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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immunochromatographic (IC) strip for the rapid detection of Salmonella spp. in the enriched

sample was developed. Affinity purified Salmonella polyclonal antibody was conjugated with 40 nm

colloidal gold particles which were prepared by citrate method in our laboratory. The antigen-antibody-

gold complex was captured by Salmonella antibody attached to test line of nitrocellulose membrane during

the capillary migration of sample. Specificity of the IC strip was calculated to be 100% (12/12) and

sensitivity was 97.6% (41/42) in the test with pure cultured bacteria. Salmonella was artificially inoculated

into raw pork macerated with enrichment broth. And then it was 10-fold diluted from 5.2×108 CFU/ml

to 5.2 CFU/ml. The IC strip could detect 5.2×106 CFU/ml before enrichment. However, the lowest limit

of detection was 5.2 CFU/ml after overnight incub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C assay was a rapid,

economical and simple method with high specificity and sensitivity for the detection of Salmonella spp.

without using an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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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almonella(S.) 속균에는 특정 숙주에서만 감염을 일으

키는 숙주 특이성 Salmonella와 숙주 범위가 넓은 숙주

비특이성 Salmonella로 나눠지며, 현재까지 약 2,400여

종 이상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다 [11].

사람의 Salmonella 식중독 중 약 15%는 돼지고기에서

기인하며 돼지고기 오염의 70%는 Salmonella 감염돈에

서 비롯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6], 도계육을 판매하는 국

내 대형 유통점 및 재래시장 50개소 중 34개소에서

Salmonella 속균이 검출된 바 있다 [4]. 따라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식육의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

되며, 공중보건학상 중요시 되고 있는 Salmonella를 효

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immunomagnetic separation,

biochemical screening 등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21].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는 immunoassay를 위하여 요

구되는 모든 구성 성분이 이미 킷트내에 전처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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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별도의 장비나 시약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시

료를 킷트에 몇 방울 적하하는 것이 검사자가 해야

할 유일한 과정이며, 검사결과를 육안적으로 10분 이

내에 확인할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7, 16].

일반적으로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는 sample pad,

conjugate pad, nitrocellulose(NC) membrane, absorbent

pad 순으로 서로 중첩되어 모세관이동 현상으로 시료가

전개되면서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난다. Sample pad는 시

료중에 있는 큰 입자나 적혈구 등을 걸러주며, 시료의

pH 조절기능 뿐만 아니라 Tween 20, BSA 등으로 전

처리되어 있어 시료의 원활한 전개를 유도한다 [13].

Conjugate pad는 시료내에 있는 검사 대상 항원과

colloidal gold particles에 부착된 항체가 서로 반응하여

1차 항원항체복합체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Conjugate pad

전처리에 사용되는 buffer에는 sucrose나 trehalose 같은

sugar를 첨가하여 건조 상태에서도 gold particles를 선홍

색으로 안정화시키며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해준다 [7].

NC membrane에는 육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test line

과 control line이 분사되어 있다. Test line에는 검사 대

상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어 1차 항원항체복합체에 대

한 2차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난다. Control line에는

colloidal gold particles에 부착된 항체에 대한 2차 항체

가 분사되어 있으며 test line의 반응과 무관하게 항상 일

정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사용된 킷트의 quality control

로서 작용한다. 항체가 NC membrane에 부착하는 기전

은 electrostatic interaction과 hydrophobic interaction에 의

하며, low ionic strength의 buffer나 ethanol같은 co-

precipitation agent를 사용하기도 한다 [16]. Absorbent pad

는 NC membrane을 통과하여 반응이 종료된 시료를 흡

수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처리 과정은 필요가 없다. 다만

킷트에 적용할 시료의 양은 각 pad가 함유할 수 있는 액

체의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양의 시료를 적

용하면 back flow가 유발되어 결과 판정에 혼동을 초래

할 수도 있다.

특히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 개발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항체를 colloidal gold particles에 부착시키

는 conjugation 단계이다. Conjugation시에는 항체의 Fc

부분이 gold particles에 부착하는데, 이는 Fc 부분에 lysine

처럼 positive charge를 띤 amino acid가 많아서 gold

particles 표면의 negative charge와 charge interaction

으로 결합하거나 또는 Fc 부분의 tryptophan에 의한

hydrophobic interaction 등으로 결합한다. 한편, colloidal

gold 용액의 pH에 따라서 conjugation 정도가 다양하므

로 conjugation하기 전에 colloidal gold 용액의 pH를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zwitterion form이 많아지고

interfacial tension이 커지는 isoelectric point(pI)에서 항체

가 강한 conjugation을 형성하므로, colloidal gold 용액의

pH는 conjugation할 항체의 pI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polyclonal antibody의 경우에는

pI가 광범위하여 pH 7.0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monoclonal antibody는 pI가 다양하므로 정확한 pI를 측

정한 후 colloidal gold 용액의 pH를 조정하여야 한다 [20].

원인체에 대한 특이 항원 또는 항체를 보유하고 킷트

의 각 구성 성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면역크로마토그

라피 킷트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

서는 식육 중 Salmonella 속균의 오염 유무를 신속히 검

출하기 위해서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 각 구성 성분

에 대한 전처리 과정 및 제조 기법, colloidal gold 용액

의 제조 기법 등을 소개하고, 개발 킷트의 특이도와 민

감도 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 재료

Distilled water(DW)는 HPLC grade를, bovine serum

albumin(BSA)는 ELISA용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gold

chloride, trisodium citrate, potassium carbonate, ethanol,

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 등은 ACS reagents로 사용

하였다. Colloidal gold에 부착시키는 antibody와 test line에

분사되는 antibody는 affinity purified Salmonella polyclonal

antibody로써 각각 Kirkegaard & Perry Laboratories

(KPL)와 British Biocell International(BBI)에서 구입하였

으며, control line에는 anti goat-IgG(KPL)를 사용하였다.

각 membrane들은 Millipore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nitrocellulose(NC) membrane은 HF13504를 이용하였다.

Selenite cystine broth는 Difco 제품을 사용하였다.

Colloidal gold 용액의 제조

약 40 nm 크기의 colloidal gold 용액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세제와 유기용매 등으로 완전히 수세된 삼

각플라스크에 DW 94 ml을 넣고 hot plate에서 교반하

면서 약 50oC가 되면 1%(w/v) gold chloride 용액을 1

ml 첨가하였다. 약 95oC가 되면 0.2%(w/v) trisodium

citrate 용액 5 ml을 신속히 혼합하였으며, 반응용액의 색

깔이 노란색에서 검은색, 보라색 순으로 바뀌었다가 최

종적으로 맑은 선홍색을 나타내면 실온에서 추가로

30분 교반시켰다. 반응이 종료되면 0.1 M potassium

carbonate을 이용하여 pH 6.8~7.2로 조정한 후 spe-

ctrophotometer로 520~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전

자현미경으로 colloidal gold particles의 크기 및 형태 등

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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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titration

Colloidal gold particles는 제조시마다 크기나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이들을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항체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Roth의 변법을 이용하여 salt titration으로 실시하

였다 [17].

즉, colloidal gold 용액(OD 1 at 520 nm, pH 7.0)을 10

개의 시험관에 각각 1 ml씩 분주한 후 10 mM phosphate

buffer(pH 7.0)에 희석된 Salmonella polyclonal antibody

와 DW를 각각 5 µl씩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시험관

내 총량이 1050 µl가 되도록 조정하였다(Table 1). 이를

tapping하여 30분 정치한 후 10%(w/v) NaCl 용액을 각

시험관에 40 µl씩 혼합하고 15분 후 육안적으로 colloidal

gold 용액의 색깔 변화가 없는 최소 항체농도를 관찰하

였다. 

Conjugation

Antibody를 conjugation하기 위하여 colloidal gold 용

액(OD 1 at 520 nm, pH 7.0) 40 ml에 Salmonella polyclonal

antibody 용액(0.2 mg/ml in 2 mM borax) 0.8 ml을 한 방

울씩 천천히 혼합한 후 30분 동안 invert shaking을 실시

하였다. 0.1%(w/v) NaOH를 사용하여 conjugation 용액

의 pH를 9.0으로 조정하고, 0.4 ml의 10%(w/v) BSA를

한 방울씩 적하하였다. 30분 동안 invert shaking한 후

0.1%(v/v) HCl을 이용하여 pH 7.2로 재조정 한 후 원심

분리하여(10,000 rpm, 1 hr)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Pellet

을 2 mM borax 용액에 부유시켜 상기 조건으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0.3 ml의 10% BSA, 3

ml의 1%(w/v) sodium azide, 26.7 ml의 2 mM borax(pH

7.2)가 혼합된 용액에 pellet을 완전히 부유시켜 냉장보

관하면서 conjugate pad 전처리에 사용하였다. 

Sample pad 및 conjugate pad 전처리

Sample pad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2.5

ml의 20X PBS, 5 ml의 10% BSA, 2.5 ml의 10%(v/v)

Tween-20을 혼합하여 DW로 최종 50 ml가 되도록 조정

하고 이를 sample pad(20×30 cm)에 적신 다음 37oC 항

온실에서 하루동안 건조시켰다. 

항체가 부착된 colloidal gold를 conjugate pad에 전처

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5 ml의 20 mM

borax, 5 ml의 50%(w/v) trehalose, conjugation된 colloidal

gold 용액(OD 10 at 520 nm) 12.5 ml, DW 27.5 ml를 혼

합하여 conjugate pad(20×30 cm)를 적셨다. Conjugate pad

가장자리에 colloidal gold 농도가 높아지는 edge effect

를 피하기 위하여 신속히 건조시켰다. 

Test line과 control line의 제작

Test line과 control line의 제작을 위하여 Hi-flow Plus

Mylar-backed NC membrane을 사용하였으며 8 mm 부

위에 test line을, 그리고 13 mm 부위에는 control line을

분사하였다. Test line에 분사되는 Salmonella polyclonal

antibody는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7.2)에 녹

여서 2.5 mg/ml의 농도로 사용하였으며, control line에

분사되는 anti goat-IgG는 3%(v/v) ethanol이 첨가된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7.2)에 녹여서 0.7 mg/

ml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항체의 분사는 Matrix 1600

(Kinematic Automation, USA)을 이용하여 1 µl/cm로 분

사하여 신속히 건조시켰다.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의 조립

전처리가 완료된 각각의 membrane들은 서로 겹쳐지

도록 조립하여 backing card로 각 membrane들을 지지하

였다(Fig. 1). 조립된 membrane은 폭 4 mm로 절단하여

제습기에 넣어 실온에 보관하면서 제작된 킷트의 특이

도와 민감도 조사 등에 사용하였다.

Table 1. Salt titration to determine the minimum concentration of antibody to stabilize colloidal gold solution

Reagents
Volume(µl ) of reagents added into each tube

1 2 3 4 5 6 7 8 9 10

Colloidal gold solutio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ibody solution(0.2 mg/ml ) 0 5 10 15 20 25 30 35 40 50

Deionized water 50 45 40 35 30 25 20 15 10 0

Fig. 1. Assembly of immunochromatographic strip. The

strip consisted of four membranes: sample pad, conjugate

pad, nitrocellulose membrane, absorbent pad. The sample

was moved from sample pad to absorbent pad by capillary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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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도와 민감도 조사

개발된 킷트의 특이도와 민감도 조사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보유중인 Salmonella 표준균주 중 12종의 O

항원그룹으로 구성된 42개의 혈청형과 E. coli 등 총 54

주를 사용하여(Table 2)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각 균

종별로 최적 발육조건으로 액체배지에서 정지기까지 순

수 배양하여 10분간 중탕한 후 120 µl를 킷트에 적하하

고 10분 후에 test line과 control line의 형성유무를 관찰

하였다. 개발 킷트의 특이도는 진음성/(가양성+진음성)

×100, 민감도는 진양성/(가음성+진양성)×100으로 계산하

였다 [8].

증균에 따른 검출 민감도 조사

돈육 25 g을 selenite cystine broth 225 ml과 혼합하여

균질화한 후 10개의 시험관에 9 ml씩 분주하였다. 하루

배양된 S. enteritidis(5.2×109 CFU/ml) 1 ml을 1번째 시

험관에 분주하고(5.2×108 CFU/ml) 이후 9번째 시험관까

지(5.2 CFU/ml) 각각 10진 단계희석을 실시하였다. 증균

배양 전에 각 시험관에서 200 µl를 취하여 10분 중탕한

후 120 µl를 킷트에 적용하여 증균 전의 검출 민감도를

조사하였으며, 하루동안 증균 배양하여 동일한 방법으

로 증균 후의 검출 민감도를 조사하였다. 

결 과

Colloidal gold particles의 전자현미경적 소견

본 연구에서 제작된 colloidal gold 용액은 맑은 선홍

색을 나타냈으며 520 nm~540 nm 사이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529 nm에서 OD 0.963으로 가장 높은 흡

광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약 40 nm 크기의 colloidal gold particles를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 

특이도 및 민감도

개발된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의 특이도와 민감도

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54종의 순수 배양된 균주를 킷

트에 적용하였던 결과, 42종의 Salmonella 혈청형 중에

서 G1 그룹의 S. ibadan을 제외하고는 모든 Salmonella

속균이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며, E. coli 등 12종의 non-

Salmonella에서는 모두 음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개발

된 킷트의 특이도는 100%(12/12)이었으며, 민감도는

97.6%(41/42)로 나타났다(Table 2). 

증균과정에 따른 검출 민감도

증균에 따른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의 검출 민감도

를 알아보기 위해 돈육에 인위적으로 S. enteritidis를 접

종하여 개발 킷트에 적용한 결과, 증균 전에서 5.2×106

Table 2. Specificity and sensitivity of the Salmonella immunochromatographic strip tested with pure-cultured bacteria

Organisms Results

paratyphi A*, paratyphi B, reading, chester, sandiego, derby, essen, california, typhimurium, typhimurium

var. copenhagen, bredeney, choleraesuis, montevideo, oranienburg, thompson, virchow, bareilly, tennessee,

lille, newport, bonariensis, tallahassee, glostrup, virginia, berta, enteritidis, dublin, rostock, moscow,

panama, daressalaam, javiana, anatum, london, uganda, illinois, senftenberg, aberdeen, rubislaw,

grumpensis**, hvittingfoss

+

ibadan***, E. coli, Citrobacter amalonaticus, Edwardsiella tarda, Aeromonas salmonicida, Klebsiella

pneumoniae,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agalactiae, Str. dysgalactiae, Str. pyogenes, Bacillus

subtilis, Pseudomonas aeruginosa, Listeria monocytogenes

−

Specificity 100%

Sensitivity 97.6%

*Serotype of Salmonella, **weak positive, ***Salmonella sp. not yielded a positive signal in the strip test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of colloidal gold

particles (Hitachi 7100FA). The accelerating voltage was

75 kV and the colloidal gold solution was absorbed between

thin carbon sheets embedded with 2.0% uranyl acetate

for viewing at ×120,000 magnification (bar = 100 nm).

Approximately 40 nm of of colloidal gold particles were

formed.



면역크로마토그라피 기법을 이용한 Salmonella 속균 신속 검출킷트 개발 195

CFU/ml의 S. enteritidis가 있어야 검출이 가능하였으나,

증균한 후에는 5.2 CFU/ml의 S. enteritidis까지도 검출이

가능하였다(Fig. 3). 

고 찰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는 기본적으로 항원항체반응

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ELISA와 유사하나, ELISA는 효

소로 발색을 유도하는 반면에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

는 colloidal gold, latex 등 색깔을 가진 bead를 이용하여

항원항체반응 결과를 판정한다. Latex particles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므로 multi tes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부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15]. 그러나, 대부분의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에

서는 colloidal gold particles를 사용하는데 이는 실험실

에서 쉽게 제조 가능할 뿐만 아니라 1 g의 tetrachloroauric

acid로 10 liter의 colloidal gold 용액을 제조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Colloidal gold 용액은 particles의

평균 크기에 따라서 흡광도 곡선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

지는데 평균 크기가 증가할수록 흡광도 곡선은 장파장

으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20 nm의 particles는 약 520

nm에서 최고의 흡광도를 나타내지만, 40 nm의 particles

는 약 528 nm에서 가장 높은 흡광도를 나타낸다 [9, 10].

이러한 보고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제조된 colloidal

gold 용액은 529 nm에서 OD 0.963으로 가장 높은 흡광

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약 40 nm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lloidal gold particles는 제조 과정 중 이온의 흡수

및 해리를 통하여 negative charge를 띄며, 수용성 상태

에서는 서로 electrostatic charge에 의해 repulsion상태로

안정화되어 있고 hydrophobic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High ionic strength에서는 gold particles의 zeta potential

이 줄어 들어 aggregation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단 gold

particles에 단백질이 부착하면 안정화되어 aggregation이

일어나지 않는다 [18]. 항체가 부착하여 안정화된

colloidal gold 용액은 색깔의 변화가 없으나, 항체의 양

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게 conjugation되면 NaCl 첨가시

aggregation이 일어나서 colloidal gold 용액이 선홍색에

서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색깔의 변화

가 없는 시험관중 최소 항체 농도인 5번 시험관에서

conjugation을 위한 항체 농도를 설정하였다.

개발된 킷트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순수 배양된 균주를 적용하였던 결과, 42종의 Salmonella

속균 중에서 G1 그룹인 S. ibadan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Salmonella 속균들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E. coli

등 12종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특이도는 100%,

민감도는 97.6% 이었다. Salmonella 속균 중에서 일

부 균종을 본 킷트가 검출하지 못한 이유는 사용한

polyclonal antibody가 일부 혈청형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Fig. 3. Rapid detection of Salmonella spp. using immunochromatographic (IC) strip. S. enteritidis was spiked in raw pork,

and then 10-fold diluted from 5.2×108 CFU/ml (strip A) to 5.2 CFU/ml (strip I). Strip J was a negative control. After

enrichment, 120 µl of heat-treated sample was dropped into the IC strip. The sample was considered positive when two

red bands at the test line and control line were observed at 10 min later, and negative when only the control line was

observed. The IC strip could detect 5.2 CFU/ml after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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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Salmonella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에서도 일부

혈청형의 Salmonella 속균을 검출하지 못한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5]. 그러나 국내에서 분리 보고된 Salmonella

혈청형은 대부분 B, C1, D1에 속하며 [1, 2], 본 킷트는

이들 혈청형의 Salmonella를 원활히 검출하였으므로 국

내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의 검출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돈육에 인위적으로 S. enteritidis를 접종한 후 10

진 단계희석하여 증균 전과 증균 후에 각각 킷트에 적

용한 결과, 증균 전에는 약 5.2×106 CFU/ml 이상의

Salmonella가 있어야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2.0×107

CFU/ml 이상 있어야 검출이 가능한 시판 Salmonella

enzyme immunoassay 킷트보다 더 민감하였다 [12]. 한

편 증균한 후에는 5.2 CFU/ml의 Salmonella가 있던 시

료도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로 시료 중에 수 개의 Salmonella만 존

재하여도 증균과정을 통하여 본 킷트의 검출한계인

5.2×106 CFU/ml 이상으로 증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는 2.1 CFU/ml의 E. coli O157:H7이 18시간의

증균과정을 통하여 5.4×108 CFU/ml 까지 증균된다는 정

등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3].

대부분의 Salmonella 초대분리 평판배지는 lactose 비

분해능와 H2S 산생능을 이용하고 있으나, lactose를 분

해하는 Salmonella와 H2S를 산생하지 않는 Salmonella

[14, 19] 및 시료 중에 있는 다른 세균들의 과도한 발육

등은 Salmonella 속균의 분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본 킷트는 생화학 성상이 아니라 항원항체반응을 이용

하고 특이도가 높으므로 식육 뿐만 아니라 환경, 분변

등 다양한 시료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초대분리 평판배

지에서 Salmonella 유사집락을 직접 킷트에 적용하여

Salmonella 유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시료 중에 Salmonella 속균의 오염유무를 균분리 동

정법에만 의존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

러나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를 사용하여 먼저 스크리

닝한 다음 양성반응을 보인 시료에 대해서만 Salmonella

속균의 분리를 시도한다면 분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개발 킷트는 증균

시료에서 10분 이내에 결과 판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장비없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향후 축산

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결 론

Salmonella 속균을 신속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면역크

로마토그라피 킷트를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itrate를 이용하여 맑은 선홍색의 colloidal gold 용

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의 흡광도는 529 nm에서 OD

0.963으로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전자현미경으로 약

40 nm 크기의 colloidal gold particles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Salmonella 속균 42종과 E. coli 등 non-Salmonella

12종 등 총 54종을 개발된 킷트에 적용한 결과, 특이도

100%(12/12)와 민감도 97.6%(41/42)의 성적을 얻었다. 

(3) 개발 킷트의 검출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돈육

에 S. enteritidis를 접종하여 증균하였다. 증균 전에는

5.2×106 CFU/ml 이상 되어야 검출이 가능하였으나, 증

균 후에는 5.2 CFU/ml 까지도 검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Salmonella 면역크로마토그라피

킷트는 특이도와 민감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10분 이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었으며, 사용이 용이하고 부대

장비가 필요없어 Salmonella 속균 신속 검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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