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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이란?1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포도송이모양(포도상) 

원형균(구균)의 하나로 건강한 사람의 약 30%는 코점막 및 피부에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혈관으로 들어가면 균혈증 및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음식으로 들어가면 독소를 만들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자랄 수 있는 온도는 7~48 ℃이고 

최적 조건은 35~40 ℃입니다. 염분에 잘 견디며,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빨리 자라지만(호기성) 

진공 포장 등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천천히 자랍니다(통성혐기성). 

70 ℃에서 2분 정도 가열하면 죽지만, 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열에 강해 고온 조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121 ℃에서 8~16분 가열해야 죽습니다.

Staphylococcus aureus 

(출처: en.wikipedia.org/wiki/

Staphylococcus_aureus)

* 균혈증: 혈액에 세균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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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 강함(독소)

호기성 및 통성혐기성

최적온도

피부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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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떤 식품이 위험한가요?2
•감염경로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균자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다루거나 

오염된 기구로 조리할 때 음식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된 음식에서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독소가 증식하고, 

독소가 든 음식을 먹으면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를 ‘독소형 식중독’이라 합니다.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화농성질환(고름)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맨손으로 조리할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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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무살균우유 치즈 육류 햄

•주요 원인 식품

어떤 식품도 오염될 수 있지만, 손이 많이 가면서 

익히지 않고 먹는 식품이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밥·샌드위치·생선초밥·떡·빵·두부 등에서 자주 발견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우유·치즈·푸딩 등의 유제품, 육류, 

닭고기와 달걀, 햄, 샐러드, 크림 패스트리 등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든 독소가 들어 있는 식품은 악취가 나거나 모양변화가 

없으므로 냄새나 외관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염분에 잘 견디기 때문에 햄 등 짠 식품에서도 발견됩니다.

김밥 샌드위치 빵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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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은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섭취한 독소의 양과 사람의 민감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증상은 구토·메스꺼움·구역질·설사·위경련 등이고, 

심하면 탈수·근육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소가 든 음식을 먹고 30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통 1~6 시간 걸리고, 증상은 대부분 하루 정도 나타나지만 

3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사람 간 

전파되지 않고, 건강한 성인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탄산음료와 주스는 당분이 많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아 

탈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위경련구토구역질메스꺼움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증상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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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험한가요?4
누구나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에 걸릴 수 있지만 

유아·어린이·고령자·만성질환자·면역력 저하자 등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유아·어린이·고령자 등은 설사로 인해 탈수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휴식을 취하면 하루 정도 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 어린이, 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력 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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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자주 발생하나요?5

환자수 발생건수

우리나라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꾸준히 발생하여,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 매년 평균 16.7건, 

60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많이 줄고 있으나, 

주로 학교·결혼식·교회·파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조리종사자의 

손을 통한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발생 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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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식품이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되면 독소가 생기고 

일반적인 가열 조리로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음식을 다루기 전·후 모두 손과 손톱 밑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2.    감기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을 조리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음식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손에 상처가 났거나 피부에 화농성질환(고름)이 있을 때는  

음식을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4.    육류·닭고기·생선을 구입할 때 각각 비닐에 넣어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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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식품을 구매한 후에는 빨리 귀가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6.    육류·닭고기·생선을 조리하는 도마와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7.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어야 합니다. 

8.    의심이 가는 음식은 가열하여 다시 먹지 말고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일반적인 가열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    특히 여름철에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해야 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30 °C 이상에서 밖에 1시간 이상 음식을 두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2시간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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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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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서 보관한 수박,  

다시 먹을 때는 표면을 잘라내고 드세요

중국의 상하이의약공업연구원은 수박을 잘라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 후, 다음날 보관했던 수박의 살(과육) 표면을 1cm 

만큼 잘라 이를 자르지 않은 신선한 수박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잘라서 

냉장 보관했던 수박표면의 과육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1 cm를 잘라낸 수박표면의 과육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 측은 수박은 가능한 한 자른 당일에 

모두 먹는 게 좋고, 냉장 보관한 후 다시 먹을 때에는 

수박과육을 최소 1cm 정도는 잘라내라고 권고하였다.

* 출처: http://news.foodmate.net/2014/07/267782.html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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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모유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미국의 Nationwide Children’s Hospital 연구진이 

미국의 모유공유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유 샘플을 

분석한 결과, 100개 중 75개는 세균이 과다 증식했거나 병원균에 

오염되어 아기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에 특정 세균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부 세균은 아기의 건강과 면역체계, 소화기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균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유에 세균이 지나치게 많거나 

황색포도상구균·연쇄상구균·대장균 등에 오염된 모유는 아기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진은 모유 채취 과정에서 유축기나 

보관용기가 비위생적이거나 운송 과정에서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 출처: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66&bbs_no=bbs082&ntctxt_no=9223&menu_grp=MENU_GRP04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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