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운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보양식을 찾는다. 그러나 사실 특정 음식만을 먹는다고 

하여 건강해 진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는 많다. 특히 여름철이면 음식으로 인한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기승을 부린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이

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포함된다. 최근 사회적으

로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햄버거병’도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해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발생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한 병이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을 포함한 위장관염은 감기 다음으

로 흔한 감염성 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6억 건 이상의 위장관염이 발생하고 일반 인구 한 

사람 당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 이상 위장관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 컬럼

잘 먹는 게 중요하다!
"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 질 수는 없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서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

건이 된다. 그러나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의 발생은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겨울철

에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잠복기는 원인 병원체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황색포도알균과 같이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은 잠복기가 1-6시간으로 

매우 짧지만 장티푸스의 잠복기는 평균 1-2주 정도로 매우 길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섭취한 음식뿐만 아니라 원인 

병원체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원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대개 위장관에서 원인균이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위장

관계 증상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일부 질환은 위장관 이외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의 경우 위장관

계 증상 없이 발열, 두통, 발진과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한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증상만으로 원인 병원체를 감별할 수 없다. 환자의 검체 및 원인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이용한 검사

와 잠복기 등을 종합하여 감별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수 일 내에 회복되기 때문에 원인균 감별을 

위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환자 상태가 중증이거나 집단 발생 사례여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음식조절 및 약물사용,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액치료 

등이 보존적 치료에 들어간다. 항생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원인 병원체에 따라서 항생제 사용이 질환의 

경과를 더 길어지게 한다거나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항생제는 고열, 혈변, 중증설사, 면역저하

자, 패혈증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한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은 보관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해야 한다. 특히 냉장고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리스테리아, 여시니아와 

같은 일부 병원체는 낮은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는 것도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의 발생 위

험을 증가시킨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다만, 황색포도알균의 

독소는 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조리기구, 조리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 질 수는 없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