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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은 분리 균주가 진짜 병원균인

는 서서히 일어나고 생물체 간의 염기서열의 차이는 서로 분화된

지, 단순한 colonizer인지를 결정하고, 항생제의 선택과 치료 기간

시간과 비례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는 중립적 진화(neutral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감염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evolution)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 내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따라서 임상미생물학자들은 환자에게서 분리한 미생물 균주를 정

역할을 하는 housekeeping 유전자에도 적용되는 성질이다. 따라

확하게 동정하고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서 이러한 유전자는 항생제 내성 또는 독성 등의 균주 특이적인

전통적으로 생물의 분류는 표현형, 특히 형태적 특성의 유사성
과 상이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표현형에 기초한 객

특성과는 달리, 세균의 분류 또는 동정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관적 분류는 표현형 자체의 변이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미생물의

하지만, 16S rRNA 유전자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변이 속도를

경우는 분류에 이용할 수 있는 표현형이 부족하고 수렴진화

갖는 것은 아니다. 16S rRNA 유전자는 약 1,550 bp의 길이를 가지

(convergent evolution)가 너무 흔하다는 문제가 있다. 생화학적

고 있고 변이 부위와 보존 부위가 번갈아 나타난다. 보존 부위가

특성을 이용한 동정 및 분류의 경우, 임상미생물 실험실에서 많이

연관 관계가 먼, 생명체 분화 초기의 분류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쓰이고 있지만, 동일한 종 내에서의 변이뿐만 아니라 외부 조건에

변이 부위는 종(species) 사이의 비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른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늘 정확한 동정 및 분류가 가능하지

그리고 PCR 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automated DNA sequencing의

않다. 더군다나 표현형에 기초한 방법은 순수 배양의 경우에만 가

일반화로 엄청난 양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의 축적이 가능

능하고 또한 드문 미생물이거나 불명확한 profile을 갖는 세균의

해졌다. 가장 큰 database라 할 수 있는 GenBank에는 약 2천만

경우에는 표현형에 기초한 방법으로 제대로 동정할 수 없다. 또한

개 이상의 염기서열이 등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9,000개 이상이

성장 속도가 느린 세균의 경우에는 세균 배양에 기초한 이러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다. 따라서 미지의 균주의 16S rRNA

방법으로 신속한 동정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염기서열을 이용

염기서열과 비교할 수 있는 염기서열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하여 미생물, 특히 세균을 동정하는 방법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세균 동정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균의 경우에는 새로운 종을

줄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특히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기술하고 발표할 때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필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제시해야 하고 public database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에 대해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16S rRNA 유전자의 유용성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세균 종 동정
1980년대 Carl Woese 등은 당시에 가장 최신의 기법이었던
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세균의 16S rRNA 유전자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계통분류학 연구에 이용하였다. 이후 세균

로는 동정이 어려운 균주를 동정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기존의

분류 및 동정에 있어서 16S rRNA 유전자는 아주 이상적인 분자로

방법으로 동정이 어려웠던 균주를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인정받아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용하여 정확하게 동정하는 것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이뤄지도

우선 16S rRNA 유전자는 모든 세균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론적

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균에 의한 역학과 병원균으로서의

으로 모든 세균 사이의 연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있다. 그리고 16S rRNA 유전자가 분자 시계(molecular clock)로

viridans streptococci에 속하는 어떤 종은 다른 균종에 비해 심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16S rRNA 유전자는 세포 기능에 있어서

막염(endocarditis)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표현형에 기초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전자 내의 변이

한 방법에 의해서 이들 viridans streptococci의 균종을 정확하게

미동정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동정 Vol.40, Suppl.2, 2008

S 121

동정하기 어렵고 잘못 동정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혈액에서 분

으로부터 발견되어 보고되었다. 새로운 종의 기준으로는 과거에는

리한 viridans streptococci 균주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유사도가 97% 이하인 경우 DNA‐DNA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16S rR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종 수준에

association 값이 70%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종으로 인정하였

서 동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종들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

으나, 최근에는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유사도가 99% 이하만

분명해졌다(Clarridge et al., 2001).

되어도 새로운 종으로서 추가 실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임상미생물 실험실에서 드물게 분리되는 균종 또는 표현

(Stackebrandt & Ebers, 2006).

형이 비정상적인 세균을 잘못 동정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기존의 임상미생물 실험실에서 동정 방법을 통하여 동정이 되

Drancout 등(2000)이 생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동정 방법

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균주를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동정하

으로 동정하지 못한 균주들을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

는 과정에서 우리는 epidermal cyst의 purulent exudate로부터

하여 동정한 결과 80%는 기존에 기술된 종에 해당하였고, 10%는

Bordetella ansorpii, neonatal sepsis환자로부터 Bacillus infantis

기존 속에 포함되는 새로운 종, 나머지 10%는 완전히 새로운 분류

와 Bacillus idriensis, 발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Microbacterium

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그리고 Bosshard 등(2003)

pyrexiae, 역시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Paeni-

은 호기성 그람 양성 간균의 경우 일부만이 정확하게 동정되고

bacillus konsidensis, cervical lymphadenitis 환자로부터 Erwinia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경우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신종 등을 동정하여 발표하였다 (Ko et al., 2005; Ko et al., 2006;

이용하였을 때 이 균주들을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Ko et al., 2007; Ko et al., 2008; Shin et al., 2008).

따라서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임상미생물 실험실에서 드
문 세균이나 불분명한 특징을 가진 세균을 동정하는 데 유용하게

비배양 세균(noncultured bacteria)의 동정

쓰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세균 동정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한 일상적인 동정
(routine identification)

는 경우 중 하나가 배양할 수 없는 세균을 동정하는 것이다. 지금
까지 세균 동정을 위해서는 배양이 필수적이었다. 여전히 세균 배
양은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배양할 수 없는 세균에

일반적으로 16S rRNA 유전자 sequencing을 통한 세균 동정은

대한 동정 문제는 쉽지 않는 문제이다.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하거

전통적인 방법 또는 상업적인 키트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서 동정

나 면역학적인 방법이 배양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률이 높다. 세균의 종류나 종 동정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16S

왔지만,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방법, 특히 16S rRNA 유전자를

rRNA 유전자 sequencing을 이용한 동정 방법은 62%에서 92%의

비롯한 다양한 유전자의 증폭과 염기서열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동정 성공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16S rRNA 유전자 sequencing을

개발되었다. 역사적으로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용한

일상적인 동정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

감염 세균 동정의 가장 극적인 예는 Whipple's disease의 원인균

한 database와 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

발견이다. 1907년 처음으로 이 질병이 기술된 이래 이 질병을 일

된 동정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것이 MicroSeq 500 microbial

으키는 원인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identification system과 RIDOM (Ribosomal Differentiation of

초반 직접 환자의 샘플로부터 16S rRNA 유전자를 증폭하고 se-

Microorganisms), RNA Database Project (RDP‐II) 등이 있다.

quencing하여 Trepheryma whippeli가 원인균임을 밝혀낼 수 있
었다(Wilson et al., 1991; Relman et al., 1992).

신종(novel species)의 발견

이 밖에 염기서열을 이용한 비배양 세균의 동정이 특히 유용한
경우 중 하나는 배양‐음성 심내막염(culture‐negative endocar-

16S rRNA 유전자 sequencing을 통해 세균을 동정하는 과정에

ditis)이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경우 1/3이상이 배양이 되지 않는

서 기존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신종(novel species) 후보 균주들

다. 이 경우 진단은 임상적인 특성과 초음파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표현형의 특징들,

이 경우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하면 유용한 진단방법으로 활용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DNA hybridization 결과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항생제를 미리 처방하여 세균이 배양되지 않는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고 기술해야만 하지만, 최초에 새로운 종으

경우, 잘못된 방법으로 세균 배양을 시도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 16S rRNA 유전자 염기서

배양하기 힘든 세균(fastidious bacteria)의 경우 PCR과 sequenc-

열을 이용하여 세균 동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이다. Woo 등

ing을 이용하여 세균을 동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8)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7년 간 215개의 신종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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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의 한계

를 통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병원균이 발견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임상미생물 실험실에서 세균 동정을 위한 16S rRNA 유전자 염

이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

기서열 이용은한 동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

하고 많은 정보를 포함한 database가 필요하고, 아직은 종을 동정

가 존재한다. 첫째로는 16S rRNA의 염기서열로는 구분이 되지 않

하는 기준 및 각 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는 세균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분명히 다른 종

나아가서 이를 표준화하여 보다 더 쉽게 종을 동정하는 데 이용할

(species)로 구분되지만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의해서는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의 예로는, Bacillus

anthracis‐B. cereus‐B. thuringiensis, E. coli‐Salmonell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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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gella spp., Streptococcus pneumoniae‐S. mitis‐S. oralis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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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문제점은 종 동정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체로
97%의 유사도(최근에는 99%)가 DNA‐DNA hybridization 결과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종을 정의하는 데 이용되지
만, 0.5%의 상이성만 가져도 신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
다. 하지만 세균은 각 종별로 염기서열의 변화 속도가 다르고 서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cut‐off를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 별로 서로 다른 기준
을 쓰고, 또 세균 group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16S rRNA 유전자나 다른 housekeeping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
용하여 종을 동정하는 데는 일정한 경험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세균에는 종 내 변이(intraspecies variation)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경험이 없는 이가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동정하는 경우 잘못된 동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

론

16S rRNA 유전자를 비롯한 여러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용하
여 미동정 세균을 동정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을 보완할 뿐만 아니
라 더 정확한 동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 또
한 배양하기 힘든 세균이나 배양할 수 없는 세균에 대해서도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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