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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생물 군집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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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microbiome of Haeundae beach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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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summer (June-September), changes in the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inhabiting seawater, wet sand, dry sand,
and road sand were monitored at Haeundae Beach, South
Korea. As results of amplifying 16S rDNA collected from each
sample and analyzing the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the
OTU and Shannon index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values
at wet sand. Actinobacteria and Firmicutes had various types of
genus that contained a distribution ratio of 3% or more within
each phylum. Bacteroides, Lactobacillus, Clostridium, and
Faecalibacterium, related to human fecal microorganisms,
distributed only in both seawater and wet sand. Among the
possible pathogenic bacteria in Proteobacteria, Legionella
species were highly increased in July at wet sand, while Vibrio
species appeared high in August at seawater.
Keywords: beach, microbiome, phylum, sand, seawater, summer

해변은 비나 태풍으로 육지에서 떠내려온 식물들에 의하여
Pseudomonas alcaligenes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모래에 이식
될 수 있으며(Suzuki et al., 2021), 갈매기들이 육지의 음식 쓰
레기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섭취하고 분변 상태로 배출해서
해변의 모래가 오염이 되기도 한다(Alm et al., 2018). 동물이
나 인체 분변 미생물은 해변의 모래 뿐만 아니라, 모래에 섞여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서도 서식하고 있으며(Curren and Leong,
2019), 해변의 모래 속 80~100 cm의 깊은 곳에서도 서식 할 수
있다(Suzuki et al., 2018). 해안에서 분변 미생물들의 오염이
증가할수록 인체 관련 병원성 미생물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uário et al., 2019).
해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체 관련 병원성 미생물들은
Pseudomonas, Shigella, Campylobacter, Staphylococcus, Vibrio,
Candida 등이 있으며, 기타 피부사상균, 각질균 및 선충류, 또
는 adenovirus, norovirus, enterovirus 같은 장 바이러스들이 있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변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생
활하수, 생활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해수욕장의 공중보건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수영복 상태로 해수욕장
의 바닷물이나 해변 모래와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육지 및
해양의 환경 미생물들이 코, 입,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
어서 소화기계 또는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Weiskerger et al., 2019).
*For correspondence. E-mail: yhkhluv@gmail.com;
Tel.: +82-53-810-3051

다(Sabino et al., 2014; Viji et al., 2019).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
들은 대부분 해수에 의하여 희석이 되어서 균 수가 많지는 않
지만, 극히 적은 양으로도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 할 수 있기 때
문에, 인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의 효과적
인 탐지를 위하여 DNA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자 마커를 사용
하거나(Hughes et al., 2017), 16S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미생물 군집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Weiskerger et al., 2019; Taylor and Kurtz, 2020). 미생물의
16S rRNA와 관련한 생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도 경상
북도 해수욕장 12곳의 해변 모래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군집
(Khang, 2014), 울릉도에 있는 항구 8곳의 해수에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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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군집(Khang and Ahn, 2015), 강원도 고성 근해의

에 보관한 다음, 즉시 마크로젠(Macrogen) 회사에 보내어 DNA

500 m 심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군집(Khang, 2013), 울릉도 근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였다.

해의 1,500 m 심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군집(Kim and Khang,

마크로젠(Macrogen)에서는 DNA Isolation Kit (PowerSoil

2012)들의 특성들이 조사되었다. 국내의 해수욕장 중 규모가

#12888, MO BIO)를 사용하여 미생물들의 DNA를 추출하였

가장 큰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변의 환경 인자들(조류,

으며, 16S rRNA V3-V4 영역의 341F (5'-TCGTCGGCAGCG

온도, 일사량, 풍속, 강수량, 폐수량, 부유물의 밀도 등)을 고려

TCAGATGTGTATAAGAGACAGCCTACGGGNGGCWG

하여 인체 분변 미생물의 오염 수준을 예측한 것은 발표되었

CAG-3')과 805R (5'-GTCTCGTGGGCTCGGAGATGTGT

으나(Park et al., 2018), 해운대 해수욕장에 분포하는 미생물

ATAAGAGACAGGACTACHVGGGTATCTAATCC-3')

군집의 변화를 조사한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따라

primers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DNA 단편들을 증폭한 다음,

서 본 연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년 중 가장 많은 피서객들

Illumina sequencing adapters를 붙였다. 최종 PCR 산물은

이 방문하는 6월부터 9월까지, 피서객들의 활동과 기온의 변

PicoGreen을 사용하여 정규화(normalization) 및 풀링(pooling)

화가 해수욕장의 해수와 모래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에 어떤

하고, TapeStation DNA screentape D 1000 (Agilent)을 사용하여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라이브러리 크기를 확인한 다음, MiSeqTM 플랫폼(Illumina)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분포하는 미생물들의 DNA를 추출

을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할 시료는, Fig.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안에서 약 10 m 떨

MiSeq raw data는 인덱스(Index) 서열을 이용하여 시료별

어진 바다의 표층수 50 (= 5 × 10) ml (A, Seawater), 육지와 바

로 FASTQ 파일을 생성하였다. 그 다음, SeqPurge 프로그램을

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도에 의하여 항상 해수에 젖어 있는

이용하여 어댑터 서열을 제거하고, 두 Read가 겹치는 영역에

모래 50 ( = 5 × 10) g (B, Wet sand),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대해서 오류 교정(error-correction)을 하였다. 각 시료별로 구

약 25 m 들어가서 바다의 파도가 닿지 않으며, 많은 피서객들

분된 paired-end data는 FLASH (1.2.11)를 사용하여 하나의 서

이 모래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마른 모래 50 (= 5 × 10) g (C,

열로 조립하였으며, 염기서열이 400 bp 미만인 서열들은 제거

Dry sand), 호텔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포

하였다. 얻어진 서열은 Operational Taxonomic Unit (OTU) 분

장된 도로 주변에 있는 모래 50 (= 5 × 10) g (D, Near road)을 각

석프로그램인 CD-HIT-OTU를 이용하여 sequencing error로

각 채취하였다. 시료는 2018년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간주되는 낮은 품질의 서열, Ambiguous 서열, Chimera 서열

9월 15일의 오후 2시에 처음에 채취한 시료 위치에서 반경 30

등을 제거한 후, 97% 이상의 서열 유사성을 갖는 서열끼리 클

m 안의 해수와 모래를 각각 채취하였다. 채취한 모래시료(시

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종 수준의 OTU를 형성하였다. 각

료 B, 시료 C, 시료 D)는 멸균된 50 ml 튜브(Falcon)에 담아서

OTU의 대표 서열은 Reference DB (NCBI 16S Microbial)에

냉장고(2°C)에 보관하고, 해수시료(시료 A)는 냉동고(-20°C)

BLASTN을 수행하여, 검색된 가장 높은 Subject의 Organism
정보로 Taxonomic Assignment를 수행하였다. DB에 검색된
Best Hit의 Query Coverage가 85% 미만이고, 검색된 영역의
Identity가 85% 미만이면, Taxonomy를 정의하지 않았다. 얻
어진 OTU 정보로 QIIME (v1.9)를 이용하여, 다양한 미생물
군집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내 미생물 군집의 종 다
양성 및 균등도를 확인하기 위해, Shannon Index와 Inverse
Simpson Index를 구하고, Rarefaction curve와 Chao1값을 통
해 alpha diversity (비교 그룹 내 샘플 사이의 다양성 정보)를
구하고, PCoA와 UPGMA tree를 통해 샘플 사이의 유연 관계
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로 얻은 OTU의 평균과 표준오차 값을 비교해보
면, Seawater (A)가 118 ± 37.6, Wet sand (B)가 774 ± 224.0,
Dry sand (C)가 599 ± 187.2, Near road (D)가 411 ± 54.9로서,

Fig. 1. Sampling sites at Haeundae beach: (A) Seawater; (B) Wet sand; (C)
Dry sand; (D) Near road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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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에 분포하는 OTU가 가장 낮았고, 젖은 모래에 분포하는
OTU가 가장 높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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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bacteria, 자연 환경을 포함하여 동물과 인체의 내장에
서도 존재하는 Bacteroidetes, 인체의 내장을 물론, 내생포자
를 만들어서 마른 모래와 같이 건조한 곳에서도 존재하는
Firmicutes, 많은 그람 음성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Proteobacteria,
호열성균을 포함하는 Chloroflexi,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도 생존할 수 있는 Deinococcus-Thermus가 선정되었다. 이들
phylum외에도,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Cyanobacteria, 셀
룰로즈를 분해하는 반추미생물을 포함하는 Fibrobacteres, 아
질산염 산화박테리아를 포함하는 Nitrospirae, 토양, 담수, 해
Fig. 2. OTU values of all samples.

여름철이 시작하는 6월의 OTU 값을 기준으로 할 때, Seawater
(A)에서는 7월과 9월에 OTU 값이 3.9배 증가하였으나, 8월에
는 감소하여 6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Wet sand (B)에서는 7
월에 OTU 값이 6.6배 급감하였고, Dry sand (C)와 Near road
(D)에서는 8월에 OTU 수가 각각 3.5배와 1.4배 감소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OTU의 감소가 7월과 8월에 나타남에 따라, 여
름철의 높은 기상 온도와 많은 피서객들의 활동이 어떠한 형
태로든 미생물 군집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Shannon index 값을 비교
해보면, Seawater (A)에서는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7월에 최
고점을 보이다가 9월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Wet sand
(B)에서는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6월부터 9월까지 점차 증
가하였다. Dry sand (C)와 Near road (D)에서는, OTU 값의 패
턴과 유사하게, 8월에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떨어졌으나, 9
월에 다시 증가하였다(Fig. 3).
시료를 채취한 지역의 미생물 군집에서, 최소 4% 이상의 분
포를 보이는 Phylum을 조사한 결과, 토양과 해수의 다양한 환
경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배양이 어려운 Acidobacteria,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서식하며 생리 활성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는

양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은 물론 인간의 장내에서도 생존이 가
능한 Verrucomicrobi에 속한 미생물들이 일부 검출되었다(자
료 미제시).
여름철이 시작되는 6월을 기준점으로 하여, 주요 phylum
들의 분포 변화를 비교해보면, Seawater (A)에서는 8월과 9
월에 Proteobacteria 15~18% 증가하였고, Bacteroidetes 분포
는 감소하였다. Wet sand (B)에서는 7월에 Firmicutes가 11%
증가하였고, 8월과 9월에는 Actinobacteria가 7% 증가하였
다. Dry sand (C)에서는 7월에 Firmicutes가 3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9월에는 Proteobacteria가 30% 증가하면서
Bacteroidetes가 그만큼 감소하였다. Near road (D) 모래에서
는 7월에 Chloroflexi가 3%, Proteobacteria가 27% 증가하였
고, Deinococcus-Thermus는 6월에 비하여 3% 감소하였다. 8
월이 되면서 Bacteroidetes 분포가 6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
고, 9월에는 Acidobacteria가 8% 증가하였다(Fig. 4).
해수, 젖은 모래, 마른 모래, 도로변 모래에서 검출된 미생물
자료들을 통합한 결과, 서로 다른 Genus의 종류 수는 Proteobacteria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Bacteroidetes > Firmicutes >
Actinobacteria > Chloroflexi > Acidobacteria > DeinococcusThermus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Phylum 중에서 3% 이상
의 분포 비율을 보인 Genus의 종류 수는 Actinobacteria와
Firmicutes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Bacteroidetes > Proteobacteria > Acidobacteria 순이었다(Table 1). Proteobacteria는
해수에서 많이 나타난 Alteromonas와 Pseudoalteromona 속
이 각각 전체의 24%와 40%의 높은 분포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른 속들은 7% 이하의 분포 비율을 보였다.
각 Phylum에 속한 Genus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Acidobacteria에 속한 호열성 균주인 Thermoanaerobaculum
는 Wet sand (B)에서 7월에 높은 분포 밀도를 보였다.
Actinobacteria에 속하고 인체의 내장에서 발견된(Duranti
et al., 2020) Bifidobacterium도 Wet sand (B)에서 7월에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인 Candida albicans나 암세

Fig. 3. Shannon Index of all samples.

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생리 활성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Vol. 57,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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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Phylum-level community structures between June and September, 2018. (A) Seawater, (B) Wet sand, (C) Dry sand, and (D) Near road sand.
Table 1. Genus-level communities distributed over 3% in each phylum
Phylum

Genus

Acidobacteria

Aridibacter, Blastocatella, Stenotrophobacter, Thermoanaerobaculum

Actinobacteria

Aciditerrimonas, Aeromicrobium, Arthrobacter, Bifidobacterium, Egicoccus, Knoellia, Marmoricola, Nocardioides, Streptomyces

Bacteroidetes

Bacteroides, Eudoraea, Gillisia, Gramella, Phaeocystidibacter, Polaribacter, Portibacter, Sabulilitoribacter

Chloroflexi

Sphaerobacter, Thermomicrobium

Deinococcus-Thermus

Deinococcus, Truepera

Firmicutes

Bacillus, Clostridium, Faecalibacterium, Flintibacter, Halobacillus, Limnochorda, Oscillibacter, Pontibacillus, Sporobacter

Proteobacteria

Alteromonas, Marinobacter, Marinobacterium Pseudoalteromonas, Sulfitobacter, Thioprofundum, Woeseia

려진(Ribeiro et al., 2020) Streptomyces는 Wet sand (B)에서 6

서는 Gramella가 많이 분포하였다.

월, 8월, 9월에 많이 분포하였다. Actinobacteria에 속하며, 영양

Firmicutes에 속하며, 산소 호흡을 하는 Bacillus, Halobacillus,

원이 부족한 빙하에서 발견된 Nocardioides (Liu et al., 2015)와

Pontibacillus는 Dry sand (C)와 Near road (D) 모래에서 넓게

심해에서 발견된 Arthrobacter (Chang et al., 2007)는 Near road

분포하고 있었으며, Oscillibacter는 Wet sand (B)에서 7월에

(D) 모래에서 6월~9월 동안 많이 분포하였다.

만 다수로 분포하였다.

Bacteroidetes에 속하며, 유기물이 많은 홍해의 퇴적지에서

Chloroflexi에 속하는 Sphaerobacter와 Deinococcus-Thermus

발견된 Phaeocystidibacter (Zheng et al., 2015)는 Seawater

에 속하는 Truepera는 모두 Near road (D) 모래에서 6월과 7월

(A)에서 다수 분포하였고, 해양에서 발견된 Gillisia (Lee et al.,

에 많이 분포하였다.

2006), 강어귀에서 발견된 Gramella (Park et al., 2015)는 Wet

Proteobacteria의 Class 별로 비교해보면, 주로 영양원이 풍

sand (B)와 Dry sand (C)에서 많이 검출되었다. 인체의 장내에

부한 곳에서 서식하며, 대장균이나 비브리오 등 많은 인간 병

서 발견된 Bacteroides (Yoshida et al., 2018; Park et al., 2021)

원체를 포함하는 Gammaproteobacteria는 Seawater (A), Wet

는 Wet sand (B)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Near road (D) 모래에

sand (B), Dry sand (C)에서 많이 분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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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빙하의 얼음이나 깊은 지하 토양과 같이 영양원이 빈약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Alphaproteobacteria는 Near road (D)
모래에서 많이 분포하였다(Fig. 5).
Wet sand (B)에서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높아서, 동물의
체내에서와 같이 호기성 영역과 혐기성 영역 사이에서 자라며
풍부한 양의 유기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Betaproteobacteria
와, 황산염을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는 Deltaproteobacteria
가 각각 8% 분포하였고, 동물의 내장에서 서식하기도 하며 소
량의 산소만 필요로 하는 Epsilonproteobacteria도 1% 분포하
였다. Near road (D) 모래에서는 특이하게도 포식자 균주인
Bdellovibrio를 포함하는 Oligoflexia가 8% 분포하였다.
Acidobacteria와 Actinobacteria는 해변의 젖은 모래와 마
른 모래, 도로변 모래에서는 존재하였으나, 해수에서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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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절기(6~9월) 동안 해수, 젖은 모래,
마른 모래, 도로변 모래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 구조의 변화
를 모니터링했다. 각 시료에서 채취한 16S rDNA를 증폭하여
미생물 군집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젖은 모래에서의 OTU 및
Shannon 지수 값이 가장 높았다. Actinobacteria와 Firmicutes는
각 문(phylum) 내에서 3% 이상의 분포 비율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속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분변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Bacteroides, Lactobacillus, Clostridium, Faecalibacterium은
해수와 젖은 모래에서만 분포하였다. Proteobacteria의 가능한
병원성균 중에서, Legionella는 7월에 젖은 모래에서 높게 증
가한 반면, Vibrio는 해수에서 8월에 높게 분포하였다.

존재하지 않았다. Chloroflexi와 Deinococcus-Thermus는 대
부분 도로변의 모래에서 많이 나타났다. 인체 분변 미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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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Tomenchok et al., 2020).
해운대 해안에 분포하는 주요 미생물의 Phylum들은 미국
플로리다의 해안(Christensen and Martin, 2017), 멕시코만의
해안(Taylor and Kurtz, 2020), 남아프리카의 해안(Sibanda and
Ramganesh, 2021), 바다의 해면(Moitinho-Silva et al., 2017)
을 구성하는 주요 미생물의 phylum들과 공통점이 많았다.

Fig. 5. Class-level community structures of Proteobacteria at Haeundae
beach.

References
Alm EW, Daniels-Witt QR, Learman DR, Ryu H, Jordan DW, Gehring
TM, and Santo Domingo J. 2018. Potential for gulls to transport
bacteria from human waste sites to beaches. Sci. Total Environ.
615, 123–130.
Chang HW, Bae JW, Nam YD, Kwon HY, Park JR, Shin KS, Kim
KH, Quan ZX, Rhee SK, An KG, et al. 2007. Arthrobacter
subterraneus sp. nov., isolated from deep subsurface water of
the South coast of Korea. J. Microbiol. Biotechnol. 17, 1875–
1879.
Christensen A and Martin GDA. 2017. Identification and bioactive
potential of marine microorganisms from selected Florida coastal
areas. Microbiologyopen 6, e00448.
Curren E and Leong SCY. 2019. Profiles of bacterial assemblages
from microplastics of tropical coastal environments. Sci. Total
Environ. 655, 313–320.
Duranti S, Ruiz L, Lugli GA, Tames H, Milani C, Mancabelli L,
Mancino W, Longhi G, Carnevali L, Sgoifo A, et al. 2020.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as a key member of the human gut
microbiota in the production of GABA. Sci. Rep. 10, 14112.
Hughes B, Beale DJ, Dennis PG, Cook S, and Ahmed W. 2017.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Vol. 57, No. 4

248

∙ Eom and Khang

Cross-comparison of human wastewater-associated molecular
markers in relation to fecal indicator bacteria and enteric viruses
in recreational beach waters. Appl. Environ. Microbiol. 83,
e00028-17.
Januário AP, Afonso CN, Mendes S, and Rodrigues MJ. 2019. Faecal
indicator bacteria and Pseudomonas aeruginosa in marine
coastal waters: is there a relationship? Pathogens 9, 13.
Khang Y. 2013. Comparison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water
columns of Goseong deep seawaters. Korean J. Microbiol. 49,
282–285.
Khang Y. 2014. Comparison of bacterial communities in beach sands
along the East coast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Korean J.
Microbiol. 50, 376–380.
Khang Y and Ahn M. 2015. Phylogenetic diversity of marine bacteria
dependent on the port environment around the Ulleung Island.
Korean J. Microbiol. 51, 312–317.
Kim MK and Khang Y. 2012. Marine prokaryotic diversity of the deep
sea waters at the depth of 1500 m off the coast of the Ulleung
Island in the East sea (Korea). Korean J. Microbiol. 48, 328–331.
Lee OO, Lau SCK, Tsoi MMY, Li X, Plakhotnikova I, Dobretsov S,
Wu MCS, Wong PK, and Qian PY. 2006. Gillisia myxillae sp.
nov., a novel member of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isolated
from the marine sponge Myxilla incrustans. Int. J. Syst. Evol.
Microbiol. 56, 1795–1799.
Liu Q, Liu HC, Zhang JL, Zhou YG, and Xin YH. 2015. Nocardioides
glacieisoli sp. nov., isolated from a glacier. Int. J. Syst. Evol.
Microbiol. 65, 4845–4849.
Moitinho-Silva L, Nielsen S, Amir A, Gonzalez A, Ackermann GL,
Cerrano C, Astudillo-Garcia C, Easson C, Sipkema D, Liu F, et
al. 2017. The sponge microbiome project. Gigascience 6,
gix077.
Park S, Kim S, Jung YT, and Yoon JH. 2015. Gramella aquimixticola
sp. nov., isolated from water of an estuary environment. Int. J.
Syst. Evol. Microbiol. 65, 4244–4249.
Park Y, Kim M, Pachepsky Y, Choi SH, Cho JG, Jeon J, and Cho KH.
2018. Development of a nowcasting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 predict fecal contamination levels at
recreational beaches in Korea. J. Environ. Qual. 47, 1094–1102.
Park NJ, Yu S, Kim DH, Yun EJ, and Kim KH. 2021. Characterization
of BpGH16A of Bacteroides plebeius, a key enzyme initiating
the depolymerization of agarose in the human gut. Appl. Microbiol.
Biotechnol. 105, 617–625.
Ribeiro I, Girão M, Alexandrino DAM, Ribeiro T, Santos C, Pereira F,
Mucha AP, Urbatzka R, Leão PN, and Carvalho MF. 2020.
Diversity and bioactive potential of Actinobacteria isolated from

미생물학회지 제57권 제4호

a coastal marine sediment in Northern Portugal. Microorganisms
8, 1691.
Sabino R, Rodrigues R, Costa I, Carneiro C, Cunha M, Duarte A, Faria
N, Ferreira FC, Gargaté MJ, Júlio C, et al. 2014. Routine
screening of harmful microorganisms in beach sands: implications
to public health. Sci. Total Environ. 472, 1062–1069.
Sibanda T and Ramganesh S. 2021. Taxonomic and functional analyses
reveal existence of virulence and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beach sand bacterial populations. Arch. Microbiol. 203, 1753–
1766.
Suzuki Y, Shimizu H, Kuroda T, Takada Y, and Nukazawa K. 2021.
Plant debris are hotbeds for pathogenic bacteria on recreational
sandy beaches. Sci. Rep. 11, 11496.
Suzuki Y, Teranishi K, Matsuwaki T, Nukazawa K, and Ogura Y.
2018. Effects of bacterial pollution caused by a strong typhoon
event and the restoration of a recreational beach: transitions of
fecal bacterial counts and bacterial flora in beach sand. Sci. Total
Environ. 640–641, 52–61.
Taylor HB and Kurtz HD Jr. 2020.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shows differing levels of temporal stability in intertidal beach
sands of the grand strand region of South Carolina. PLoS ONE
15, e0229387.
Tomenchok LE, Gidley ML, Mena KD, Ferguson AC, and SoloGabriele HM. 2020. Children’s abrasions in recreational beach
areas and a review of possible wound infection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7, 4060.
Viji R, Shrinithivihahshini ND, Santhanam P, Balakrishnan S, Yi Y,
and Rajivgandhi G. 2019. Biomonitoring of the environmental
indicator and pathogenic microorganisms assortment in foremost
pilgrimage beaches of the Bay of Bengal, Southeast coast, India.
Mar. Pollut. Bull. 149, 110548.
Weiskerger CJ, Brandão J, Ahmed W, Aslan A, Avolio L, Badgley
BD, Boehm AB, Edge TA, Fleisher JM, Heaney CD, et al. 2019.
Impacts of a changing earth on microbial dynamics and human
health risks in the continuum between beach water and sand.
Water Res. 162, 456–470.
Yoshida N, Emoto T, Yamashita T, Watanabe H, Hayashi T, Tabata T,
Hoshi N, Hatano N, Ozawa G, Sasaki N, et al. 2018. Bacteroides
vulgatus and Bacteroides dorei reduce gut microbial lipopolysaccharide production and inhibit Atherosclerosis. Circulation
138, 2486–2498.
Zheng X, Liu H, Song L, Zhang L, Wang H, Xin Dai X, and Huang L.
2015. Phaeocystidibacter marisrubri sp. nov., a member of the
family Cryomorphaceae isolated from Red Sea sediment. Int. J.
Syst. Evol. Microbiol. 65, 2199–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