면역혈

청은 immunoblot analysis를 통하여 PFAP 단백질의 확인에

사용되었다.

SDS-PAGE 및 immunoblot analysis

단백질 시료들을 2× digestion buffer [20% (v/v) glycerol,

4% (w/v) SDS, 0.2% (w/v) bromophenol blue, 200 mM β

-mercaptoethanol, 100 mM Tris-HCl buffer, pH6.8]에 용해하

였다 [15]. 용해된 단백질을 95°C에서 5분간 가열한 후, 비연속

적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

phoresis (SDS-PAGE)에 의해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Sigma)을 통한 염색과 탈색

으로 시각화하였다. SDS-PAGE를 통해 단백질 시료를 분리한

후 transfer 장치(BioRad)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 (BioRad)으로 이동시켰다. Towbin 등에 의해 기술

한 바와 같이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를 함유하는

Towbin’s Saline Buffer (TSB)]에서 3시간 membrane을 block-

ing 시킨 후, 1차 항체를 1:400으로 blocking solution에 희석하

여 2시간 반응시켰다[21]. TBS로 수 회 세척한 membrane에

2차 항체인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Sigma)를 1:1,000의 비율로 blocking solution에 희석하여 2시

간 반응시켰다. TSB로 수 회 세척한 membrane의 단백질 밴드

는 H2O2 (Sigma)와 4-chloro-1-naphthol (Sigma)이 포함된 용

액에서 자주색의 침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량의

증류수 세척을 통하여 반응을 중지시켰다.

결과 및 고찰

염농도가 E. tarda CK41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

수온, 염농도, pH, 숙주 스트레스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인자들이 어류병원체들의 병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8,10,16]. 특히 염농도에 의한 삼투압의 변화는

병원균이 기민하게 적응해야 하는 주요한 환경 인자들 중 하

나로, 병원균은 이러한 환경 인자의 변화를 EnvZ/OmpR

two component regulation system을 통하여 반응한다[11].

해수어에 감염하는 어류병원체의 경우 숙주내부와 외부인

해수의 염농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삼투압의

변화에 다른 병원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6].

이러한 삼투압에 의한 반응기작은 비단 병원체의 생육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병원성에도 관여한다는 보

고가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수조건 및 생리적 조건

의 염농도에서 E. tarda CK41의 주요한 병원성 인자인 운동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편모에 의한

운동성은 주화성에 의한 방향성을 가지는 운동에 관여할 뿐

만아니라 부착과 숙주내 집락형성과정을 비롯한 병원성에서

도 필수적인 요소이다[12].

생리적 염농도 조건과 유사한 1% NaCl을 함유하고 있는

운동성 측정배지(0.4% agar를 함유하는 LB 고체배지)와 해수

의 염농도와 유사한 3.5% NaCl을 함유하는 운동성 측정배지

에 E. tarda CK41 전배양액을 접종하여 집락의 변화를 3일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염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E. tarda CK41의

운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생리적 조

건의 염농도에서는 매일 3 cm의 속도로 운동성을 보이는 반

면, 해수의 염농도 조건에서는 매일 0.2 cm의 속도로 운동성을

보여 생리적 조건이 해수 조건보다 속도가 1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조건의 염농도에서 운동성의 저하가 높은 염농

도에 의한 생육의 저해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60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해본 결과, 해수조건의 염농도

에서 흡광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Fig. 2A). 하지만 같은

시간간격으로 생균수를 측정해본 결과 실질적인 균수는 12시

간 이후부터 그 차이가 1 log이하로 매우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B). 따라서 높은 염농도에서의 운동성의 감소

는 생육 정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동성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염농도에 따른 E. tarda CK41의 편모형성

세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성을 가지는데, 주로 편모의

회전에 의한 유영(swiming)과 비유영성의 활주(gliding) 등에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18,22]. E. tarda CK41

는 염색체에 편모의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나[24], 염농도

에 따른 운동성은 편모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

라서 다양한 염농도에서 편모의 형성 유무를 재료 및 방법에

서 기술한 방법에 의해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그 형태

학적 차이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Fig. 3). 담수와 해수조건의

염농도에서 12시간 배양한 E. tarda CK41의 표면구조를 관찰

Fig. 1. Effect of NaCl concentration on E. tarda CK41 motility.

E. tarda CK41 was inoculated in motility agar plates (LB

agar containing 0.4% agar) containing concentration of

1% NaCl (black bars) or 3.5% NaCl (gray bars). The

plates were incubated for 3 days at room temperature.

Motility was assayed by measuring the diameter of

swimm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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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of E. tarda CK41 under various NaCl concentration.

E. tarda CK41 cells were cultured in LB broth containing

concentration of 1% NaCl (●) or 3.5% NaCl (▲) at 37°C

with shaking. (A) Optical density at 600 nm wavelength

was measured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the graph.

(B) Viable-cell counts were determined at the points in-

dicated in the graph.

Fig. 3.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E. tarda CK41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E. tarda CK41 cells

grown in agar plates containing 1% or 3.5% NaCl were

diluted in 0.85% NaCl and dyed for two minutes on the

grid with 1% uranyl acetate. The black arrow indicates

flagella of E. tarda CK41.

한 결과, 1% NaCl에서 자란 E. tarda CK41의 경우 다수의 편

모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한 반면(Fig. 3A), 3.5% NaCl의 경우

편모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B). 투과 전자

현미경 결과 편모가 염농도에 따른 운동성에 관여하는 인자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 tarda 유전체 내에서 편모 생

성 유전자를 찾아보았다. 그람 음성 세균인 Salmonella typhi-

murium의 fliC 유전자 서열을 기반으로 ClustralW2 EBI

alignment를 이용해 E. tarda의 편모 유전자를 조사해본 결과

72%의 상동률을 가지는 Putative E. tarda Flagellin

Associated Protein (PFAP) 유전자와 74%의 상동률을 가지

는 Flagellin Domain Protein (FDP)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

다(Fig. 4).

염농도에 따른 편모 발현의 확인

환경조건에 따라 편모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여 편모가 발

현은 하지만 외부에서 조립되지 않아 기능을 가지는 편모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7]. 주요한 환경조건인 염농도

에 따른 운동성의 차이가 편모의 형성에 의한 것임을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확인하였지만(Fig. 3), 3.5% NaCl 조건에서의

편모의 부재가 편모 유전자의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편

모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만 편모가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아

서 유지를 못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모 유전자 특

이적인 다클론성 항체를 제작하였다. E. tarda는 두개의 편모

유전자(PFAP, FDP)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간의 아미노산 상동

률이 93%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두 개의 편모 유전자중 임으

로 선정된 PFAP에 대한 항체를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방법

으로 제조한 재조합 플라스미드 pBP793을 대장균 발현시스템

을 이용하여 과발현하고 정제하였다.

E. tarda CK41의 생리적 조건과 해수조건에서의 편모 단백

질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E. tarda CK41 균주를 각각 생리

적 조건과 유사한 1% NaCl, 해수의 염농도와 유사한 3.5%

NaCl이 첨가된 LB 액체배지에서 배양한 후, PFAD에 특이적

인 다클론성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blot assay를 수행하여

확인하였다(Fig. 5). 1% NaCl 조건에서 배양한 E. tarda CK41

균주의 경우, 3.5% NaCl에서 배양한 균주보다 많은 양의 편모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편모 단백질

PFAD와 FDP의 아미노산 상동률이 높기 때문에 PFAD 특이

적인 다클론성 항체가 PFAD뿐만 아니라 FDP와 반응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PFAD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한 im-

munoblot assay의 결과에 따른 면역 활성 단백질 밴드의 양은

전체 편모 단백질의 발현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염농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운동성의 감소는

E. tarda CK41의 편모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이것은 편모

단백질의 발현이 저해된 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현재 편모 유전자의 결손 돌연변이주를 구축하여 실제로

편모가 운동성에 관여하는지 여부의 확인과, 편모가 병원성인

자로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어류 감염모델에서의

독성 검사 실험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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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ignment of E. tarda CK41 flagellin protein with its homologues. Gray box means does not identical amino acid. PFAP,

sequence of E. tarda Putative E. tarda Flagellin Associated Protein; FDP, sequence of E. tarda Flagellin Domain Protein; FliC,

sequence of S. typhimurium f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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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PFAP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Total proteins prepared from E. tarda CK41 grown LB

broth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were subjected to

SDS-PAGE analysis on 12% polyacrylamide gel.

Separated proteins were visualized by Coomassie stain-

ing (lower panel). Proteins were subjected to immuno-

blot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with anti-E. tarda PFAP sera produced in rabbit diluted

1:400 (v:v) (upper panel). Lanes; 1, E. tarda CK41 grown

under 1% NaCl concentration; 2, E. tarda CK41 grown

under 3.5% NaCl concentration. Black arrow head in-

dicates PFAP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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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염 농도가 어류 병원체 Edwardsiella tarda의 운동성과 편모발현에 미치는 영향

유종언․박준모․강호영*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염농도에 따른 E. tarda CK41의 운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0%와 3.5%의 염농도를 가지는 운동성 측정 배지

에서 집락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3.5% 염농도 조건에서 운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과 3.5%

염농도 조건에서의 생육도를 측정해본 결과 각 염농도 조건에 따른 생균수의 차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아, 높

은 염농도에서의 운동성의 감소는 생육정체가 아닌 실질적인 운동성의 차이에 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염농

도에 의한 운동성의 차이가 편모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형태학적 관찰을 해본

결과, 3.5% 염농도에서는 편모의 형성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 tarda는 PFAD와 FDP 두개의 편모 유전자를

가지며 이들간의 아미노산 상동률은 93%로 높은 편이다. 편모의 발현양의 확인을 위하여 PFAD 특이적인 다클론

성 항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PFAD를 과발현시키는 재조합 플라스미드 pBP793을 구축하여 대장균 발현시스템으

로 발현시켜 정제한 후, 토끼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특이 항체를 제작하였다. PFAD 특이적인 다클론성 항체

를 이용한 immunoblot assay 결과, 3.5% 염농도 조건에서 배양한 E. tarda CK41의 경우 1.0% 염농도에서 보다

반응하는 면역 활성 단백질 밴드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염농도가 높은 해수

환경에서의 운동성의 감소는 E. tarda CK41의 편모 단백질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기능적인 편모의 형성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염농도가 flagellin의 발현을 조절하

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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