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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 요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레지오넬라(Legionella pneumophila)는 수

인성폐렴 및 폰티악열병의 원인병원체로 주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

해 감염되지만, 하천수 등 자연환경에서도 검출이 보고되고 있으며, 냉온수, 

수도꼭지, 샤워기 및 사람과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분수, 벽천, 인공폭

포 등)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0년 8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을 마련

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분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환경 중 레지오넬라의 오염조사 및 관리가 점차 중요해 짐에 따라 자

연 환경수, 퇴적물, 침전물, 부착성 점액질, 급배수관망, 먹는물, 냉온수 등 

다양한 환경시료의 분석을 반영하기 위해 ISO(KS) 11731(1998년, Water 

quality-Detection and enumeration of Legionella),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2012년, 질병관리본부), 진단미생물학(제4 개정판), 레지오넬라종 막여과법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내용 및 분석절차를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1 목적

이 시험방법은 환경 시료 중 레지오넬라 종을 분석함에 있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먹는물, 산업용수, 냉·온수, 냉각수, 수도 및 샤워기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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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호소수, 방류수, 침전물, 퇴적물, 진흙, 점액질 부착물 등과 같은 환

경 시료에 적용할 수 있다.

1.3 간섭물질

시료 중 레지오넬라 이외의 미생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경우 레지오넬라 

검출 및 계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시료의 희석, 열처리, 산

처리 등을 통해 다른 미생물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1.4. 안전

이 시험법에 사용되는 시약은 검증을 받은 허가된 시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레지오넬라는 생물학적 안전 2등급 수준 이상의 미생물 실험실에서 숙련된 

분석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감염은 미생물의 흡입에 의해 야기되므로 분석 과

정 중 에어로졸 등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마스크, 장갑, 실험복, 보안경 등 안전장비의 착용

이나 생물학적 안전캐비닛 내에서 실험할 것을 권장한다. 

2.0 용어정의 및 실험원리

2.1 레지오넬라 

“레지오넬라 균”이란 그람음성 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너비 0.3 ~ 0.9 ㎛, 

길이 2 ~ 20 ㎛ 크기를 가지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극성의 또는 측면 편모

로 운동성을 지니는 호기성 또는 미호기성 미생물이다. L-시스테인과 3가철을 

함유한 활성목탄(Charcoal)을 함유한 효모추출물 완충배지(BCYE, Bu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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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Yeast Extract)에서 적어도 2일 후에 정상적으로 성장 할 수 있으

며, 종종 흰색, 푸른색을 띤 자주색 또는 연한녹색의 집락을 형성하는 미생물

의 속(genus)을 말한다.

비고) 몇몇 종은 긴 파장의 자외선 빛 아래에서 형광을 발한다. 집락은 저배율 입체 현미

경으로 관찰할 때 우윳빛의 외양을 갖는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레지오넬라의 

성장은 L-시스테인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2.2 원리

물 시료 중의 레지오넬라를 포함한 세균은 막 여과로 농축하며, 탁도가 높

은 시료는 원심분리에 의해 농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세균의 성장을 줄이기 위해 농축된 시료의 일부는 산처리 또는 

열처리를 통해 레지오넬라 배양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전처리한 시료를 레지오넬라용 선택적 한천 평판 배지 위에 접종한 후 배양

하여 전형적인 콜로니의 확인을 통해 최종 분석한다. 시료 중 충분한 수의 레

지오넬라(105 CFU/L 이상)를 함유한 시료는 배양에 앞서 농축할 필요가 없다.

3.0 분석기기 및 기구

3.1 여과막

공경 0.2 ㎜ 또는 0.45 ㎛, 직경 47 ㎜ ~ 142 ㎜ 크기의 미생물 분석용 여

과막으로서 가능하면 막의 한 면에 격자가 그려진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나

일론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멤브레인 필터(Nylon or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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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두 가지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로 레지오넬라 분리를 성공하였더라도 상대효율은 알 

수 없다. 폴리카보네이트 멤브레인은 여과속도가 낮아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3.2 여과장치 

여과막을 끼워서 여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무균조작 가능한 정량펌프 

또는 3 L/min 이상 유속을 갖는 펌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압축기와 압력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3.3 필터지지대 및 깔때기

500 ~ 2,000 mL의 시료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멸균처리가 가능하며, 직

경 47 ㎜ 또는 142 ㎜ 필터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4 피펫 또는 자동피펫

용량 1 ~ 25 mL의 메스피펫이나 자동피펫(플라스틱 피펫팁 포함)으로서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3.5 페트리접시

지름 약 9 ㎝, 높이 1.5 ㎝의 유리제품(65 ㎠) 또는 1회용 플라스틱(57 ㎠)

으로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3.6 핀셋

끝이 뭉툭하고 넓으며 여과막을 집어 올릴 때 여과막을 물리적으로 손상시

키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 화염멸균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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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긁개 (scraper) 또는 주걱

표면에 부착된 점액질 등 부착물을 긁어 모으기 위한 도구로 멸균 가능한 

재질로 된 것이나 멸균된 1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8 배양기

배양온도를 (36 ± 1) ℃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CO2 2 ~ 5 %

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9 자외선등 (UV lamp)

파장 (360 ± 20) nm를 방출하는 자외선 등을 사용한다.

3.10 원심분리기

안전장치망 (Safety Bucket)이 설치된 (6,000 ± 100)X g의 원심분리기를 

사용한다.

3.11 가열기

전기가열판 (Hot plate)나 가스버너 (Gas burner)를 사용한다.

3.12 초음파 항온수조 (Ultrasound water bath)

25 ml 이상의 시료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13 항온수조

(50 ± 1) ℃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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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초자류

모든 초자류는 열건조기에서 (170 ± 5) ℃ 1시간 또는 고온습윤멸균기에서 

(121 ± 1) ℃ 20분간 멸균하여 사용한다.

3.15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입사광이 형광 조명으로 설비된 쌍안 현미경으로 여기 광선 조리개, 여진기 

필터, 이색 광선 분할 거울과 조화된 서프레션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현미경은 유침 또는 수침 대물렌즈 (최소 40배율)와 8배율 또는 10배율 대

안렌즈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16 평판현미경 (Plate microscope)

최소 30배율로 확대하고 경사 입사 조명이 가능한 입체현미경을 사용한다.

3.17 회전진탕기 (Rotary shaker)

적어도 (200 ± 5) r/min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4.1.1 글라이신 반코마이신 폴리마이신 사이클로헥사마이드 (GVPC) 배지 (추

정시험용)

가급적 상용화된 완성제품을 사용한다. 조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정제수 1 L

에 표 1의 성분을 넣고 가열하여 녹인 후, 121 ℃에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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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5 ~ 50 ℃로 냉각하여 항생제를 넣고 잘 섞어준 후 페트리접시에 넣

어 굳힌다.

비고) 사이클로헥사마이드 대신에 50 mg/L 나타마이신 (natamycin)이 함유된 GVPN 배

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적당한 겔 강도를 주기 위해 첨가된 한천의 농도에 대한 제

조사의 권장값을 확인한다. 

표 1. 글라이신 반코마이신 폴리마이신 사이클로헥사마이드 (GVPC) 배지 조성

성 분 조 성

활성화된 차콜 (activated charcol ) 2 g

효모 엑스 (yeast extract, 세균학적 등급) 10 g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8 g

ACES 버퍼 (N-2-acetamido-2-aminoethane sulphonic acid) 10 g

피로인산 제2철 (ferric pyrophosphate) 0.25 g

L-시스테인 염산염 1수화물 (L-cysteine hydrochloride monohydrate) 0.4 g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칼륨 일인산염 (α-ketoglutarate monopotassium salt) 1 g

글라이신 (glycine - ammonium free) 3 g

*폴리믹신 B 설페이트 (polymyxin B sulphate) 80,000 iu

*반코마이신 염산염 (vancomycin hydrochloride) 1 mg

*사이클로헥사마이드 (cyclohexamide) 80 mg

한천 [agar, (C12H18O9)n] 13 g

물 (dH2O) 1 L

* 항생제는 얼린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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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항생제의 조제

14,545 iu/mL의 농도를 얻기 위해 증류수 100 mL에 폴리믹신 B 황산염 

적당량(일반적으로 200 mg)을 가한다. 섞은 다음 막여과 방법으로 멸균한다. 

이 용액 5.5 mL를 취해 멸균 용기 안에 넣고 ( 20 ± 3) ℃에 저장한다. 사

용할 때는 실온에서 해동한다.

증류수 20 mL에 반코마이신 염산염 20 mg을 가하고 섞은 다음 막여과 방

법으로 멸균한다. 멸균 용기에 1 mL씩 분취하고 ( 20 ± 3) ℃에 저장한다. 

사용할 때는 실온에서 해동한다. 

증류수 1,000 mL에 시클로헥사마이드 2 g을 가하고 막여과 방법으로 멸균

한다. 멸균 용기에 4 mL씩 분취하고 ( 20 ± 3) ℃에 저장한다. 사용할 때는 

실온에서 해동한다.

비고) 시클로헥사마이드는 간에 독성이 있으므로 가루 형태의 화학 약품을 다룰 때에는 

장갑과 방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4.1.3 GVPC 배지의 조제

4.2.1에 주어진 효모추출물 활성목탄 완충 (BCYE) 배지의 제조 방법을 따

르지만 α-케토글루타르산염의 첨가 후 암모늄 없는 글리신 3 g을 넣고 그 다

음에 pH를 (6.9 ± 0.4)로 조정한다. 

L-시스테인과 철을 첨가한 후 위의 3가지 항생제 각각의 일정 부피 (보존 

용기에 분배된 부피)를 최종 배지에 가하고 잘 섞는다. 

4.2 시스테인이 함유된 효모추출물 목탄 완충배지 (BCYE+) 배지

가급적 상용화된 완성제품을 사용한다.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정제수 1 L에 표 2의 성분을 넣고 가열하여 녹

인 후, 121 ℃에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45 ~ 50 ℃로 식혀 첨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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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잘 섞어준 후 페트리접시에 넣어 굳힌다.

4.2.1 조성

표 2. 시스테인이 함유된 효모추출물 목탄 완충 (BCYE+) 배지 조성

성 분 조 성

활성목탄 (activated charcol ) 2.0 g

효모 엑스 (yeast extract) 10.0 g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8 g

ACES 완충제 (N-2-acetamido-2-aminoethane sulphonic acid) 10.0 g

피로인산 제2철 (ferric pyrophosphate) 0.25 g

*L-시스테인 염산염 1수화물 (L-cysteine hydrochloride monohydrate) 0.4 g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칼륨이인산염 (α-ketoglutarate monopotassium salt) 1.0 g

한천 [agar, (C12H18O9)n] 13.0 g

물 (dH2O) 1 L

4.2.2 조제

4.2.2.1 L-시스테인과 파이로인산염 제2철 용액

증류수 10 mL에 L-시스테인 염산염과 파이로인산염 제2철을 각각 0.4 g과 

0.25 g씩을 가하여 새로운 용액을 조제한다. 각각의 용액을 평균 공극 크기 

0.22 ㎛의 막 여과지로 여과시켜 멸균한다. 

비고) (-20 ± 3) ℃의 깨끗한 멸균 용기에서 저장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4.2.2.2 ACES 완충제 

증류수 500 mL에 ACES 과립을 가하고 45 ~ 50 ℃의 중탕 수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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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인다. 별도의 증류수 480 mL에 수산화칼륨 2.8 g을 가하고 천천히 흔들어 

녹인다. 두 용액을 섞어 ACES 완충제를 만든다.

비고) ACES 완충제는 4.2.2.3의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효모 추출물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4.2.2.3 최종 배지 

ACES 완충제 980 mL에 연속적으로 활성목탄, 효모 추출물 및 α-케토글루

타르산염을 가한다. 증류수 1 L에 수산화칼륨 5.6 g을 녹여 수산화칼륨(KOH) 

0.1 mol/L의 용액을 제조한다. 증류수 1 L에 황산 5.3 mL를 조심스럽게 가

하여 황산(H2SO4) 0.1 mol/L의 용액을 조제한다. 

수산화칼륨 0.1 mol/L 또는 황산 0.1 mol/L의 용액을 적당량 사용하여 

pH를 (6.9 ± 0.2)로 조절한다. 한천을 넣고 혼합한 다음 (121 ± 1) ℃의 멸

균기에서 (15 ± 1)분 동안 멸균한다. 가열 후 중탕 하면서 (50 ± 2) ℃까지 

냉각시킨다.

L-시스테인과 파이로인산염 제2철 용액을 무균적으로 가하되 가할 때마다 

잘 섞는다.

비고) 90 mm ~ 100 mm의 페트리 접시에 20 mL 정도를 분취한다. 최종 배지의 pH는 

25 ℃에서 (6.9 ± 0.4)이다. 평판 위의 과잉 수분을 건조시키고 밀봉 용기에 넣어 

(4 ± 2) ℃의 어두운 곳에 두면 4주까지 저장할 수 있다. 

4.2.2.4 상업화된 완성제품

상업화된 완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4.3 시스테인이 함유되지 않은 효모추출물 목탄 완충 (BCYE-) 배지

4.2의 효모추출물 활성목탄 완충 (BCYE) 배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제하되 

L-시스테인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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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품질관리

멸균하는 동안 오래 가열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효모추출물 

활성목탄 완충 (BCYE) 배지의 영양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조제된 

배지의 묶음 간 배지성분(특히 α-케토글루타르산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제작한 한 묶음의 배지에 대해 배양시작 후 3일 동안 L. 

pneumophilla 혈청군1이 성장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새로이 제작된 GVPC 선택적 한천 배지의 레지오넬라 배양 적용성을 평가

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권장한다.

① 레지오넬라의 성장이 확인된 이전 묶음의 GVPC 배지와 함께 새로이 조

제한 묶음의 배지에 레지오넬라를 포함된 시료를 접종한다.

② 국가적으로 공인된 동결 건조한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혈청군1 균주)를 

구하여 권장 방법대로 재생시킨 후 BCYE 평판배지 위에 계대 배양함으

로써 순수균주를 유지한다 (공인된 균주를 구할 수 없으면, 새로 분리하

여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혈청군 1으로 확인된 것을 사용).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보관균주는 10회 이상 계대하여 쓸 수 없다. 배양 후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집락을 멸균된 글리세롤 용액 1 mL에 혼합하여 

(-20 ± 3) ℃에 저장하거나 페이지 식염수 또는 멸균된 증류수에 혼합

하여 (-70 ± 5) ℃에 보관한다. 동정을 위해 각각 분리된 균주 중 1개

의 현탁액으로부터 BCYE 배지에 배양하고 레지오넬라 종명과 혈청학적 

그룹을 기록한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또는 그 이상)의 보관 현탁

액을 실온에서 녹인다. 충분히 흔들어 섞고 5 ~ 10분간 에어로졸이 가

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적정량(예를 들면 0.1 ㎖)을 새로운 묶음과 

이전 묶음의 GPVC배지에 접종한다.

③ 새로운 묶음과 이전 묶음의 GPVC 배지에서 (36 ± 1)℃, 2 ~ 5일간 배

양 하면서 집락의 형태적 특징과 집락의 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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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결과를 기록하고 비교한다. 

4.5 표준용액

4.5.1 페이지 (Page's) 식염수

표 3. 페이지 (Page’s) 식염수 조성

성   분 조  성

염화나트륨 (NaCl) 0.120 g

황산마그네슘 7수화물 (MgSO4·7H2O) 0.004 g

염화칼슘 2수화물 (CaCl2·2H2O) 0.004 g

무수 인산일수소나트륨 (Na2HPO4) 0.142 g

인산이수소칼륨 (KH2PO4) 0.136 g

증류수 1,000 ㎖

증류수에 녹여 잘 섞은 다음 (121 ± 1) ℃에서 (15 ± 1)분 동안 멸균한다.

4.5.2 묽은 링거 (Ringer's) 용액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조제품(일반적으로 정제 형태로)을 이용하여 링거 

용액의 1/40 희석액을 조제한다. 필요한 만큼 분배하고 (121 ± 1) ℃에서 

(20 ± 1)분 동안 멸균한다. 

4.5.3 완충 산

- 염산 용액 0.2 mol/L : 증류수 1 L에 진한 염산 (비중 1.18, 최소 함유율 

35.4%) 17.4 mL 또는 진한 염산 (비중 1.16, 최소 함유율 31.5%) 20 mL

를 가하여 만든다.

- 증류수 1 L에 염화칼륨 14.9 g을 녹여 염화칼륨 (KCl) 용액 0.2 mo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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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한다.

- 완충산 제조 : 염산 용액 (0.2 mol/L) 3.9 mL와 염화칼륨 용액 (0.2 mol/L) 

25 mL를 혼합한다.

- 수산화칼륨 (KOH) 1 mol/L 용액을 가해 pH를 (2.2 ± 0.2)로 조정한다. 

비고) 마개 달린 유리 용기에 넣어 실온의 어두운 곳에서 1개월 이내로 저장할 수 있다. 

5.0 시료채취

5.1 시료 용기

물 시료 (일반적으로 1 L)는 유리, 폴리에틸렌 또는 유사한 재질의 용기에 

채취해야 한다. 이미 사용하였던 용기는 증류수 또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헹군 다음 (121 ± 1) ℃에서 20분 동안 멸균한다. 가열에 견딜 수 없는 용기

는 대신에 5분 이상 뜨거운 물 (70 ℃ 이상) 또는 증기를 흘려 살균해야 한

다. 작은 멸균 용기는 점액질, 진흙, 퇴적물 또는 침전물의 채취에 이용하며, 

목이 넓은 용기는 나사 마개로 된 것을 사용한다. 

시료 용기를 만드는 재료는 먹는물과 접촉하여도 사용하기 적당해야 한다. 

시료 채취량은 수질특성과 실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시료채취 지점과 시료량을 비롯해 소독제 사용여부 등 세부사항을 기록하

여 시료와 함께 실험실로 보낸다. 시료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시료는 안

전성과 정확한 분석결과의 도출 등의 이유로 분석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5.2 소독제 (잔류염소 등)가 존재하는 시료의 채취

채취된 시료가 소독제를 포함한 경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충분한 중화제를 

용기에 첨가한다. 먹는물, 먹는샘물 (원수) 등은 먹는물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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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비고) 염소와 다른 산화성 소독제는 티오황산칼륨 또는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첨가로 비

활성화 (중화) 된다. 다른 소독제 (살균제)의 경우 아직 실질적인 범용의 중화제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분석은 특히 소독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료에 대

해 되도록 시료 채취 당일에 실험실에서 물 시료를 수령한 후 가능한 한 빨

리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먼 지역으로부터 장기간의 시료 운반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시료 

채취와 전처리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이상적으로는 2일이며, 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료 채취로부터 농축액의 배양까지 걸리는 최대 시간은 14일이다.

5.3 진흙, 퇴적물, 점액질 등의 시료 채취

퇴적물 시료채취기 (Grab 또는 Core sampler), 멸균된 주걱 또는 긁개 

(Scraper) 등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멸균된 목이 넓은 용기 또는 밀폐

형 비닐백에 담는다.

진흙, 퇴적물, 점액질 등의 분석은 면적 또는 무게 당 레지오넬라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면적당 분석을 할 경우 채취한 면적을 시료채취 기록부

에 표시하고 무게 당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일정 무게 이상 (예를 들면 30 g 

이상) 시료를 채취한다.

5.4 시료 운반

시료는 빛과 열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18 ℃ 이하로 운반하되 6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료는 실험실로 가능한 빨리 운반한다.

가급적 1일 이내에 그러나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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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도보증/정도관리 (QA/QC)

6.1 내부정도관리

레지오넬라균 내부정도관리는 다음의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6.1.1 표준균주

표준균주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균주를 사용하도록 하며 분양기

관에서 권고하는 방법으로 균주를 유지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

비고)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CTC), 미국 미생물자원센터(ATCC) 

등에서 분양 받은 균주 혹은 이와 동등하게 입증된 균주를 사용할 수 있다.

6.1.2 시료준비

① 멸균용기(100 mL 이상)를 준비하고 멸균희석액을 1 mL씩 넣는다.

② 표준균주가 계대 배양된 평판배지로부터 단일 집락을 백금이로 취하여 

6.1.2.1의 용기에 무균 조작하여 넣고 균주가 잘 풀어지도록 균일하게 

혼합한다. 과도하게 작은 집락을 취하거나 여러 집락을 동시에 취하여 

시험할 경우 내부정도관리의 신뢰도가 감소할 수 있다.

③ 여기에 멸균희석액을 더하여 최종부피 100 mL로 맞춘다.

비고) 멸균희석액은 인산완충희석액, 펩톤희석액, 멸균증류수 등이 있으며, 멸균증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균주가 삼투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평판배지에서 오랜 기간 보관했던 균주는 시험오차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

로 가급적 내부정도관리 바로 전에 계대배양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6.1.3 시험방법

준비된 3개의 접종시료를 7.0의 분석절차에 따라 개별시험하고 음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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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여부를 판단한다. 반드시 1개 이상의 음성대조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

도록 하며, 음성대조군은 접종균주를 희석한 희석액으로 한다.

6.2 내부정도관리 주기 및 평가

6.2.1 기록 보존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내부정도관리는 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6.2.2 결과 판단

시험결과는 접종시료의 경우 양성이고 음성대조군은 음성이면 ‘적합’으로 판

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시험하여 ‘적합’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비고) 정도관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재시험하며, ‘적합’할 때까지 공식적인 수질검

사 성적서는 생산하지 않도록 한다.

7.0 분석절차

7.1 시료 전처리

7.1.1 일반

시료 중 레지오넬라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5 CFU/L 이상) 액

체 시료를 직접 평판에 도말할 수 있으며, 레지오넬라의 수가 적은 경우 막

여과 또는 원심 분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농축한다. 탁도가 높은 물시료의 

경우 여과를 두 번에 나누어 농축 할 수 있다. 

침전물, 퇴적물 또는 진흙 시료 및 레지오넬라의 농도가 높은 시료에 대해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17

서는 희석하여 실험 할 수 있으며, 레지오넬라이외의 세균이 많은 경우 페이

지 식염수 (Page’s saline) 또는 희석한 링거 용액 (Ringer’s solution)으로 희

석하여 실험 할 수 있다. 희석하거나 농축한 경우 농축량 및 희석량을 기록

한다.

7.1.2 물 시료의 막여과

여과장치와 여과지는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정량펌프 등을 사용하여 

여과막 지지대에 놓인 여과막을 통해 물을 여과시킨다. 시료가 탁하거나 부유

물이 있는 경우에는 여과 대신에 원심 분리를 할 수 있다.

비고) 유량은 여과막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최대 유량을 초과하지 않

도록 조정한다.

여과가 끝나면 여과물의 손실이 없도록 멸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지지대

로부터 막을 들어내어 즉시 나사 마개가 있는 멸균 용기로 옮긴다. 

막에서 미생물을 씻어 내기 위해 5 mL ~ 25 mL의 여과된 시료 용액, 멸

균 증류수 또는 멸균 희석액을 가하고 적어도 2분 동안 세게 흔든다. 

이렇게 준비된 농축액을 시료로 사용한다. 

비고) 여과막으로부터 레지오넬라의 탈리가 잘 되도록 멸균 가위를 사용하여 여과막을 잘

라서 실험할 수 있다. 

비고) 여과지로부터 레지오넬라를 탈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2분 ~ 10분 동안 

초음파 수조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시료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희

석액 높이가 초음파 수조 안에 있는 물의 높이 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1.3 시료의 원심 분리

퇴적물, 진흙 등과 같은 침전물이 섞인 경우 시료를 세게 흔들어 재 부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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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200 ± 5) mL를 300 mL ~ 500 mL 용량의 멸균된 나사 마개가 있는 

원심 분리 용기에 담는다. 

15 ℃ ~ 25 ℃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10분 동안 6,000X g 또는 30분 동안 

3,000X g로 원심 분리 한 후에 상등액을 무균적으로 제거한다. 

원심분리 용기에 희석액 2 mL ~ 20 mL 또는 멸균 증류수로 현탁시키고 

최종 부피를 기록하고 이 농축액을 시료로 사용한다. 

비고) 침전물의 교란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등액을 가만히 따르는 것보다 진공

으로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비고) (200 ± 5) mL가 아닌 시료량을 사용하는 경우 비례하는 부피의 희석액에 침전물

을 다시 현탁시켜야 한다. 

7.1.4 침전물, 퇴적물 및 진흙

일반적으로 퇴적물이나 진흙의 경우 일정량 (g)의 시료에 멸균된 희석수 

(ml)를 1:1의 비율로 넣고 적어도 2분 동안 흔들거나 소용돌이가 일어날 정

도로 잘 섞는다. 물질의 분산을 돕기 위해 멸균 유리 비등석을 시료에 넣는다.

각 시료를 희석하는 경우 멸균된 희석수 또는 멸균 증류수를 사용해 1/10 

희석방법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비고) 점액질이 구조 물질 또는 건조 물질에 붙어 있는 경우 멸균 주걱 또는 긁개로 긁

어 낸 다음 무게를 측정하고(면적으로 시료채취 한 경우에는 전체무게 중 분석에 

사용된 무게의 비율로 면적을 산정한다) 소량의 희석수에 다시 현탁시키고 같은 방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확한 절차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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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시료의 저장

시료는 (6 ± 2) ℃의 어두운 곳에서 14일 이내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시료 운반이나 보관 중 세균이 시료 용기의 벽에 부착하는 등 배양에 영향

을 줄 수 있는데 레지오넬라의 경우 이러한 손실은 0 ℃ ~ 6 ℃에 저장된 

시료에서 흔히 일어난다. 

또한 종속영양세균은 20 ℃ 이상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

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레지오넬라 분석용 시료는 (6 ± 2) ℃ 부근에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 시료가 오래 저장되었거나 저장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운반된 경우, 이것이 결과

에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험결과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시료의 형태도 저장 (즉 물, 침전물, 점액질) 중 세균의 생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며 비슷한 시료 안에서 조차 

달라질 수 있다. 

7.2 시험방법

7.2.1 일반

시료 중에 레지오넬라 이외의 미생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레지

오넬라 검출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열처리 또는 산처리 등의 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도 병행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7.2.2 추정시험

① 농축 또는 희석된 시료 (1 ± 0.5) mL를 튜브에 넣고 (50 ± 1) ℃ 에

서 (30 ± 2) 분간 열처리한 후 시료를 잘 섞어서 0.1 mL를 GVPC 배

지에 도말한다.

비고) 도말이 지연될 경우에는 열처리 후 시료를 재빨리 냉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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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축 또는 희석된 시료 0.2 mL을 튜브에 넣고, 같은 양의 완충산용액 

(pH 2.2)을 넣어 (5분 ± 0.5) 분간 산처리 한 후 즉시 시료를 잘 섞어

서 0.1 mL를 GVPC 배지에 도말한다.

비고) 침전물이 있는 경우에는 나사 마개가 있는 용기에 시료 1 mL ~ 10 mL을 넣어 

안전 버킷에 넣고 (10 ± 1)분 동안 6,000X g으로 또는 (30 ± 1)분 동안 3,000X g

으로 원심 분리한다. 상등액을 멸균 피펫으로 처음 부피의 반까지 빼낸 후 소용돌

이를 만들거나 세게 섞어 침전물을 다시 뜨게 한다. 완충산(1:10의 비율로 희석한 

산용액)을 가해 처음 부피로 만들고 천천히 섞어준 후 (5 ± 0.5)분 동안 정치시

킨다.

③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농축 또는 희석된 시료 0.1 mL를 GVPC 배지에 

도말한다.

④ 시료가 배지에 완전히 흡수되면 (36 ± 1) ℃, 배양기에서 10일간 배양

한다. 레지오넬라가 천천히 성장하여 다른 세균의 성장에 의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10일의 배양 기간 동안 2 ~ 4일 간격으로 적어도 3번 

정도 평판 현미경으로 평판을 조사한다.

비고) 이산화탄소를 2.5% (부피분율) 포함한 공기 조건에서의 배양은 레지오넬라의 성장

에 유익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

⑤ 레지오넬라로 추정되는 집락의 수를 계수한다.

비고) 레지오넬라 집락은 가끔 흰색, 회색, 푸른색, 자주색을 띠지만, 갈색, 분홍색, 라임 

그린 또는 짙은 붉은색을 띨 수도 있다. 레지오넬라는 집락 가장자리가 매끄러우며 

독특한 젖빛 유리 외양을 나타낸다. 자외선 아래에서 몇종의 집락(L. bozemanii, L. 

gormanii, L. dumoffii, L. anisa, L. cherrii, L. steigerwaltii, L. gratiana, L. tucsonensis 

및 L. parisiensis)은 빛나는 흰색의 형광을 내고, L. rubrilucens와 L. erythra는 붉

게 나타난다. 레지오넬라 뉴모필라의 집락은 가끔 노란색이 뒤섞인 분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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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을 띤다. 형광색은 여러 종의 다른 레지오넬라 종이 뒤 섞인 시료에서 집락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레지오넬라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평판을 필요 이상 오래 자외선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레지오넬라의 새로운 

종이 위에서 기술한 레지오넬라와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7.2.3 확정시험

GVPC 평판배지로부터 적어도 3개의 레지오넬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락을 

선택하여 각 집락을 BCYE와 BCYE-Cys 각각의 배지에 획선 접종하여 계대

한다.

(36 ± 1) ℃에서 적어도 2일 동안 배양하며, BCYE 위에서는 성장하지만 

BCYE-Cys 배지에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집락을 레지오넬라로 간주하고 각 평

판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다.

비고) 영양 한천 또는 혈액 한천 배지를 BCYE-Cys 배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배지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의심스러운 집락을 선택 배지의 최초 평판으

로부터 계대 배양한다. L. oakridgensis와 L. spiritensis는 확정시험하는 동안 L-시

스테인과 철을 필요로 하지만 그 후에 L-시스테인의 첨가 없이도 약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L-시스테인 첨가 배지와 미첨가 배지 간 성장의 차이점을 조심스

럽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개개의 혈청군의 수 또는 레지오넬라 종의 수가 보고되어야 할 때 각각의 

계대 배양의 집락 형태 중에서 적어도 3개의 대표 집락으로 확정한다.

GVPC 선택 배지 위에 성장하는 각 형태의 모든 집락을 검사하는 것은 실

용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정에 의한 레지오넬라 미생물의 수를 다음 방법으로 

추정한다.

① 각각의 조제 시료에 대해 3개의 GVPC 평판 위에 있는 각 형태의 집락 

수를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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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형태의 2개 내지 3개의 집락을 BCYE (6.2.1)와 BCYE-Cys 배지 위

에 계대 배양한다. (36 ± 1) ℃에서 적어도 2일 동안 배양한다. 

③ BCYE 한천 위에서는 성장하지만 BCYE-Cys에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집

락의 동일성을 유전학적 또는 혈청학적 분석에 의해 확정한다. 이렇게 

하여 확정된 각 레지오넬라의 집락을 계수하여 최종 레지오넬라 수를 

판정한다.

비고) 모든 시험은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여 양성대조군 시험결

과는 양성, 음성대조군 시험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유효한 결과 값으로 

판정한다.

그림 1. GVPC배지에서 성장한 레지오넬라 집락

  

그림 2. BCYE 배지에서 성장한 레지오넬라 집락

7.2.4 확인시험

확정시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집락을 순수 분리한 후 아래의 다양한 방법 

중 선택하여 동정한 후 레지오넬라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7.2.4.1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종 동정

16s rRNA, 5S rRNA, mip gene 등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동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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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유전자 분석시료의 준비

배양된 집락을 1 백금이를 취하여 멸균수 1 ml에 부유한 후 부유액을 100 ℃

에서 10분간 끊인다.

7.2.4.3 유전자 추출 (QIAamp® DNA Micoro Kit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제품)

- 100 ㎕의 시료를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넣는다.

- Microcentrifuge tube에 옮겨진 시료에 ATL buffer 100 ㎕을 첨가한다.

- Proteinase K solution 10 ㎕를 첨가한다.

-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AL buffer 100 ㎕을 첨가한 후, 15초 동

안 Vortexing 하여 섞어준다.

- 56 ℃에서 10분 동안 Incubation 시킨다.

- Ethanol (96 ~ 100 %) 50 ㎕을 첨가하고 15초 동안 Vortexing 하여 섞

어준다. 그리고 3분 동안 상온에서 Incubation 시킨다.

- 상층액을 QIAamp MiniElute column (2 ml collection tube)에 옮긴 다

음 1분 동안 8,000 rpm (6,000X g) 원심분리를 한다. Collection tube로 

여과된 것은 버린다.

- QIAamp MiniElute column에 500 ㎕ AW1 buffer을 첨가하고, 1분 동

안 8,000 rpm (6,000X g) 원심분리 한다. Collection tube로 여과된 것

은 버린다. 

- QIAamp MiniElute column에 500 ㎕ AW2 buffer을 첨가하고, 1분 동

안 8,000 rpm (6,000X g) 원심분리 한다. Collection tube로 여과된 것

은 버린다.

- Membrane을 충분히 건조시키기 위해 QIAamp MiniElute column을 3

분 동안 Full speed (14,000 rpm, 20,000X g)로 원심분리 한다.

- 새로운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QIAamp MiniElute column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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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 또는 D.W. (증류수) 20 ~ 100 ㎕를 QIAamp MiniElute column 중

앙에 첨가한다.

- 상온에서 1분 동안 Incubation 시킨다.

- 1분 동안 14,000 rpm (20,000X g)로 원심분리 한다.

- QIAamp MiniElute column을 제거하고 추출된 DNA는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 ℃에서 보관한다.

- 다른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분석한다.

7.2.4.4 프라이머 준비

레지오넬라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프라이머 서열 정보는 표 4와 같다. 각 

프라이머를 10 pmol/㎕의 농도로 희석하고 20 ℃에서 보관한다.

표 4. 프라이머 서열 정보

Target
대상 

유전자
Primer

Sequence

(5'->3')

Size

(bp)

Annealing

Temp.

Legionella spp. 16s rRNA
Forward AGG GTT GAT AGG TTA AGA GC

386 60 ℃
Reverse CCA ACA GCT AGT TGA CAT CG

Legionella spp. 5s rRNA
Forward ACT ATA GCG ATT TGG AAC CA

104 55 ℃
Reverse GCG ATG ACC TAC TTT CGC AT

L. pneumophila mip
Forward GGT GAC TGC GGC TGT

630 60 ℃
Reverse GGC CAA TAG GTC CGC CAA CG

L. pneumophila
LP264*

(LsyR)

Forward ACA GCT TGA AGA GGA GTT AG
264 47 ℃

Reverse ACA AGC TCT ACT TCA ATG CC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L. pneumophila 특이 프라이머

7.2.4.5 Master Mixture 조제 (LP264 Detection Kit)

Master Mixture 조성은 2 x Master Mix 12.5 ㎕, Forward primer 1 ㎕,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25

Reverse primer 1 ㎕, Nuclease free water 5.5 ㎕, 유전자추출시료 5 ㎕이다.

다른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의 설명서에 따라 조제한다.

비고) 모든 시험은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여 양성대조군 시험결

과는 양성, 음성대조군 시험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유효한 결과 값으로 

판정한다. 양성대조군은 국내외 공인된 균주로 사용하고, 음성대조군은 멸균된 3차 

증류수를 사용한다. 

표 5. 유전자 증폭 (PCR) Mixture 조성

 Master Mix(2X) 12.5 ㎕

 Forward primer (10p㏖/㎕) 1 ㎕

 Reverse primer (10p㏖/㎕) 1 ㎕

 Nulcease free water 5.5 ㎕

 Template DNA(시료) 5 ㎕

 Total volume 25 ㎕

7.2.4.6 유전자 증폭(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 증폭 (PCR)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전변성 (Pre-Denaturation): 94 ℃ 5분 

② 후 변성 (Denaturation): 94 ℃에서 1분

③ 결합 (Annealing) 60 ℃에서 30초

④ 연장 (Extension) 72 ℃ 1분 → 35 Cycle 수행

⑤ 후 변성 (Post-Denaturation) 72 ℃에서 10분 수행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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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전자 증폭 (PCR) 조건

단계 온도 반응시간 반복횟수

Pre-Denaturation 94 ℃ 5 min* 1

Denaturation 94 ℃ 1 min

32 ~ 35***Annealing 47 ~ 60 ℃** 20 sec

Extension 72 ℃ 1 min

Post- Denaturation 72 ℃ 10 min 1

* Master mixture 제조사의 추천 시간으로 설정

** 프라이머별 최적 온도로 설정 : 16s rRNA, mip 60 ℃, 5S rRNA 55 ℃, 47 ℃

*** 시료 중 유전자 (DNA)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7.2.4.7 결과확인

① 전기영동 (Electrophoresis)

  - 전기영동은 1.0 x TAE buffer에 2 % Agarose gel을 사용한다.

  - PCR 생산물 약 5 ㎕와 6 x Loading buffer 1 ㎕를 혼합하여 100 V

에서 3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한다.

  - 전기영동 결과 PCR 생산물 (band)의 크기가 각 프라이머에 맞는 PCR 

생산물의 크기(bp)인 경우“추정양성”으로 판단한다. PCR 생산물 (band)

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음성”으로 판단한다.

비고) 음성대조군에서 PCR 생산물 (band)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실험을 무효로 하며, 오

염원을 제거한 후 DNA분리부터 다시 실험한다.

② 염기서열분석

전기영동으로 양성판정을 한 PCR 생산물을 염기서열 전문 분석업체에 의뢰

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한다.

비고) 대상유전자의 농도가 너무 낮거나 PCR 생성물의 추정양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는 필요 시 cloning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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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결과 판정

① 혈청학적 동정

주로 항혈청을 이용한 슬라이드 응집반응법, 다가 항혈청 또는 단틀론 항체

가 접합된 시약을 이용한 직접형광항체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환경 시료에서는 혈청학적 동정은 하지 않으나, 필요 시 분석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참조).

② 생화학적 검사

L. pneumophila는 카탈라제 (catalase) 양성이며, 혈청군 4와 15를 제외한 

모든 L. pneumophila에 속하는 균종들은 마뇨산염 (hippurate)을 강하게 가

수분해 하지만, 새롭게 분리되는 일부 종에서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종이 베타-락타마아제 (beta-lactamase)를 생성하고 젤라틴을 액

화시킨다. 생화학적 시험은 레지오넬라균 속의 종간에도 다양한 결과를 보이

며, L. pneumophila의 혈청군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널리 사

용되지는 않는다. 

비고) 레지오넬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정할 수 있다. 세포 지방산과 이소프레노젤퀴논 

(isoprenozel quinones)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간접 면역 형광 항체 분석, 직접 

형광 항체 분석, 슬라이드 응집, 유액 방울 응집, 속 특유의 단일 클론 항체에 기

인한 집락 얼룩 분석 및 또는 적절한 진단 시약을 가진 효소 결합 면역 흡수제 분

석 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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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결과보고

8.1 결과의 표시

8.1.1 검출 및 불검출 결과표시 

물시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불검출/1 L’로, 검출된 

경우는 ‘검출/1 L’로 표기한다. 시료의 양이 1 L 보다 적은 경우에는 L로 환

산하여 결과를 표시하며, 최초 시료의 양을 표기한다.

퇴적물, 침전물 등 무게 (g)를 측정한 시료의 경우 ‘불검출/g’ 또는 ‘검출/g’

으로 표기하며, 부착성 점액질과 같이 면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

출/100 cm2’ 또는 ‘불검출/100 cm2’로 표기한다.

8.1.2 시료 중 레지오낼라 개체 수 표시

원래의 물 시료 또는 침전물 속의 레지오넬라 집락 형성 단위 (cfu, 

colony forming unit)수를 추정하기 위해 GVPC배지의 평판으로부터 확정된 

최대 집락 수를 나타내는 평판을 선택한다 (산처리 또는 열처리 평판이 있는 

경우 함께 비교한다). 

최초의 물 시료 속의 레지오넬라 집락 형성 단위 수에 농축 계수에 의한 

집락 형성 단위수를 곱하여 cfu/L로 표기한다.

비고) 이것은 중복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3개의 GVPC 평판 각각으로부터 수를 평균하지 

않으며, 최대 집락을 형성한 평판을 선택하여 계수한다.

8.2 분류군의 표시

본 시험방법의 목적은 시료 중 확정된 레지오넬라 종들의 존재 여부를 검

출하거나 계수하는 것으로 L. pneumophila의 존재여부와 다른 레지오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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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추정에 의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검출일 경우 조사된 시료의 양에서 모든 레지오넬라가 검출되지 

않음으로 보고한다. 

9.0 시험결과 보고서

시험결과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본 시험방법의 인용

-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방법, 시료의 특성, 채취 수계의 형태(종류) 및 

식물상 등 시료에 식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세부 항목

- 시험 시료의 부피 또는 질량

- 시료채취, 실험실 수령 및 분석과 관련된 날짜 및 시간

-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결과

- 모든 과정에서 발생 및 관찰된 사항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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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 중 레지오넬라 분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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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레지오넬라 특성

○ Legionella pneumophila

TEM image of Legionella pneumophila

출처 : http://en.wikipeida.org (CDC Public Health Image Lib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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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 특성

분류(Classification)

계(Kingdom) Eubacteria

문(Phylum) Proteobacteria

강(Class) Gammaproteobacteria

목(Order) Legionellales

과(Family) Legionellaceae

속(Genus) Legionella

종(Species) Legionella pneumophila

일반적인 특징

레지오넬라증은(Legionellosis)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

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25 ~ 45 ℃의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하며 수돗물이나 

증류수 내에서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온수기, 에어컨의 냉각탑, 가습기, 

온천, 분수 등에도 존재한다.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이 아주 작은 물 분무 

입자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졌을 때 이를 사람이 들이 마시면 호흡기를 통해 

균이 침투한다.

Legionellaceae과의 Legionella속은 적어도 42개의 종이 있다. Legionella

는 그람음성이며 막대모양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이고 성장과 초기

분열을 위해서 L-cysteine을 필요로 한다. Legionella spp.는 수계의 넓은 범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속영양 박테리아이며 25 ℃ 이상에서 급격히 증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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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주는 영향

비록 모든 Legionella spp.가 인간에게 잠재적인 병원균으로 간주되지만, 

L. pneumophila는 legionellosis를 일으키는 중요한 수인성 병원균이며, 

Legionnaires' disease와 Pontiac fever 두 가지의 병원성 형태가 알려져 있

다. Legionnaires' disease는 3 ~ 6일의 잠복기간을 갖는 폐렴병이다. 주요 

발병 영향 가능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40 ~ 70대의 연

령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과음, 암, 당뇨병, 만성 호흡

기질환, 신장질환, 조직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 등이 있다. 보다 약한 증상

과 자발적이고 호전적 질병인 Pontiac fever는 높은 감염력과 발병(3일에 5시

간)을 보이며, 감기(발열,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통, 기침)와 비슷한 증상

을 보인다. 항체의 혈청학적 연구결과에서 많은 감염들이 무증후성이라고 나

타나고 있다.

오염원

Legionella spp.은 비교적 낮은 개체수를 나타내는 강, 호수, 저수지와 같

은 많은 담수 환경에서 자연적 flora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은 적절한 온도

(25 ~ 50 ℃)와 증식 조건이 제공되는 온수 공급장치, 온천, 공기정화 관련 

냉각장치(냉각탑과 증발에 의한 응축장치) 등과 같은 특별한 인공적인 환경에

서 무성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Legionella의 증식을 제공하는 장치는 

Legionnaires'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 Legionella는 살아있는 생물막에서 

자라며 침전성이며 흐르는 물보다 swab sample로부터 더 쉽게 검출되어진

다. Legionellae가 수계환경에서 생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Acanthamoeba, Hartmanella, Naegleria와 같은 특별한 아메바의 영양체

(trophozoite)에 의해 섭취되어 체내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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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보통 박테리아를 포함한 에어로졸의 흡입이 주요 감염경로이다. 이러한 에

어로졸은 오염된 냉각탑, 온수 샤워기, 가습기, 온천에 의해 발생되며, 오염된 

물, 음식, 얼음과 관련된 몇 가지 경우가 흡입 감염경로로 확인되어지고 있

다. 사람 대 사람 전염은 증명된바 없다.

물에서의 중요성

Legionella spp.는 보통 수인성 미생물이고 주로 물을 이용하는 냉수탑, 온

수시스템, 온천과 같은 시설들은 감염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 생물막 성장

을 최소화하고 온도를 조절하도록 설계하는 소독방법은 Legionella spp.로부

터의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물 온도는 미생물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온수시스템에서 저장은 5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pipework와 관

련된 비슷한 온도의 유지는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준다. 슬러지, 스케일, 녹, 

정체된 물, 조류나 점액이 축적된 급배수 관계 시스템은 Legionella spp.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물공급 시스템을 깨끗하게 하고 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이 Legionella spp.의 성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Legionella spp.는 큰 빌딩 안에 냉각탑과 온수장치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

며, Legionella는 종속영양세균(일반세균) 배양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고 E. 

coli는 Legionella의 존재/비존재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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