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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llection of boar semen, bacterial contamination usually occurs. The contamination has
deleterious effects both on semen quality and on sow fertility. The majority of contaminants are
gram-negative bacteria, especially Serratia marcescen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CR assay for the
identification of S. marcescens targeting the luxS gene (GenBank no. EF164926). S. marcescens yielded
a specific 306 bp PCR product. However, no amplification was observed in the other strains tested.
The detection limit of PCR was 50 pg/µl of template DNA of S. marcescens. The antimicrobial suscepti-
bility patterns of S. marcescens isolated from boar semen were tested using the disk diffusion method.
Gentamicin, ceftiofur, florfenicol, and neomycin showed high sensitivity in this test. The minimum in-
hibitory concentration (MIC) was also determined by the broth microdilution method. The MIC90 val-
ues of ceftiofur, enrofloxacin, gentamicin, and neomycin were 8, 8, 8, and 16 µg/ml,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CR amplification of the luxS gene is a reliable and effective method for
the identification of S. marcescens and that ceftiofur, enrofloxacin, gentamicin, and neomycin are effec-
tive semen extenders for controlling S. marces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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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돼지 인공수정 보급률은 1994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

어, 현재 50여개 인공수정센터가 분포하며 인공수정에 의한

돼지 생산은 약 90%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유럽의 양

돈 선진국 수준으로 돼지 인공수정 보급률이 상승함에 따라

종축개량과 산자수 향상 등의 측면에서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정액을 채취하는 작업환경, 비위

생적인 제조환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제품정액 내

세균오염이 다발하고 있다[1]. 이러한 세균오염은 정자의 품질

저하, 생존기간 단축뿐 아니라 세균오염 정액이 자궁 내로 유

입되면 암퇘지의 생식기 질환, 수태율 저하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2].

인공수정을 위한 돼지정액 제품에서 주로 분리되는 세균으

로 외국에서는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spp., Bacillus spp.,

Staphylococcus spp., Klebsiella spp., Proteus spp., Enterobacter

spp., Citrobacter spp.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21, 22], 국내에서

는 Staphylococcus spp., Proteus spp., Bacillus spp., Pasteurella

spp., Acinetobacter spp., Serratia spp., E. coli 등의 보고와[18],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Elizabethkingia meningoseptica,

Sphingomonas paucimobilis, Myroides spp., Ochrobactrum an-

thropi 등의 보고가 있다[12]. 인공수정용 정액제품 내 세균오

염 원인은 종모돈의 질병감염과 같은 내부 요인보다 정액채취

및 제조환경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erratia marcescens는 토양, 물 등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

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돼지정액에 오염되는 주요 오염균으

로 알려져 있다[2, 10].

일반적으로 세균동정은 생화학적인 성상 차이에 근거한 동

정법과 특정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러나 생화학적인 성상에 의한 동정법은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 아니라 다른 균종들과의 감별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PCR

에 기초한 유전자 검출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Liu 등이

ERIC-PCR을 이용하여 S. marcescens의 역학 연구를 수행하였

으나[15], 현재까지 S. marcescens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PCR용 특정 primers는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S. marcescens는 그람음성 간균으로서 최근에는 폐렴, 패혈

증, 뇌수막염, 창상감염, 요로감염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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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ference strains used in this study

Genus Species Strain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lcaligenes
Bacteroides
Burkholderia
Citrobacter
Comamonas
Enterobacter
Klebsiella
Kocuria
Micrococcus
Ochrobactrum
Proteus
Pseudomonas
Pseudomonas
Stenotrophomonas
Serratia
Serratia
Serratia
Serratia
Serratia

johnsonii
haemolyticus
junii
lwoffii

xylosoxidans
fragilis
cepacia
freundii
testosteroni
cloacae
pneumoniae
rosea
luteus
anthropi
mirabilis
fluorescens
putida
maltophilia
marcescens
liquefaciens
odorifera
plymuthica
rubidaea

ATCC1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ATCC

KCTC2

KCTC

17909

17906

17908

15309

15173

25285

25416

8090

11996

13047

13883

186

4698

49188

29906

13525

12633

13637

13880

27592

33077

2924

2927
1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2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Table 2. Nucleotide sequences of primers developed in this study

Primer Nucleotide sequences (5' to 3') GenBank no. Product size (bp)

luxS-F

luxS-R

GAAAACGCCTCATGGCGATA

TGGTACTCGTTCAGCTCAGG
EF164926 306

감염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11, 19], aminoglycosides와 β-

lactams계열의 항생제에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다[7].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S. marcescens에 특

이적인 PCR기법을 개발하고, 아울러 국내 돼지정액 유래주의

항생제 감수성 양상, 최소생육억제농도, 최소살균농도 등을

조사하여 정액 희석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효 항생제를 선

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Serratia marcescens 분리법

국내 인공수정센터에서 생산된 돼지 원정액 100 μl를 5%

sheep blood agar plate (Asan pharmaceutical, Korea)와

MacConkey agar (Difco, USA)에 접종하여 37℃, 18∼24시간,

호기 배양하였다. 비용혈성이며 lactose 음성인 유사 집락을

순수분리하여 VITEK 2 Compact (bioMérieux, France)로 분리

균주의 동정을 실시하였다.

사용균주 및 primers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돼지정액에서 분리빈도가 높다고

보고된 균종과(Table 1) 국내 돼지정액에서 분리된 S. marces-

cens를 사용하였다. Zhu 등은 luxS 유전자를 이용하여 Serratia

에 대한 genus- specific PCR 기법을 보고한 바 있다[23]. 본

실험에서는 Serratia marcescens에 대한 species-specific PCR을

개발하기 위하여 quorum-sensing gene으로 알려진 luxS 유전

자를 대상으로 primers를 제작하였으며, 그 염기서열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DNA 추출 및 PCR 조건

면양혈액배지에서 24∼48시간 배양된 균을 QIAamp DNA

Mini Kit (Qiagen, USA)로 DNA를 추출하여 template DNA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PCR은 Maxime PCR PreMix Kit

(Intro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10 pmoles/μl로 희석된 for-

ward, reverse primers (Table 2) 각각 1 μl와 template DNA

용액 1 μl를 첨가한 후 멸균증류수로 최종 20 μl 되도록 조정하

여 Thermal Cycler (Bio-Rad, USA)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

였다. 반응조건은 initial denaturation (94℃, 5분) 후, denatu-

ration (94℃, 30 초), annealing (56℃, 30 초), extension (72℃,

30 초)을 30회 반복하고, final extension (72℃, 5 분)을 실시하

였다. PCR 증폭산물은 1.5% agarose gel, 145 V, 45분 전기영동

하여 특이 유전자 증폭유무를 관찰하였다.

PCR 특이도 및 민감도 검사

S. marcescens ATCC 13880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에서 분리

보고된 19종의 표준균주를 개발된 PCR기법에 적용하여 특이

도를 관찰하였으며, 5종의 Serratia spp.를 사용하여 종간 교차

반응 유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개발 PCR기법이 국내 돼지정

액에서 분리된 S. marcescens에 적용이 가능한 지 알아보기 위

하여 돼지정액 유래의 S. marcescens 분리균주 6주를 PCR에

적용하였다.

민감도 측정은 순수 배양된 S. marcescens ATCC 13880을

QIAamp DNA Mini Kit로 DNA를 추출하여 50 ng/μl로 조정

한 후 이를 멸균 증류수로 5 fg/μl까지 10진 단계희석하여 개

발 PCR기법의 검출민감도를 조사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

국내 돼지정액에서 분리된 S. marcescens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Bauer 등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4]. 간략히 설명하

면, 신선하게 배양된 S. marcescens를 멸균 PBS (Difco, US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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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ificity test of PCR for the detection of Serratia marcescens. The PCR products were analyzed by 1.5% agarose gel electro-

phoresis followed by ethidium bromide staining. Lane 1; Acinetobacter johnsonii ATCC 17909, 2; Acinetobacter haemolyticus
ATCC 17906, 3; Acinetobacter junii ATCC 17908, 4; Acinetobacter lwoffii ATCC 15309, 5; Alcaligenus xylosoxidans ATCC 15173,

6; Bacteroides fragilis ATCC 25285, 7; Burkholderia cepacia ATCC 25416, 8; Citrobacter freundii ATCC 8090, 9; Comamonas testosteroni
ATCC 11996, 10; Enterobacter cloacae ATCC 13047, 11; Klebsiella pneumoniae ATCC 13883, 12; Kocuria rosea ATCC 186, 13;

Micrococcus luteus ATCC 4698, 14 ; Ochrobactrum anthropi ATCC 49188, 15; Proteus mirabilis ATCC 29906, 16; Pseudomonas
fluorescens ATCC 13525, 17; Pseudomonas putida ATCC 12633, 18;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ATCC 13637, 19; Serratia marcescens
ATCC 13880, N; negative control, M; 100 bp DNA ladder.

부유시킨 후 McFarland 탁도계로 0.6∼0.9되도록 조절하여

Mueller Hinton Agar (Difco, USA)에 도말하였다. 15분 이내

에 항생제 디스크를 배지 위에 배치한 후 37℃, 24시간 배양하

여 억제환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항생제(농도)는 총 12종으로

서 ampicillin (10 μg), bacitracin (10 μg), colistin (10 μg), gen-

tamicin (10 μg), neomycin (30 μg), penicillin (10 μg)(이상 6종;

BD, USA)과 apramycin (15 μg), ceftiofur (30 μg), enro-

floxacin (5 μg), florfenicol (30 μg), oxytetracycline (30 μg),

spectinomycin (100 μg)(이상 6종; Oxoid, UK)을 사용하였다.

감수성 유무는 제조사의 판독 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최소생육억제농도(MIC)와 최소살균농도(MBC) 측정

항생제에 대한 MIC 측정은 CLSI guideline에 따라 micro-

broth dilution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6]. 배양균액

을 McFarland No. 0.5∼0.6으로 조절한 후 Mueller Hinton

broth로 다시 1:100 (v/v) 희석하였다. 희석된 배양균액은 항

생제가 단계희석된 96 well microplate (SPL, Korea)에 동량

접종하여 37℃, 24시간 배양하였다. 사용한 항생제 및 농도

범위는 spectinomycin (1∼1,024 µg/ml), apramycin (0.5∼

512 µg/ml), colistin, florfenicol, neomycin (0.25∼256 µg/ml),

bacitracin, gentamicin (0.13∼128 µg/ml), ampicillin, ceftio-

fur, enrofloxacin, penicillin (0.06∼64 µg/ml), oxytetracyclin

(0.03∼32 µg/ml)이었다.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growth

control을 설정하였으며, MIC 판독은 배양액이 생육하지 않은

농도 중 항생제가 최소 첨가된 농도로 결정하였으며, 대조균

주로 E. coli ATCC 25922를 사용하였다.

한편, MBC 측정은 확인된 MIC 농도를 포함하여 균 생육이

억제된 배양액을 면양혈액배지에 접종하여 37℃, 24시간 배양

한 후 면양혈액배지에서 접종액의 균 생육이 나타나지 않는

최소농도로 판정하였다[14].

결 과

PCR의 특이도 및 민감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PCR 기법의 특이도를 확인한 결과, S.

marcescens ATCC 13880에서만 306 bp의 특이 유전자 증폭산

물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돼지정액에서 많이 분리되는

Pseudomonas spp.를 비롯한 18균종에서는 전혀 유전자 증폭산

물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1). 또한 검사한 Serratia spp. 5종에

대해서도 S. marcescens를 제외한 나머지 4종(S. liquefaciens, S.

odorifera, S. plymuthica, S. rubidaea)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

다(Fig. 2). 한편 국내 돼지정액에서 분리된 6주의 S. marcescens

에서 특이 유전자 증폭산물이 확인되어(Fig. 3), 본 연구에서

개발한 PCR 기법이 S. marcescens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 PCR 기법의 민감도를 확인한 결과, S. marcescens에서

추출한 DNA 용액 50 pg/μl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Fig. 4).

항생제 감수성 검사

국내 돼지정액에서 분리된 S. marcescens를 대상으로 항생

제 디스크로 감수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gentamicin (100%),

ceftiofur (83.3%), florfenicol (83.3%), neomycin (83.3%)에서

는 높은 감수성을 나타냈으며, apramycin (66.7%), enro-

floxacin (66.7%), oxytetracycline (50.0%), spectin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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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CR results of specific detection with Serratia
marcescens among the tested Serratia species.

Lane 1; Serratia liquefaciens ATCC 27592, 2;

Serratia odorifera ATCC 33077, 3; Serratia ply-
muthica KCTC 2924, 4; Serratia rubidaea KCTC

2927, 5; Serratia marcescens ATCC 13880, N;

negative control, M; 100 bp DNA ladder

Fig. 3. PCR results for the detection of Serratia marces-
cens isolated from boar semen using luxS
primers. Lane 1 to 6; Serratia marcescens field

isolates. 7; Serratia marcescens ATCC 13880, N;

negative control, M; 100 bp DNA ladder.

Fig. 4. Sensitivity of PCR using 10-fold dilution of

DNA solution with Serratia marcescens. Detection

limit of the PCR was 50 pg/μl. Lane 1 to 8;

10-fold diluted DNA solution from 50 ng/μl

to 5 fg/μl, respectively. M; 100 bp DNA

ladder.

(50.0%), colistin (33.3%) 순으로 감수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ampicillin, bacitracin, penicillin에서는 모든 분리균주가

100% 내성율을 나타내었다(Table 3).

MIC 및 MBC

돼지정액 유래 S. marcescens의 항생제 MIC를 조사한 결과,

bacitracin, colistin, oxytetracycline, penicillin의 경우 사용된

항생제 농도범위 중 최고농도에서도 균이 생육하였으며, flor-

fenicol과 spectinomycin의 MIC50은 각각 64 µg/ml와 16

µg/ml로 나타났다. 한편 apramycin과 ampicillin의 MIC50은

각각 16 µg/ml과 32 µg/ml이었으며, ceftiofur, enrofloxacin,

gentamicin, neomycin의 MIC50는 각각 2 µg/ml, 1 µg/ml, 4

µg/ml, 2 µg/ml로 나타났다(Table 4).

검사한 대부분의 항생제에서 MIC와 MBC의 결과가 유사하

였으며, bacitracin, colistin, florfenicol, oxytetracycline, pen-

icillin, spectinomycin의 경우에는 사용한 최고 농도의 항생제

에서도 분리주가 살균되지 않았다. 한편 gentamicin, neo-

mycin, spectinomycin의 MBC90은 MIC90보다 2~3단계 높은

항생제 농도에서 분리주가 살균되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돼지정액에 빈번히 오염되지만 PCR진단법

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S. marcescens에 대한 PCR 진단법을

개발하였고, 돼지정액 희석제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항생

제 감수성, MIC 및 MBC실험을 통하여 유효 항생제 농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luxS유전자를 이용한 개발 PCR 기법은 돼지정액 내 오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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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results of Serratia marcescens
(n=6) isolated from boar semen in Korea by disk dif-

fusion method

Antimicrobial agent No. of susceptible isolates (%)

Ampicillin

Apramycin

Bacitracin

Ceftiofur

Colistin

Enrofloxacin

Florfenicol

Gentamicin

Neomycin

Oxytetracycline

Penicillin

Spectinomycin

0

4 (66.7)

0

5 (83.3)

2 (33.3)

4 (66.7)

5 (83.3)

6 (100)

5 (83.3)

3 (50.0)

0

3 (50.0)

Table 4. MIC and MBC results of Serratia marcescens isolated

from boar semen

Antimicrobial

agent

Range

(µg/ml)

MIC MBC

50% 90% 50% 90%

Ampicillin

Apramycin

Bacitracin

Ceftiofur

Colistin

Enrofloxacin

Florfenicol

Gentamicin

Neomycin

Oxytetracycline

Penicillin

Spectinomycin

6–64

0.5–512

0.13–128

0.06–64

0.25–256

0.06–64

0.25–256

0.13–128

0.25–256

0.03–32

0.06–64

1–1024

32

16

>128

2

>256

1

64

4

2

>32

>64

16

32

32

>128

8

>256

8

128

8

16

>32

>64

256

32

16

>128

4

>256

1

>256

4

4

>32

>64

16

32

32

>128

8

>256

8

>256

32

128

>32

>64

>1024

도가 높은 균종들에 대해서 유전자 증폭산물을 형성하지 않았

으며 S. marcescens만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한편 개발

PCR 기법은 S. marcescens DNA를 50 pg/μl까지 검출이 가능

하였다. S. marcescens의 역학연구를 위하여 RAPD, ERIC-PCR,

REP-PCR 등이 이용되었고[20], Patton 등은 환자에서 분리한

62주의 S. marcescens 분석을 위하여 RAPD, REP-PCR 등을

활용하였다[17]. 한편 Zhu 등은 pfs와 luxS유전자를 이용하여

Serratia spp.에 대한 PCR 기법을 보고하였지만[23], S. marces-

cens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PCR기법은 돼지정액의

주요 오염세균 중 하나인 S. marcescens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염세균에 의한 돼지정액의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석제에는 spectinomycin, gentamicin, neomycin, ampi-

cillin, enrofloxacin 등 다양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1, 3].

그러나 S. marcescens에 대해서 plasmid 매개성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s뿐 아니라 다양한 내성기전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5, 9, 16].

Cooksey 등은 병원에서 분리한 S. marcescens를 이용하여

감수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gentamicin, nalidixic acid, chlor-

amphenicol, sulfisoxazole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감수성을,

반면에 cephalothin, ampicillin, tetracycline에서는 90% 이상

의 내성을 보고하였다[7]. 한편 Kim은 병원 유래 S. marcescens

는 cephalothin, sulfamethoxazole, ampicillin, tetracycline에

서 90% 이상의 내성율을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돼지정액에서 분리된 S. marcescens를 대상으로 12종의 수용성

항생제로 감수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gentamicin, ceftiofur,

florfenicol, neomycin에서 80% 이상의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

었으며(Table 3), 이러한 결과는 gentamicin에 감수성이 높다

는 Cooksey 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7].

Sone 등은 돼지정액에서 분리한 11종의 세균으로 MIC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dibekacin, amikacin, gentamicin (MIC,

<6.25 µg/ml)이 검사한 다른 항생제에 비하여 효과가 우수하

다고 보고하였다[21]. 그러나 Shin은 환자 유래주를 대상으로

MIC를 측정한 결과, amikacin과 gentamicin의 MIC가 512

µg/ml 이상이었으며[20], Fritsche 등은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 9종으로 S. marcescens에 대한 MIC를 측정한 결과,

apramycin과 neomycin을 제외하고 나머지 7종의 MIC가 128

µg/ml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8].

본 연구에서는 돼지정액 유래 S. marcescens의 MIC를 조사

한 결과, gentamicin의 MIC50과 MIC90은 각각 4 µg/ml과 8

µg/ml이었는데(Table 4), 이는 gentamicin이 S. marcescens에

유효하다는 Sone 등[21]의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Fritsche 등

[8], Shin [20]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검사

균주의 분리재료, 축종, 국가별 항생제 사용현황 등에 따라

내성률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돼지 정

액제품에서 분리된 세균의 항생제 내성율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돼지 정액 희석제용으로 적합한 항생제 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생제는 다양한 작용기전으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지

만 과용량 사용 시에는 오히려 숙주세포변성을 초래할 수 있

다.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물세포주

(vero cell)를 이용하여 사용한 항생제의 세포변성 유무를 조사

하였는데, 검사한 항생제 12종(Table 4)을 최고농도로 동물세

포주 적용하여도 세포변성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PCR기법을 사용하면 돼지정액에 빈번

히 오염되는 S. marcescens를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한편, MIC 시험으로 선발된 ceftiofur, enro-

floxacin, gentamicin은 희석액 ml당 8 µg을 첨가하여 사용하

는 것이 권장되며, neomycin은 희석액 ml당 16 µg이 권장되었

다. 이러한 항생제는 국내 돼지정액의 주요 오염세균인 S.

marcescens 관리에 적합한 희석제용 항생제로 판단되며,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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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액 공급으로 돼지 번식효율 상승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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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Serratia marcescens 검출을 위한 PCR 기법 개발 및 돼지정액 유래균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양상

정지아
1
․김애란

1
․서병주

1
․정석찬

1
․김인철

2
․정기화

3
․정병열

1
*

(1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2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3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돼지 원정액의 채취나 희석정액의 제조과정 중 세균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자활력의 감소뿐 아니라

모돈의 수태율 저하 등을 유발한다. 특히 Serratia marcescens는 환경에 널리 존재하며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정액에

많이 분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 marcescens의 신속한 동정을 위하여 PCR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돼지정

액 유래 S. marcescens을 이용하여 최소생육억제농도(MIC) 등을 조사하고 유효 항생제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개발

PCR 기법은 S. marcescens에서만 306 bp의 특이 유전자 증폭산물을 형성하였으며, 기타 돼지정액에서 분리 보고된

균주나 Serratia 속균에서는 유전자 증폭 산물이 형성되지 않아 특이성이 인정되었다. PCR 기법의 민감도는 S.

marcescens에서 추출된 DNA 50 pg/μl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 디스크확산법에 의한 국내 돼지정액 유래 S. mar-

cescens의 항생제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gentamicin, ceftiofur, neomycin 등에서 80% 이상의 높은 감수성을 보였

다. 한편 ceftiofur, enrofloxacin, gentamicin, neomycin의 MIC90는 각각 8, 8, 8, 16 µg/ml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

된 PCR 기법은 S. marcescens를 동정하는 유용한 방법이며, gentamicin 등 선발된 항생제는 S. marcescens에 의한

정액 내 세균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희석제용 항생제로 추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