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배양 시험법 시리즈 II

식품공전에 따른 미생물 시험법 가이드
식 중 독 균

편

여름철 식중독은 식품 내 여러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식품공전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의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 중에 대표적인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의 검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공전 시험방법 일부 발췌>

▶살모넬라(Salmonella Spp.)
구분

식품공전 시험방법

추천 제품

증균배양

검체25 g 또는25 mL를 취하여225 mL의 펩톤수에
가한 후35~37℃ 에서24±2시간 배양
↓
배양액 0.1 mL를 취하여 10 mL의 RappaportVassiliadis 배지에 접종하여 42±1℃에서24±2시간
배양

Alkaline Peptone Water
주문번호: 1.01800.0500 (500 g)
Readybag® Buffered Peptone Water
주문번호: 1.02448.0060 (60 pouches)
Rappaport Vassiliadis
주문번호: 1.07666.0500 (500 g)
Salmonella Enrichment Broth
주문번호: 1.07700.0500 (500 g)

분리배양

증균배양액을 MacConkey 한천배지 또는
Desoxycholate Citrate 한천배지 또는 XLD 한천배지
또는 Bismuth Sulfite 한천배지에 접종
↓
35~37℃에서24±2시간 배양
↓
전형적인 집락은 확인시험을 실시

MacConkey Agar
주문번호: 1.05465.0500 (500 g)
1.10748.0001 (20 plates)
1.15276.0001 (480 plates)
XLD Agar
주문번호: 1.05287.0500 (500 g)

확인시험

(1) 생화학적 확인시험
분리 배양된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옮겨
35~37℃ 에서 18~24시간 배양
↓
TSI 사면배지의 사면과 고층부에 접종하고
35~37℃에서18~24시간 배양
↓
살모넬라 양성으로 판정: 유당, 서당 비분해(사면
부 적색), 가스생성(균열 확인) 양성인 균에 대하
여 그람음성 간균, urease 음성, Lysine
decarboxylase 양성 등의 특성 확인
(2) 응집시험
Spicer-Edwards등과 같은 H 혼합혈청과 O 혼합혈
청을 사용하여 응집반응을 확인

Nutrient agar
주문번호: 1.05450.0500 (500 g)

Triple Sugar Iron Agar (TSI)
주문번호: 1.03915.0500 (500 g)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구분

식품공전 시험방법

추천 제품

정성시험
증균배양

검체25 g 또는25 mL를 취하여225 mL의 10% NaCl을
첨가한 TSB 배지에 가함
↓
35~37℃에서18~24시간 증균배양

Sodium Chloride
주문번호: 1.06404.1000 (1 kg)
Tryptic Soy Broth (TSB)
주문번호: 1.05459.0500 (500 g)

분리배양

위의 증균 배양액을 난황첨가 만니톨 식염한천배지
또는 Baird-Parker 한천배지 또는 Baird-Parker(RPF)
한천배지에 접종
↓
35~37℃에서18~24시간 배양
↓
난황첨가 만니톨 식염한천배지: 황색불투명 집락황색포도상구군, 혼탁한 백색환 집락- 확인시험 실
시
Baird-Parker 한천배지: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광택
이 있는 검정색 집락- 확인시험 실시
Baird-Parker(RPF) 한천배지 : 불투명한 환으로 둘러
싸인 검정색 집락- 확인시험 실시

Mannitol Egg Yolk Agar
주문번호: 1.05267.0500 (500 g)

위의 분리 배양된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접종
↓
35~37℃에서18~24시간 배양
↓
그람 염색: 포도상의 배열을 갖는 그람양성 구균을
확인
↓
Coagulase 시험을 실시하며 24시간 이내에 응고유무
확인. Baird-Parker(RPF) 한천배지에서 전형적인 집
락으로 확인된 것은 Coagulase 시험을 생략.
↓
Coagulase 양성으로 확인된 것은 생화학 시험을 실
시하여 판정

Nutrient agar
주문번호: 1.05450.0500 (500 g)
Baird-Parker Agar
주문번호: 1.05406.0500 (500 g)

확인시험

Egg-yolk Emulsion
주문번호: 1.03784.0001
(10 X 100 ml)

Gram staining set
주문번호: 1.11885.0001
(1set - 대략250 테스트)

정량시험
균수 측정

검체 25 g 또는25 mL를 취한 후, 225 mL의 희석액을
가하고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시험액 준비
↓
위 시험액을 10배 단계 희석액으로 만든 다음 각 단
계별 희석액을 Baird-Parker 한천배지 3장에0.3 mL,
0.4 mL, 0.3 mL씩 총 접종액이 1 mL이 되게 도말.
도말 후 배지에 완전 흡수되도록 10분간 실내 방치
↓
35~37℃에서 48±3시간 배양
↓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광택의 검정색 집락을 계수

확인시험

위에서 5개 이상 자라난 전형적인 집락을 선택
↓
보통한천배지에 접종하고35~37℃에서 18~24시간
배양
↓
위의 정성시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

균수계산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

Nutrient agar
주문번호: 1.05450.0500 (50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