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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균(Salmonella enterica ssp. enterica serovar Typhi: S. Typhi)은 2017년에 약 1천만 장티푸스
증례 및 117,000명의 사망을 야기했습니다(Global Burden of Disease(질병의 세계적 부담) 2017).
다수의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티푸스 균주가 등장하였고 (Klemm 외 2018) 다수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환경에서 보건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Andrews 외 2018). 인간들이 장티푸스균의
유일한 자연 숙주라고 여겨집니다(Wain 외 2002).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경우 감염이
초래되고, 대변-구강 경로를 통해 전염이 되므로 그 장티푸스균은 인간 감염들 사이에 처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 문제로서 장티푸스를 퇴치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장티푸스균의 생존을 유지하고 그 균의 전염을 조장하는 환경적
적소가 존재하면, 전염을 막고 병을 퇴치하기 위해 물과 위생의 개선과 접종 가능한 백신이 필시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장티푸스균에 대한 도태 압력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임상에서도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도 항생제에 노출되는 것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티푸스 균주의 발육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티푸스는 여러 지역에서 퇴치되었지만,
현재 장티푸스가 지속되는 저소득 환경이 장티푸스균의 장기 생존을 조장하는 환경적 적소가 되는
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장티푸스균의 생존은 카스텔라니가시아메바와 같은 원충류가 있는 데에서
증진됩니다(Frédéri Douesnard-Malo와 Daigle 2011). 장티푸스균은 대식가시아메바 안에서
생존하고, 이러한 생존은 (발병력 및 침습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던) 대식세포의 살모넬라 병원성
섬 2의 유전자에 달려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유전자들의 본연 기능이 환경적 생존을
증진시켰는지의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Bleasdale 외 2009). 살모넬라 듀블린도 또한
아메바인 Acanthamoeba(가시아메바) rhysodes (Tezcan-Merdol 외 2004) 안에서 존재하고,
장티푸스균이 마찬가지로 원충이나 다른 수생 종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개류가 인간들 사이에서 장티푸스균의 감염원이라고 나타났지만, 조개류에서, 특히
온난한, 열대 수역에서 장티푸스균이 생존하는 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Jordan 1925). 다른
적소들이 흙속에 그리고 물속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장티푸스균의 DNA가 네팔, 카트만두,
그리고 방글라데시, 다카의 식수에서 검출되었지만, 이것이 생존가능한, 병원성 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Karkey 외 2016; Saha 외 2019). 본 과제 대탐구 대회에서, 우리는
장티푸스균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적 적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적소가 사람에서 병의
전염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및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적 적소가 병원체에서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Forsberg
외 2012).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장티푸스균이 생존하는 것이 항생제 및 항생제의 잔류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 및 항생제에 대한 환경적 노출이 항생제 내성과 장티푸스균의 전염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알아 두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과제
본 새로운 과제 대탐구 대회에서, 우리는 장티푸스균의 환경적 적소를 살펴보기 위한 제안서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알아 두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1. 흙속과

물속의

마이크로비옴 환경에 처한 장티푸스균의 생존. 장티푸스균은
카스텔라니가시아메바가 있는 데서 3주 동안 생존하지만, 홀로는 10일 미만 동안
생존합니다(Frédéric Douesnard-Malo와 Daigle 2011). 다른 균들과의 상호작용이
장티푸스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 상호작용은 장티푸스균의 전염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2. 다른 균 안에서의 장티푸스균의 생존. 동물성 플랑크톤 안에서 잘 자라는, 콜레라균(V.
cholerae)과 마찬가지로 (Lipp, Huq 및 Colwell 2002), 장티푸스균은 수생 다세포균과
상호작용을 합니까? 상호작용을 하면, 이것은 장티푸스의 전염과 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3. 장티푸스균의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데 미치는 환경적 적소의 영향. 장티푸스균이 그러한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감염된 개인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장티푸스 균이 항생제에 노출되는 것과 장티푸스 균주의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자금을 대는 데 관심이 있는 것:
•
•
•
•

생존, 발병력 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분명한 함축성이 있는, 흙속과 물속의 마이크로비옴
환경에 처한 장티푸스균의 연구.
자유-생활 원충 안에서 또는 자유-생활 원충이 있는 데서 장티푸스균이 생존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장티푸스균의 AMR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환경(흙, 물, 잔류 항생제)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
특정한 환경적 적소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를 식별하기 위한 장티푸스균의 전사체 분석 및
돌연변이 생성.

모든 증례에서, 장티푸스의 역학과 소견의 관련성이 명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대지 않는 것:
•
•
•

장티푸스균에 초점을 두지 않은, 오직 다른 살모넬라 엔테리카 혈청형의 연구
환경적 초점을 두지 않은 장티푸스의 임상 연구
소견을 환경적 표본이나 장티푸스 역학과 연계시키는 데이터가 없는 오로지 실험실 연구에
근거한 장티푸스균의 돌연변이 생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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