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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o ensure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groundwater, it was confirmed whether waterborne

pathogenic bacteria in groundwater samples tested positive for total coliforms in the Chungcheongnam-do

Province region. 

Methods: Total colony counts, total coliforms and fecal coliforms were tested according to the process mandated

by the drinking water quality testing standards of Korea. DNA was extracted from the samples, tested positive

for total coliforms, and then subjected to real-time PCR to detect waterborne pathogenic bacteria.

Results: A total of 115 samples were inadequate for drinking water. Thirty-one cases (27%) showed positive for

fecal coliforms and nine cases (7.8%) showed total colony counts exceeding drinking water standards. Twenty-

seven cases (23.5%) showed three items (total colony counts, total coliforms and fecal coliforms). Using the real-

time PCR method, waterborne pathogens were detected in 57 cases (49.6%) in 115 samples. Seventy-eight cases

of waterborne pathogenic bacteria were detected (including duplications): 27 cases of pathogenic E. coli (EPEC

(19), ETEC (5), EHEC (1), EAEC (1) and EIEC (1)); 45 of Bacillus cereus; two of Yersinia spp.; two of

Salmonella spp.; one of Staphylococcus aureus; one of Clostridium perfringens.

Conclusion: The real-time PCR method can offer rapid and accurate detection of waterborne pathogenic

bacteria. Therefore, this assay could be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culture methods and can further ensure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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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병원성미생물 중 물을 매개로 하는 수인성 감염

병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특성

을 갖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이는 장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화학물질의 중

독과는 다르게 급성질환을 유발하여 단기간에 증상

이 나타나고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산의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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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먹는 물에서 병원성 미생물로 기

인하는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성 미생물

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

으나 직접적으로 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1) 

환경부에서는 먹는물을 관리하고자 먹는물에 관

련된 미생물 기준을 먹는물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

다. 지하수에서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혹

은 분원성대장균군을 먹는샘물에서는 저온·중온 일

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

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쉬겔라, 살모넬라를 기

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2,3)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은 대표적인 지표미생물로 대부분이

비병원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검사방법의 편리성으

로 분원성 오염 여부를 측정하여 수인성 질병 원

인균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과 식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병원성대장균, 살

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여시니아균 등을 규정하고

있다.4)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5%

인 반면,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1.1%로 세

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시도 중에서 최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5) 그만큼 지하수의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전국 이용량의 12%

인 약 4억9천만톤을 생활·농업·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 중 약 45%를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

방위용 등의 생활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6) 신고되

지 않은 지하수를 포함하면 그 이용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양

수량에 따라 2년 혹은 3년에 1회씩 정기적인 검사

를 하도록 지하수법에 규정하여 먹는물로써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지하공이 미신고되어 있어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다. 

2013년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결과를 보면 음

용 지하수에서의 초과율은 13.7%로 수질기준을 초

과한 주요 요인으로는 총대장균군수와 질산성 질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7) 또한 가축매몰지 주변 음용

지하수에서의 병원성미생물 조사결과를 보면 쉬겔

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엔테

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2010년 이후 발생된 구제

역으로 인한 매몰지의 침출수에서 바실러스속, 코리

네박테리아 등이 동정되어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지

하수의 오염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8,9)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사용의 증가와 물부족 국가

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수자원의 하나인 지하수의

가치가 중요하므로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관리차원

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용도에

적합한 수질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하수에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충남지역 음용지하수에서 총대장균군 양성반응을

보인 시료에 대하여 수인성 병원균을 분리하여 파

악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대상시료

연구대상 지하수는 2013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

원에 의뢰된 음용지하수 중 총대장균군에 대하여 양

성을 보인 115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먹는물수

질공정시험기준3)에 따라 미생물 시험용 시료를 채취

할 때에는 멸균된 용기를 사용하여 무균상태에서 시

료를 채취하고 4oC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하여 실험

실에 도착한 즉시 Fig. 1과 같은 절차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2. 총대장균군 시험

총대장균군의 양성 판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

준3)의 총대장균군-시험관법에 따랐다. 우선 3배 농

후의 락토오스 배지 10 mL가 들어 있는 시험관 5개

에 시료 20 mL를 각각 접종한 후 35oC에서 24시간

을 배양하였다. 하나 이상의 시험관에서 기체가 발

생하였을 경우 확정시험에 들어갔으며 기체가 발생

한 모든 시험관으로부터 배양액 1백금이씩을 취하여

확정 시험용 배지(BGLB, Brilliant green lactose bile

2%)가 10 mL씩 들어있는 시험관에 각각 접종시켜

35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때 기포가 발

생되었을 때 총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모든

시험은 음성대조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여 음성대

조군 시험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유효한

결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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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원성대장균군 시험

분원성대장균군의 양성 판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

기준3)의 분원성대장균군-시험관법에 따랐다. 총대장

균군 추정시험에서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실시하였

다. 확정시험은 총대장균군 시험관법 추정시험에서 기

체가 발생되었거나 증식이 많은 시험관 또는 산을 생

성한 모든 시험관에 대하여 3 mm 백금이를 사용, 무

균조작으로 확정시험용 배지(EC배지)가 든 시험관에

이식하여 44.5oC의 항온수조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이때 기체가 발생되면 양성으로 발생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모든 시험은 음성대조군 시험

을 동시에 실시하여 음성대조군 시험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유효한 결과값으로 판정하였다.

4. 일반세균 시험

일반세균의 측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3)의 일

반세균-평판집락법에 따랐다. 희석하거나 원액의 시

료 1 mL를 멸균된 페트리접시 2매에 각각 넣는다. 미

리 멸균시켜 45oC로 유지시킨 중온일반세균 배지

(Plate count agar) 10 mL씩을 각각의 시료가 들어

있는 페트리접시에 무균적으로 나누어 넣고 배지와

시료를 잘 혼합하였다. 배지가 굳으면 35oC에서 48

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수를 계산하고 음성대조

군 시험으로 멸균된 희석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

험하여 음성대조군으로 하며, 음성대조군 시험결과

가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유효한 결과로 판정

하였다.

5. DNA 추출 

총대장균군 확정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세균배양액

1 mL를 취하여, 8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배양된 세균을 수집하고, 상층액을 제거

하였다. 여기에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Sigma, USA) 1 mL 넣은 후 잘 혼합하여 세균을 세

척하였다. 이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 후 세척된 세

균에 500 µL의 멸균 증류수를 추가하고, 100oC에서

15분간 가열하였다. 그 후 8,000 RPM에서 30초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DNA 주형으로 사용하여 각

각의 세균에 특이적인 유전자 증폭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하였다. 

6. Real time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장 독소생성 대장균

(Enterotoxigenic E. coli, ETEC), 장 병원성 대장균

Fig. 1. Schematic algorithm for the analysis of groundwater and identification of waterborne pathogenic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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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pathogenic E. coli, EPEC), 장 침입성 대장

균(Enteroinvasive E. coli, EIEC), 장 유착성 대장균

(Enteroaggregative E. coli, EAEC), 장 출혈성 대장

균(Enterohemorrhagic E. coli, EHEC) 등 병원성 대

장균 5종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여

시니아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을

검사하였다. 이들의 검사는 PowerCheckTM 20

Pathogen Multiplex Real-time PCR Kit (Kogene

biotech, Korea)를 이용하였고, 이 키트는 10종류의

세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추출된 DNA 5 µL

를 각각의 키트에 첨가하여 ABI 7500 Fast real-time

PCR (Applied Biosystems, USA)에 장착하고 95oC

에서 10분간 초기반응을 실시한 후, 95oC에서 15초

와 55oC에서 30초를 40회 반복하여 각 세균에 대한

유전자를 실시간으로 증폭하였다. 증폭된 유전자가

지수 로그그래프로 표시되고, 제작사에서 제시한 검

출한계인 35.0 Ct (thershold cycle)이하 일 때 양성

으로 판단하였다 (Fig. 2). 

III. 결 과

1. 미생물항목 부적합 분포 특성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일반세균수는 100

CFU/mL를 초과하거나 총대장균군 또는 분원성대

장균군이 검출되면 미생물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하

다고 본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총대장

균군 부적합 115건 중 동시에 분원성대장균 항목

에 대하여 부적합을 보인 것이 31건으로 27.0%를

나타내고 있었고, 일반세균수와 동시에 부적합을 보

인 경우가 9건으로 7.8%를 나타내었다. 총대장균

군과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수에서 동시에 부적

합을 보인 경우는 27건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

었다 (Table 1). 

2. 수인성 병원균의 분포 양상

총대장균군이 양성인 115건의 시료 중 real-time

PCR 분석을 통해 수인성 병원균이 검출된 시료는

57건(49.6%)으로 확인되었다. 수인성 병원균이 검출

된 57건의 시료 중 22건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

되어 38.6%를 차지하였고, 이 중 5건에서 2개 이상

의 병원성대장균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57건의 시료 중 확인된 수인성 병원균의 종류는

병원성대장균 5종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

구균, 여시니아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

Table 1. Pattern of other bacteriological test in total

coliforms positive samples

Positive item
No. of positive 

sample (%)

Only Total Coliforms 48 (41.7)

Total Coliforms and Fecal Coliforms 31 (27.0)

Total Coliforms and Total Colony Counts 9 (7.8)

Total Coliforms,  Fecal Coliforms 

and Total Colony Counts
27 (23.5)

Total 115 (100)

Fig. 2. Real-time PCR results of pathogenic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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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라균으로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를 포함하여 78건

의 수인성 병원균을 분리하였다. 이 중 병원성대장

균은 27건(34.6%)이 분리되었으며, 병원성대장균 중

EPEC가 19건(24.4%)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ETEC는 5건(7.4%), EHEC, EAEC,

EIEC가 각각 1건씩이 분리되었다. 병원성대장균을

제외한 수인성 병원균 중 가장 많은 양성을 보인 것

은 바실러스 세레우스로써 45건으로 57.7%를 차지

하고 있었고 여시니아균, 살모넬라균는 각각 2건씩,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각각

1건씩을 분리하였다(Table 2). 

IV. 고 찰

총대장균군 양성인 지하수 시료 중 수인성 병원균

이 검출된 57건에 대하여 다른 지표세균들의 검출

형태와 확인된 수인성 병원균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

는 보이지 않았다. 대상 시료 수가 적은 탓인지, 아

니면 지표세균의 검출형태에 따른 수인성 병원균 간

의 특정한 양상이 없는지는 분석대상 시료를 확대하

여 현재 먹는물수질기준항목으로 적용되는 지표세균

들과 수인성 병원균 간의 검출되는 관계를 찾는 연

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식중독의 원인균을 찾을 때에는 환자나 환경 및

식품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식중독 역학조사의 어려움

으로 인해 원인식품보다는 주로 환자로부터 분리하

고 있고 식품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다. 병원성 대

장균은 포유동물의 장에서 배출되고 환경에 잠복해

있다가 인체에 유입되므로 지하수에서 분리한 병원

성 대장균의 유래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섭취하는 경로의

하나로 볼 수 있다.10) 따라서 오염된 지하수를 면역

력이 약한 사람이 음용한다거나 단체급식소에서 조

리할 때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식중독에 노출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하수에서 분리된 병원성 대장균은 27건인데 그

중 EPEC, ETEC가 각각 19건,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9-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

Table 2.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waterborne Pathogenic Bacteria in Total Coliforms positive samples

Pathogenic E. coli * B. 

cereus*
S.aureus† Yersinia

C. 

perfrigens‡
Salmonella Total

No. of 

casesEHEC ETEC EPEC EAEC EIEC

No. of 

identified(%)

1

(1.3)

5

(6.4)

19

(24.4)

1

(1.3)

1

(1.3)

45

(57.7)

1

(1.3)

2

(2.6)

1

(1.3)

2

(2.6)

78

(100)

Single 

pathogen

detected

- + - - - - - - - - 1

- - + - - - - - - - 6

- - - - + - - - - - 1

- - - - - + - - - - 30

Double

pathogen

detected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7

- - - - - + - + - - 2

- + - - - + - - - - 1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1

Triple

pathogen

detected

- - + - - + + - - - 1

- + + - - + - - - - 1

Total 57
*Pathogenic E. coli (EHEC,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TEC,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PEC,

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EAEC, Enteroaggregative Escherichia coli; EIEC, Enteroinvasive Escherichia coli)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Clostridium perfrin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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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병원성 대장균 중 식중독 원인균 전체의 78.9%

를 차지하고 있는 EPEC, ETEC의 분포양상과 비슷

하다.10) 식중독의 원인균 조사는 식품검체 확보의 어

려움 때문에 주로 환자검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하수와 환자검체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대장균의

비슷한 분포특성을 바탕으로 국민보건의 측면에서

적정한 지하수 관리를 통해 수인성 병원균의 유입가

능성을 차단하는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0) 

이번 연구에서 수인성 병원균 중 바실러스 세레우

스가 45건(57.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포자

를 형성하고 열, 화학성분, 방사선, 건조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호기성 및 혐기성 조

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1) 또한 이 균은 토양, 공기,

물 등 자연계에서 흔히 발견되며, 유제품, 향신료, 조

리식품, 해산물, 채소 등에도 오염될 확률이 매우 높

고, 매몰지 토양이나 침출수에서 발생되어 주변의 지

하수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8,12) 특히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에 상주하는 균으로 관정의 깊이, 우

수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로 오염된 지하수에서 식중독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지만 기존 보고에 의하면 조리수

로 사용된 지하수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검출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예상하고 있었다.13) 바실러스 세

레우스는 증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독소를 생성하게 되고 특히 급식업체에서 지하수를

조리수로써 사용할 때 필터를 거치면서 다량 증식하

여 식재료의 표면에 존재하면서 독소를 생성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13) 많은 환경에서 존재

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물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측정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물에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석방법이 없다. 하지만

지표수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포자의 발견은 물로

부터 식품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14)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의 미생물 항목인 총대

장균군이 검출된 115건 중 49.6%인 57건에서 추가

적으로 실시한 real-time PCR법에 의해 수인성 병원

균이 검출되었다. 배양 여부를 떠나 배양액 안에 수

인성 병원균의 존재는 음용지하수도 오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PCR법은 살아있

는 세포만을 검출하는 배양법과는 다르게 세포의 생

사 구분 없이 DNA만을 가지고 해당 세균의 유무를

판단하며 인체에 미치는 최소감염농도를 고려할 때

인체에 대한 유해정도를 평가하려면 정량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15)

현재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써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은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사람이나 가

축의 분변에 의한 오염여부를 추정할 수 있고 검사

방법의 편리성으로 그 중요도가 있다.16) 병원성 대

장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의 수인성 병원균이 위

험하다고 해서 시료에서의 존재 유무를 일일히 확인

한다는 것은 기술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료에 포함되어 있

는 미량의 세균 DNA를 증폭시켜 분석하는 PCR법

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real-time PCR

법을 이용하면 정량분석도 가능하다. PCR법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전에 미리 어떤 미생물을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미생물에만 특이적으

로 존재하는 특정 DNA 염기서열을 탐지할 수 있는

특정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은 세균의 생존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단점

이다.1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배양법에 비하

여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

는 것이 장점이므로 세균의 생존여부를 구별하고 인

체에 미치는 최소감염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지하

수에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병을 예방

하는 차원에서 미생물 항목의 확대와 real-time PCR

법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총대장균군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

을 보인 충남지역의 음용지하수 시료를 대상으로 수

인성 병원균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 115건의

총대장균군 부적합 시료 중에서 분원성대장균이 동

시에 부적합된 것이 31건(27%), 일반세균수가 동시

에 부적합을 보인 것이 9건(7.8%), 3항목 동시에 부

적합을 보인 것이 27건(23.5%)으로 나타났다. Real-

time PCR 분석을 통한 수인성 병원균은 115건의 시

료 중 57건(49.6%)에서 검출되었다. 57건의 시료 중

병원성대장균(5종;EPEC, ETEC, EHEC, EAEC,

EIEC) 22건, 바실러스 세레우스 45건, 황색포도상구

균 1건, 여시니아균 2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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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1건, 살모넬라균 2건씩을 확인하였고 병원성대장

균의 분포 빈도는 EPEC가 19건, ETEC는 5건,

EHEC, EAEC, EIEC는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현재 먹는물수질기준에서 지표세균에 대한 검사는

배양법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확인된 수인성 병

원균 역시 배양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지만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수인성 병원균을

확인하는 데 있어 배양법이 가지고 있는 과정의 복

잡함과 오랜 분석시간의 단점을 real-time PCR 분석

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지하수에서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인체에의 위해성 여부는 해당 세균

의 생존과 인체에 유해한 최소감염농도 등이 고려되

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Park HK, Jung EY, Jung JM, Yu PJ. Detection and

distribution of bacterial pathogens in raw water and

during water treatment process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J life sci. 2007; 17(10): 1374-1380.

2. Lee IH, Kim SK, Choi YH, Kim JS.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liform Bacteria in Ground-

water of Yeungnam Province. Korean J Microbiol.

2006; 42(2): 95-102.

3. Ministry of environment. Drinking Water Quality

Official Test Standards; 2010

4. Lim HS. Contributing Factors of Infectious Water-

borne and Foodborne Outbreak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7; 50(7): 582-591.

5.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Statistics of Water-

works. 2014. p.5-6.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K-water. 2014 Groundwater annual

report. 2014. p5.

7.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

ronmental Research. Operating result of Groundwa-

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in 2013. 2014. p5.

8. Kim KH, Kim KR, Kim HS, Lee GT, Lee KH.

Assessment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

tion at Two Animal Carcass Disposal Sites. Korean

J Soil Sci Fert. 2010; 43: 384-389.

9. Choi NC, Choi EJ, Kim BJ, Kim SB, Park JA, Park

CY. Characterization of Water Quality and the Aer-

obic Bacterial Population in Leachate Derived from

Animal Carcass Disposal. J Eng Geol. 2013; 23(1):

37-46.

10. Lee JK, Park IH, Yoon KS, Kim HJ, Cho JI, Lee

SH, et al. An analysi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

tion reports regarding to pathogenic E. coil out-

breaks in Korea from 2009 to 2010. J. Fd Hug.

Safety. 2012; 27(4): 366-374.

11. Granum PE. Bacillus cereus and its toxins. J Appl

Bacteriol Sym. 1994; 76: 61-66. 

12. Ryu JH. Beuchat LR. Biofilm formation and spor-

ulation by Bacillus cereus on a stainless steel sur-

face and subsequent resistance of vegetative cells

and spores to chlorine, chlorine dioxide, and a per-

oxyacetic acid-based sanitizer. J Food Prot. 2005;

68: 2614-2622.

13. Choi KB, Lim HS, Lee K, Ha GY, Jung KH, Sohn

CK.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for Outbreak of

Food Poisoning Caused by Bacillus cereus Among

the Workers at a Local Company in 2010. J Prev

Med Pub Heal. 2011; 44(2): 65-73.

14. Stenfors Arnesen LP, Fagerlund A, Granum PE.

From soil to gut: Bacillus cereus and its food poi-

soning toxins. FEMS Microbiol Rev. 2008; 32(4):

579-606. 

15. Fricker EJ, Fricker CR. Application of the poly-

merase chain reaction to the identification of Esch-

erichia coli and coliforms in water. Letters Appl.

Microbiol. 1994; 57: 320-323.

16. Seo RJ, Park SH, Lee GH. Microbiological water

quality of water purifiers at elementary schools in

gunsan area. Korean J Microbiol. 2009; 45(1): 74-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