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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cereus biovar anthracis as a newly designated Tier1 select agent in USA
Division of High-risk Pathogen Research,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NIH, CDC
Yu Jae-yon, Chun Jeong-hoon, Jeon Jun Ho, Choi Myung-Min, Rhie Gi-eun

On September 14, 2016, a notice on B. cereus biovar anthracis as a Tier1 select agent appeared in the USA. It described th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B. cereus, but also noted the virulence factors of B. anthracis. Genomic characterization
showed that this agent belongs to the B. cereus species but harbors virulence-associated plasmids that are similar to B.

anthracis. In addition, as with B. anthracis, the virulence of this strain as a spore-forming bacterium may make it possible to
form potential bio-hazard agents. A little apparent difference was recognized between this organism and B. anthracis with
respect to the criteria used to designate B. anthracis. Although its possibility to occur in Korea may be very low, the CDC is
preparing a laboratory response system against putative high-risk pathogens.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병원체 중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나(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병원체의 사용 등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를 운영 중이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주관), 가축 등

우리나라에서의 고위험 병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농산물(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주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생물위해요소가 큰 병원체, 독소 등을 국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대량 살상 또는 경제에 치명적인

있는 감염병병원체” 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2016년 6월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전염성, 낮은 감염량, 생물무기화

30일 기준으로 탄저균, 페스트균 등 36종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력이나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다른 관리 대상 생물작용제나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에 이어서 발생한 탄저균

독소에 비해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탄저균, 에볼라 바이러스

우편물 테러사태 이후에 확립된 Select Agent Program에 의하여

등 13종을 2012년부터 1급 생물작용제(Tier 1 Select Age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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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보유 및 사용, 이동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http://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행여부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한 “지정

www.selectagent.gov).

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 검사기관에서

2016년 9월, 미국 CDC는 1급 생물작용제에 Bacillus cereus

병원성 B. cereus 의 확인은 검체를 MYP(Mannitol Egg Yolk

biovar* 1) anthracis(이하 탄저형 세레우스균)을 추가하는 것을

Polymyxin Agar) 한천배지에 접종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유효하며 이후 탄저형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을 선별하고, 선별된 집락을 TSA

세레우스 균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은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Tryptic Soy Agar) 한천배지에 순수 배양하여 생화학적 검사 키트를

하고, 2017년 3월 13일 이후에는 이 균을 계속 소지하거나, 사용

이용하여 동정한다. 양성 판정 기준은 검체(대변 1g)에서 105 이상의

또는 이동하려는 사람 및 기관에서는 규정된 법적 관리 절차를

B. cereus 가 분리 되거나, 또는 검체에서 분리된 B. cereus PCR

준수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거

검사 결과 한 개 이상의 독소 유전자가 확인되면 병원성 B. cereus로

탄저균에 의한 실제적 테러 상황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병원성이

판정한다. 확인 검사는 5개의 장독소 유전자(hemolysin [hblC], non-

소실된 B. anthracis Sterne 균주는 생물작용제로 간주되지 않으나,

hemolycin [nheA], enterotoxin FM [entFM], cytotoxin K [cytK],

잠재적인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성 B. anthracis

B. cereus toxin [bceT])의 특이 primer와 구토독소인 cereulide

와 같이 탄저 유사 병증의 유발이 가능한 탄저형 세레우스균의 관리

검출용인 CER primer를 이용하여 확인한다[4].

B. anthracis 에 의하여 유발되는 탄저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방안을 취한 것으로 사료된다.

Bacillus 속 균은 환경 중에 상재균으로 분포하며 호기성/

소 등 초식동물이 목초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B. anthracis 의 아포와

통성혐기성의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생존에

접촉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은 감염동물, 사체 또는 피혁

부적합한 환경에서 포자를 형성하여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과의 접촉이나 섭식에 의하여 2차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균속에 속하는 균들은 포자의 형태, 유전적 연관 등에 의하여

사람 간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anthracis 의

분류되며, 이중 B. cereus 나 B. anthracis 는 Bacillus thuringiensis

병원성은 병원성 플라스미드의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병원성

등과 함께 B. cereus 그룹에 속한다. B. cereus 그룹에 속하는

B. anthracis 는 pXO1, pXO2의 두가지 플라스미드를 보유하며 pXO1

균들은 유전체 비교 분석 등의 연구에서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플라스미드에는 B. anthracis 의 독소 생성에 관여하는 치사인자,

균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나타내는 표현형의 차이로 B.

부종인자, 방어항원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pXO2에는 B. anthracis 의

cereus (식중독 원인균), B. anthracis (탄저 원인균), B. thuringiensis

협막(capsule)을 발현하는 cap 유전자가 존재한다. B. anthracis 는

(살충작용 유발균)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1, 2, 3].

외독소인 치사독소와 부종독소를 생성하여 병독성을 나타내며, B.

B. cereus 는 일반적으로는 병원성이 없으나 일부는 독성을
나타내며 식중독의 원인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이

anthracis 의 협막은 탄저균의 인체 감염시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을
방해하여 균이 생존하도록 한다.

저하된 환자에게 병원내 감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병원성 B.

현재 실험실에서 B. anthracis 와 B. cereus 는 양혈액 배지

cereus 는 임상증상에 따라 구토형과 설사형이 있으며 설사형은

상에서의 용혈성 여부, 운동성 시험 결과, 감마파지 및 페니실린 G

오염 식품 섭취 후 6-15시간 이후에 수양성 설사와 복통 등이

감수성, 협막 형성능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다. 양 혈액배지에서에서

일어나며, 24시간 정도 지속된 후 회복된다. 구토형은 0.5-6시간의

B. anthracis 와 B. cereus 의 생장을 비교하면 B. cereus 는 세균

잠복기 후에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집락 주변에 용혈 현상을 나타내는 반면 B. anthracis 는 용혈 현상을

5]. 우리나라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은 「감염병 예방 및

나타내지 않거나 24시간 이상 배양시 아주 약한 용혈 현상을

1 ) biovar ; 유전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생화학적 특성이나 독특한 유전형질을 보유하여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미생물 group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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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도 한다. B. anthracis 는 B. cereus 에 비하여 운동성이 없어

형성하는 pBCOX2가 없이 pBCXO1만 보유한 경우에도 pBCOX1에서

구별된다. 또한 병원성 B. anthracis 는 pXO2 플라스미드상에 위치한

유래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협막을 생성하여 동물 모델에서

cap 유전자에 의해 협막을 형성하며, 협막 형성은 bicarbonate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7].

배지에 접종하여 5% CO2 조건에서 24~48 시간 배양시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보건 검사기관에서는 B. anthracis 유전체 상에

협막이 형성되면 B. anthracis 는 점액질의 콜로니 형태를 나타내지만,

존재하는 특이 유전자 sspE와 pXO1 플라스미드의 pagA, 그리고

협막을 형성하지 않는 비병원성 B. anthracis 와 B. cereus 는

pXO2상의 capC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집락 주변부가 거친(rough) 형태의 집락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B.

필요한 경우 이러한 방법 등을 적용하여 탄저형 세레우스 균도 감별

anthracis 는 페니실린 G에 감수성을 보이지만 다른 Bacillus 속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균은 일반적으로 저항성을 나타낸다(Table 1). B. anthracis 의 병원성

탄저형 세레우스균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어,

여부는 pXO1과 pXO2 플라스미드에 위치하는 각 병원성인자를 PCR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균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으로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B. anthracis 등 생물테러 감염병

미국에서 1급 생물작용제로 새로 지정된 탄저형 세레우스균은

원인균의 탐지를 위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를 운영하고

2004년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탄저와 유사한 병증을 나타내는

있 으 며 이러 한 네 트워 크 운영 을 통 하 여 질병 관 리 본 부 와

고릴라나 침팬지에서 최초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균들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적인 고위험 병원체에

분류학적으로는 B. cereus에 속하지만 B. anthracis 의 특성 및

의한 생물 재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병원성 인자를 보유하며 B. anthracis 와 같은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저형 세레우스균은 유전학적으로 B. anthracis
플라스미드와 유사한 pBCXO1 와 pBCXO2 플라스미드를 보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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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e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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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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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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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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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ent in vitro

Hemolysis
Motility

: S, sensitive; R, resistant; -, negative; +, positive; +/-, some subclones positive or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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