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에 ｢장내세균 진단 실무 지침｣(2011년 1월)을 발간하여 전
국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보급함으로써 관내 집단 급성설사환자 발생시 원인병원체, 감
염원 및 감염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전파,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데 활용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 지침 2017｣는 대한임상미생물학
회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제작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지침 2015｣을 기
본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 부분의 보강과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진단 실무자 워크샵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세균성 병원체 진단 및 확인을 위해 사용된 시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바이러스성 병원체에 대한 진단법은 전체 지침 양식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병원체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지침에 언급된 시약과 배지는 진단 효율성을 위해 선별한 바 다른 업체의 시약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특정 업체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검증 결과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지침은 업무의 효율
성을 위해 관련 SOP, 참고 문헌, 표준지침, 실험 매뉴얼 등을 포괄하여 작성한 ‘업무 지침서’로서 
진단 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지침서의 발간을 위해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실무자 분들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분석센터장 성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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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검사 체계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의한 감염성 장질환을 통칭하며, 산발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집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집단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섭취하
고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상(예. 설사 또는 구토)을 보이는 경우를 가리키며, 환자 발생 보고가 
생기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분변, 토사물 등의 검체를 수집한다. 사전 조사 내용과 
생화학적 검사, 항원검사법,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이용하여 의심 병원체를 선별하고 분리한
다. 분리된 병원체는 특성 분석을 통해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1).

그림 1. 집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검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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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체의 종류, 수집 및 처리
가. 검체의 조건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분변 검체를 대상으로 원인 
병원체의 분리 및 확인 동정을 실시한다. 세균 및 바이러스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경우 대부
분 분변을 통해 병원체가 배출되므로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변 검
체의 대부분은 설사변의 형태로서 채취, 운반 및 검사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감
염에 의한 설사일 경우 검사를 하는 실험자가 감염성 미생물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실험하는 
동안 주의를 하여야 한다.

검체는 설사 증상이 발생한 직후 또는 최소한 48시간 내에 채취하여 실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환자에게 항균제를 처치하기 전에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표 1). 바이러스성 장염을 일
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2-3일 이내에 설사변을 채취하면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
아진다. 

설사는 건강 악화나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상 증상으로서, 설
사 증상만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급성 설사증이라고 하며,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설사 증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분변에 막대기를 세워서 넘어지면 무른변이라 할 수 있다.

1) 성인: 하루에 3회 이상의 배변이 있으면서, 수양성 또는 무른 변을 보이는 증상이 급격히 
발생하여 2주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

2) 소아: 배변 횟수의 증가와 함께 수양성 또는 무른 변을 보이는 증상이 급격히 발생하여 
2주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

나. 검체 채취 요령
분변 검체는 임상증상 발현 직후 되도록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검체는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증상은 없으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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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무증상자의 분변을 채취할 수 있다. 여러 환자의 검체를 채취
할 경우에는 검체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를 완료한 검체는 서로 바뀌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분변 검체 채취요령
분변 검체는 당일 채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변통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배포한 뒤 1-2

일 후에 수거하여도 된다. 다른 사람의 분변을 채취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상자들
에게 실험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시 표준 검사 항목
(세균 10개 균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분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부득이 분변 채취가 
어려울 때는 직장도말을 실시한다. 직장도말은 가능한 2개를 채취하여 각각 세균 검사와 바이
러스 표준 검사항목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분변은 2 g 이상 가능한 많은 양을 채취
하고, 채변통에 넣어 4oC 냉장 보관한다. 무른변(설사변)을 채취할 때는 키친 랩을 변기 시트
(앉는 자리) 밑에 뒤로부터 1/2정도 위치까지 설치하여 채취하거나 저울용 접시
(weighing dish)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채취할 수 있다(그림 2).

검체 
채취

실험할 병원체의 종류
세균 바이러스 원충

시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질병 발생 직후 질병 발생 48-72시간 이내 질병 발생 후 언제나, 

가능한 질병 발생 직후
채취량 환자당 2 g 이상의 분변, 

2개의 직장 도말*
환자당 2 g 이상의 분변, 
2개의 직장 도말* 환자당 2 g 이상의 분변

채취 
방법

신선한 분변을 소변과 섞이지 않게 채취하여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는다.

채취 후 
보관 냉장 보관하고 얼리지 말 것

실험이 72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냉장 보관, 그렇지 않으면 
-70oC에 보관

냉장 보관하고 얼리지 말 것

수송 새지 않게 지퍼 백에 넣어 봉한 후 냉매를 위에 올려놓고 
깨지지 않으면서 단열이 되는 박스에 넣어 송부**

*두 개의 면봉을 채취할 경우 하나는 세균 검사, 하나는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한다.
**각각의 검체 용기에 물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표기한다. 검체를 밀봉된 방수용기에 넣는다. 가능한 한 주중 근무
시간에 도착하도록 배정한다.

표 1. 일반적인 분변 검체의 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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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도말 채취 방법
  가) 검체 채취자에 의한 직장도말 채취
검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직장도말용 면

봉의 봉투를 개봉하고 면봉을 봉투에서 빼지 않은 채 수송배지의 뚜껑을 연다. 직장도
말용 면봉을 수송 배지액(Cary-Blair 등)에 적신 후 대상자의 항문에 힘을 빼게 한 
다음, 한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다른 한손으로 직장도말용 면봉을 2.5-4 cm 정도 항
문에 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검체를 채취한다. 직장도말용 면봉에 분변이 충분히 묻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면봉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여 수송배지에 넣는다. 채취
한 환자의 검체는 환자명, 검체 번호, 검체종류, 채취날짜 등 필요 사항을 수송배지에 
기입한 후 실험실로 보낸다(그림 3).

그림 2. 1) 변기 채취용 용기 사용시 지지대를 변기 시트 아래에 설치한다. 2) 변기 시트를 내리고 변기 
채취 용기를 놓는다. 3) 변기 채취용 종이를 사용할 경우 변기 시트 아래에 설치한다. 무른 변의 경우 3) 
종이보다 뒤쪽 위치에 키친랩을 설치한다. 채취된 분변은 그림과 같이 분변 용기에 2 g 정도 넣는다. 가능하
면 Cary-Blair나 Stuart 등의 수송배지 10 mL가 든 채취 용기에 넣어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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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자 자신에 의한 직장도말 채취
환자가 직장도말 검체를 직접 채취하려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교육한 다음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직장도말용 면봉에 분변이 충분히 묻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
며 충분한 분변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 다시 채취하도록 한다(그림 4).

-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화장실에 가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쭈그려 앉거나 한 쪽 다리를 뚜껑을 덮은 변기 위에 

올린다.
- 직장도말 면봉의 포장지를 벗긴 후 면봉을 조심해서 뺀다. 이 때 면봉 끝이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한다.
- 면봉의 면봉 부위 끝에서 5 cm 정도 되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는다.
- 얼굴을 최대한 다리 쪽으로 구부린다. 머리가 주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 면봉을 천천히 삽입하는데 이 때 손가락 끝이 항문에서 1 cm 정도 될 때까지 삽

입한다.

그림 3. 검체 채취자(의료진)에 의한 직장도말 채취. 1) 환자는 진찰용 테이블에 측면으로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긴다. 남성의 경우 검사용 테이블 위로 굽히면서 서서 할 수도 있다. 진찰용 테이블에 구부
리고 엉덩이를 드는 자세는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장갑을 
착용한 후 직장도말 면봉의 포장지를 벗긴다. 3) 도말용 면봉을 주위에 오염되지 않게 조심해서 꺼낸다. 
4) 한 손으로 항문 부위를 노출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 직장도말 면봉을 넣는다. 5) 약 2.5-4 cm 정도를 
삽입한 후 직장 벽을 향해 돌리면서 천천히 뺀다. 6) 면봉에 대변이 충분히 묻어 있는지 확인한다. 충분히 
묻어 있지 않은 경우 새 키트로 처음부터 다시 시행한다. 7) 운송배지의 뚜껑을 열고 도말용 면봉을 넣은 
후, 8) 뚜껑이 열리지 않게 잘 닫고 환자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장갑이 환자의 둔부나 분변에 닿은 경우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장갑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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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 후에는 면봉을 잡은 손가락의 힘을 빼면서 면봉의 손잡이 부분으로 움직이
면서 면봉을 다시 잡는다.

- 면봉을 잡고 원을 그리는 것처럼 천천히 돌려가면서 뺀다.
- 수송배지의 뚜껑을 제거하고 면봉을 수송배지에 넣는다.

3) 검체 운송 및 보관 조건
검체는 항상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2 g 이상, 최소 1 g 이상의 분변을 

채취하며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방수가 되고 깨끗한 분변 검체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채취된 검체는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검체를 실험실로 운반하는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 
가능한 빨리 실험실로 운반한다. 검체를 바로 운송하지 못하고 잠시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4oC 냉장 보관을 우선으로 하며, 검체를 냉동시켰을 경우 세균이 사멸하여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냉동시켜서는 안 된다. 단,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경우에
는 실험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70oC로 얼린다. 또한 동결해동 과
정을 반복하면 바이러스 입자가 파괴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각 병원체별 검사용 분변의 보관 및 운송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환자가 직접 직장도말을 채취할 때 자세. 왼쪽과 같이 최대한 머리를 구부린 후 면봉의 
면 부분 끝에서 5 cm 정도 되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는다. 면봉을 천천히 삽입하는데 
이 때 손가락 끝이 항문에서 1 cm 정도 될 때까지 삽입한다. 삽입 후에는 면봉을 잡은 
손가락을 면 부분 반대편 끝으로 옮겨 잡고 직장 벽을 향해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빼낸다. 수송배지의 뚜껑을 제거하고 면봉을 수송배지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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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균 배양용 분변 검체의 보관 및 운송 조건
(1) Cary-Blair 등의 수송배지에 담긴 경우: 세균 배양용으로 추천
   - 실온 또는 냉장 보관: 48시간 이내 검체 처리가 가능할 경우
(2) 무균 용기에 보관된 경우(Cary-Blair 등의 수송배지가 첨가되지 않은): 항원 검사 또는 

분자생물학적 검사용으로 추천 
   ① 실온 보관: 2시간 이내 검체 처리가 가능할 경우
   ② 4oC 냉장: 2-12시간 이내 검체 처리가 가능할 경우

  나) 바이러스 검사용 분변 검체의 보관 및 운송 조건
(1) 무균 용기에 보관된 경우: 효소면역법 등의 항원 검사와 분자생물학적 검사용 분변의 경

우 추천
   ① 4oC 냉장: 48시간 이내 검체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② -70oC 냉동: 48시간 이후 검체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③ -20oC 냉동: 효소면역법 등의 항원 검사와 분자생물학적 검사용 분변의 경우 -20oC

에 보관할 수 있다.

  다) 원충 검사용 분변 검체의 보관 및 운송 조건
(1) 신선한 분변은 4℃에서 냉장보관할 경우 약 1주간 보관 가능하지만, 가능한 신

선대변을 48시간 이내 검사하는 것이 가장 검출률이 높다. 또한 10% 중성 포르
말린에 고정된 상태나, 2.5% potassium dichromate에 저장된 상태도 가능하다.

(2) -20℃에서 냉동 보관할 경우 원충이 사멸하기 때문에 현미경적 진단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효소면역법 등의 항원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사용한다.

4) 임상정보
채취한 검체의 정확한 검사와 결과 처리를 위해 검체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기입하여 검체와 

함께 실험실로 보내야 한다. 검체 채취자가 실험실 업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임상 정보를 충분
히 기입하여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검체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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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냉장된 검체
   - 검체는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퍼백에 넣은 후 깨지지 않는 단열 박스에 넣는다.
   - 단열 박스에는 얼음이나 냉매를 넣어 냉장 상태를 유지한다.
   - 단열 박스를 잘 포장하여 가능한 한 주중 근무 시간에 배달되도록 송부한다.
② 냉동된 검체
   - 검체가 냉동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드라이아이스 위에 검체를 놓는다.
   - 드라이아이스는 검체가 실험실에 냉동 상태로 도착할 정도로 대략 단열 박스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되도록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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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 병원체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검사 과정 개요
가.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1) 원인 병원체 선별
  가) 임상 및 역학 정보 수집 및 분석
검체와 함께 제공된 임상 자료와 역학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체를 

추정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되는 임상 감시와 실험실 감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최
근 유행하는 병원체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심되는 원인체를 선별한다.

  나) 검체 전처리

그림 5.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분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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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분변을 멸균된 PBS (pH 7.4) 1 mL에 0.5-1 g 가량 풀어서 희석한다. 검체
가 면봉으로 채취되었을 경우는 면봉을 PBS 1 mL에 풀어 준비한다(그림 5).

정량배양이 필요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 경우 변 1 g을 PBS 
또는 0.05% yeast extract 등의 희석액 9 mL에 넣고 60초간 vortex로 충분히 섞은 
후 10배수 단계희석하여 10-1, 10-3 및 10-5 희석액 0.1 mL를 선택배지에 접종한다. 
혐기성 세균의 경우 모든 조작은 혐기성 상자 안에서 하는 것이 추천된다.

  다) 증균 및 선택배지에 접종
다음은 집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 세균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증균배

지 및 선택배지의 선택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전처리(희석)한 분변 검체를 
2-5 mL의 증균배지에 100 μL씩 접종한다.

① PCR용 증균배지: Tryptic soy broth (TSB), Preston broth가 있으며 각각 100 μL씩 접
종한다. TSB는 37oC에서 shaking하며 최소 4시간, Preston broth는 42oC, 미호기 상태에
서 최소 6시간 배양 후 균액에서 DNA를 추출한다. Preston broth는 가능한 튜브의 윗부
분까지 배지를 채워 주어야 하며, 배양 및 PCR을 할 경우 배지의 상단 부분을 제거하고 
밑 부분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② 선택배지 접종을 위한 증균배지: GN broth, TSB, Preston broth, alkaline peptone water 
(APW), Listeria enrichment broth (LEB)가 있으며 각각 100 μL씩 접종한다. GN broth와 
TSB는 호기 상태, 37oC에서 shaking하며 18-24시간 배양한다. Preston broth는 42oC, 미
호기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정치배양 한다. Preston broth는 가능한 튜브의 윗부분까지 
배지를 채워 주어야 하며, 배지의 상단 부분을 제거하고 밑 부분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APW는 호기 상태, 37oC에서 6-8시간 정도 배양한다. LEB는 호기 상태, 30±2oC에서 
18-48시간 정도 배양한다.

  증균 배양한 GN broth는 MacConkey, XLD, SS 한천 등의 Salmonella와 Shigella 비선
택 및 선택배지에 접종한다. 증균 배양한 TSB는 BAP, MacConkey, XLD, CIN (예르시니
아) 배지에 접종한다. 증균 배양한 Preston broth는 API CAMPY 배지 또는 mCCDA 배
지(캄필로박터)에, 증균 배양한 APW는 TCBS 배지(비브리오)에, 증균 배양한 LEB는 
Oxford 한천배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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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접 선택배지에 접종: 장내 정상균무리로 증균이 불필요한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검출을 위해서는 남은 검체를 멸균된 면봉을 이용하여 mannitol salt agar 
(황색포도알균), 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바실루스 세레우스), TSC 배지(클로
스트리듐 퍼프린젠스)에 접종한다. 루프를 이용하여 단일집락(single colony)이 형성되도
록 도말한 후 각각의 배양 조건에서 배양한다. 임상 및 역학적으로 이들 균주에 의한 수인
성식품매개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량배양도 함께 실시한다.

  라) 선택배지에서의 집락 관찰
선택배지에서 배양한 균체의 집락 모양을 관찰하여 의심 병원체를 선별한다. 각 배지에서 자

그림 6. 증균 및 선택배지의 접종.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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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병원체의 모양과 색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 2).

  마) PCR법을 이용한 탐색 
증균액을 이용한 병원체의 순수 분리 전에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이용하여 원인 병원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SB는 대부분의 세균이 잘 자라므로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Salmonella spp.와 Shigella spp.의 선택 증균배지인 GN broth는 필요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Campylobacter spp.의 확인을 위해서는 Preston broth를 사용하는데 다른 배지와 달리 
배지의 밑 부분만 취하여 배양 및 PCR법으로 Campylobacter 균속의 존재를 확인한다.

증균배지 속의 염(salt)은 PCR 과정에서 비특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균액을 취한 다
음 세척(washing)과정을 거친 후에 주형 DNA로 사용한다. 주형 DNA는 2 kb 이상의 긴 PCR 
산물을 대상 유전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boiling법을 이용하여 준비하여도 무방하다(그림 7). 
또한 real-time PCR법을 이용하여 일정 Ct (threshold cycle) 값 이하를 보일 때 세균이 분리
될 기회가 높다고 하지만, 세균성 병원체에 대한 최종 진단은 원인체의 분리 및 확인 동정이므
로 분자생물학적 검사결과를 최종 진단 결과로 대체할 수는 없다(그림 8).

영양배지
(Blood agar plate) 선택(감별)배지

Pathogenic E. coli 회색, 원형 MacConkey (분홍)
Salmonella spp. 회색, 원형 MacConkey (무색), SS (무색, 시간이 지나

면 검은색 가능)
Shigella spp. 회색, 원형 MacConkey (무색), SS (무색)*
V. cholerae 회색 혹은 검은색, 원형 TCBS (노랑)
V. vulnificus, V. parahaemolyticus 회색 혹은 검은색, 원형 TCBS (녹색)
L. monocytogenes 좁은 β 용혈, 이슬방울 모양 Oxford 한천배지(흑색 집락, 검은 그림자)
Y. enterocolitica 회색 CIN (중앙부가 짙은 적색)
S. aureus 회색, β 용혈 MSA (노란색)
C. perfringens 회색 TSC (흰색 환이 있는 우윳빛)
B. cereus 우윳빛, β 용혈 MYP (혼탁한 환이 있는 핑크색)
Campylobacter spp. 다양 mCCDA (광택나는 미색 또는 투명)
*Shigella의 일차 분리를 위해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표 2. 선택배지에서의 세균의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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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대상 병원체 선별
분변 검체를 통해 선택배지와 PCR법을 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균체를 선별한다. 선택

배지와 PCR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면 편리하다.

작성 예) Salmonella균 의심 시

선택배지
배지명 성상

MacConkey Colorless (gray), 2-4 mm
XLD Red colony with black center*

PCR Salmonella spp. Shigella spp. Campylobacter spp.
+ - -

PCR
Pathogenic E. coli

ETEC EPEC EHEC EIEC
- - - -

*Salmonella Typhi & Salmonella Typhimurium - red with black centers, Salmonella Paratyphi - red

그림 7. 증균배지로부터 DNA 추출: boiling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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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세균성 병원체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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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의 분리 동정
  가) 순수 분리
균체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순수 분리를 하여야 한다. 생화학 동정 및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영양배지에 한번 이상 계대하여 균체의 상태를 온전히 한 후에 실험에 사용한다. 의심 병원체
를 선별할 경우 선택배지에 보이는 집락의 모양, 크기, 색, 그리고 집락의 종류를 감안하여 집
락을 선별한다.

  나) 생화학적 동정
① 염색 및 생화학 검사
병원체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체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염색법을 실시한다. 대표

적인 염색법은 그람염색으로서 그람 양성과 음성, 균체의 모양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람 염
색을 통해 그람 성상을 확인한 후 oxidase 검사와 catalase 검사 등 기본적인 생화학 검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균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2차 생화학 검사
병원체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면 2차 생화학 검사를 통해 병원체의 특성을 규명한다. 흔

히 사용하는 자동화 기기로는 Vitek, Microscan, 생화학 키트로는 API 등이 있다. 
③ 혈청학적 검사
장내세균의 항원성은 균체, 편모, 섬모 그리고 협막에 의해 결정된다. 각 항원에 대한 항혈청

과 균체와의 응집 반응을 이용하여 혈청형을 확인한다. Salmonella spp.는 균체항원과 편모항
원에 의해 2,500여 가지의 혈청형으로 구분되며, Shigella spp.는 균체항원의 혈청형에 따라 
종명이 결정된다.

④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이용한 동정
세균의 종 특이 유전자와 세균이 분리하는 독소에 대한 독소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동

정이 가능하며, 생화학적 동정이나 혈청학적인 동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자생물학
적 방법으로 동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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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된 세균의 특성 분석
분리된 세균의 특성에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유전자 지문 검사, 파지 타이핑(Phage typing) 

등의 검사법이 있다. 그 중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디스크확산법(disk diffusion 
method)을 기본 실험으로 하며 필요시 MIC, ESBL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세균분석과에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 검사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나. 바이러스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그림 9.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진단 모식도.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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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을 주로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아스트로바
이러스(Astroviru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사포바이러스(Sapovirus) 
등이다(표 3).

바이러스 전파 경로 감염 취약군 임상적 중요도 질병 및 감염관리

로타바이러스 분변-구강 5세 미만의 
소아

급성 중증 위장관염, 주로 산발적 발생이
나 원내 유행 가능

심한 경우 수분 공급, 
예방접종

아스트로바이러스 분변-구강 주로 소아 경증 및 중등도 위장관염, 무증상 감염,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집단 감염 가능 개인위생, 손 씻기

아데노바이러스 분변-구강 주로 5세 미
만의 소아

중등도 및 중증 위장관염, 산발적 발생 및 
원내 감염, 면역억제환자에서 지속 감염 개인위생, 손 씻기

노로바이러스
분변-구강, 
긴밀한 접촉, 
물, 음식

모든 연령층 중등도 및 중증 위장관염, 주로 집단 감
염을 일으키나 산발적으로도 발생

개인위생, 손 씻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은 피함, 
음식 관리

사포바이러스 분변-구강, 
긴밀한 접촉 주로 소아 경증 및 중등도 위장관염, 무증상 감염,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집단 감염 가능 개인위생, 손 씻기

A형간염 바이러스
분변-구강, 
긴밀한 접촉, 
물, 음식

주로 
10~30대 
연령층

경증 및 중등도 위장관염, 무증상 감
염,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집단 감
염 가능

예방접종, 개인위생, 
손 씻기

표 3.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특징

1) 원인 병원체 선별
  가) 임상 및 역학적 정보에 대한 분석
검체와 함께 제공된 임상 자료와 역학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원인체

를 추정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되는 임상 감시와 실험실 감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최근 유행하는 병원체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심되는 원인체를 선별한다.

  나) 검체 전처리
(1) 검사용 분변처리
   ① 멸균 PBS 제조: PBS tablet (Sigma P4417) 1개를 200 mL의 증류수에 녹인 후 멸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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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변부유액 제조(10%)
      - 분변의 경우 멸균한 PBS 9 mL에 약 1 g 정도의 분변을 넣는다.
      - 직장도말(rectal swab)의 경우 1 mL의 멸균한 PBS에 면봉에 묻어 있는 분변을 잘 

씻어 낸다.
      - 분변부유액을 약 3분간 vortex하여 잘 섞어준다.
      - 3,000 rpm, 4oC에서 20분간 원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③ 검사용 시료의 보관
      - 분변 부유액을 적어도 2개 이상으로 소분하여 보관한다.
      - 그 중 한 개는 검사를 위해 냉장보관하며(수일 내에 검사하는 경우), 나머지들은 보

관을 위해 -70oC에 얼려 보관한다(반복해동을 피할 것: 바이러스의 역가 감소로 실
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병원체 검출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는 항원 검출을 위한 ELISA로 검사한 후 PCR 또는 

RT-PCR로 확인한다. 노로바이러스는 real-time RT-PCR법이 추천된다. 사포바이
러스와 아스트로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RT-PCR법이 추천된다. A형간염 바
이러스는 항원 검출을 위한 ELISA 방법과 RT-PCR법이 모두 유용하다(표 4). 급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의 검체로부터 5종의 원인 바이러스를 검색하기 위해 질병관
리본부에서 추천하는 검사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10).

바이러스 검출 방법 유전자형 분류법
노로바이러스 Real-time RT-PCR 염기서열 분석
로타바이러스 Antigen capture EIA RT-PCR 또는 염기서열 분석
아데노바이러스 Antigen capture EIA 염기서열 분석
아스트로바이러스 RT-PCR* 염기서열 분석
사포바이러스 RT-PCR* 염기서열 분석
A형간염 바이러스 Antigen capture EIA 

RT-PCR* 염기서열 분석
*RT-PCR: reverse-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 4. 바이러스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원인 바이러스별 진단 방법 및 특성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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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급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 검체의 바이러스 검사 흐름도.





II. 세균성 병원체 검사법

1.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
2.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3. 세균성이질균(Shigella spp.)
4. 비브리오균(Vibrio spp.)
5.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6.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7.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8.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9.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10.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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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 )
가. 병원체 특징

1) 그람음성간균, lactose, fructose를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
기성균

2) 장에 상재하는 균이지만 설사성 질환과 관련 있는 다섯종류의 병원성 대장균이 
알려져 있음 

나. 각 병원성 대장균별 특징
1)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aemorrhagic E. coli, EHEC 또는 VTEC 또는 STEC)

시가독소(Shiga toxin [stx] 또는 verotoxin)을 생산하며, 중요한 독소유전자는 stx1, stx2임
2) 장병원성 대장균(Enteropathogenic E. coli, EPEC)

장점막 세포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으며, 관련되는 유전자는 bfp (bundle-forming pili), 
eae임

3) 장독소성 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ETEC)
  가) Heat stable enterotoxin (STI, STII)와 heat labile enterotoxin (LTI, LTII)를 생산
  나) STI에는 두 가지 subtype인 STh, STp가 존재하며, STII는 주로 동물에서 나타남
4) 장침습성 대장균(Enteroinvasive E. coli, EIEC)

중요 독소유전자는 200 kb virulence-associated invasion plasmid에 위치한 ipaH 유전
자임

5) 장흡착성 대장균(Enteroaggregative E. coli, EAEC 또는 EAggEC)
독소유전자로는 aggR, astA, aap, aai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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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 과정
1) 증균배양: 37oC 4 h Tryptic soy broth (TSB)에서 진탕 배양
2) 선택배양: 37oC 18-24 h 선택배지
  가) 주요배지: MacConkey agar, Sorbitol MacConkey agar (SMAC)
  나) 선택성 높은 배지: SMAC+Potassium Tellurite+Cefixime (CT-SMAC)

CHROMagar O157

3) 순수배양: 37oC 18-24 h Tryptic soy agar (TSA) 배양
4) 동정
  가) 생화학 동정 

사용 kit: API 20E, VITEK GNI+, VITEK II GN
  나) 분자생물학적 동정: 종 특이 유전자 PCR로 확인
  다) 혈청형(Serotyping) 확인

사용가능 항혈청: 질병관리본부 제공 항혈청, Denka Seiken, LREC Spain
  라) 독소생성 확인: 시가 독소 발현을 면역학적인 방법으로 확인

확인 방법: Latex agglutination (LA), RPLA (reversed passive LA), ELISA
사용가능 kit: Oxoid, VTEC-RPLA E. coli verotoxin 1, 2 kit (필수 진단은 아님)

5) 분자생물학적 동정 및 독소 유전자 검출
  가)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법: 종 특이 독소유전자 확인



II. 세균성 병원체 
검사법

27 |

① Primers

②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30 sec, 60oC 30 sec, 72oC 60 sec] - 30 cycles, 
72oC 10 min

③ 방법: Conventional PCR (각 유전자별 프라이머 사용 가능) 또는 Multiplex PCR 
 

Pathotype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EHEC
 stx1 CGT CTT TAC TGA TGA TTG ATA GTG GC 637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GC GAT GCA TGA TGA TGA C
 stx2 TAC CAC TCT GCA ACG TGT CG 297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GA TAC TCC GGA AGC ACA TT

EPEC
 eaeA CGG CGA TTA CGC GAA AGA 248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CT AAA TTT GCC GTA AAG CGG
 bfpA AGA ATG CTA TTT CAG AAG TAA TGA GCG 400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TTA CAT GCA GTT GCC GCT TC

ETEC

 lt GTA CTT CGA TAG AGG AAC TCA AAT GAA TAT 530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ATT CTG GGT CTC CTC ATT ACA AGT ATC

 sth TTC GCT CAG GAT GCT AAA CCA 167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TTA ATA GCA CCC GGT ACA AGC AGG

 stp TCT TTC CCC TCT TTT AGT CAG 165 NIH 자체제작
(특허출원예정)ACA GGC AGG ATT ACA ACA AAG

EIEC  ipaH CCT TTT CCG CGT TCC TTG A 104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AG CAG CAA CAG CGA AAG AC

EAEC  aggR
TTAAAATAAGTC AAR AATTGTTTTGGT
GTTA 715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ATTATAAAAATTAAC AATATC AGA ATA
CATCAGTA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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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판정 기준
생화학적으로 E. coli 이며, 병원성인자 관련 유전자를 보유하는 균주

1) EHEC
   - 시가독소유전자(stx1 또는 stx2) 확인
2) ETEC
   - 내열성 장독소(STI; STh, STp subtypes) 또는 이열성 장독소(LT) 유전자 확인
3) EPEC 
   - eaeA 유전자 확인 또는 bfpA 유전자 확인
   - Atypical EPEC는 bfpA plasmid가 없음
   - eaeA 유전자는 EHEC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
4) EIEC 
   - ipaH 유전자 확인 
5) EAEC 
   - aggR 유전자 확인
   * 실험실 감시사업의 경우, 감시대상 병원체에서는 제외 하나, 집단 발생

(식중독)과 관련하여서 식품에서도 발견시 진단 대상병원체에 포함 함

마. 참고 자료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실험실진단 I 질환별시험법, 제 3개정판, 2005
2) 장내세균 진단 실무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1
3) WHO Pathogenic Escherichia coli Network (PEN). Methods for Detection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Pathogenic Escherichia coli. Laboratory Protocol: 
Ashtown Food Research Centre, Ireland, 2007

4) WHO. PCR for Identification of Escherichia coli toxins VT1, VT2 and EAE. WHO 
Global Salm-Surv Laboratory Protocols, 2nd Ed. 2003 

5) Konish N, Obata H, Monma C, Nakama A, Kai A, Tsuji T. Bacteriological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Isol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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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Japan, between 1966 and 2009. J Clin Microbiol 2011;49:3348-51
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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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가. 병원체 특징

통성 혐기성 그람음성간균으로 균체항원(O),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의 차이에 따라 2,500
여종의 혈청형으로 분류

나. 검사 과정
1) 증균배양
  가) 검체: 분변, 혈액, 소변 등
  나) 증균배지: 급성 환자에서 채취된 검체는 증균 과정을 생략

GN broth, Selenite F broth, Tetrathionate broth 
  다) 증균온도 및 시간: 37oC, GN broth 18 h, SF broth 12-16 h, tetrathionate broth 

18-24 h

2) 선택배양: 37oC 18-24 h 선택배지
  가) 주요배지: MacConkey agar, SS agar, HE agar, XLD agar
  나) 선택성 높은 배지: BS agar (S. Typhi의 경우 검은 집락), Brilliant green agar 

3) 순수배양: 37oC 18-24 h Tryptic soy agar (TSA) 배양

4) 생화학 동정
  가) 생화학 동정

사용 kit: API 20E, VITEK GNI+, VITEK II GN
  나) 생화학 배지를 이용한 동정: TSI, LIA, Urea, SIM

5) 혈청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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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균체 항원(O-antigen) 확인
    (1) 사용 가능 O형 혈청: 질병관리본부 제공 항혈청, BD, S&A사 
  나) 편모 항원(H-antigen) 확인
    (1) Phase 1과 Phase 2를 확인 
    (2) Phase 1 확인 후 상전이하여 Phase 2 확인
    (3) 사용 가능 H형 혈청: Denka Seiken, BD, S&A사 등
  다) 필요시 협막항원(Vi-antigen) 확인: S. Typhi, S. Dublin, S. Paratyphi C
    (1) 사용 가능 Vi형 혈청: 질병관리본부 제공 항혈청, BD, S&A사 등
  라) 항원 조합을 통해 혈청형 확인
  ※ 자세한 순서는 질병관리본부 제공 SOP 참조

6) Salmonella spp. 동정이 어려운 경우
  가) 생화학적으로 Salmonella spp.이나, 살모넬라균 항혈청에 응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항혈청 범위(A-E group)를 벗어나는 혈청형일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확인 검사를 의뢰

  나) 생화학 동정시 전형적인 성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영양배지 상에서 한번 이상 계
대 배양 후 다시 생화학 동정을 시행. 그래도 전형적인 성상이 나타나지 않으
면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확인 검사를 의뢰 

7) Salmonella Typhi와 Salmonella Paratyphi
  가) Salmonella ser. Typhi
    (1) 생화학적 동정: Ornithine decarboxylase 음성, 가스를 생성하지 않으며, KIA나 

TSI 배지에서 약간의 H2S를 생성. 
TSI: trace H2S, LIA: LDC 양성, MIO: 양성/음성/음성, citrate: 음성, urea: 음성

    (2) 혈청학적 동정
       ① 균체 항원(O-antigen) 확인: O항혈청 D군에 응집.
       ② 편모 항원(H-antigen) 확인 
       ③ 협막항원(Vi-antigen) 확인: Vi 항혈청에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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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monella 다가 항혈청에 응집이 일어났으나, A-E 항혈청에 반응이 없고 Vi 항혈
청에만 응집이 있는 경우는 생화학적 반응상 Salmonella Typhi가 의심되는 경우 균부
유액을 100oC에서 1시간 정도 끓여 Vi 항원을 파괴하여 O항혈청에 응집을 보아 혈청
군을 결정함. 일부 균주는 Vi 항혈청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나) Salmonella ser. Paratyphi A, B, C
    (1) 생화학적 동정: Salmonella Paratyphi A는 citrate 음성, lysine decarboxylase 음성.

TSI: K/Ag, LIA: LDC 음성, MIO: 양성, 음성, 양성, Citrate: 음성, Urea: 음성
    (2) 혈청학적 동정 
       ① 균체 항원(O-antigen) 확인: O항혈청 A, B, C군에 응집.
       ② 편모 항원(H-antigen) 확인
       ③ 협막항원(Vi-antigen) 확인: Salmonella Paratyphi C는 Vi 항혈청에 응집. 

다. 최종 판정 기준
생화학적 검사법으로 Salmonella spp.이며, O항원과 H항원에 대한 항혈청 검사 결과 혈청

형이 확인된 균주
※ S. Typhi, S. Paratyphi A, S. Gallinarum: 생화학적 검사에서 확인되고, O항원과 H항원에 

대한 항혈청 검사 결과 혈청형이 확인된 균주

라. 참고 자료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실험실진단 I 질환별시험법, 제 3개정판. 2005
2) Antigenic Formula of the Salmonella Serovars (2007)
3) 기관인증 SOP-살모넬라균의 혈청형 확인 (문서번호: KCDC-Sal-SE-SOP 003)
4) WHO Global Foodborne Infection Network. Laboratory protocol: Biochemical 

Identification of Salmonella and Shigella Using an Abbreviated Panel of Tests, 2010
5) WHO Global Foodborne Infection Network. Laboratory protocol: Isolation of 

Salmonella and Shigella from Faecal Specimens, 2010
6)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임상미생물검사 표준지침서 - 배양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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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균성이질균(Shigella spp.)
가. 병원체 특징

1) 운동성이 없고 협막과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통성혐기성 그람음성 세균
2) 운동성, lysine decarboxylase 활성, citrate에 대한 탄소원으로의 이용 여부 등으로 구별
3) 혈청군과 종의 분류가 같으며, S. dysenteriae (혈청군 A), S. flexneri (혈청군 B), S. 

boydii (혈청군 C), S. sonnei (혈청군 D)로 구분되고, S. dysenteriae의 병원성이 가장 
강하다. 

나. 검사 과정
1) 증균배양
가) 분변 검체에 대한 증균 과정은 선택적: Gram negative (GN) broth에서 36-37oC 18-24

시간 배양

2) 선택배양
가) 선택배지: MacConkey agar와 Salmonella-Shigella (SS) agar 또는 xylose lysine 

deoxycholate (XLD) agar를 병용하여 MacConkey, SS에서 무색의 집락, XLD에서 분
홍색 또는 적색 집락을 선택

나) KIA 또는 TSI 배지에 접종하여 35-37oC 18-24시간 배양 후, K/A, H2S 음성임을 확인

3) 순수배양: 선택배지에서 독립된 집락을 선택 후 순수 분리
4) 동정
가) 생화학적 동정
(1) 선택배지에서 독립된 집락을 선택 후 순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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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동정용 kit 등을 이용하여 생화학적 검사
  ① 사용 kit: API 20E, VITEK GN

5) 혈청형 확인
가) O항원 혈청(4종류) 슬라이드 응집시험을 이용하여 판독(영양배지에서 자란 균 사용)
   - 사용 가능 항혈청: 질병관리본부 제공 항혈청, Denka Seiken 제품 등
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되는 진단용 항혈청 가운데 다가항혈청 A와 C는 각각 type 1에서 

7까지만 응집이 가능하므로 진단용 항혈청에 응집이 안 되어도 생화학적 동정결
과가 Shigella 균속일 경우,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확인진단 의뢰가 필요함

6) Shigella 균속 특이 유전자 확인 
가) 병원성 유전자(ipaH ): PCR 확인
① Primers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ipaH GTT CCT TGA CCG CCT TTC CGT TAC CGT C 619 J Clin Microbiol 
2006;44:2879-83 GCC GGT CAG CCA CCC TCT GAG AGT AC

    *진단을 위해서는 매 실험마다 양성, 음성 대조 실험을 같이 진행함.

②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30 sec, 65oC 30 sec, 72oC 1 min] - 35 cycles, 72oC 
10 min

③ 방법: Conventional PCR

다. 최종 판정 기준
1) 생화학적으로 Shigella spp.이며, O항원 혈청(4종류-A, B, C, D)형이 확인된 균주
2) 혈청응집과 생화학적 동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동정 kit 결과가 대장균과 이질균 사

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Shigella 균속 특이 유전자(ipaH) 확인이 추가로 필
요하다. 

※ 불일치 및 동정이 안될 때는 세균분석과에 확인검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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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 자료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실험실진단 I 질환별시험법. 제 3개정판. 2005
2) WHO Global Foodborne Infection Network. Laboratory protocol: Biochemical 

Identification of Salmonella and Shigella Using an Abbreviated Panel of Tests, 2010
3) WHO Global Foodborne Infection Network. Laboratory protocol: Isolation of 

Salmonella and Shigella from Faecal Specime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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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브리오균(Vibrio spp.)
Vibrio cholerae (1군 감염병), Vibrio parahaemolyticus (지정감염병), Vibrio vulnificus (3

군 감염병)의 정확한 동정이 중요하며, 생화학적 동정검사 외에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사용. 위 
3종 이외의 Vibrio 균종도 집단 발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화학적 동정에 주의가 필요

가. 병원체 특징
1) 그람음성 굽은 간균으로 운동성이 활발
2) 건조와 자연광에 약하므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즉시 배양이 어려운 경우 Cary-Blair 

배지 사용

나. 검사 과정
1) 증균배양: 37oC, 6-8 h, 1×alkaline peptone water 증균
2) 선택배양: 37oC, 18-24 h, TCBS 선택배양
3) 순수배양: 37oC, 18-24 h, 1% NaCl 함유된 tryptic soy agar 배양(1% NaCl 첨가)
4) 동정
가) 생화학 동정

사용 kit: API 20E, Vitek GNI+, Vitek II GN
나) 분자생물학적 동정 - 필요시 시행한다.
(1) 콜레라(Vibrio cholerae)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hlyA hlyA F ATT GAT GCA TTA GGG TCC GC 101 NIH 자체제작hlyA R GAG GTT GCC GTG ATG GAT TT

   ② 사용 enzyme: Takara Ex Taq, Takara Ex Taq premix 등과 유사한 성능의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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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1 min, 63oC 1 min, 72oC 1 min] - 30 cycles, 72oC 
10 min

(2)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tlh tlh F AGC TTG TCT GAT ACA GGC AAC ATC 739 NIH 자체제작tlh R GAG TTG CTG TTG TTG GGT GCG TG

   ② 사용 enzyme: Takara Ex Taq, Takara Ex Taq premix
   ③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1 min, 63oC 1 min, 72oC 1 min] - 30 cycles, 72oC 

10 min

(3)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vvhA vvhA F TTC CAA CTT CAA ACC GAA CT 205 NIH 자체제작vvhA R ATT CCA GTC GAT GCG AAT ACG TTG

   ② 사용 enzyme: Takara Ex Taq, Takara Ex Taq premix와 유사한 성능의 효소
   ③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1 min, 63oC 1 min, 72oC 1 min] - 30 cycles, 72oC 

10 min

5) 혈청형/독소형 확인
가) 사용 항혈청: 질병관리본부 제공 항혈청 등
나) 사용 가능 항혈청: Denka Seiken, BD 등
다) 분자생물학적 독소 유전자 확인(PCR); V. cholerae는 콜레라 독소(ctxA) 검출
   ※ 필요시 혈청형 유전자 확인(PCR); rfbA (O139 혈청형), rfbB (O1 혈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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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ctxA ctxA F TCA GGT GGT CTT ATG CCA AGA G 434 NIH 자체제작ctxA R CCA TAACCA TCT GCT GCT GGA
rfbA rfbA F CAT ATG ATT CCC GCG GTG A 250 NIH 자체제작rfbA R AAC GCC CTG TGT AAC CGA TGA

rfbB rfbB F TGG AAT GCC TTC TGC GGA TA 592 NIH 자체제작rfbB R CAC GGT GCC CAT TGA TTT AAG

   ② 사용 enzyme: Takara Ex Taq, Takara Ex Taq premix 등과 유사한 성능의 효소
   ③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1 min, 62oC 1 min, 72oC 1 min] - 30 cycles, 72oC 

10 min

다. 최종 판정 기준
1) V. cholerae
가) 생화학적으로 V. cholerae이며, 청형이 O1 또는 O139에 속하고, 콜레라 독소를 

생성하는 균주 - 1군 법정감염병 원인 병원체(분리시 고위험 병원체 분리 신고 
필요)

나) 생화학적으로 V. cholerae인 균주 - 장염 및 패혈증 유발 가능(non-O1, non-O139 균주)

2) V. parahaemolyticus 
가) 생화학적으로 V. parahaemolyticus로 확인된 균주

3) V. vulnificus
가) 생화학적으로 V. vulnificus로 확인된 균주

라. 참고 자료
1) Versalovic J ed.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10th ed. American Socie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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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log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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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가. 병원체 특징

1) 그람음성, 나선형 간균, 배양시 미호기성 조건이 필요
2) 캄필로박터균을 분변검체에서 분리할 때에는 42oC 배양이 최적 조건. 거의 모든 균종이 

36oC에서 배양되며, 25oC에서는 잘 자라지 못함 
3)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대부분의 감염의 원인균은 C. jejuni, C. coli라고 알려져 있으나, C. 

concisus, C. upsaliensis, C. ureolyticus, C. lari 등에 의한 감염도 보고 
4) 캄필로박터균의 생화학적 동정은 C. jejuni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이용

나. 검사 과정
1) 증균배양: Preston broth 증균배지를 42oC에서 배양(균수가 적은 검체나, 검사

가 지연된 경우 검출률을 높일 수 있음)
2) 선택배양: 항생제가 첨가된 mCCDA 배지에 접종하여 미호기성 조건(5% O2, 

10% CO2, 85% N2)으로 42oC에서 2-4일간 배양. 일반적으로 집락은 회색을 띠
고, 불규칙하고, 퍼져있는 집락 모양을 보이나, 물기가 적은 환경에서는 작고, 둥
글고, 볼록하며, 가장자리가 원형인 집락을 보임.

3) 순수배양: 혈액한천배지를 사용하여 42oC 미호기성 조건에서 배양
4) 생화학 동정 
   - 사용 kit: API CAMPY, Vitek II NH 

5) 분자생물학적 동정: PCR 확인은 아래 제시한 primer를 사용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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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rimers
Species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C. jejuni DNA fragment library CAT CTT CCC TAGTCA AGC CT 773 WHO 

(2009)
AAGATATGG CAC TAG CAA GAC

C. coli DNA fragment library AGG CAA GGG AGC CTT TAATC 364TATCCC TATCTA CAA ATTCGC

② 반응 조건: 94oC 5 min, [94oC 30 sec, 59oC 30 sec, 72oC 60 sec] - 30 cycles, 
72oC 10 min

다. 최종 판정 기준
분리된 균주가 생화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동정 결과 Campylobacter로 확인된 경

우. (법정진단신고기준: C. jejuni,가 검출된 경우)

<Campylobacter 균주의 수송과 보관>
1) Campylobacter 균주 보관 배지: Campylobacter의 균주 보관 배지는 하기의 배지 또

는 시판되는 Stock media (Micro Bank)를 추천
(1) Wang's storage Medium (USDA)

Ingredient Amount 
1. Brucella broth powder 28 g 
2. Glycerol 200 mL 
3. DI water 750 mL 

Supplement Amount 
Lysed horse or sheep blood 5 mL/L 

*Directions: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지를 만들고 배지가 50oC 정도에서 lysed horse/sheep blood를 첨가하여 
잘 혼합 후, 2 mL cryovial에 분주
*Note: 배지의 유효기간은 2-3주이며, 4oC에 보관

(2) MicrobankTM, PRO-LAB DIAGNOSTICS, PRODUCT CODE PL.170
2) Campylobacter 균주의 수송배지: Campylobacter 균주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해 수

송할 경우 하기 2개 배지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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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ng's Transport medium (Semisolid, USDA) 
Ingredient Amount 

1. Purified grade agar 4 g 
2. Brucella broth powder 28 g 
3. DI water 950 mL 

Supplement Amount 
Lysed horse blood 5 mL/L

*Directions: Stock media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Note: 배지의 유효기간은 2-3주이며, 4oC에 보관
*1.5-2 mL vial의 경우 배지를 담은 후 균을 접종하여 42oC에서 미호기조건에서 24시간 배양 후 마개를 완전히 
잠근 후 수송

(2) STARA transport media (Semisolid)
Ingredient Amount 

1. High glucose DMEM 350 mL
2. 32% gelatine 125 mL

Supplement Amount 
Campylobacter antibiotic 1 vial
Lysed horse blood 25 mL

*5 mL vial or 1.5 mL vial의 경우 80%의 배지를 담은 후 균을 접종하여 마개를 완전히 잠근 후 수송

라. 참고 자료
1) WHO. Global Salm-Surv. Laboratory Protocols. Identification of Thermotolerant 

Campylobacter. 5th ed. 2003.
2) WHO. Global Salm-Surv. Laboratory Protocols. Multiplex PCR for 

Differentiation of C. coli and C. jejuni. 2nd ed. 2009.
3) Versalovic J ed.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10th ed.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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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가. 병원체 특징

1) 전형적인 그람양성구균, 불규칙적인 포도송이 모양의 그람양성(0.5-1.5 μm)균
2) 장내 상재균이며, 오염된 음식내에서 세균 증식 후 생성된 장독소에 의해 발생하므로 음

식 내 세균의 존재 확인이 중요 

나. 검사 과정
1) 선택배양: 검체를 mannitol salt 한천배지 또는 Baird-Parker 한천배지에 접종

하여 37oC에서 18-24시간 배양. 균집락이 관찰되지 않으면 24시간 추가 배양. 
배양결과 mannitol salt 한천배지에서 노란색 집락을 보이거나, Baird-Parker 한
천배지에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검정색 집락에 대해 확인시험을 실시함

2) 동정
가) 생화학 동정
분리 배양된 평판배지상의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옮겨 37oC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그

람염색을 실시하여 포도상의 배열을 보이는 그람양성구균을 확인. 포도상의 배열을 보이는 그
람양성구균 균주에서 coagulase 시험 양성이며 생화학적으로 동정된 경우 황색포도알균으로 
판정함 

- 사용 kit: Vitek GP, API Staph system (bioMerieux), Microscan GP (Siemens)

나) 독소형 확인 - 필요시 시행한다.
- 독소형 확인은 multiplex PCR로 확인함. 장독소 유전자는 sea, seb, sec, sed, see, 

seg, seh, sei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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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rimer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sea GGT TAT CAA TGT GCG GGT GG 113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GCC ATA AAT TGA TCG GCA CT

seb TGT TCG GGT ATT TGA AGA TGG 155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CG TTT CAT AAG GCG AGT TG

sec GGA GGA ATA ACA AAA CAT GAA GG 216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TCC TGT TTC ATA TGG TGA ACT G

sed GAG GTG TCA CTC CAC ACG AA 294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GG GAA AAT CAC CCT TAA CA

see GCA TGT ATG TAC GGG GGT GT 372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AA ATC AAT ATG GAG GTT CTC TGA

seg ACG TCT CCA CCT GTT GAA GG 450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TCC AGA TTC AAA TGC AGA ACC

seh CGA AAG CAG AAG ATT TAC ACG A 524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TCT AGG AGT TTT CAT ATC AAA TTC AA

sei AGG TGA TAT TGG TGT AGG TAA C 641 NIH 자체제작
(특허등록)CAT ATG ATA TTT CGA CAT CAA GAT G

② 반응조건: 95oC 10 min, [95oC 30 sec, 58oC 30 sec, 72oC 30 sec] - 35 
cycles, 72oC 10 min 

다. 최종 판정 기준
검체(대변 1g)에서 105의 S. aureus균 분리 동정
- 균수확인법은 VI. 실험실 검사, 6. 균수 확인 참조
 * 집단 발생 (식중독)과 관련하여 식품에서 S. aureus균 분리시 장독소 

유전자 확인 반영

라. 참고 자료
1) Versalovic J ed.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10th ed.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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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가. 병원체 특징

1) 135oC에서 4시간의 가열에도 견디는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통성 혐기성 그람양성간균
2) 물, 토양,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여서 식품에 혼입되어 있을 수 있음. 
3) 임상증상으로 구토형과 설사형이 있음. 설사형은 오염 식품 섭취 후 6-15시간 이후에 수

양성 설사와 복통 등이 일어나며, 24시간 정도 지속된 후 회복. 구토형은 0.5-6시간의 잠
복기 후에 메스꺼움, 구토 발생.

나. 진단 과정
1) 배양 및 동정
  가) 선택배양: 검체를 MYP (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한천배지에 접

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 배양후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 선별.
  나) 생화학 동정
(1) 배지: TSA (triptic soy agar) 한천배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 배양 후 상온 

또는 냉장 상태로 2일 미만인 균주를 동정에 사용.
(2) 동정 가능한 kit: API 50 CHB/E, BBL Crystal GP card (BD)

2) 독소확인(PCR) 
진단은 5개의 장독소 유전자(hemolysin [hblC], non-hemolycin [nheA], enterotoxin FM 
[entFM], cytotoxin K [cytK], Bacillus cereus toxin [bceT])의 특이 primer와 구토독
소인 cereulide 검출용인 CER primer를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실시

  가) 검체: 분리된 집락(균주).
  나) 참조균주
양성대조균주 1: Bacillus cereus NCTC 10841 (hblC, nheA, entFM, cytK, bceT ) 
양성대조균주 2: Bacillus cereus F 4810 (nheA, entFM, cereu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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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자생물학적 독소 유전자 검사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hblC CCT ATC AAT ACT CTC GCA ACA CCA AT 386 J Food Protection 
2005;68:2123-30TTT TCT TGA TTC GTC ATA GCC ATT TCT

nheA ATT ACA GGG TTA TTG GTT ACA GCA GT 475 J Food Protection 
2005;68:2123-30AAT CTT GCT CCA TAC TCT CTT GGA TGC T

entFM CAA AGA CTT CGT AAC AAA AGG TGG T 290 J Food Protection 
2005;68:2123-30TGT TTA CTC CGC CTT TTA CAA ACT T

CytK2 CAA TCC CTG GCG CTA GTG CA 585 FEMS Microbiol Lett 
2006;259:74-80GTG TAG CCT GGA CGA AGT TGG

bceT AGC TTG GAG CGG AGC AGA CTA TGT 701 J Food Protection 
2005;68:2123-30GTA TTT CTT TCC CGC TTG CCT TTT

CER ATC ATA AAG GTG CGA ACA AGA 188 J Microbiol Biotechnol 
2010;20:1107-13AAG ATC AAC CGA ATG CAA CTG

② 사용 enzyme; Premix Taq (Takara, RR003A)와 유사한 성능의 타사제품
③ PCR 주형 (template)의 준비: PCR주형은 균 현탁액을 끓는 물에 넣어 20분간 중탕시키

거나, 또는 100oC dry bath에서 30분간 처리한 다음,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PCR의 주형으로 사용

④ 반응조건: 94oC 5 min, [94oC 30 sec, 55oC 30 sec, 72oC 60 sec] - 35 cycles, 72 oC 
10 min 

다. 최종 판정 기준
검체(대변 1g)에서 105의 B. cereus균 분리동정하거나 생화학적으로 B. cereus이며 

PCR결과에서 한 개 이상의 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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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 자료
1) Bottone EJ. Bacillus cereus, a volatile human pathogen. Clin Microbiol Rev 

2010;23:382-98.
2) Yang IC, Shih DY, Huang TP, Huang YP, Wang JY, Pan TM. Establishment of a 

novel multiplex PCR assay and detection of toxigenic strains of the species in the 
Bacillus cereus group. J Food Prot 2005;68:2123-30.

3) Kim JB, Kim JM, Park YB, Han JA, Lee SH, Kwak HS, Hwang IG, Yoon MH, Lee JB, 
Oh DH. Evaluation of various PCR assays for the detection of emetic toxin 
producing Bacillus cereus. J Microbiol Biotechnol 2010;20:1107-13.

4) Guinebretiere MH, Fagerlund A, Granum PE, Nguyen-The C. Rapid discrimination of 
cytK-1 and cytK-2 genes in Bacillus cereus strains by a novel duplex PCR system. 
FEMS Microbiol Lett 2006;259:74-80.

5)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실험실진단 I 질환별시험법 2005, 제 3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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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가. 병원체 특징

1) 그람양성, 혐기성, 간균, 비운동성이며 다른 Clostridium에 비해 아포를 잘 형성하지 않음
2)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에서 증식하여 장독소를 생성

나. 진단 과정
1) 선택배양: Tryptose sulfite cycloserine (TSC) 배지에서 혐기성 조건으로 37oC, 
1-2일간 배양
2) 생화학 동정
(1) 사용 kit: API 20A, Vitek II ANC
(2) 선택배지: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의 집락은 일반적으로 백색이며, 혈액배지에서 용혈

대를 보이며 난황배지(egg yolk agar)에서는 집락 주변에 흰색 띠 생성

3) 분자생물학적 동정 및 독소형 확인(PCR)
  ① Primers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cpa TGC ATG AGC TTC AAT TAG GT 400 NIH 자체 제작TTA GTT TTG CAA CCT GCT GT
cpe TTC AGT TGG ATT TAC TTC TG 485 Vet Microbiol 2009;136:411-2TGT CCA GTA GCT GTA ATT GT

*Phospholipase C alpha toxin (cpa), C. perfringens enterotoxin (cpe)

  ② 반응 조건: 94oC 5 min, [94oC 30 sec, 45oC 30 sec, 72oC 60 sec] - 30 cycles, 
72oC 10 min

  ③ 결과 판정: cpa와 cpe 독소 양성인 경우에 원인 병원체로 판정함
  ④ 실험시 유의사항: 균 현탁액을 끓는 물에 넣어 20분간 중탕시키거나, 또는 100oC dry 

bath에서 30분간 처리한 다음,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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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형으로 사용함

다. 최종 판정 기준
검체(대변 1g)에서 106의 C. perfringens균 분리동정하거나 생화학적으로 C. 

perfringens이며 cpa와 cpe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

라. 참고 자료
1) Versalovic J ed.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10th ed.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1.
2) Winn W, Jr. ed. Koneman's Color Atlas and Textbook of Diagnostic Microbiology. 

6th ed.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2006.
3) Baums CG, Schotte U, Amtsberg G, Goethe R. Diagnostic multiplex PCR for toxin 

genotyping of Clostridium perfringens isolates. Vet Microbiol 2004;100:11-6.
4) van Asten AJ, van der Wiel CW, Nikolaou G, Houwers DJ, Grone A. Multiplex PCR 

for toxin typing of Clostridium perfringens isolates. Vet Microbiol 2009;13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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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가. 병원체 특징

1) 그람 양성 간균, 운동성(25oC 배양), 무협막, 무아포 
2) 통성혐기성, 30-37oC가 최적 성장 온도이지만 4oC에서도 성장 가능

나. 검사 과정
1) 증균배양: Listeria 증균배지(LEB), UVM broth, Fraser Listeria broth 등
2) 선택배양: Oxford, PALCAM 한천배지에서 30oC, 24-48시간 배양 - 검은색 집락
3) 생화학 동정 
(1) 사용 kit: API Listeria, VITEK GP

4) 분자생물학적 동정 및 독소형 확인(PCR)
① Primers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prfA CTG TTG GAG CTC TTC TTG GTG AAG CAA TCG 1060 BMC Microbiology 
2014, 14:241AGC AAC CTC GGT ACC ATA TAC TAA CTC

    *진단을 위해서는 매 실험마다 양성, 음성 대조 실험을 같이 진행함.

② 반응조건: 95oC 2 min, [95oC 15 sec, 60oC 30 sec, 72oC 90 sec] - 30 cycles, 
72oC 10 min

③ 방법: Conventional PCR

다. 최종 판정 기준
생화학적으로 Listeria monocytogenes이거나 prfA유전자가 확인된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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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 문헌
1) Versalovic J ed.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10th ed.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1.
2) Winn W, Jr. ed. Koneman's Color Atlas and Textbook of Diagnostic 

Microbiology. 6th ed.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2006.
3) DK soni, M Singh, DV Singh, SK Dubey. Virulence and genotypic 

characteriza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isolated from vegetable and soil 
samples. BMC Microbiology 2014, 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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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가. 병원체 특징

1) 그람 음성, 타원형 또는 구형, lactose를 분해하지 않음
2) 30oC 이하에서 배양하면 운동성 있음, 37oC 배양하면 운동성 없음

나. 검사 과정
1) 선택배양: Cefsulodin Irgasan Novobiocin (CIN)에서 30oC의 조건으로 18-24 

h 배양. 중심부가 짙은 적색을 띠며, 주위의 투명 집락이 특징인 집락 형성
2) 생화학 동정
(1) 사용 kit: API 20E, VITEK GNI+, VITEK GN

  3) 분자생물학적 동정 및 독소형 확인(PCR)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ystA ystA F ATC GAC ACC AAT AAC CGC TGA G 79 AEM

2003;69;18
10-16

ystA R CCA ATC ACT ACT GAC TTC GGC T
ystB ystB F GTA CAT TAG GCC AAG AGA CG 146ystB R GCA ACA TAC CTC ACA ACA CC

   ② 사용 enzyme: Takara Ex Taq, Takara Ex Taq premix 등과 유사한 성능의 
효소

   ③ 반응조건: 95oC 10 min, [95oC 15 sec, 61oC 30 sec, 72oC 30 sec] - 25 
cycles, 72oC 10 min

다. 최종 판정 기준
생화학적으로 Y. enterocolitica로 확인된 균주이거나 PCR결과에서 한 개 이상의 독

소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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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 문헌
1) Versalovic J ed.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10th ed.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1.
2) Winn W, Jr. ed. Koneman's Color Atlas and Textbook of Diagnostic 

Microbiology. 6th ed.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2006.
3) Thoerner P, Bin Kingombe C I, Bogli-Stuber K, Bissig-Choisat B, Wassenaar 

TM, Frey J and Jemmi T. PCR Detection of Virulence Genes in Yersinia 
enterocolitica and Yersinia pseudotuberculosis and Investigation of Virulence 
Gene Distribution. AEM 2003;69;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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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도감
1. Pathogenic E. coli
(1) SIM 배지: 운동성을 보임

(2) E. coli O157:H7 - MacConkey agar에서 분홍색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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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 coli O157:H7 - Sorbitol MacConkey agar에서 투명한 집락

2. Salmonella spp.
(1) Salmonella Typhi: SS agar에서 검은색 투명한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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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lmonella Typhi: MacConkey agar에서 투명한 집락

(3) Salmonella spp.: XLD agar에서 검은색 투명한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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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igella spp.
(1) Shigella spp.: MacConkey agar에서 투명한 집락

4. Vibrio spp.
(1) TCBS 배지: 1일간 배양한 소견. V. cholerae는 100% 노란색 집락이 관찰, V. 

parahaemolyticus의 99%와 V. vulnificus 90%는 초록색 집락이 관찰. 이외의 일부 
Vibrio 균종은 TCBS에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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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romogenic 배지: Vibrio 균종을 잠정 동정 가능 

5. Campylobacter spp.
(1) mCCDA 배지: Campylobacter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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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romogenic 배지: C. jejuni와 C. coli는 짙은 붉은색

6. Staphylococcus aureus
(1) Mannitol salt agar: 24시간 배양시 노란색의 매끈한 균집락이 관찰됨. Mannitol

을 분해하는 일부 Staphylococcus haemolyticus, Staphylococcus capitis가 동일한 소
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coagulase 검사와 생화학적 동정 검사로 확인. 일부 Bacillus 
균종은 노란색 집락을 보이나 불규칙한 표면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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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romogenic 배지: 동일한 S. aureus이지만 배지 제조사에 따라 다른 색깔을 
보임.

7. Bacillus cereus
(1) MYP agar: 집락주위에 흰색 띠가 있는 분홍색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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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lostridium perfringens
(1) TSC 배지: Lecithinase 생성하여 집락주위에 흰색 띠 관찰 

9. Listeria monocytogenes
(1) Oxford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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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romogenic 배지

10. Yersinia enterocolitica
(1) CIN 배지: 집락의 가운데 부분이 붉고 주변부가 투명하여 “bull's eye” 소견 보

임 





III.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사법

 1. A형 간염(Hepatitis A virus)
2. 노로바이러스(Norovirus)
3. 로타바이러스(Rotavirus)
4.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5.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virus)
6. 사포바이러스(Sap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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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형 간염
가. 병원체 특성

 1) A형간염 바이러스(HAV)는 27-32 nm의 피막이 없는 RNA 바이러스로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 속으로 분류된다. 

 2)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분변-구강’ 경로로 감염되어 전파된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급식소나 사회시설 등의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다.

 3) 잠복기는 15-50일(평균 28일)로 임상 증상은 소아의 경우 무증상이거나 

   감기, 장염 등 가벼운 증상이나, 성인의 경우 근육통, 설사, 암뇨(dark urine), 

   황달, 고열, 식욕감퇴, 구토 등 심한 전신증상으로 나타난다. 

 4) 위생수준 향상으로 HAV의 전파가 줄어들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획득이 

   없는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10-30대의 감염률이 매우 높다.

나. 진단과정

 1) HAV 진단법 종류 

  가) 효소면역법 

   (1) A형간염 바이러스의 capsid 단백에 의한 IgM 항체(IgM anti-HAV) 확인 

    - IgM 항체는 임상증상 발생 5-10일 전에서 감염 후 6개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감염초기에는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심환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을 실시한다. 

   (2) 검사 방법

    -사용 키트: MonolisaTM IgM anti-HAV PLUS 외 동등한 기능의 타사 제품

① 실험할 well에 diluent (R6) 80 uL씩 넣는다.

② 해당 well에 시약을 각각 넣는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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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late를 coverfilm으로 한 칸씩 확실히 덮고 37°C에서 1시간 반응

  시킨다.

④ Coverfilm를 제거한 후 각 well에 있는 시약을 피펫을 사용하여 제거

  한다.

⑤ 370uL 1×washing solution을 각 well의 기벽에 기대어 넣고, 30초 

  가량 반응시킨 후 시약을 제거한다.

⑥  ⑤번 과정을 총 3번 이상 시행하여 마지막에 시약이 10 uL 이하로 

  남게 한다.

⑦ HAV viral antigen(R7a)를 잘 섞어준 후 각well에 50 uL씩 넣고, 

  Conjugate (R7b)를 잘 섞어준 후 각 well에 50 uL씩 넣는다.

⑧ 새로운 Coverfilm으로 덮고 37°C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⑨ ④~⑤번 과정을 총 4번 이상 시행한다. (ELISA 기기전원 ON)

⑩ R8+R9 development solution을 제조하여(R8:R9=11:1, 각 well당 

  80 uL) 빠르게 넣고 빛을 차단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⑪ stopping solution (R10)을 100 uL 넣고 4분 뒤   

  흡광도(450nm/620nm)를 측정한다. 

 

    - 결과 판독

① (2)-②에서 수행한 well의 값을 아래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MEAN OD R4 = (B1+C1+D1)/3

CO= (MEAN OD 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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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ratio= OD sample/ CO

② 양성: Ratio 1 이상 

   음성: Ratio 0.8 미만 

   Ratio 값이 0.8 이상 1 미만일 경우 재실험을 한다.

나) A형간염 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1) HAV RT-PCR & nested PCR

  - 혈액이나 대변 검체에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검사 방법

 (2) 검사 방법

① Onestep RT-PCR for HAV (1st RT-PCR) 

 - 추출한 RNA를 5μL씩 취해 키트에 제공된 PCR tube (Onestep RT- 

   PCR  premix)에 넣고, Primer를 각각 1μL씩 넣은 뒤 PCR machine에 

   반응시킨다

  * Primer 염기서열

  * PCR 혼합액

 

Primers Sequence (5' to 3') Region
HAV1-F GCT CCW CTY TAT CAT GCY ATG GAT 

VP3-VP1
HAV1-R CWG GAA AKG TYT CAG GYA CTT TC 

1st RT-PCR Component Volume (μL)
Purified RNA 5

HAV1-F, 10 pmol 1

HAV1-R, 10 pmol 1

RT-PCR Premix 13.5

DEPC D.W. 4.5

Total 25



III.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사법

69 |

 * PCR 조건

48℃ 40min
95℃ 5min

95℃ 30sec
30 cycles55℃ 30sec

72℃ 30sec
72℃7min

 ②  Nested PCR for HAV (2nd PCR)

   - PCR premix 에 1차 RT PCR 산물 2μL와 Primer를 각각 1μL씩 

     넣은 뒤 PCR machine에 반응시킨다.

 

 * Primer 염기서열

 * PCR 혼합액

  * PCR 조건

95℃ 5min
95℃ 30sec

30 cycle55℃ 30sec
72℃ 30sec

72℃ 7min

Primers Sequence (5' to 3') Size
HAV2-F ATG TTA CWA CWC ARG TTG GAG A

186 bp
HAV2-R GAT CYT CAA TKG TWG TGA TAG C 

2nd RT-PCR Component Volume (μL)
1st PCR product 2

HAV2-F, 10pmol 2

HAV2-R, 10pmol 2

PCR premix 10

D.W 4

Tota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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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종 진단 기준

 혈액 검체에서 IgM anti-HAV 양성이거나 대변 및 혈액검체에서 RT-PCR 검사

 법으로 HAV 특이유전자 검출된 경우 

라. 참고자료

 1) 참고문헌

가)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prevalence of hepatitis A virus 

   infection and susceptibility: an systematic review, 2009

나) Stapleton JT. Host immune response to hepatitis A virus. J Infect 

   Dis. 1995;171 Suppl 1:S9-14.

다) Nainan OV, Xia G, Vaughan G, Margolis HS. Diagnosis of hepatitis a 

   virus infection: a molecular approach. Clin Microbiol Rev. 

   2006;19(1):63-79.

 2) HAV 효소면역법 시약

가) Bio-Rad: MonolisaTM IgM anti-HAV PLUS (72491)

나) Abbott: Architect  HAVAb-IgM (B6C300)

다) General Biologicals: IgM anti-HAV ELISA kit (HEPAVASE MA-96)

 3) HAV 분자생물학적 검사 시약

가) QIAGEN: OneStep RT-PCR Kit (210210)

나) IntronBio: ONE-STEP RT-PCR Premix Kit (25101)

다) IntronBio: MaximePCR PreMix Kit (i-starTaq) (25180)

라) Bioneer: AccuPower® PCR PreMix (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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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가. 병원체 특징

1) Caliciviridae에 속하는 single-stranded RNA virus로, polymerase와 capsid 단백
의 염기서열에 따라 GI-GV의 다섯 가지 유전자군(genogroup)으로 분류되며, 이
들 중 1, 2, 4군의 일부 균주가 사람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38개의 유전자형
(genotype)이 보고되었다.

나. 진단 과정
1) 항원검출법
가)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나) 효소면역법

2)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가) Real-time RT-PCR
  ① Primers

Group Primers or 
probe Sequence (5' to 3') Traget

GI
COG1F CGY TGG ATG CGN TTY CAT GA

VP1 
region

COG1R CTT AGA CGC CAT CAT CAT TYA C
RING1(a)-TP FAM(JOE)-AGA TYG CGA TCY CCT GTC CA-TAMRA

GII
BPO-13 AIC CIA TGT TYA GIT GGA TGA G
BOP-13N AGT CAA TGT TTA GGT GGA TGA G
BPO-14 TCG ACG CCA TCT TCA TTC ACA
BPO-18 VIC(FAM)-CAC RTG GGA GGG CGA TCG CAA TC-TAMRA

  ② PCR 조건
   - Reverse transcription: 45oC 15 min, Pre-denaturation 95oC 5 min
   - [Denaturation 95oC 5 sec, annealing/extension 55oC 5 sec] 4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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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Bioneer사 제품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할 경우 Ct value 35 이하, ΔRn값은 
2,500 이상의 경우에만 양성으로 판정.

나) Nested RT-PCR
  ① Primers

   - Onestep RT-PCR (first)
Group Primer Sequence (5' to 3') PCR product

GI GI-F1M ATG GCC ATG TTC CGI TGG ATG
GI-R1M CCA ACC CAR CCA TTR TAC ATY TG

GII GII-G1M CCC TCG AGG GCG ATC GCA ATC T
GII-R1M CCR CCI GCA TRI CCR TTR TAC AT

   - Semi-nested PCR (second)
Group Primer Sequence (5' to 3') PCR product

GI GI-F1M CGGG CCC GAA TTY GTA AAT GAT G 314 bpGI-R1M CCA ACC CAR CCA TTR TAC ATY TG
GII GII-G1M CACAA TTG TGA ATG AAG ATG GCG TCG A 313 bpGII-R1M CCR CCI GCA TRI CCR TTR TAC AT

  ② PCR 조건
   - Onestep RT-PCR 조건

47oC 40 min
94oC 15 min

94oC 30 sec
35 cycles54oC 30 sec

72oC 45 sec
72oC 7 min

   - Semi-nested (second) PCR 조건
94oC 3 min

94oC 30 sec
25 cycles56oC 30 sec

72oC 45 sec
72oC 7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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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결과 확인: 1.5% agarose gel상에서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

3) 전자현미경 관찰
4) 유전자형 검사법(genotyping) - 염기서열 분석

다. 최종 진단 기준
환자 분변에서 항원검출법으로 노로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거나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으로 

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라.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가) MMWR, Updated norovirus outbreak management and disease prevention 

guidelines. CDC. 2011.
  나) NoroNet (www.rivm.nl/en/Topics/N/NoroNet)

2)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출용 시약
  가) BioTracerTM Norovirus Rapid Test 
  나) Dako (www.dako.com): IDEIA Norovirus 
  다) R Biopharm AG (www.r-biopharm.com): Ridascreen Norovirus
  라) Denka Seiken Co. Ltd. (http://www.denka-seiken.co.jp): NV-AD

3) 노로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시약
  가) Bioneer: AccuPowerⓇ Norovirus Real-Time RT-PCR Kit
  나) AnDia Tec GmbH: Norovirus real time RT-PCR Kit
  다) Shanghai ZJ Bio-Tech Co., Ltd.: Norwalk virus Real Time RT-PCR Kit
  라) Sacace Biotechnologies: Rotavirus/Norovirus/Astrovirus Real-TM, Acute Intestinal 

Infections Real-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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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Seegene: Seeplex® Diarrhea-V AC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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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가. 병원체 특징

1) Reoviridae과의 double-stranded RNA 바이러스로서 RNA 유전체는 총 11개의  
   분절로 이루어짐.
2) 총 6개의 구조단백질(VP1-VP4, VP6, VP7)과 6개의 비구조단백질

(NSP1-NSP6)로 구성.
3) 구조단백질은 inner capsid와 outer capsid로 구성되며, inner capsid인 VP6의 

항원성에 따라 그룹 A형에서 그룹 G형까지의 7개의 군(group)으로 분류된다. 인
체 감염은 주로 A군에 의해서 발생하며, B군 및 C군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4) A군 로타바이러스는 outer capsid protein인 G (glycoprotein; VP7)과 P 
(protease- sensitive protein; VP4)의 항원성에 따라 혈청형(serotype)으로 분
류되며, 지금까지 19개의 G 유전형과 27개의 P 유전형이 발견되어 이론적으로 G 
유전형과 P 유전형의 조합으로 100개 이상의 G와 P 단백의 조합이 생성될 수 있
다.

나. 진단 과정
1) 항원검출법
가)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나) 효소면역법
  (1) 사용 kit: BioTracerTM Rotavirus ELISA 외 동등한 기능의 타사 제품

2)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가) Onestep RT-PCR (VP6)

(1)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RT-PCR

① Pre-denaturation

- 추출한 RNA 10 μL를 denaturation 시켜준다

: 95oC 5 min → 4oC 5 min

- Denaturation된 RNA와 primer를 준비된 키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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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rimers

Targets Primers Sequences (5' to 3') Position
VP6 6BEG. 303 AAY GTR TGT ATG GAT GAR ATG 303-323

VP6-R GTC CAA TTC ATN CCT GGT GG 1126-1106

③ PCR 혼합액

Component Volume 비고
Denaturated RNA 10 μL

Forward primer, 10 pmol 1 μL
Reverse primer,  10 pmol 1 μL

PCR premix 13 μL
D.W. 0 μL 프라이머와 RNA양에 따라 조절. 최대 11.5 

uL

Total 25 μL

④ PCR 조건

42oC 60 min
94oC 60 sec

35 cycles52oC 40 sec
72oC 60 sec

72oC 7 min

⑤ 결과확인: 1.5% agarose gel상에서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

- 로타바이러스 VP6: 824 bp

나) RT-PCR (VP4 & VP7)
(1)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RT-PCR
① Pre-denaturation

- 추출한 RNA 20 μL를 denaturation 시켜준다

: 95oC 5 min → 4oC 5 min

- Denaturation된 RNA와 primer를 준비된 키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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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Primers
Targets Primers Sequences (5' to 3') Position

VP4 VP4F-M TGG CTT CGC TCA TTT ATA GAC A 11-32
Con2 ATT TCG GAC CAT TTA TAA CC 868-887

VP7 Beg-9 ATG TAT GGT ATT GAA TAT ACC AC 51-71
End-9 AAC TTG CCA CCA TTT TTT CC 914-932

  
   ③ PCR 혼합액

- 검체 수에 따라 VP4와 VP7 증폭용 반응시약을 각각 제조한다.

Component Volume VP4-specific VP7-specific
Denaturated RNA 10 μL
Forward primer 1 μL VP4F-M (10 pmol) Beg 9 (10 pmol)
Reverse primer 1 μL Con2 (10 pmol) End 9 (10 pmol)

    PCR premix 13.5 μL
    D.W. 0 μL 프라이머와 RNA양에 따라 조절

Total 25 μL

  
 ④ PCR 조건 

   - VP4 

   

42oC 40 min
95oC 15 min

94oC 60 sec
35 cycles50oC 60 sec

72oC 60 sec
72oC 7 min

  - V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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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oC 30 min
95oC 15 min

94oC 30 sec
35 cycles42oC 30 sec

72oC 60 sec
72oC 7 min

   
⑤ 결과확인: 1.5% agarose gel상에서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
   - 로타바이러스 VP4: 876 bp
   - 로타바이러스 VP7: 881 bp

다) RT nested PCR
3) 유전자형 검사법(genotyping) - 필요한 경우 시행
  ① Primers

Targets Primers Sequences (5' to 3') Position
VP4 VP4F-M TGG CTT CGC TCA TTTATAGAC A 11-32

Con2 ATTTCG GAC CAT TTATAACC 868-887

P-typing 
(VP4)

1T-1 TCT ACT GGR TTR ACN TGC 339-356
2T-1 CTA TTG TTAGAG GTTAGA GTC 474-494
3T-1 TGTTGA TTAGTT GGA TTC AA 259-278
4T-1 TGAGAC ATG CAA TTGGAC 385-402
5T-1 ATC ATAGTT AGT AGTCGG 575-594
P[11] GTAAAC ATC CAG AATGTG 305-323

VP7 Beg-9 ATGTATGGT ATTGAATATACC AC 51-71
End-9 AAC TTG CCA CCA TTTTTTCC 914-932

G-typing 
(VP7)

aBT1 CAA GTA CTC AAATCA ATG ATG G 314-335
aCT2 CAA TGA TATTAACAC ATTTTC TGTG 411-435
aET3 ACG AAC TCA ACA CGA GAR G 250-269
aDT4 CGT TTC TGG TGA GGA GTT G 480-499
aAT8 GTC ACA CCA TTTGTAAATTCG 178-198
aFT9 CTT GAT GTG ACT AYA AATAC 757-776
G10 ATGTCA GAC TAC ARA TAC TGG 666-687



III.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사법

79 |

  ② PCR 혼합액
     - 1차 PCR 증폭산물(cDNA)을 DW를 사용하여 1:100으로 희석한다.

 
 ③ PCR 조건
     -VP4

95oC 5 min
94oC 30 sec

25 cycles42oC 30 sec
72oC 30 sec

72oC 7 min      

     -VP7
94oC 2 min

94oC 60 sec
30 cycles48oC 120 sec

68oC 60 sec
68oC 7 min

      

Component Volume VP4 amplification VP7 amplification
1st PCR product   2 μL VP4 specific PCR VP7 specific PCR

Forward primer 
pool
(10 pmol/μL)

  2 μL

Primer name Genotype Primer name Genotype

1T-1
2T-2
3T-1
4T-1
5T-1

P1A 
[8]
P1B 
[4]
P2A 
[6]

 P3 [9]
 P4 [10]

aBT1
aCT2
aET3
aDT4
aAT8
aFT9

G1
G2
G3
G4
G8
G9

Reverse primer
(10 pmol/μL)   1 μL VP4F-M End 9

PCR premix  10 μL
DW for PCR   5 μL

Total  2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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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유전형 검사 결과
VP4 VP7

P-genotype Reactive 
primer

PCR product 
size G-genotype Reactive 

primer
PCR product 

size
P1A[8] 1T-1 345 bp G1 aBT1 618 bp

G2 aCT2 521 bpP1B[4] 2T-2 483 bp
G3 aET3 682 bpP2A[6] 3T-1 267 bp
G4 aDT4 452 bpP3[9] 4T-1 391 bp
G8 aAT8 754 bp

P4[10] 5T-1 583 bp G9 aFT9 179 bp

4) 전자현미경 관찰

다. 최종 진단 기준
환자 분변에서 항원검출법으로 로타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거나 분자생물학적 검사

법으로 로타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라.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가) Gentsch JR, Glass RI, Woods P, Gouvea V, Gorziglia M, Flores J, Das BK, 

Bhan MK. Identification of group A rotavirus gene 4 types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J Clin Microbiol.

나) Gouvea V, Glass RI, Woods P, Taniguchi K, Clark HF, Forrester B, Fang 

ZY. Polymerase chain reaction amplification and typing of rotavirus nucleic 

acid from stool specimens. J Clin Microbiol. 1990;28(2):276-82.

다) Lin YP, Kao CL, Chang SY, Taniguchi K, Hung PY, Lin HC, Huang LM, 

Huang HH, Yang JY, Lee CN. Determination of human rotavirus VP6 

genogroups I and II by reverse transcription-PCR. J Clin Microbiol. 

2008;46(10):3330-7.

라) WHO. Manual of rotavirus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method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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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출법 시약(제조사별 정리)
가) Bio Focus Co., Ltd. (BioTracerTM Rotavirus ELISA)
나) Inverness Medical Professional Diagnostics (www.invernessmedicalpd.com): 

Virogen Rotatest
다) Bio-Rad Laboratories (www.bio-rad.com): Pastorex Rotavirus, Pathfinder 

Rotavirus
라) Meredian Bioscience (www.meredianbioscience.com): ImmunoCard STAT! 

Rotavirus, Premier Rotaclone, Rapid Strip Rota-Adeno
마) bioMerieux (www.biomerieux.com): Slidex Rota-Kit 2, Slidex Rota-Adeno 

kit, VIKIA Rota-Adeno, VIDASⓇ ROTA
바) Orion Diagnostica (www.oriondiagnostica.fi): Rotalex, Diarlex, Diarlex MB
사) ANI Biotech (www.anibiotech.fi): Biocard Rota, ANI Rotatest, Biocard Rota 

Stick
아) Dako (www.dako.com): IDEIA Rotavirus

3) 로타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시약
가) Shanghai ZJ Bio-Tech Co., Ltd.: Rotavirus Real Time RT-PCR Kit
나) Sacace Biotechnologies: Rotavirus/Norovirus/Astrovirus Real-TM, Acute 

Intestinal Infections Real-TM
다) Seegene: Seeplex® Diarrhea-V ACE Detection



| 82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 
지침

4.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가. 병원체 특징

1) Adenoviridae과에 속하는 double-stranded DNA virus로, A-G의 subgroup, 현
재까지 65가지의 혈청형(serotype)이 보고되었다.

2)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위장관, 눈, 신장 등 여러 가지 부위의 감염을 일으킨
다. 이 중 F군의 40, 41형이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
지하므로 장아데노바이러스(enteric adenovirus)라고도 한다. 그러나 31형을 포
함한 다른 혈청형도 위장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진단 과정
1) 항원검출법
가)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나) 효소면역법
   (1) 사용 키트: BioTracerTM Adenovirus ELISA 외 동등한 기능의 타사 제품

2)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가) Conventional PCR
  ① Primers

Region Primer Sequence (5' to 3') PCR product
Hexon AD1 (forward) TTC CCC ATG GCI CAY AAC AC 482 bpAD2 (reverse) CCC TGG TAK CCR TRT TG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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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PCR 조건
94oC 3 min

94oC 30 sec
35 cycles50oC 30 sec

72oC 60 sec
72oC 5 min

  ③ PCR 혼합액
Component Volume

DNA  5 μL
10× PCR buffer  5 μL
dNTP  4 μL
AD1 (10 pmol)  1 μL
AD2 (10 pmol)  1 μL
Taq DNA polymerase  1 μL
D.W. 33 μL
Total 50 μL

  ④ 결과 확인: 1.5% agarose gel상에서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

나) Real-time PCR

3) 전자현미경 관찰
4) 유전자형 검사법(genotyping) - 염기서열 확인
5) 세포배양

다. 최종 진단 기준
환자 분변에서 항원검출법으로 아데노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거나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으로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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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가) Lee JI, Lee GC, Chung JY, Han TH, Lee YK, Kim MS, Lee CH. Detection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denoviruses in Korean children hospitalized 
with acute gastroenteritis. Microbiol Immunol. 2012;56(8):523-8.

2) 아데노바이러스 항원검출법 시약(제조사별 정리)
가) BioTracerTM Adenovirus (Bio Focus Co. Ltd.)
나) Meredian Bioscience (www.meredianbioscience.com): ImmunoCard STAT! Adenovirus, 

Premier Aenoclone type 40/41, Rapid Strip Rota-Adeno
다) bioMerieux (www.biomerieux.com): Slidex Rota-Adeno kit, VIKIA Rota-Adeno
라) Orion Diagnostica (www.oriondiagnostica.fi): Adenolex, Diarlex, Diarlex MB
마) ANI Biotech (www.anibiotech.fi): Biocard Adeno, Biocard Adeno Stick
사) Dako (www.dako.com): IDEIA Adenovirus
아) R Biopharm AG (www.r-biopharm.com): Ridascreen Adenovirus
자) SA Scientific (http://www.sascientific.com): SAS Adenovirus

3) 아데노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시약
가) PrimerDesign Ltd.: Quantification of Adenovirus Type F and G
나) Sacace Biotechnologies: Acute Intestinal Infections Real-TM
다) Seegene: Seeplex® Diarrhea-V AC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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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virus)
가. 병원체 특징

1) 28 nm 크기의 single-stranded RNA 바이러스로서, 전자현미경 상에서 별모양
으로 생겨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 별모양)로 명명되었다.

2)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검출되는 유전형은 1형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검출되나 1형 이외
에도 2, 3, 4, 6, 8형이 국내에서 검출된 바 있다.

나. 진단 과정
1) 항원검출법
가) 효소면역법

2)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가) Multiplex RT-PCR
  ① Primers

Use Primers Sequence (5' to 3') PCR Product
Capsid MON 269 CAA CTC AGG AAA CAG GGT GT 449 bpMON 270 TCA GAT GCA TTG TCA TTG GT

  ② PCR 조건
48oC 40 min
94oC 15 min

94oC 30 sec
35 cycles58oC 30 sec

72oC 1 min
72oC 7 min

  ③ 결과 확인: 1.5% agarose gel상에서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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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al-time RT-PCR
  ① Primers

Target Primers Sequence (5' to 3') 비 고

Capsid
AST-F CAC TGC CTI TCA CGG ACT GC

AST-R GGA CTT GCT AGC CAT CAC ACT TCT T

AST-P CAT CGC ATT TGG AGG GGA GGA C

3) 전자현미경 관찰
4) 유전자형 검사법(genotyping): 염기 서열 확인

다. 최종 진단 기준
환자 분변에서 항원검출법으로 아스트로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거나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으

로 아스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라.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가) Lee SG, Kang LH, Jheong WH, Oh MH, Lee GC, Park S, Paik SY. Full 

sequence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of a human astrovirus type 1 isolate from 
South Korea. J Microbiol. 2013;51(1):123-9.

나) Royuela E, Negredo A, Sánchez-Fauquier A. Development of a one step 
real-time RT-PCR method for sensitive detection of human astrovirus. J Virol 
Methods. 2006;133(1):14-9.

2) 아스트로바이러스 항원검출법 시약
가) Dako (www.dako.com): IDEIA Astrovirus
나) r-biopharm: RidascreenⓇ Astr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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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트로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시약
가) Bioneer: AccuPower HotStart RT-PCR Primers (Astro-Sapo)
나) Sacace Biotechnologies: Rotavirus/Norovirus/Astrovirus Real-TM, Acute Intestinal 

Infections Real-TM (Sacace Biotechnologies)
다) Seegene: Seeplex® Diarrhea-V AC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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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포바이러스(Sapovirus)
가. 병원체 특징

1) 사포바이러스는 Caliciviridae에 속하는 RNA virus로 유전학적 또는 면역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바이러스이다.

2) 사포바이러스는 5가지의 genogroup (GI-GV)이 존재하며, 이 중 genogroup GI, GII, 
GIV, GV 등이 인체 감염을 일으킨다. Genome은 GI, GIV, GV는 3개의 open reading 
frames (ORFs)로 구성되지만 GII형의 genome은 2개의 ORF로만 이루어져 있다.

나. 진단 과정
1)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가) Multiplex RT-PCR
  ① Primers

Target Primers Sequence (5' to 3') PCR Product
Capsid SV-F21 ANT AGT GTT TGA RAT GGA GGG 720 bpSV-R1 CWG GTG AMA CMC CAT TKT CCA T

  ② PCR 조건
48oC 40 min
94oC 15 min

94oC 30 sec
35 cycles58oC 30 sec

72oC 1 min
72oC 7 min

  ③ 결과 확인: 1.5% agarose gel상에서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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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al-time RT-PCR
  ① Primers

Target Primers and 
probe Sequence (5' to 3')

Capsid
SLV-P FAM-TGGT TYA TAG GTG GTR CA-MGB

SLV-F F-1 CAG GCT CTC GCC ACC TAC
F-2 TTG GCC CTC GCC ACC TAC

SLV-R GGG CCC TCC ATY TCA AAC ACT A

2) 전자현미경 관찰
3) 유전자형 검사법(genotyping) - 염기서열 분석

다. 최종 진단 기준
환자 분변에서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으로 사포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라.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가) Park S, Oh S, Cho S, Lee J, Ryu S, Song M, Jung H, Park S, Park G, Choi 

S, Chae Y, Kim H. Genetic characterization of sapovirus detected in hospitalized 
children with acute gastroenteritis in Korea. Clin Lab. 2012;58(11-12):1219-24.

나) Chan MC, Sung JJ, Lam RK, Chan PK, Lai RW, Leung WK. Sapovirus 
detection by quantitative real-time RT-PCR in clinical stool specimens. J Virol 
Methods. 2006;134(1-2):146-53.

2) 사포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시약
가) AccuPower HotStart RT-PCR Premix (Astro-Sapo) (B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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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장염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사진

그림 1. 로타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그림 2. 아스트로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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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아데노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그림 4. 노로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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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포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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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국내 시판 효소 면역 검사 키트 및 핸드프렙 키트 사용법

□ 효소 면역 검사(Antigen capture ELISA)

(1) 시약: 효소면역검사 시약. 다음은 BioTracerTM Rotavirus /Adenovirus ELISA
시약을 사용할 경우의 검사 순서를 예로 나타내었다.

(2) 검사 방법
  ① Microplate의 각 well에 분변부유액(분변을 PBS로 10배 희석한 후 원심분리 후 상층

액) 100 μL를 넣은 후 효소표지항체(Conjugate) 2방울(100 μL)을 첨가한다.
  ②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③ 세척용 PBS를 이용하여 4회 이상 세척한다.
  ④ 발색용 시약 2방울(100 μL)을 첨가한다.
  ⑤ 암소에서 실온 상태로 10-15분간 반응시킨다.
  ⑥ 반응정지액 한 방울(50 μL)을 떨어뜨린다.
  ⑦ Spectrophotometer의 450 nm/630 nm 파장으로 발색 정도를 측정한다.

(3) 결과 판독
  ① 양성: 음성대조의 O.D.+0.4 이상
  ② 약양성: 음성대조의 O.D.+0.2-0.4, 이 경우 재검하여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만 양성으

로 판정
  ③ 음성: 음성대조의 O.D.+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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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핵산 추출

(1) 핵산 Hand-Prep kit
  ① 분변부유액 200 μL를 1.5 mL tube에 넣는다.
  ② Lysis & Binding buffer 300 μL를 넣는다.
  ③ 10초간 진탕하여 섞어준다.
  ④ Magnetic bead 20 μL를 첨가 후 10초간 섞어준다.
  ⑤ Magnetic stand에서 상온에서 10초간 정체시킨다.
  ⑥ 상층액을 제거한 후 Washing solution I 400 μL를 넣는다.
  ⑦ 10초간 진탕하여 섞어준다.
  ⑧ Magnetic stand에서 상온에서 10초간 정체시킨다.
  ⑨ 상층액을 제거한 후 Washing solution II 500 μL를 넣는다. 
  ⑩ 10초간 진탕하여 섞어준다.
  ⑪ Magnetic stand에서 상온에서 10초간 정체시킨다.
  ⑫ 상층액을 제거한 후 Washing solution III 500 μL를 넣는다. 
  ⑬ 10초간 진탕하여 섞어준다.
  ⑭ Magnetic stand에서 상온에서 10초간 정체시킨다.
  ⑮ 상층액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elution buffer 200 μL를 넣는다.
  ⑯ 10초간 진탕하여 섞어준다.
  ⑰ 60oC hot block에서 10분간 정체시킨다.
  ⑱ Magnetic stand에서 상온에서 30초간 정체시킨다.
  ⑲ 상층액 180 μL를 수거하여 microcentrifuge tube에 옮긴 후 실험에 사용하거나 사용 

전까지 -70oC에 보관한다.

※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회사의 지침서를 따른다
(예. GM Viral NA purification kit).





IV. 원충성 병원체 검사법

1.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2.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
3. 작은와포자충(Cryptosporidium parvum)
4.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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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가. 병원체 특징

1) 이질아메바는 영양형과 포낭형 등으로 형태학적 변화가 있으며, 영양형은 18-25 μm, 포
낭형은 5-20 μm 크기임

2) 병원성이 거의 없는 Entamoeba와 감별을 위해서 항원 검사나 분자생물학적 검사가 필요

나. 진단 과정
1) 검경
   설사변에서 영양형 관찰, 포르말린-에테르 침전법 사용시 민감도 증가
   이질아메바에 특징적인 영양형 또는 포낭형 확인

2) 항원검사: EIA, IFA
3) 분자생물학적 동정(Nested PCR)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SSU
1차 EH SSU 1147F ATC TGG TTG ATC CTG CCA GT 1147 Moon 등, 

Korean J 
Parasitol 
2011; 49: 
281-284

EH SSU 1147R TGACCA TAC TCC CCC TGA AG

2차
EH SSU 246F AAGATG CAC GAG AGC GAA AG

246EH SSU 246R TGA CCA  TAC TCC CCC TGA 

AG

   ② DNA 추출: QIAmp DNA stool mini kit
   ③ 반응조건: 
      - 1차; 94oC 7 min, [94oC 1 min, 60oC 1 min, 72oC 1 min] - 35 cycles, 72oC 

10 min
      - 2차; 1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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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진단 기준
검체에서 이질아메바 원충 확인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1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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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
가. 병원체 특징

   1) 람블편모충의 영양형은 둥근 모양의 서양 배(pear) 형태이며 좌우 대칭임. 길이는 
9.5-21 μm 크기임. 포낭은 4핵성이고 8-12 × 7-10 μm 크기의 난원형 또는 타원
형임.

   2) 항원 검사나 분자생물학적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음

나. 진단 과정
1) 검경
   설사변에서 람블편모충의 특징적인 영양형 및 포낭형 관찰, 농축법 사용 민감도 

증가

2) 항원검사: EIA, IFA
3) 분자생물학적 동정(Nested PCR)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b-giardin

1차
G376A CCA TCC ATA ACG ACG CCA TCG

CGG CTC TC 415bp Cheng 등, 
Osong Public 
Health Res 
P e r s p e c t 
2013;4:89-
92

GGR789-809B GGC GCT TAG TGC TTT GTG ACC

2차
G376B CGA CGC CAT CGC GGC TCT CAG

GAA GGA GG 374bp
G759A CGC CCT GGA TCT TCG AGA CGA

CGT CCT
   ② DNA 추출: QIAmp DNA stool mini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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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반응조건: 
      - 1차; 94oC 7 min, [94oC 1 min, 60oC 1 min, 72oC 1 min] - 35 cycles, 72oC 

10 min
      - 2차; 1차와 동일

다. 최종 진단 기준
검체에서 람블편모충 원충 확인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1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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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와포자충(Cryptosporidium parvum)
가. 병원체 특징

1) 작은와포자충은 분변에서 난포낭(oocyst) 형태로 관찰되며 직경 5-6 μm의 작고 둥근 형
태임 

2) 변형 항산성염색으로 붉게 염색

나. 진단 과정
1) 검경
설사변에서 변형 항산성염색으로 붉게 염색되는 난포낭 관찰, 포르말린-에테르 침전법 사용

시 민감도 증가

2) 항원검사: EIA, IFA
3) 분자생물학적 동정(Nested PCR)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COWP

1차
Cry-15 GTA GAT AAT GGA AGA GAT TGT

550 Yu 등, 
Korean J 
P a r a s i t o l 
2009;47:293
-297

Cry-9 GGA CTG AAA TAC AGG CAT TAT
CTT G

2차
cowpnest-F1 TGT GTT CAA TCA GAC ACA GC

311
cowpnest-R2 TCT GTA TAT CCT GGT GGG C

   ② DNA 추출: QIAmp DNA stool mini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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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반응조건: 
      - 1차; 94oC 3 min, [94oC 50 sec, 60oC 30 sec, 72oC 50 sec] - 30 cycles, 72oC 

10 min
      - 2차; 94oC 3 min, [94oC 50 sec, 52oC 30 sec, 72oC 50 sec] - 30 cycles, 72oC 

10 min

다. 최종 진단 기준
검체에서 원충 확인(항산성 염색으로 붉게 염색된 난포낭의 원충을 검출)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1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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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
가. 병원체 특징

1) 원포자충의 난포낭(oocyst)은 직경 8-10 μm 크기로 내부에 2개의 sporocyst가 관찰되
고, 각 sporocyst내에 2개의 sporozoite가 관찰됨

2) 변형 항산성염색으로 붉게 염색

나. 진단 과정
1) 검경: 설사변에서 변형 항산성염색으로 붉게 염색되는 난포낭 관찰, 포르말린-에테르 침

전법 사용시 민감도 증가

2) 분자생물학적 동정(Nested PCR)
   ① Primer 

Target 
gene Primers Primer Sequence (5' to 3') Size 

(bp) Reference

18S rRNA
1차 CYCF1E TAC CCA ATG AAA ACA GTT T 636 Lee 등, 

Korean J 
P a r a s i t o l 
2010;48:297
-301

CYCR2B CAG GAG AAG CCA AGG TAG G
2차

CYCF3E CCT TCC GCG CTT CGC TGC GT
294CYCF4B CGT CTT CAA ACC CCC TAC TG

   ② DNA 추출 : QIAmp DNA stool mini kit
   ③ 반응조건 : 
      - 1차; 94oC 5 min, [94oC 30 sec, 53oC 30 sec, 72oC 90 sec] - 35 cycles, 72oC 

10 min
      - 2차; 94oC 5 min, [94oC 30 sec, 55oC 30 sec, 72oC 90 sec] - 35 cycles, 72oC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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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진단 기준
* 포르말린 에테르 법으로 농축한 분변
1) 항산성으로 붉게 염색된 난포낭(8-10 μm)을 검출
2) 염색하지 않은 wet smear에서 자외선 조사시 형광을 띠는 난포낭 검출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6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V. 주요 원인 병원체의 특성

1. 수인성식품매개질환과 장내 세균
2. 병원체와 주요 임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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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인성식품매개질환과 장내 세균
식중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체는 약 250종으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버섯의 

독이나 중금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원인체가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식품매개 감염질환
(foodborne infection)은 병원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종종 식품매개질환과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장염은 대장균과 같은 일반 세균이 일으키는 심각하지 않은 장염과 장티
푸스, 이질 또는 콜레라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장염이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장
염은 주로 오염된 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통상 수인성 감염병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물
과 식품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을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이라고 한다.

주요 임상증상은 원인 병원균에 따라 가벼운 위장관염에서부터 치명적인 신경질환, 간, 혹은 
신장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나 구토와 설사가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다.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다가 변에 코와 같은 점액질이 섞
여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세균성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식중독
일 경우에는 발열은 아주 드물지만 그 밖의 원인인 경우에는 발열을 수반할 수 있다.

최근 수년에 걸쳐 식중독의 역학은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
으로는 식품 공급체계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새로운 병원균의 출현과 일부 병원균의 세계적인 
확산, 기존의 병원균에 의한 감염증의 빈도 증가와 새로운 식품들이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 등이
다. 또한 다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같이 감염군의 인적 구성의 변화(고령인구의 증가,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 만성 질환과 면역억제 환자의 증가), 산업과 기술의 발달, 국가 간의 교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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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체와 주요 임상 증상
가.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임상 특성 및 유행판단기준

1) 세균
병원체 잠복기

(일반적 잠복기) 임상 증상 유행판단기준
콜레라균

O1 또는 O139 1-5일
(2-3일)

수양성 설사, 
자주 구토 동반

- 2명 이상 분변 또는 구토물 검체에서 콜레라 
독소 유전자 보유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독소 유전자 
보유균 분리

Non-O1, 
non-O139 1-5일 수양성 설사 - 2명 이상 분변 또는 구토물 검체에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장티푸스균 3-60일
(8-14일)

발열, 식욕부진, 권태, 
두통, 근육통, 때때로 
설사나 변비

- 2명 이상 검체에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파라티푸스균 1-10일
발열, 두통, 권태, 
식욕부진, 장미점, 
변비, 설사

- 2명 이상 검체에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세균성이질균 12시간-6일
(1-3일)

설사(자주 혈변), 
흔히 발열ㆍ복통

- 2명 이상 검체에서 동일한 혈청형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장출혈성대장균
(EHEC)

2-10일
(3-4일) 

설사(자주 혈변), 
복통(자주 심함), 
발열은 없거나 미열 

- 2명 이상 검체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시가 독소유전자를 보

유한 균 분리

장독소성대장균
(ETEC)

1-3일
(짧게는 
10-12시간)

설사, 복통, 구역, 
구토ㆍ발열은 
흔하지 않음

- 2명 이상 검체에서 내열성 장독소(ST) 
또는 이열성 장독소(LT) 유전자를 보유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내열성 장독소(ST) 
또는 이열성 장독소(LT) 유전자를 보유한 균 분리

장병원성대장균
(EPEC) 다양함 설사, 발열, 복통 - 2명 이상 검체에서 eaeA 또는 bfpA 유전자를 

보유한 균 분리 
장침습성대장균
(EIEC) 다양함 설사(가끔 혈변), 

발열, 복통
- 2명 이상 검체에서 inv 또는 ipa 유전자를 보유한 균 

분리
장흡착성대장균
(EAEC) 8-18시간 만성 설사(영유아) - 2명 이상 검체에서 aggR 유전자를 보유한 균 분리



| 110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 
지침

2) 바이러스

병원체 잠복기
(일반적 잠복기) 임상 증상 유행판단기준

황색포도알균 30분-8시간
(2-4시간) 구토, 설사, 복통

- 2명 이상 검체에서 동일한 phage type을 보이는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동일한 phage type을 

보이는 균 분리
살모넬라균 6시간-3일

(12-36시간)
설사, 발열 및 복통은 
흔함

- 2명 이상 검체에서 동일한 혈청형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장염비브리오균 4-30시간 설사 - 2명 이상 검체에서 장염비브리오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바실루스 세레우스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독소 유전자 보유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독소 유전자 보유한 

균 분리

구토독소
(구토형) 0.5-6시간 구토, 일부 설사, 

발열은 드묾
장독소
(설사형) 6-24시간 설사, 복통, 일부 

구토, 발열은 드묾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6-24시간
(10-12시간)

설사, 복통, 
구토와 발열은 드묾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장독소 유전자 보유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장독소 유전자 보유한 

균 분리
캄필로박터균 1-10일

(2-5일)
설사(자주 혈변), 
복통, 발열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설사질환)

3-70일
(unknown) 설사, 복통, 발열 - 2명 이상 검체에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1-10일
(3-7일) 설사, 복통(자주 심함) - 2명 이상 검체에서 균 분리

-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균 분리
(미국 CDC Guide to confirming a diagnosis in foodborne disease, 2006에서 발췌 및 수정)

병원체 잠복기 임상 증상 유행판단기준
로타바이러스 1-3일 설사, 구토, 발열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로타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

자 검출
아스트로바이러스 1-3일 설사, 구토, 발열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아스트로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아데노바이러스 3-10일 설사, 구토, 발열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노로바이러스 1-2일 설사, 발열, 구토, 복통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

자 검출
사포바이러스 1-2일 설사, 발열, 구토, 복통 - 2명 이상 분변 검체에서 사포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

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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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충

나.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발현 경과 및 증상
상부 위장관계 증상이 먼저 일어나거나 주 증상인 경우: 오심, 구토 

증상 발현 시간 주 증상 원인병원체 및 독소
1시간 이하 오심, 구토, 비정상적인 맛, 입의 소작감 

(burning) 금속성 염(metalic salt)

1-2시간 오심, 구토, 청색증, 두통, 현기증, 호흡곤
란, 쇠약, 의식불명 아질산염(nitrites)

1-6시간
(평균 2-4시간) 오심, 구토, 구역질, 설사, 복통, 신경쇠약 Staphylococcus aureus 
8-16시간 
(2-4시간내 구토 가능) 구토, 복부 경련, 설사, 오심 Bacillus cereus

6-24시간 오심, 구토, 설사, 갈증, 동공확장, 의기소
침, 혼수 Amanita species mushrooms

병원체 잠복기
(일반적 잠복기) 임상 증상 유행판단기준

작은와포자충 2-28일
(7일)

설사, 오심, 구토, 발
열

- 2명 이상 환자 검체(대변, 소장 조직검사)에서 
현미경 검사로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분자생
물학적 방법으로 기생충 DNA를 검출 

- 또는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 또는 수질에서 
기생충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DNA 검출

원포자충 1-14일
(7일)

설사, 오심, 식욕부
진, 체중감소, 복통, 
피로, 미열

- 2명 이상 환자 검체(대변, 소장 조직검사)에서 
현미경 검사로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분자생
물학적 방법으로 기생충 DNA를 검출 

- 또는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 또는 수질에서 
기생충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DNA 검출

람블편모충 3-25일
(7일)

설사, 복통, 오심, 피
로

- 2명 이상 환자 검체(대변, 소장 조직검사)에서 
현미경 검사로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분자생
물학적 방법으로 기생충 DNA를 검출 

- 또는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 또는 수질에서 
기생충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DNA 검출

이질아메바 2-4주
대부분 무증상 (설
사, 복통, 발열, 구토, 
변비기와 해소기 반
복)

- 2명 이상 환자 검체(대변, 소장 조직검사)에서 
현미경 검사로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분자생
물학적 방법으로 기생충 DNA를 검출 

- 또는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 또는 수질에서 
기생충 충란 또는 충체 관찰 또는 DNA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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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감염증상을 주증을 하는 경우 : 발열, 오한, 권태, 쇠약, 통증, 림프 부종 
증상 발현 시간 주 증상 원인병원체 및 독소

4-28일 (평균 9일) 위장관염, 발열, 눈주위 부종, 발한, 
근육통, 오한, 신경쇠약 Trichinella spiralis

7-28일 (평균 14일) 권태, 두통, 발열, 기침, 오심, 구토, 변비, 
복통, 오한, 장미반점, 혈변 Salmonella Typhi

10-13일 발열, 두통, 림프 부종, 근육통, 근통, 
발진 Toxoplasma gondii

10-50일
(평균 25-30일)

발열, 권태, 식욕부진, 권태, 황달, 오심, 
복통 명확한 병원체 확인 안됨 

하부 위장관계 증상이 먼저 일어나거나 주 증상인 경우:  복통, 설사
증상 발현 시간 주 증상 원인병원체 및 독소
2-36시간
(평균 6-12시간)

복부경련, 설사, 구토, 오심, 
C. perfringens 관련 부패성 설사

Clostridium perfringens, Bacillus 
cereus, Enterococcus faecalis

12-72시간
(평균 18-36시간)

복부경련, 설사, 구토, 발열, 오한, 
권태, 오심, 두통, 대로 혈변, 
점액성 설사, 피부궤사

Salmonella spp. Y. enterocolitica, 
Pseudomonas aeruginosa, EPEC, 
Aeromonas hydrophila, Shigella 
spp., Plesiomonas shigelloides, 
Campylobacter jejuni, V. cholerae 
O1, non-O1, V. fluvialis, V. 
vulnificus, V. parahaemolyticus

3-5일 설사, 발열, 구토, 복통, 호흡기 증상 Enteric virus
1-2주 수양성 설사, 복통, 미열, 오심, 구토 Cryptosporidium parvum (C. 

hominis)
3-4주 설사, 식욕부진, 복통, 미열, 피로 Cyclospora cayetanensis
1-6주 점약성 설사, 복통, 체중감소 Giardia lamblia
1-수주 복통, 설사, 혈변, 변비, 두통, 

기면(졸림), 궤양, 종종 무증상 Entamoeba histolytica

3-6개월 신경성, 불면, 복통, 식욕감퇴, 체중감소, 
복통, 때론 위장관염 Taenia saginata, T. s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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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Guide to confirming a diagnosis in foodborne disease, 2006에서 발췌 및 수정)

다양한 기간 발열, 오한, 두통, 관절통, 권태, 림프부종, 
신경쇠약

B. anthracis, Brucella meliteasis, 
B. abortus, B. suis, Coxiella 
bureatti, Francisella tularensis, 
Listeria monocytogenes, 
Mycobacterium tuberculosis, 
Mycobacterium spp., Pasteurella 
multocida, Streptobacillus 
moailiformis, Campylobacter jejuni, 
Leptospir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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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실 안전 수칙
가. 미생물 안전상 분류 기준

미생물의 안전성은 숙주에 감염되는 정도와 질병을 유발시키는 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이 분
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실험 공간이 나누어진다. Bacillus subtilis와 같이 질환을 일으키지 않
는 세균들은 Class 1에 해당하며, 대장균 등의 장내세균 및 살모넬라와 세균성 이질균과 같이 
낮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부 균들은 Class 2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비병원성 미생물들은 
Biosafety Level 1 (BL1)에서 다루어지며, Class 2의 낮은 병원성을 가지는 병원체는 BL2에 
해당하는 Biosafety cabinet 안에서 다루어진다. 

Bacillus anthracis,  Francisella tularensis와 같이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며, 질병을 유발하
는 고위험 병원체는 Class 3에 해당되며 BL3 시설이 갖추어진 격리 실험실에서만 다룰 수가 
있다. 격리 실험실은 주변의 공간들과 분리되어 있고, 다른 공간들과 공기의 교환이 없어야 한
다. 격리 공간은 음압으로서 외부의 공기만이 안으로 들어오며,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빠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 실험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를 착용하며, 실험실 출입자
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Class 3에 해당하는 모든 병원체는 비록 밀봉되었거나 동결 건조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BL3 시설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보관을 위해 일반 균주 보관시설인 
Deep-freezer나 질소탱크에 보관해서도 안 된다.

Class 4에 해당하는 병원체는 일부 바이러스에 해당하며 BL4 시설에서만 다룰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장내세균의 등급인 Class 1과 Class 2에 대한 설명만 언급하였다.  

나. 실험실 안전 및 수칙
1) 기본적인 실험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이행한다. 
실험실에서는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입을 사용하는 파이펫은 사용하지 않는다. 발가락이 노

출된 신발은 신지 않으며, 실험복을 착용하고 외부에 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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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이 노출되는 곳은 하루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소독한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실험대 위를 70% 알콜과 같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아낸다. 배

양액이나 다른 이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그 즉시 닦아 낸다. 장내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무외피 바이러스는 알코올 등의 소독제로 불활성화 시키기 어려우므로  1:10-1:40으로 희
석한 락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장갑 착용). 

3) 모든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 전에 멸균을 시킨다. 
4) 감염성 물질을 만진 후나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다. 
실험하는 동안 장갑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실

험실내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그리고 펜 등에 세균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  

5) 실험간 에어로졸(aerosol)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폐포 감염이나 시료의 오염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실험동안 에어로졸 생성을 줄이는 것이다. 

에어로졸은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나 sonication을 통해 세포벽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
기지만, 파이펫팅이나 배양액을 따르는 과정 그리고 원심기의 뚜껑을 여는 과정에도 많이 생성
된다. 가능한 돌려서 열수 있는 원심기 뚜껑을 사용하고, 배양액을 따를 때는 배양액이 튀지 
않게 주의하며, 파이펫팅 과정에도 가능한 배양이나 물질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평판배지나 rack에 담긴 튜브를 쌓아두지 않는다. 
원하는 세균을 얻었고, 해당 세균을 보관해 두었다면 오래된 모든 배양 검체는 버려야 한다. 

비록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평판배지는 실험실 오염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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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의 성장 및 유지
세균은 각 성장 조건(호기 또는 혐기, shaking과 정치배양)과 사용 배지(액체 배지, semi-solid 

배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라게 된다. 액체배지에 배양했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균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균을 수거(harvest)하기 쉽다는 것이다. Semisolid 배지는 액체배
지에 고체로 굳게 만드는 agar를 첨가한 배지로서 젤리 형태를 띠며, 굳기 전에 적당한 용기에 
분주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균은 반고체 배지에 묻혀 자라거나 표면에 자라며 단일 집
락을 형성하여 각각의 집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특정 집락을 선별하거나 
strain을 분리 하고자 할 때는 반고체 배지가 사용된다. 

대상 세균을 잘 배양하기 위해서는 각 세균의 생리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장균의 경우 통성혐기성(facultative anaerobe)균으로서 산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잘 생존한다.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획
득한다. 그러나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더 빠르게 잘 자라기 때문에 shaking incubator상에서 
공기를 넣어주면서 배양을 하였을 경우 더 잘 자라는 것이다.  

세균의 증식은 세포가 그들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새로운 세포벽과 세포질막을 합성하여 2분
열(binary fission)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한 개의 세균이 2분열로 증식되어 2개가 되기까지 
기간을 세대(generation)라고 말한다. 세대시간(generation time)은 세균이 2배가 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균 세포의 분열간의 시간)을 말하며, 분열시간(doubling time)이라
고도 한다. 세균의 1세대는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는데 V. parahaemolyticus는 가장 짧아
서 약 10분이고 E. coli는 약 20분, Staphylococcus, Streptococcus는 25분, 
Mycobacterium tuberculosis는 20시간 이상 걸린다. 

세균의 증식곡선(Growth curve)은 액체배지에 소량의 세균을 접종하여 시간에 따라 생균수 
측정(viable count)을 하여 그 경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 유도기(Lag phase)
효소대사의 합성과 생소한 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세포수의 증가는 없고 세균은 DNA와 

세포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을 합성하면서 증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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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수기(대수증식기, Logarithmic growth phase)
일단 환경에 적응하여 신진대사를 시작하면 세균의 증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는 세균의 증식력이나 물리화학적 성상 등이 가장 왕성하고 전형적인 특이성을 보여주
는 시기이다.

다. 정상기(정지기, Stationary phase)
세균수가 최대로 증가하여 배지의 독성물과 대사산물이 축적되고 pH가 변화되어 성장이 멈

추는 시기이다.

라. 감소기(사멸기, Phase of decline)
배양 시험관내의 영양물질이 소모되고 대사산물이 축적되면 산소분압이 낮아져 세균이 사멸해 

간다. 그러나 새로운 배양액을 보충하면 다시 증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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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지의 종류, 선택 및 제조법
가. 배지의 종류

세균 배양을 위한 배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영양배지(Basic nutritive media): 영양학적으로 배양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세균 
배양에 이용된다. (예. nutrient agar, TSA)

2) 영양배지(Enriched agar): 영양학적으로 배양조건이 까다로운 세균 배양에 이용된다. 
(예. blood agar)

3) 선택배지(Selective media): 주로 진단학적으로 특수한 세균 배양에 이용되어지며 원
하지 않는 세균의 증식을 막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예. Bismuth sulfite agar/SS agar 
[Salmonella], TCBS [Vibrio])

   * 감별배지(Differential media): 서로 다른 균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로서 대
사산물의 차이나 배양간 배지의 변화 차이를 이용하여 균을 선별하는데 사용한다. (예. 
MacConkey, TSI, SIM etc.)

4) Indicator media: 주로 진단에 쓰이는 특수한 배지, 배지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
에 의하여 어떠한 그룹의 세균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pH의 변화, 당의 분해 등을 이용
한다. 

5) 수송배지(Transport media): 검체 또는 균체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로서 buffered 
glycerol saline, Cary and Blair transport media, Stuart's transport media, Amies 
medium 등이 해당한다.

6) 환원배지(Pre-reduced media): 혐기성 세균을 위해 thioglycollate, cysteine 등의 환
원제가 함유되어 있다.

7) Chemically defined media: 이 배지는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 정확한 양을 알 수 있
으며 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 citrate 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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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지의 선택
병원체로 의심되는 세균을 분리하기 위해선 적절한 배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장내세균 진단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선택배지 또는 감별배지를 사용하여 병원체를 선별하며, 미확인 검체로
부터 병원체를 알아내기 위하여 영양배지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장내세균 분리 동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배지)

배지명 용도 대상 병원체 반응색
Alkaline peptone water (APW) 콜레라 증균 V. cholerae 두유 빛깔
Blood agar 일반적인 세균 배양 대부분 세균 　
BS agar (Bismuth 
sulfite-Salmonella) 분변에서 S. Typhi 분리 S. Typhi & Salmonella 검은색 집락
CIN agar Y. enterocolitica 선택배지 Y. enterocolitica 중심부가 짙은 분홍색(적색 집락)
Cooked meat medium 배양 및 보존용 배지 Clostridium 　
DC agar 그람음성 장병원성 세균 Salmonella, Shigella 무색 집락
Egg yolk agar 동정 및 분리 C. perfringens 　
Endo agar 감별배지 장내세균 유당(+), 적색 금속성 집락 / 유당(-), 

무색 집락
EMB 분리감별배지 그람양성간균 유당(+), 녹색 금속성 집락 / 유당(-), 

무색 집락
Gelatin agar 균 동정 S. aureus 액화
GN broth 분변속 균 분리 (증균) Salmonella, Shigella 　
HE agar 선택배지 Salmonella, Shigella Shigella, S. Paratyphi (청록색 집락),

Salmonella (검은색 집락)
MacConkey agar 그람음성 감별배지 그람음성균 유당(+), 적색 집락 / 유당(-) 무색 집락
Mannitol salt agar (MSA) 선택배지 S. aureus 불투명환이 있는 노란색 집락, 나머지는 

적색 집락
Nutrient broth 증균배지 　 　
Potassium tellurite blood agar 선택배지 S. aureus 검은색 집락
Selenite broth 증균배양 Salmonella 　
Simmon's citrate medium 동정용 그람음성간균 청색 집락
SS agar 선택배지 Salmonella, Shigella 유당(+), 적색 집락 / 유당(-) 무색 집락
TCBS agar 선택배지 Vibrio V. cholerae (노란색 집락)/ 

V. parahaemolyticus (녹색 집락)
Tellurite glycine agar 선택배지 S. aureus 검은색 집락
Tetrathionate broth 증균배지 Salmonella 　

XLD agar 분리용배지 장내세균
Salmonella (검은색 집락)
Shigella, Providence (불투명 집락)
Citrobacter (검고 황색 집락)
Proteus (검은 무색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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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지의 제조법
1) 배지 제조: 균 분리 동정을 위해 배지를 제조할 경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조하는 경우

를 제외하면 기존의 시판되는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다. 배지를 제조할 용기에 제조하고
자 하는 배지양의 4/5만큼의 증류수를 넣고 정량된 배지 분말을 넣고 완전히 혼합한 후 
pH조정을 하고 증류수를 추가하여 최종 배지의 양을 맞춘다. Agar와 같이 열을 이용하여 
용해시켜야 하는 경우 서서히 열을 가하여 배지를 녹인다. 

2) 배지의 멸균: 고온 멸균은 배지 성분의 변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고온멸균(Heat): 고압 증기 멸균기(autoclave)를 이용하여 121oC에서 15분 이상 멸균한

다. 고압멸균기는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까지 사멸시킬 수 있다.  
나) 여과(Filtration): 열에 약한 성분(heat labile materials, 혈액, 당, urea 등)이 배지 성분

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0.22-0.45 μm pore size의 필터를 사용하여 멸균을 한다. 

3) 배지의 저장: 일반배지는 제조 후 2일 이내 사용이 원칙이나, 더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비닐 주머니 등으로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다. Thioglycollate 
medium은 실온 보관을 한다.

4) 제조시 주의사항
가) 배지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며 사용 후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완전히 닫는다.
나) 제조된 고체배지는 보관 중에 낙하세균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지

를 뒤집어 보관한다. 
다) 액체배지의 경우 총 용량이 사용 용기의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멸균시 autoclave tape를 사용하여 멸균에 의한 변색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압멸균기의 정확한 사용법을 익힌 후 사용한다.
바) 멸균 후 분주시 무균적인 환경에서 분주한다.
사) 당이 첨가된 배지는 알칼리성에서 분해되기 쉬우므로 배지의 pH 조건을 확인한다. 이때

는 당을 별도로 멸균 후 분주 직전에 첨가하여 완전히 혼합한 후에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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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된 균주의 배양
가. 동결 건조된 균주의 배양

실험을 위해 균주를 분양 받을 경우 동결 건조되어 있거나, 플레이트상에 배양되어 있거나 
혹은 배지에 천자 배양되어 제공 받게 된다.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나 
NTCC (National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는 동결 건조된 상태로 균주를 제공하고 있다.

  1) 배양 전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동결 건조된 바이알(vial)을 깨끗이 닦아낸다. 
  2) 0.4 mL의 액체배지(broth)를 vial에 접종한다.
  3) 동결 건조된 균체가 모두 녹을 때까지 천천히 희석한다.
  4) 부유시킨 균액을 10 μL만 남기고 5 mL의 배지에 모두 접종한다. 
  5) 남은 10 μL는 고체 배지상에 접종한 후 단일 집락을 확인한다.
  6) 액체배지와 고체배지에 접종된 균액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나. 냉동 균주의 배양
1) 냉동 보관된 균주는 얼음 속에서 서서히 해동시킨다. 대부분의 균주는 재배양을 위해 완

전히 해동 시켜서는 안된다. 급격히 해동시키거나 완전히 해동 시킨 후 재냉동 시켰을 경
우 균주가 사멸할 수가 있다. 

2) 해동을 위해 꺼내 놓은 균주는 실험대나 Biosafety cabinet으로 옮긴 멸균된 loop를 이용
하여 동결 균주의 해동된 상층부를 취하여 배지에 접종한다.

3) 채취가 끝난 냉동균주는 가능한 빨리 -70oC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한다.
  ※ 냉동 보관된 균주는 log phase가 길어지기 때문에 2-3회 이상 계대 배양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 후에 실험에 사용한다.
  ※ 냉동 균주는 가능한 냉동 및 해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멸됨)

다. 배양 조건이 까다로운 동결 균주의 배양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배양이 까다로운 균주들은 냉동 보관한 후 재배양을 할 경우 

초기 접종량을 많이 해야 생존율이 높다. 때때로 노화된 대장균도 아래의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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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양을 해야 한다.
1) 동결 균액을 얼음속에서 서서히 해동시킨다. 
2) 해동된 균액의 반을 취하여 4 mL의 액체 배지에 접종 한 후 배양을 한다.
3) 나머지 균액은 -70oC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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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 도말법(스트리킹, Streaking)
균체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집락(단일 집락, Single colony)이 형성

되도록 도말하여야 한다. 분변 검체 또는 증균액을 배지상에 도말할 경우 뱀이 지나가는 모양
(스트리킹, streaking)이 되도록 도말을 하며, 선행 도말의 후미 1/4지점과 교차하도록 다음 도
말을 시작하여 균액이 점차 희석되어 최종 도말에서는 단일 집락이 형성되도록 한다.  

배지상에 한 종류의 검체나 균체만 도말할 경우 3-5회 정도 도말을 한다. 그러나 검체의 수
가 많거나 균체가 많을 경우 배지를 나누어 도말을 할 수도 있다. 도말을 하기 전에는 배지 
표면에 있는 물기가 마르도록 배양기 안에서 배지를 뒤집어 5-10분 정도 말린다. 배지 표면에 
물기가 있을 경우 단일 집락은 형성되지 않고 배지 전체에 균액을 도포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배지를 건조할 경우 표면의 물기만 마르고 배지 자체는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건조하는 동안 낙하세균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지는 뒤집어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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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균수 확인
균수확인은 전체 균수를 확인하는 균수계산판법, 비탁법, 중량법과 생균수만 확인하는 평판

혼합희석배양법, 평판도말법 그리고 membrane filter법 등이 있다. 대부분은 생균수 측정법을 
표준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균수를 바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균수 계산판을 이용하여 총 
균수를 측정하기도 한다.

가. 생균수 측정법(viable cell count) 
1) 균액을 10배 연속 희석하여 0.1 mL 를 평판배지에 고루 발라서 배양한다.
2) 다음날 집락수를 센다. 집락수 × 희석배수 × 10= 원액 1.0 mL 당 생균수로 계

산한다. 
3) 평판에 자란 집락수가 30-300개 이내일 때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생균수를 얻을 수 있다.

나. 총 세균수 측정(Total cell count)
1) 모든 균수를 세는 방법으로 임상미생물검사실에서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McFarland 법

이다. 
2) 총 세균수는 균액의 혼탁도에 비례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방법이다.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할 때 검사하는 세균의 접종량을 표준화하는 데 쓰인다. 
3) 균의 혼탁도에 의해서 대략적인 균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균액의 혼탁도가 

McFarland 0.5 이면 균수는 1.5 × 108/mL 정도이다. 

다. 단계 희석
1) 균액을 1:10의 비율로 희석한다.
2) 희석액은 액체배지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10-8까지 단계 희석한다.

라. 흡광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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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광기를 이용하여 420 nm 또는 660 nm의 파장에서 측정한다.
2) 균액 희석에 사용한 희석액을 Blank로 사용한다.
3) 희석한 균액의 O.D. 값을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세균 분열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 배지내 도포
1) 희석액 100 μL를 각각 취하여 배지(TSA 또는 영양배지)상에 골고루 도포한다.
2) 각 희석액당 2장 이상의 배지를 사용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

바. 집락수 확인 및 세균수 계산
1) 배지상에 형성된 집락수를 30-300개 범위 내에서 확인한다.
2) 2장 이상의 배지에서 확인한 집락수의 평균으로 집락수를 결정한다.
3) 균액의 희석 배율을 고려하여 균수를 계산한다.

사. 흡광도와 균수의 관계식 성립
1) 측정한 균수와 흡광도 값을 이용하여 상관 관계식을 구한다.
2) 최소 3개 이상의 희석액에서 구한 값을 이용해 방정식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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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균주 보관
가. 단기간 보관

대부분의 세균은 4oC에서 보관을 할 경우 수 주간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parafilm이나 비닐 등으로 배지를 밀봉해야 한다. 
하지만 혐기성균의 경우 공기와 접촉할 경우 활성산소에 의해 사멸할 수가 있으며, 비브리오균
의 경우 4oC보다는 실온 보관을 권장한다.

나. 장기간 보관
균주를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균주별로 추천되어지는 보관법을 찾아보아야 한

다. 또한 균주의 사용 목적과 사용 빈도수 그리고 실험실내 가용한 장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
관 방법을 결정한다.

 (At the Bench, a Laboratory Navigator, 1998) 

보관법 특성 장단점
계대배양

(Subculture)
균주가 사멸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대 
배양하는 방법으로 추천되어지는 방법은 
아님 

장점 필요시 바로 사용 가능, 저렴함
단점 활성도 소실, 감염기회 높음, 균체의 표현형 

소실의 가능성 높음

건조
(Drying)

수분을 제거하고 제습을 유지하는 것으
로 진균 보관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수년간 보존이 가능하나 종 특이적
인 방법임

장점 저렴함, 오염 가능성 낮음

단점 균주별 건조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동결건조
(Freeze-drying)

동결된 균주의 수분을 제거한 후 진공상
태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10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균종에 따라 50년 이상 
보관도 가능함

장점 장기간 보관 및 배양에 용이

단점
모든 실험실에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 어려
우며, 자주 사용하는 균주는 오히려 불편함, 
일부 균주는 활성도가 소실되기도 함

동결 저온보관
(Freeze and 

storage)

수분제거 없이 저온에서 보관하는 방법
으로 -70oC의 냉동고나 -196oC의 질소
탱크에서 보관

장점 대부분의 균체가 잘 보존됨, 장기간 보존을 위
해 가장 추천되는 방법

단점 냉동고가 고가이며, 유지비가 높음, 냉동과 해
동시 세포 손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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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관용 균주 배양 시 고려 사항
1) 계대 배양은 최소화: 균주의 변이 및 오염의 기회를 줄인다. 
2) 이상적인 배양조건에서 계대: 균주별로 추천되어지는 배지, 대기조건, 온도에서 배양 한 

후 보관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배지(basic media)에서 계대한 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균주별로 가장 적절한 보관법을 선택
4) 신선한 동결 보존용 배지를 사용: 일반적으로 동결보존용 배지는 배양용 배지와 차이가 

있다. 재배양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신선한 배지를 사용한다. 배양이 까다로
운 균주는 배양용 배지에 FBS 등을 첨부하여 생존율을 높여준다. 

5) 관련 정보 기입은 필수: 균주 명, 배양 조건, 날짜, 보관자 성명, 보관 장소 등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냉동보관균주 list와는 다른 기록이어야 하며 균주의 
보관, 폐기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라. 동결 보존
1) 균주는 기본배지(basic media)에서 초기 정지기(stationary phase)까지 배양한다.
2) 균체는 원심 분리하여 수거하고, 대사산물이 포함된 상층액은 제거한다.
3) 보관할 바이알(vial)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준비 한다.

: 균주명, 날짜, 보관자 성명
4) 균주를 배양한 배지의 1/20 부피의 냉동 보관용 배지를 넣고 부유시킨다.

예) 10 mL의 배지에서 균주를 배양하였을 경우 500 μL의 보관용 배지로 부유시킨다.
5) 동량의 20% glycerol/water를 첨가하여 최종 10%의 glycerol이 되도록 한다.
6) 1 mL의 준비된 균액을 보관용 바이알(vial)에 옮겨 담는다.

※ 무균적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가능한 biosafety cabinet에서 작업
7) 뚜껑을 닫고, -70oC 이하에서 보관한다(냉동고, 질소탱크 등).
   - 보관용 바이알은 급속히 냉각시켜 얼음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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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필로박터 동결 보존용 배지 조성
  BHI+0.5% yeast extract+20% glycerol+5% blood 또는 FBS

※ 상용화된 동결 보존 배지 및 바이알(vial)
  MICROBANK - 루프(loop)를 이용하여 균액을 희석한 후 10분간 정치 시켜 균액을 바닥

에 가라 앉힌 후 상층액을 제거한 후 냉동 보관(vortex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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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지의 정도관리
가. 상품화된 배지의 정도관리

1) 검사실 내에 배지 표준에 관한 문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CLSI M22-A3; Quality control for 
commercially prepared microbiological culture media; approved standard-third edition).

2) 배지 공급 회사에서 배지 제조 시 표준 방법의 기준을 따른다는 증거를 받아두고 보관한다.
3) 모든 상품화된 배지는 2년간 모든 제조번호(Lot No.)와 유효 기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상품화된 배지의 각 포장 단위마다 외양을 검사하여 배지의 균열, 오염, 과열 및 결빙 등

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다. 
5)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배지의 멸균, 균성장 및 생화학적 활성에 대해 검사한 문건을 받아

서 보관한다(품질보증서). 
6) 구입한 모든 배지는 배지 입고시, 제조번호가 바뀌는 경우, 기존 배지와 새로운 제조번호

의 배지에 동일한 균주를 접종하여 배지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며, 새로운 배지가 
균의 성장에 적절한 지를 검사하고 기록한다. 적정성 검사 후 무균성, 균의 성장성과 생화
학적 활성에 대한 기록한다. 

<참조: CLSI M22-A3. Table 2. 상품화된 배지 정도관리>

배지 표준균주 참고치
BAP S. pyogenes 19615

S. pneumoniae 49619
성장, β-용혈
성장, α-용혈

MacConkey E. coli 25922
P. mirabilis 7002

성장
무색(유주현상억제)

Chocolate H. influenzae 9007 성장
SS S. Typhimurium 14028

E. faecalis 29212
성장
억제

Mueller-Hinton S. aureus 25923
E. coli 25922

성장
성장

SIM E. coli 25922
S. Typhimurium 14028

H2S(-), Indole(+), 운동성(+)
H2S(+), Indole(-), 운동성(+)

TSI S. Typhimurium 14028
E. coli 25922

성장, K/A gas H2S
성장, A/A gas

Citrate K. pneumoniae 13883
E. coli 25922

성장, 청색
부분억제, 녹색



VI. 실험실 검사

133 |

나. 자체 제조 배지의 정도관리
1) 배지는 눈으로 보았을 때 적당하게 수분이 있는지, 표면이 매끈한지, 오염되지 않

았는지, 적당한 색과 두께를 유지하는지 관찰한다. 튜브 형태의 배지의 경우 마르
지 않았는지, 뚜껑이 잘 막혀 있는지 배지 벽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고 
이런 배지가 있을 경우 기록해 둔다.

2) 자체 제조 배지는 무균적으로 제조해야 한다. 배지 뒷면에 배지 제조일과 유효기간, 제조
자, 배지명 을 기록하고 냉장보관 한다. 사용 시에는 냉장고에서 배지를 꺼낸 다음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고 오염여부, 배지의 적절한 색깔, 두께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찰한 뒤
에 사용한다. 

3) 새로운 배지를 제조한 경우 배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즉, 배지의 무균성과 
표준균주를 이용한 균의 성장성과 생화학적 활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4) 검사실은 배지 정도관리를 위해서 각 배지당 적어도 1개씩의 표준균주를 보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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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자생물학적 검사시 고려할 사항
가. 검사과정의 이론적 배경 이해

검사 키트와 검사법이 잘 정립되어 있어 검사 시행이 용이하지만, 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
여두어야 검사의 질이 높아진다.

나. 검사법을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함
이미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잘 정립된 검사법이라면,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 검사 키트 선택에 주의할 것
잘 검증되고 확인된 키트를 사용한다.

라. 질병관리본부와 결과를 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위양성, 위음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중요하다.

마. 검사시약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
키트로 된 검사시약은 안정적이지만 제조, 유통,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제조사나 주위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한다.

바. 모든 검체와 반응 튜브에 검체 번호 혹은 일련 번호를 표기할 것
사. RNA 바이러스 검사는 특히 주의

RNA는 환경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분해효소에 의해 쉽게 파괴되므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시약을 취급할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모든 기구는 autoclave하고, 가급적 "RNase free" 로 확인된 1회용 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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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상태의 검체는 일반적인 증류수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diethylprocarbonate (DEPC)를 
처리한 증류수나 DNase-free, RNase-free 증류수를 사용해야 한다.

RNA 바이러스에 사용하는 시약 키트는 반드시 그 검사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검사 
시약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아. 오염 가능성 주의
PCR 검사는 검체의 오염이 발생할 경우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가능성

에 주의해야 한다. 무균적 시술에 주의하고, 음성 대조군을 사용하여 오염에 의한 위양성의 위
험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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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2015. 1)
5. 검체채취 및 실험실 검사
5.1. 개요

∙ 인체검체는 대변, 직장도말검체, 소변, 혈액, 구토물 등이 있으며 환경검체에는 보존
식, 물, 조리도구 등이 있음

∙ 유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양질의 검체를 채취하고, 역량있는 검사실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함

∙ 대변 채취가 원칙이며, 4oC 냉장 보관한 상태로 채취당일 검사실로 수송되어야 함
- 대변채취가 어려울 경우 직장도말 검체를 1인당 2개(세균, 바이러스 검사용) 채취
- 기생원충검사는 대변검체에서만 가능하므로 대변 채취가 매우 중요

∙ 질환별 검체 종류 및 진단기준은 표5-표7(pp.17∼21) 참조

5.2. 인체검체
5.2.1. 표준검사 항목
∙ 표준 검사항목은 역학조사 당시 원인병원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하여야 하는 병원체를 말하며 세균 10개 균속, 바이러스 6종, 원충 4종이 있음(표 10)
- 원충에 대한 검사는 대변검체를 채취한 경우 또는 원충에 의한 유행이 강력히 의심될 

때 실시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에 대한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환자검체 및 식품검체에 대해 1차 

선별검사(유전자 증폭 선별시험 등 확진이전 단계의 검사) 결과 및 최종확인검사(확진시험
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순차통보
- 추가검사 결과(5.2.3. 추가검사 항목)도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 등에 공유

※ 1차 선별검사는 신속대응을 위한 것으로 최종확인검사와 검사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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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병원체명

세균
(16종)

1군 감염병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EHEC)
지정감염병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속, 장염비브리오균, 장독소성대장균(ETEC), 장침습성대장균(EIEC), 장병원성
대장균(EPEC), 캄필로박터 제주니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 황색포도알균,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바이러스
(6종)

1군 감염병 A형 간염바이러스
지정감염병 
(장관감염증)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내아데노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사포바이
러스

원충
(4종)

지정감염병 
(장관감염증)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원포자충

※ A형 간염바이러스는 의심되는 경우에만 실시
※ 원충검사는 대변검체를 채취한 경우 또는 원충에 의한 유행이 강력히 의심될 때 실시함

표 10. 인체검체 표준 검사항목

5.2.2. 인체검체 검사기관
∙ 검사기관: 해당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의 여건에 따라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

- 단, A형 간염 유행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혈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행

5.2.3. 추가검사 항목
∙ 병원체 분리 또는 확인 검사 외에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

과를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에 통보하여야 함
- PFGE, 염기서열분석 : 검사가능한 병원체 모두 검사

5.2.4. 인체검체 채취방법 및 수송
5.2.4.1. 대변검체 채취방법(대변채취키트 사용)
① 대변채취키트(키트는 중앙의 얇은 대변용기와 이를 고정하고 있는 본체로 구성)
② 평평한 바닥에 글씨가 있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 대변채취키트를 놓고 본체의 양쪽 접혀

진 부분을 이용하여 양쪽 가장자리를 세움, 키트의 대변용기(둥그런 얇은 종이)를 잘 정
돈하여 접시모양으로 만듬, 본체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정용 스티커의 아래쪽 종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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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함
③ 키트를 변기의 중앙부분으로 내린 후 변기의 뒤쪽으로 약간 이동시켜 고정용   스티커를 

변기 좌석부분에 고정(변기 좌석의 약간 뒤쪽으로 위치하게 고정)
④ 대변을 본 후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대변 검체(2 g 이상) 채취 스푼을 사용하여 

대변 채취통에 담음
⑤ 키트의 대변용기와 본체가 연결된 네 귀퉁이의 고정 부분을 세워 대변이 담긴 대변용기

를 변기속에 버림
⑥ 남겨진 키트 본체는 변기 좌석에서 제거하여 휴지통에 버림
⑦ 채변통은 4oC 냉장보관함

5.2.4.2. 직장도말 채취방법
① 오염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장갑을 착용, 그 후 봉투를 개봉하고 직장도말

용 면봉을 봉투에서 빼지 않은 채 수송배지의 뚜껑을 연 후
② 직장도말용 면봉을 수송배지액에 적심

그림 10. 대변 검체 채취(2 g 이상).



| 142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 
지침

③ 대상자의 항문에 힘을 빼게 한 다음, 한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항문에 
직장도말용 면봉을 2.5-4 cm 정도 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검체를 채취

④ 직장도말용 면봉에 대변이 충분히 묻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면봉이 오염되지 않
게 주의하여 수송배지에 넣음, 이 때 확인되지 않은 검체는 폐기하고 재 채취

⑤ 검체명, 검체 종류, 채취날짜 등 필요사항을 수송배지에 기입

5.2.4.3. 대변검체 및 직장도말의 보존 및 수송
∙ 검체는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검체검사 의뢰서(양식 C, p.44)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으로 

수송하는 것을 권고함
-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검체검사 의뢰서가 없는 검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없음
- 검체검사 의뢰서의 빈칸은 가급적 모두 채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실 검사 시 참고

토록 하여야 함
- 검사기관은 해당 유행의 발생개요(발생장소, 규모, 섭취식품 등)를 검사의뢰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검사에 참고하도록 함
- 실험실 검사 후 동 양식서를 이용하여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검사 결과 통보

∙ 대변검체는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상태로 검사기관에 수송

그림 11. 직장도말 검체채취 방법.



VII. 참고 
자료

143 |

- 수송배지 및 검체용기는 검체가 새지 않도록 잘 밀봉하고 방수용 라벨 부착
- 방수백에 종이, 수건 등 파손시 분비물 흡수가 가능한 물체를 넣음
- 각각의 검체 용기를 격벽이 있는 상자에 얼음이나 얼음팩을 넣고 얼음 또는 얼음팩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가능한 한 평일 낮 시간에 도착되도록 운송
※ 세균성이질균 및 캄필로박터균 등은 24시간이 지나면 분리율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

5.2.4.4. 혈액검체
∙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수송하여야 함

5.2.4.4.1.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증상발생일 1주일 이내의 경우 대변검체와 함께 혈액도 채취함 (1주일이 지나면 대변배양 

검사를 시행함)
∙ 혈액 3 mL 채취하여 항응고제가 첨가된 시험관에 넣어 시험기관으로 이송, 채혈 후 적어

도 30분 이내에 검사실로 보내고 부득이한 경우 냉장 보관함

5.2.4.4.2. A형 간염
∙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증상발현 기간 내 혈액 및 대변검체를 환자 전수에 

대해여 채취함
∙ 혈액 3 mL 채취하여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험관에 넣음
∙ 혈청분리

- 4oC에서 16시간 정도 방치(또는 37oC에서 약 1시간 방치)하여 혈액을 응고시킨 후 혈청
층이 분리되면 파이펫을 이용하여 혈청을 분리하거나 원심분리한 후 혈청층을 분리

5.3. 환경검체
∙ 보존식,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는 ｢201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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