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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염비브리오균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 

단백질의 숙주세포사멸에 있어서의 역할 

 

 

지도교수 박 순 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종 웅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은 호염성 그람 

음성균으로 해수나 해산물에 서식하며, 인체감염이 일어난 경우 

급성 식중독 및 장염을 일으킨다. 장염비브리오균은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라는 독력인자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TDH는 혈액배지에서 hemolysis를 일으키며, 이는 카나가와 

현상(Kanagawa phenomenon; KP)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완벽하게 

밝혀진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종에 대한 유전체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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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조사 결과, TDH는 두 개의 tdh 유전자인 tdhA와 tdhS에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TDH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tdhA와 tdhS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제작하였다.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과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이용하여 

비교실험한 결과,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의 

hemolytic 활성도가 대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ep-2 

세포에 장염비브리오균을 처리하여 시간의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에 

비해 전체적인 시간대에서 현저히 낮은 세포독성능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장염비브리오균이 세포독성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 

있어서 caspase가 관여되어있지 않음을 pan-caspase inhibitor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나아가 장염비브리오균 의해 

유도되는 HEp-2 세포 사멸과정은 apoptosis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annexin V staining을 이용하여 볼 수 있었으며, 이 중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처리한 경우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에 비해 30%정도 낮아진 수준의 apoptosis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마우스 모델을 통해 

장염비브리오균의 병원성을 살펴보았을 때 야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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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비브리오균은 15시간 이내에 100%의 치사율을 보인 반면,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25시간이 지난 후에도 

25%의 치사율만을 보였다. 앞선 실험과정에서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뿐만 아니라 tdhA 돌연변이 및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도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에 비해 세포독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두 tdh 유전자 promoter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TDH는 주로 tdhA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장염비브리오균 TDH는 세포독성에 관련한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도를 나타내며, 장염비브리오균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성 인자라고 여겨진다. 

 

 

 

 

                                                                       

핵심되는 말 :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 세포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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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은 호염성 그람 음성 

세균으로 근해의 해수에서 어선의 표면에 부착하여 패류 등 숙주 

생물체에 부착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미생물은 날 것 또는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통해 인체에 섭취되거나,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오염된 

해수에 상처 난 피부가 노출되어 인체에 감염된다.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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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해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어패류 생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설사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1,2,3.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의 병리학적 특징은 구토, 

복통, 발열, 오한, 설사 변으로4,5,6,7,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착성 병원균의 일부 병원성인자, 

세포외 효소 및 독소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8. 

임상환자에게서 분리된 대부분의 장염비브리오균은 혈액배지인 

Wagatsuma 배지에서 베타 타입의 hemolysis를 나타내는데, 이런 

특징을 카나가와 현상(Kanagawa phenomenon; KP)이라고 하며 

질병을 일으키는 종을 분리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9,10. 

대조적으로 자연환경에서 분리한 장염비브리오균에서는 단지 

1~2%만이 이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11.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카나가와 현상은 이 미생물이 생성하는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12. TDH는 

장질환 임상환자에게서 분리된 다른 비브리오균들, 즉 Vibrio 

hollisae, Vibrio cholerae non-O1, Vibrio mimicus 등에서 

생성되는 hemolysis 원인 독력인자들과 유사성이 있으며, 이 

독력인자들은 여러 비브리오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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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3,14,15.  

TDH는 16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로 생체 내 

환경에서 tetrameric structure를 이루는 특징이 있으며 100℃의 

온도에서 10분 동안 열을 가해도 활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또한 TDH는 인체 혈액세포에 pore를 형성하여 

short circuit current를 증가시키고 장 상피세포의 염소(Cl-) 

분비를 촉진하고, 더불어 intracellular의 칼슘(Ca2+)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8.  

이전 연구를 통해 TDH를 생성하는 종 중 하나인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종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19. 최근 microarray를 이용한 게놈분석 결과, KP 양성 

병원성 세균에서만 80-kb pathogenicity island (Vp-PAI)라 불리는 

유전자 군을 chromosome Ⅱ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20,21. 

Vp-PAI 지역에는 TDH를 생성하는 두 개의 tdh 유전자인, tdhA와 

tdhS가 위치하고 있으며22, 이 두 개의 유전자들은 nucleotide 

서열이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97% identity)23. 또한 Vp-PAI 

지역에는 enterotoxicity와 관련된 type III secretion system 

관련 유전자군도 포함하고 있어24, 이 지역의 유전자들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6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조절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미생물 단백질 분비체계 중 하나인 type III secretion system 

(T3SS)은 Yersinia spp., Pseudomonas aeruginosa, Salmonella 

spp., Shigella spp., enteropathogenic 그리고 

enterohaemorrhagic Escheichia coli 등을  비롯한 많은 그람 음성 

병원성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작이다25. T3SS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단백질 분비체계의 구성원, 전달자, 그리고 숙주 

내로 투입되어 작용을 하는 effector로 구성되어 있다. 분비기관은 

그람 음성 미생물의 표면에 주입복합체로 형성되며, 전달자는 

바늘같이 생긴 구조로 effector들이 숙주세포 내로 들어갈 때 

숙주의 원형질막 또는 세포질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분비기관을 만드는 유전자들은 여러 미생물들에서 공통적인 구조로 

존재하는 반면, effector를 만드는 유전자들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26. 

장염비브리오균의 T3SS는 chromosome 1과 2에 각각 존재하는 

2세트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mosome 1에 의해 

만들어지는 T3SS1은 장염비브리오균의 모든 종에서 발견 되었지만 

chromosome 2에 의해 만들어지는 T3SS2는 오직 KP-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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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19. T3SS1은 Yersinia의 Ysc 

secretion system 와 그리고 T3SS2는 Salmonella 와 Shigella의 

Inv-Mxi-Spa secretion system 과 유사함을 보였다. Ysc secretion 

system은 전형적으로 cytotoxicity에 관련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Inv-Mxi-Spa secretion system은 숙주세포 내로 병원균이 

침입하는데 기여한다고 여겨져 왔다26. 장염비브리오균의 T3SS1은 

caspase와는 무관하게 숙주세포의 막에서 구멍을 형성하고 세포질 

내에서 액포를 만들어 세포를 부풀림으로써 세포사멸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27. 반면 장염비브리오균의 T3SS2는 장내에서 fluid 

accumulation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24. Effector의 분비는 주로 

숙주세포와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지만 적절한 성장 조건에서 

활발히 자라나는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25. 

장염비브리오균에서도 다른 미생물에서 수행된 분비체계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게 성장배지를 조절함으로써 T3SS의 분비체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에 의해 분비되는 effector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염비브리오균의 독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병원성을 일으키는 주요인자인 TDH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tdh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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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비브리오균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세포사멸에 있어서 TDH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체 신호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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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사용 균주, plasmids 및 미생물 배양 

대장균(Escherichia coli) DH5α는 plasmid DNA 준비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고, 대장균 SM10λpir는 

장염비브리오균과의 conjugation에 사용되었다. 대장균은 Luria 

Bertani broth (LB: 1.0% tryptone, 0.5% yeast extract, 1.0% 

sodium chloride) 또는 LB plate (1.5% agar wt/vol)에 접종 후 

37℃ 배양기에서 aeration하며 배양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RIMD 

2210633 ATCC BAA-238는 LBS (1.0% tryptone, 0.5% yeast extract, 

3.0% sodium chloride) 또는 LBS plate (1.5% agar wt/vol)를 

이용하여 접종 후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균주들과 plasmid들은 표1에 명시하였다. 대장균 배양에 사용된 

항생제는 다음과 같은 농도로 사용하였다: ampicillin, 100 ㎍/㎖; 

tetracycline, 10 ㎍/㎖; chloramphenicol, 25 ㎍/㎖. 

장염비브리오균의 배양에 사용된 항생제는 다음과 같은 농도로 

사용하였다: tetracycline, 5 ㎍/㎖; chloramphenicol, 2 ㎍/㎖. 

배지의 구성물은 Difco(Franklin Lake, NJ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화학물질과 항생제는 Sigma(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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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cterial strains and plasmid used in this study 

Strain/plasmid Description Reference 

Bacteria strains   

Vibrio parahaemolyticus   

RIMD2210633 KP positive, serotype O3:K6 ATCC 

    
ΔtdhA

 tdhA mutant derived from RIMD2210633
 

This study 

ΔtdhS tdhS mutant derived from RIMD2210633 This study 

ΔtdhAS tdhA-tdhS double mutant derived from 

RIMD2210633 

This study 

Escherichia coli   

DH5α supE44 ΔlacU169 (Φ80 lacZ ΔM15) hsdR17 recA1 

endA1 gyrA96 thi-1 relA1 

Invitrogen 

BL21 (DE3) E.coli strain B F- dcm ompT hsdS (rB-mB-) 

galλ(DE3) 

Invitrogen 

SM10λpir thi thr leu tonA layc supE recA ::RP-4-2c :: Muλpir, 

oriT of RP4, conjugational donor; Kmr 

28 

Plasmids   

pBluescript SK II(+) Cloning vector;ori, oriF1, lacZ; Apr Strata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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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KtdhAup 
pBluescript SK II(+) with 715 bp upstream region of 

tdhA; Apr

 

This study 

pSKtdhAdown 

pBluescript SK II(+) with 695 bp downstream region 

of tdhA; Apr

 

This study 

pSK∆tdhA 

pBluescript SK II(+) containing SacI and ApaI 

fragment of up + downstream region tdhA; Apr

 

This study 

pDM4∆tdhA pDM4 containing SacI and ApaI fragment of tdhA; Cmr This study 

pSKtdhSup 

pBluescript SK II(+) with 667 bp upstream region of  

tdhS; Apr

 

This study 

pSKtdhSdown 

pBluescript SK II(+) with 688 bp downstream region 

of tdhS; Apr

 

This study 

pSK∆tdhS 

pBluescript SK II(+) containing SacI and ApaI 

fragment of up + downstream region tdhS; Apr

 

This study 

pDM4∆tdhS pDM4 containing SacI and ApaI fragment of tdhS; Cmr This study 

pHK0011 pRK415 with promoterless luxAB; Tcr 29 

pLUXtdhA pHK0011, tdhA -luxAB transcriptional fusion; Tcr This study 

pLUXtdhS pHK0011, tdhS -luxAB transcriptional fusion; Tcr This study 

Ap, ampicillin; Cm, chloramphenicol; Km, kanamycin; Tc, tetracycline ; r, resistant 

 

 12



2. 세포주 배양 

사람의 암 세포주인 HEp-2 세포(ATCC Number: CCL-23)를 2 mM L-

glutamine, 100 ㎍/ penicillin G, 100 ㎍/㎖ streptomycin, 

그리고 10% FBS (Fetal bovine serum) 등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 BRL, Karsruhe, Germany) 

배지에서 무균 배양하였다. 세포주의 배양은 37oC, 5% CO2가 

존재하는 배양기에서 진행되었다. 

 

3.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제작 

tdhA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chromosomal DNA를 template로 primer VPA1314A(5'-

GATCGAGCTCTCCCCTAGCATCTTATTAAGTGCTCT-3': SacI site)와 

VPA1314B(5'-GATCCTGCAGTTTGCAAAATATCGGTACTTCATAAA-3': PstI 

site)를 사용하여 715-bp tdhA upstream DNA를 증폭하였다. 증폭된 

tdhA upstream DNA를 SacI 및 PstI으로 처리하여 pBluescript 

SKII(+)에 클로닝하여 pSKtdhAup을 얻었다. 또한 primer 

VPA1314C(5'-GATCCTGCAGTGAATGTAAACATCAACAATAA-3': PstI site)와 

VPA1314D(5'-GATCGGGCCCTGTTTACTCTGCTTCCACTGGCG-3': ApaI site)를 

이용하여 659-bp tdhA downstream DNA fragment를 증폭시켰다. t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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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DNA fragment를 PstI 과 ApaI 제한효소로 자른 후 

pSKtdhAup에 클로닝하여 pSK∆tdhA를 제조하였다. pSK∆tdhA를 제한효소 

SacI과 ApaI으로 잘라 1.4-kb DNA fragment를 얻은 후 이 DNA를 pDM4 

suicide vector29로 옮겨 pDM4∆tdhA를 제조하여 이를 대장균 

SM10λpir28에 transformation하였다.  

pDM4∆tdhA를 가진 대장균 SM10λpir를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와 LB배지에서 6시간 동안 conjugation 시킨 뒤, 이를 

chloramphenicol 2㎍/㎖을 포함한 thiosulfate citrate bile salts 

(TCBS) sucrose 배지에서 exconjugant를 골라내었다. 얻어진 colony를 

10% sucrose 배지에서 분리한 후, 장염비브리오균으로부터 

pDM4∆tdhA를 제거하는 curing 과정을 10회 정도 실시하면서 

장염비브리오균 colony를 얻었다. 얻어진 장염비브리오균에 

VPA1314A와 VPA1314D primer를 적용하여 장염비브리오균 

chromosome의 tdhA 유전자 근처 지역의 DNA를 PCR 방법으로 

증폭하고 그 크기를 확인하여 ∆tdhA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확인하였다.  

tdhS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서 장염비브리오균 

chromosomal DNA로부터 primer, VPA1378A(5'-

GATCGAGCTCAAGTAATGCCATCAACTGCC-3': SacI site)와 VPA137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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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CCTGCAGGAATGTAAACATCAACAATA-3': PstI site)를 사용하여 667-bp 

tdhS upstream DNA fragment를 얻었다, 얻어진 DNA를 SacI과 PstI 

제한효소로 자른 후 pBluescript SKII(+) plasmid에 킅로링하여 

pSKtdhSup을 제조하였다. Primer VPA1378C(5'-

GATCCTGCAGTGCAAAATATTGGTGTTTCA-3': PstI site) 와 VPA1378D(5'-

GATCGGGCCCTCGCAGTAGATACGAGTACG-3': ApaI site)를 이용한 PCR을 통해 

688-bp의 tdhS downstream DNA를 증폭하였다. 이를 PstI과 ApaI 

제한효소로 자른 후 pSKtdhSup에 클로링하여 pSK∆tdhS을 생성하였다. 

pSK∆tdhS의 1.4-kb SacI/ApaI DNA fragment를 pDM4 suicide vector로 

옮겨 를 생성하고, 이를 대장균 SM10λpir에 transformation하였다. 

이후 과정은 ∆tdhA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제작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tdhA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tdhA strain에서 tdhS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pDM4∆tdhS를 갖고 있는 대장균 

SM10λpir과 ∆tdhA 장염비브리오균을 conjugation하여 tdhS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4. 분비단백질 준비  

장염비브리오균의 분비단백질을 모으기 위해 장염비브리오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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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D2210633, ∆tdhA 돌연변이, ∆tdhS 돌연변이, 그리고 ∆tdhA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각각 LBS 배지에 접종한 후 37℃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균의 600 nm 흡광도가 0.8 

일 때, 장염비브리오균을 4℃에서 48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얻어진 배양상층액을 0.2-㎛-pore-

size의 membrane을 이용하여 필터링하였다. 상층액에 포함된 

분비단백질은 4℃에서 Centricon YM-10 (Milipore)를 이용하여 

농축하였고 농축한 분비단백질의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ki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Hemolytic 활성도 측정 

사람 적혈구를 Dulbecco’phosphate-buffered saline (D-PBS) 

용액으로 최종농도가 5%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tdhA 돌연변이, ∆tdhS 돌연변이, 그리고 ∆tdhA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LBS배지에 접종한 후 37℃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의 600 nm 흡광도가 2.5 일 

때, D-PBS로 흡광도가 0.9이 되도록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그 중 

80 l를 5% 적혈구 500 l와 섞어 37℃에서 5시간 동안 정치상태로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로 상층액을 얻었다. 얻어진 상층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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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깨진 적혈구로부터 방출된 

hemoglobin 양을 측정하였다. Hemolytic 활성도는 동일양의 

적혈구를 1% triton X-100와 반응하여 얻은 흡광도를 100으로 하여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의 분비단백질에 의한 hemolytic 활성도는 20 

㎍의 분비단백질을 장염비브리오균 대신 넣어주고 3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6. 세포주에 대한 cytotoxicity 측정  

1 X 105 HEp-2 세포를 24-well plate에 seeding한 후, 37℃/5% 

CO2 incubator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감염 

2시간 전에 HEp-2 세포를 serum-free DMEM에서 starvation시켰다.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tdhA 돌연변이, ∆tdhS 돌연변이, 

그리고 ∆tdhA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OD600 = 0.6 ~ 0.8로 

준비하였다. HEp-2 세포 수에 비해 세균을 multiplicity of 

infection(MOI)가 200이 되도록 well plate에 넣어준 뒤 각각 6, 

10, 12시간 동안 37℃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HEp-2 세포 

모양을 확인한 뒤, 상층액을 모아서 Cytotox96 nonradioactive 

cytotoxicity kit (Promega)를 이용하여 HEp-2 세포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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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된 lactate dehydrogenase (LDH) 양을 측정하였다.  

LDH가 방출된 값은 다음과 같은 식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표현되었다: [Optical density at 490 nm (OD490) of experimental 

release - OD490 of spontaneous release] / (OD490 of maximum 

release / OD490 of spontaneous release) X 100. Spontaneous 

release는 감염되지 않은 HEp-2 세포의 cytoplasm에서 방출된 LDH 

양이며 maximum release는 실험에 사용된 HEp-2 세포가 Triton X-

100에 의해 전부 lysis 됐을 때 방출되는 LDH 양이다. 

 

7. Apoptotic 세포의 측정  

4 X 105 HEp-2 세포를 12-well plate에 seeding한 후, 37℃/5% 

CO2 incubator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하였다. OD600 = 0.6 ~ 0.8로 

준비한 장염비브리오균을 MOI 50으로 HEp-2 세포에 넣어준 뒤 

6시간 동안 37℃ incubator에서 반응시켰다. HEp-2 세포를 D-PBS로 

세척하고, 0.025% trypsin/0.02% EDTA solution으로 처리하여 

plate로부터 떼어낸 후 1.5 ㎖ Eppendorf tube로 옮겼다. D-PBS에 

두 번 세척한 뒤 1 µg/ml annexin V FITC (BD)로 30분 37℃ 

incubator에서 반응시킨 후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로 세포사멸을 분석하였다. 시료 당 적어도 10,000 세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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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Scan (BD)에 의해 측정되었다. Positive control로써는 1 mM 

H2O2로 6시간 처리한 HEp-2 세포를 사용하였다. 

 

8. Cellular Luminescence의 측정 

Broad host range plasmid인 pRK415에서 파생된 pHK0011는 

promoterless luxAB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29.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chromosomal DNA로부터 primer VPA1314_LUX1(5'-

GATCGGTACCAATTCACGACGAATCGGAG-3': KpnI site)과 VPA1314_LUX2(5'-

GATCTCTAGAATATCGGTACTTCATAAA-3': XbaI site)를 이용하여 PCR 

방법으로 338-bp의 tdhA promoter DNA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DNA를 

KpnI, XbaI 제한효소로 처리한 후, pHK0011 plasmid에 클로닝하여 

tdhA promoter-luxAB fusion을 갖은 pLUXtdhA를 제작하였다.  

 Primer VPA1378_LUX1(5'-GATCGGTACCAGCTTACAGCTTGGTATGCC-3': 

KpnI site)과 VPA1378_LUX2(5'-GATCTCTAGAGTGTTTCATAAAAAACCCAT-3': 

XbaI site)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256-bp tdhS promoter DNA를 KpnI, 

XbaI으로 자른 후 pHK0011 plasmid에 클로닝하여 tdhS promoter-luxAB 

fusion을 갖고 있는 pLUXtdhS를 제작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에 pHK0011, pLUXtdhA, 그리고 

pLUXtdhS 각각을 conjugation 방식으로 넣어 tdhA, tdhS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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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양상을 luxAB 유전자 산물을 측정함으로써 비교연구하였다. 

그를 위해 reporter fusion을 갖고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을 

stationary phase까지 배양하면서 다양한 시간에 luxAB 유전자 

산물인 luciferase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90 l가 

들어있는 큐벳에 N-decyl-aldehyde 용액[Sigma: 0.06% (v/v)] 10 

l을 넣어 반응시킨 후, luminescences를 TD-20/20 luminometer 

(Turne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 Caspase inhibitor 처리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일어나는 HEp-2 세포의 사멸과정에 

있어서의 caspase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pan-caspase 

inhibitor인 Z-VAD-FMK를 100μM 농도로 HEp-2 세포에 2시간 

전처리 하였다. 이때 Z-VAD-FMK를 DMSO에 녹여서 처리하는데, 이때 

DMSO가 culture volume의 1%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Caspase의 

활성에 대한 positive control로 5 μM staurosporine (STS, 

Sigma)이 사용하였다.  

 

10. 마우스 치사율 실험 

장염비브리오균의 병원성 측정을 위해 pathogen-free 7주령 ICR 

 20



female 마우스 (CrljOri:CD1[ICR])를 iron-dextran 처리없이 

사용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을 OD600 = 0.6 ~ 0.8 상태로 준비하여 1 

X 108 colony forming unit (CFU)으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NaCl 8% (w/v), KCl 0.2% (w/v), Na2HPO4 1.44% (w/v), 

KH2PO4 (w/v); distilled water 100 ml [pH 7.4])에 resuspension 

한 후, 각 strain 당 8마리 마우스에 복상으로 주입하였다. 주입 

후 25시간 동안 마우스의 생존여부를 관찰하였다. 

 

11. 통계적 분석 방법 

모든 실험은 세 번의 실험에서 얻은 standard deviation을 error 

bar로 만들어 나타내었다. 얻어진 실험 결과들은 Student-t-test로 

분석하였고, p<0.05일 때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1



Ⅲ. 결 과 

1. TDH 제거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제작과 확인  

이전 연구를 통해 TDH를 생산하는 KP-양성의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의 경우, chromosome Ⅱ에 두 개의 tdh 유전자인, 

tdhA와 tdhS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10. 본 연구에서는 TDH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tdhA와 tdhS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제작하였다. tdhA 유전자와 tdhS 유전자는 

chromosome 상에서 5.8-kb 가량 떨어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선 suicide vector인 pDM4를 

이용한 allelic exchange 방법으로 tdhA와 tdhS 유전자가 각각 

제거된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제작하였다. tdhA가 제거된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의 야생종의 tdhS 유전자를 pDMtdhS을 

이용한 homologous recombination을 통해 tdhS로 치환함으로써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제작하였다(Fig. 1A). 

얻어진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의 tdhA 유전자 및 tdhS 

유전자의 제거는 장염비브리오균 chromosome로부터 tdh 유전자 

지역을 PCR로 증폭하여 그 크기를 야생종의 

장염비브리오균으로부터 얻어진 PCR 산물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Fig. 1B). tdhA 유전자 upstream 지역 및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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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해당되는 primer인 VPA1314A와 VPA1314D를 사용하여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의 PCR 산물의 크기는 1960-bp인 반면, tdhA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PCR 산물의 크키는 1410-bp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dhS 유전자의 upstream 지역을 증폭할 수 있는 primer 

VPA1378A, 그리고 tdhS 유전자의 downstream에 해당되는 

VPA1378D를 각각 forward 그리고 reverse primer로 사용하여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확인하였다.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의 

PCR 산물의 크기는 1905-bp였고,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의 

PCR 산물은 1355-bp였다.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도 chromosome 상의 tdhA 

유전자 및 tdhS 유전자의 인근 지역을 PCR로 증폭하여 야생종의 

장염비브리오균과 비교하여 작아진 크기로 확인하였다. 

TDH가 없는 상태가 장염비브리오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얻어진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들 및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을 LBS 배지에서 배양하면서 그 성장 추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과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간 성장속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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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of TDH-deficient strains of V. parahaemolyticus. (A) 

Construction of suicide plasmids containing upstream and down stream 

regions of tdh gene and allelic exchange of the tdh region with the 

homologous region of V, parahaemolyticus chromosome. (B) Confirmation of 

tdhA, tdhS, and tdhAtdhS mutant V. parahaemolyticus by PCR using 

primer sets specific to tdhA (labeled A) or to tdhS (labeled S). Strain W 

indicates V. parahaemolyticus RIMD2210633, whereas A and S denote 

tdhA and tdhS mutant, respectively. AS represents mutant V. 

parahaemolyticus losing both the tdhA and tdhS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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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염비브리오균 hemolytic 활성에 있어서의 TDH의 역할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 그리고 제작한 tdhA, tdhS, 그리고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의 hemolysis 활성도를 

측정하여 이 미생물의 hemolytic 활성에 있어서의 TDH 역할을 

조사하였다(그림 2). Hemolytic assay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사람의 혈액세포에 intact 장염비브리오균을 

반응시키거나 또는 장염비브리오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반응시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혈액세포와 비브리오균을 반응시킨 

경우,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은 70%의 높은 수치의 hemolysis 

활성도를 보였고, ∆tdhA 돌연변이 및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각각 11%, 그리고 3%의 hemolysis 활성도를 

보였다 (그림 2A).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hemolysis 활성도를 보였다.  

혈액세포에 장염비브리오균 분비단백질을 반응시킨 경우도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 분비단백질은 94% hemolysis 활성도를 

보였다(그림 2B). 반면 ∆tdhA 돌연변이 및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각각 16% 그리고 32%의 hemolysis 활성을 보였다.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에서 분비된 단백질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hemolysis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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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을 넣어준 경우에서 ∆tdhA 돌연변이의 hemolysis 활성이 

∆tdhS 돌연변이 strain보다 높았던 반면, 분비단백질과 반응시킨 경우 

∆tdhS 돌연변이 분비단백질이 ∆tdhA 돌연변이 분비단백질보다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이 연구를 통해 장염비브리오균이 보이는 hemolysis 활성의 

대부분은 TDH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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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rmination of hemolytic activity of V. parahaemolyticus strains 

(wild-type, tdhA, tdhS, tdhAS mutant). Human erythrocytes were 

diluted into Dulbecco’ phosphate-buffered saline (D-PBS) to a 5% final 

concentration (RBC−D-PBS). (A) Hemolytic activity of intact V. 

parahaemolyticus strains. Bacteria were cultured overnight, and LB broth was 

replaced with DPBS to an OD600 of 0.9. 80 l of the suspended solution was 

added to 500 l of 5% RBC-D-PBS. After 5 hr of incubation at 37°C without 

shaking, the supernatant was monitored for the presence of released 

hemoglobin at an optical wavelength of 570 nm. Hemolytic activity wa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at of 5% RBS-D-PBS treated with 1% Triton 

X-100. (B) Hemolytic activity of secreted proteins from V. parahaemolyticus. 

Twenty micrograms of secreted protein of V. parahaemolyticus strain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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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to 500 l of 5% RBC-D-PBS, and assayed for released hemoglobin.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or result from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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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염비브리오균 세포독성능에 있어서의 TDH의 역할  

장염비브리오균 야생종이 인체 상피세포주의 사멸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13.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세포사멸에 

있어서의 TDH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HEp-2 세포에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 tdhA 돌연변이, tdhS 돌연변이, 그리고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감염시켜 HEp-2 세포가 

죽어가는 정도를 세포가 죽어서 방출하는 lactate dehydrogenase 

(LDH)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그림 3).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 또는 tdh 돌연변이들을 MOI 200으로 

감염시킨 후 6시간, 8시간, 그리고 10시간에 culture 

supernatant를 모아 LDH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을 감염시킨 세포주의 경우, 6시간 반응시간 

시료에서 44%의 LDH 방출을 보였고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LDH 

방출이 59%, 그리고 8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tdh 돌연변이들은 

현저하게 감소된 LDH 방출량을 보였다. 10시간 반응시간의 시료의 

경우,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은 84% 이상의 LDH 방출량을 보였지만, 

tdh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들은 40%이하의 LDH 방출량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HEp-2 세포의 사멸에 

있어서 TDH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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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dh mutations on cytotoxicity of V. parahaemolyticus to 

the HEp-2 cells. Hep-2 cells were seeded at 1 × 105 cells per well into 24-

well culture plates at MOI 200 of V. parahaemolyticus, and then incubated at 

37°C in a 5% CO2 incubator. Using CytoTox96® assay kit, the activities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d from lysed HEp-2 cells were measured 

after incubation for 6 hr, 8 hr, and 10 hr with wild-type (closed circle), tdhA 

(open circle),  tdhS (inverted closed triangle), tdhAS (open triangle) V. 

parahaemolyticus at MOI of 200.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or 

result from triplicate experiments.    

 31



4.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HEp-2 세포 apoptosis에 있어서의 TDH의 

역할  

HEp-2 세포 apoptosis에 있어서 장염비브리오균 TDH가 하는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HEp-2 세포에 장염비브리오균을 감염시킨 

후, apoptosis 과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그림 4). 세포사멸 

초기 단계에서 membrane이 망가지면 세포 내부에 있던 

phosphatidylserine이 세포 바깥으로 노출하게 되고 이들은 FITC-

conjugated annexin V와 결합하게 되는데, FITC annexin V와 

반응시킨 HEp-2 세포를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로 분석하여 세포사멸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세균과 같이 반응시키지 않은 HEp-2 세포의 8%가 자연적으로 

apoptosis를 일으킨다고 보여지며, 야생종의 장염비브리오균과 MOI 

50으로 6시간 반응했을 때 38%의 HEp-2 세포가 annexin V에 의해 

염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dhA, 그리고 tdhS 돌연변이들에 

의해서는 12-13%의 세포가 apoptosis를 일으켰으며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의 경우, 9%의 더욱 낮은 수준의 

apoptosis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장염비브리오균 TDH에 의해 유도되는 HEp-2 세포 사멸과정은 

apoptosis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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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dh mutations on bacterial ability to cause apoptosis of 

HEp-2 cells. HEp-2 cells were seeded at 4 × 105 cells per well into 12-well 

culture plates at MOI 50 of V. parahaemolyticus, and then incubated for 6 hr 

at 37°C in a 5% CO2 incubator. Dead cells were detected by staining them 

with FITC-Annexin V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 µg/ml, and the degree of 

cell death was assessed using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 

analysis. HEp-2 cells treated with 1 mM H2O2 for 6 hr was served as a 

positive control(PC) for Annexin V staining (labeled PC).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or result from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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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에 있어서의 

caspase의 역할 

Caspase는 인체세포의 사멸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그룹의 protease들로 알려져 있다30. z-VAD-FMK는 다양한 

capspase들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 억제제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세포사멸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인 caspase 활성화를 

저해되어 세포가 죽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31. 장염비브리오균이 

HEp-2 세포에 유도하는 세포사멸 과정에도 caspase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 대신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staurosporine (STS, Sigma)로 처리한 HEp-2 

세포가 40%의 LDH방출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고 HEp-2 세포를 

STS에 반응시키기 전에 z-VAD-FMK를 전 처리하면 같은 양의 STS를 

처리해도 방출되는 LDH 양이 6%로 감소되었다. 야생종의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55%의 LDH 방출은 z-VAD-FMK를 

전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로 많이 감소되지 않아 세포사멸이 

저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결과는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은 caspase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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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on V. 

parahaemolyticus-induced LDH release of HEp-2 cell. HEp-2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0 μM z-VAD-FMK for 2 hr, and then incubated with V. 

parahaemolyticus at MOI of 200. 5 μM Staurosporin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to confirm the effect of z-VAD-FMK. Using CytoTox96® assay kit, 

the LDH activities (LDH) released from lysed HEp-2 cells were measured 

after 6 hr-incubation with V. parahaemolyticu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or result from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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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DH에 의한 마우스 치사율 

장염비브리오균의 병원성을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TDH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7주령 ICR female 

마우스에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 또는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1 X 108 colony forming unit (CFU)씩 각각 주입 

후 25시간 동안 관찰하여 살아있는 마우스의 숫자로 치사율을 

결정하였다. 미생물 주입 후 10시간 동안 두 strain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0-15시간에서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은 

100%의 치사율을 보인 반면,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1마리의 마우스만을 죽일 수 있었다. 25시간이 

지난 후에도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25%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TDH가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마우스가 죽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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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rtality of wild-type and TDH-negative mutant V. 

parahaemolyticus in mice. Seven-week-old specific-pathogen-free female 

ICR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nfected with wild-type (closed circle), and 

tdhAtdhS mutant V. parahaemolyticus (open circle). An equal number of 

bacteria (1 x 108) was injected into 8 mice per group, and survivalship of the 

mice was monitored for 25 hr afte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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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염비브리오균 tdh promoter들의 전사 측정  

앞의 실험을 통하여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뿐만 

아니라 tdhA 돌연변이 및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도 

야생종에 비해 hemolysis, 세포독성능, apoptosis 유도능 등 

인체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tdh 유전자 중 어느 것이 장염비브리오균의 TDH 생성에 

영향을 더 미치는지 알기 위해 두 유전자의 promoter 지역을 luxAB 

유전자에 fusion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를 이용하여 luciferase 활성 측정을 통해 두 

tdh 유전자 promoter의 활성을 조사하였다(그림 7). 그 결과, 

promoterless luxAB plasmid를 가진 장염비브리오균의 luciferase 

활성은 56 relative luciferase unit (RLU)/OD600으로 매우 

낮았지만 t hA-luxAB fusion plasmid를 가진 장염비브리오균은 

29,000 RLU/OD

d  

다  

고 

600의 활성을 보였 . 상대적으로 tdhS-luxAB fusion 

유전자는 tdhA-luxAB fusion 보다 10배 낮은 수치의 2,900 

RLU/OD600의 활성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장염비브리오균의 

TDH는 주로 tdhA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tdhS의 역할 및 발현이 

유도되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미래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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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ctivities of tdhA and tdhS gene promoters in the V. 

parahaemolyticus. Transcriptional fusions of promoter region of tdhA or tdhS 

with the luxAB gene were constructed, and mobilized to V. parahaemolyticus. 

As a control, V parahaemolyticus carrying pKH0011 was also constructed via 

conjugation. Bacterial cells were harvested at OD600=2.0, and assayed for 

bioluminescence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or result from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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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장염비브리오균은 호염성 그람 음성균으로 인체에서 급성 식중독 

및 장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 3, 4, 5. 임상분리주는 카나가와 

현상(KP)을 일으키며, 여러 독력인자 중 TDH가 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최근 완벽하게 밝혀진 장염비브리오균 

RIMD2210633 종에 대한 유전체 염기 서열조사 결과, KP 

양성균주에서만 80-kb Vp-PAI 유전자 군이 chromosome Ⅱ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20,21. Vp-PAI지역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발병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TDH를 생성하는 두 개의 tdh 유전자인, tdhA와 tdhS는 Vp-

PAI에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TDH가 일으키는 다양한 세포독성을 관찰하였다. 

우선 사람에게서 분리한 적혈구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의 hemolysis 

활성도를 측정하였는데 intact 장염비브리오균을 반응시키거나 

또는 장염비브리오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반응시켜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은 각각 70%, 

94%로 높은 수치의 hemolysis 활성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두 방식 모두 측정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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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낮은 hemolysis 활성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hemolysis는 대부분 TDH에 의한 것이며, 

또한 TDH는 secretion system을 통해 세균 밖으로 분비되어 숙주에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험으로 세포가 죽어갈 때 방출하는 LDH를 

측정함으로써, 장염비브리오균의 세포독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32. 

실험은 시간의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LDH 방출량과 tdh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LDH 방출량이 40%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HEp-2 

세포의 사멸에 있어서 TDH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사멸 초기 단계에서 membrane이 망가져 노출된 

phosphatidylserine와 Annexin V FITC 결합을 이용한 HEp-2 세포의 

apoptosis 측정에서도 TDH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은 38%의 apoptosis 수준을 보인 반면에 tdh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9%의 apoptosis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TDH는 사람의 세포주에서 세포독성능를 

나타내고, apoptosis를 유도하여 세포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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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apoptosis가 유도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과정에 apoptosis를 유발시키는 신호전달 기전 

중 하나인 caspase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Caspase는 세포질에서 

pro-form으로 존재하고 특정위치의 proteolytic 과정의 의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33. 본 연구에서는 HEp-2 세포에 pan-

caspase inhibitor인 z-VAD-FMK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은 저해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장염비브리오균이 유발시키는 apoptosis 과정에 caspase가 

관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TDH에 의한 

세포사멸은 다른 signaling pathways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TDH가 생체 내(in vitro) 에서 일으키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염비브리오균의 병원성을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하였다. 7주령 

ICR female 마우스에 야생종 장염비브리오균을 감염시킨 결과 

10시간-15시간에서 100%의 마우스 치사율을 보였다. 반면에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을 감염시킨 경우 같은 시간대 

구간에서 1마리의 마우스만 죽었으며, 25시간이 지난 후에도 

tdhA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은 25%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생체 내 독성에 대한 결과이며, 

TDH의 존재가 장염비브리오 감염 초기에 발생하는 생체 내 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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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Vp-PAI 지역에는 TDH를 생성하는 두 개의 tdh 유전자인, tdhA와 

tdhS가 위치하고 있으며22, TDH는 두개의 유전자(tdhA, tdhS)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두 개의 유전자들은 nucleotide 

서열이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97% identity)23, 

정량적인 real time RT-PCR과 anti-TDH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는 두 개의 tdh 유전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에 tdh 유전자 중 어느 것이 장염비브리오균의 TDH 생성에 

영향을 더 미치는지 알기 위해 tdhA와 tdhS 유전자 promoter에 

지역에 luxAB 유전자를 fusion하여 각 유전자 promoter의 활성도를 

알아본 결과 tdhA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TDH의 

생성은 tdhA promoter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dhA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 뿐만 

아니라 tdhS 돌연변이 장염비브리오균의 독성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tdhS 유전자의 발현도 TDH가 생성되어 

분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tdhS의 역할 및 발현이 

유도되는 조건에 대한 탐색은 미래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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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장염비브리오균 TDH는 세포독성과 

관련한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도를 나타냈고, 또한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발병기전에 있어서 TDH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성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DH가 

일으키는 세포사멸에 관한 신호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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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hemolysis는 주요 독성 인자인 

TDH에 의해 일어났다. 

2.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HEp-2 세포의 사멸에 있어서 

TDH가 cytotoxicity와 apoptosis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TDH의 생성에 있어 tdhA 유전자의 전사가 tdhS 유전자의 전사 

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 

4.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해 유도되는 HEp-2 세포의 사멸에 있어서 

caspase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5. 장염비브리오균이 감염 시 마우스의 치사에 있어서 TDH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장염비브리오균이 일으키는 질병에 있어 TDH는 

가장 중요한 독력인자라 생각되며, 앞으로 TDH가 일으키는 세포독성에 

관련한 신호전달체계와 메커니즘 규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연구는 장염비브리오균의 인체감염으로 발병하는 

식중독과 장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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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io parahaemolyticus, a Gram-negative marine bacterium, is a 

worldwide cause of food-borne gastroenteritis. Most clinical isolates of V. 

parahaemolyticus strains produce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 TDH, 

the factor responsible for the Kanagawa phenomenon (KP), is a pore-forming 

toxin. Genome sequencing of V. parahaemolyticus strain RIMD2210633 

revealed the presence of two copies of the TDH genes (tdhA and tdh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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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 role of TDH, a TDH-deficient V. parahaemolyticus strain 

(tdhA tdhS) was constructed and evaluated for its virulence in comparison 

with wild-type V. parahaemolyticus. tdhAtdhS mutant V. parahaemolyticus 

was found to have an attenuated hemolytic activity. Cytotoxicity of 

tdhAtdhS mutant V. parahaemolyticus significantly decreased in 

experiments using HEp-2 cell line. However, V. parahaemolyticus-induced 

cytotoxicity was not inhibited by the pan-caspase inhibitor, indicating that 

caspase is not involved in this process. Mice infected with wild-type V. 

parahaemolyticus demonstrated 100% mortality between 10-15 hr post-

infection, whereas mice infected with the tdhAtdhS mutant V. 

parahaemolyticus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mouse mortality. 

Investigation on transcription of two tdh genes indicates that expression of 

tdhA gene contributes more than that of tdhS gene in TDH formation. Taken 

toga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DH has a variety of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hemolysis, cytotoxicity, and mouse mortality, and is a major 

virulence factor of V. parahaemolyticus. 

                                                                              

Keywords Vibrio parahaemolyticus,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TDH), 

cell 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