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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필로박터’란?1
캠필로박터(Campylobacter)는 사람과 동물에게 

‘캠필로박터증(Campylobacteriosis)’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종입니다. 

캠필로박터는 일반 식중독균과 달리 

일상 생활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산소가 적은 상태를 좋아하고 

건조한 곳에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성장 가능 온도는 30~45 ℃이고 최적 온도는 42~43 ℃이며 

25 ℃ 이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는 장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Campylobacter jejuni 
(출처: en.wikipedia.org/wiki/

Campylobacter#/media/

File:ARS_Campylobacter_jejuni)

최적 온도 물에서 생존 가능 냉동 및 냉장 상태에서 
장시간 생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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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감염되고 어떤 식품이 위험한가요?2
•감염경로

캠필로박터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세균입니다. 

캠필로박터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생으로 혹은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될 수 있고, 오염된 식품·손·주방기구에 2차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생닭을 씻은 물 한 방울로도 감염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양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에서 생닭을 자른 후 

도마와 칼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면 

그 음식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도축하면서 캠필로박터에 감염되는 

경우는 흔히 일어납니다. 감염된 동물(닭·소·돼지·양·고양이·개 등)의 사체 

및 대변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는 드물지만 

감염자의 대변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소

비살균 우유

감염된 동물의 사체 및 대변

세척하지 않은 도마, 칼

감염된 물

날것, 덜 익힌 고기

감염 닭

(가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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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식품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 등의 날것 혹은 덜 익힌 고기에서 

캠필로박터가 자주 발견됩니다. 

살균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도 위험 식품입니다. 

동물이나 새의 분변에 오염될 수 있는 지표수나 약수도 

캠필로박터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염된 손이나 주방기구로 조리한 채소나 과일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날것 혹은 덜 익힌 고기

오염된 채소 및 과일 비살균 우유 약숫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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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증상은 복통·발열·설사 등이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고 

두통·근육통·구역질·구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관절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캠필로박터는 여행자에게 나타나는 ‘여행자 설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잠복기는 노출된 균의 양에 따라 다른데 통상 2~5일이며,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에 회복됩니다.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복통 발열 설사 피 섞인 설사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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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험한가요?4
누구나 캠필로박터에 감염될 수 있지만 영아 및 어린이, 

임신부 및 태아, 노인, 면역력 저하자 등이 위험군입니다. 

개발도상국가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조산 및 유산 위험이 있고, 

임신 후기 혹은 출산 시 감염되면 신생아가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장염과 뇌수막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잠깐 앓다가 회복되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증상이 

더 심하고 패혈증 및 뇌수막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재발하거나 만성 보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는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4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아 어린이 임신부, 태아 노인 면역력 저하자

* 패혈증: 균이나 균이 분비한 독성물질이 혈액이나 다른 조직 내로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는 것

* 뇌수막염: '뇌'와 뇌조직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수막염을 합친 말



6

ampylobacter 캠필로박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었으나 수 년 전부터 캠필로박터 식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급식에서 발생했고, 

육류와 도시락이 원인식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유제품)를 마시고 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자주 발생하나요?5

| 국내 캠필로박터 식중독 통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건) 1 1 7 6 7 15 13 8 6 18 22

환자(명) 175 53 449 73 405 380 329 639 231 490 80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 캠필로박터 식중독 통계 |

환자수

발생건수

년도



7

ampylobacter 캠필로박터

1. 캠필로박터는 70 ℃에서 1분 만에 죽습니다.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 

등은 중심부 온도를 75 ℃ 이상으로 가열 후 먹어야 합니다.

2. 식당에서 덜 익힌 닭고기를 제공 받았다면 더 익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생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다른 식품과 접촉하거나  

육즙이 묻지 않도록 반드시 용기나 비닐에 넣어야 합니다. 

4.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고기를 조리한 도마·칼·용기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닦아낸 후 사용해야 합니다. 

5. 생고기를 만진 후 다른 것을 만지기 전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6. 물에서도 장시간 살 수 있으므로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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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용기에 담긴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8. 생고기나 동물의 장기를 날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9. 우유나 유제품은 반드시 살균된 것을 먹어야 합니다. 

10. 설사가 있는 사람은 비누로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11. 애완동물의 대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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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4대 원칙

청결
  손 씻기, 뜨거운 물과 세정제로 주방도구 주기적으로 세척하기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기, 조리 장소와 음식을 해충으로부터 보호

분리보관
  육류·가금류·해산물 등은 다른 식품과 분리 보관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다른 용기에 보관

가열
  음식은 가열한 후 먹기, 조리했던 음식은 완전히 재가열 후 먹기  

육류·가금류·해산물 조리 시 완전히 익히기, 온도계 사용하기 

냉장보관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기

 조리한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 ‘4대 원칙’은 일반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침이며, 식중독 균에 따라 예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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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물로 씻을 때  

조심하세요!

생닭을 주방 조리대에서 물로 세척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물이 튀면서 생닭에 존재할 수 있는 캠필로박터가 

손·조리대·조리기구 등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닭을 

세척하기 전에는 주방 조리대 주변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 관련 영상: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부탁해! https://youtu.be/2z6j0iOg_xI  식약처 제공

한편, 영국식품기준청(FSA)은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닭을 물로 세척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국 국민의 44%는 

요리를 하기 전에 닭을 물로 씻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V 방송에 

생닭을 물로 씻는 장면을 내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서 
잠깐!

생닭을 물로 씻을 땐 

주변을 모두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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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와 달리  

‘햄버거 패티’를 완전히 익혀야 하는 이유

2016년 초 영국의 전문가들은 햄버거 패티를 완전히 익히지 않은 

‘미디엄 레어 버거(medium rare burger)’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크는 겉만 익히고 속은 

덜 익혀도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병원성대장균 등의 식중독 균들은 육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햄버거 패티는 분쇄육으로 만들고 분쇄 과정에서 

표면의 세균이 패티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집에서 햄버거 패티를 익힐 때에도 완전히 익혀야 한다.  

여기서 
잠깐!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햄버거 미디엄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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