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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phylococcal enterotoxin is a very common cause of food poisoning. Conventional 
detection methods for the toxin including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s (ELISAs), 
chemiluminescence (ECL),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ssays require a lot of time, 
efforts, and expert technicians. Lateral flow strip kits have shown great potential for the rapid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The lateral flow strip kit is widely used in clinical settings 
because it is easy to use, fast, and cost effective. A typical lateral flow strip kit uses colloidal 
gold to generate a visual signal. However, the lateral flow strip kit based on colloidal gold has 
limited sensitivity to fulfill food safety regulation requirement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 rapid test kit for pathogenic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EB) in food samples. 
The rapid detection kit was fabricated based on a nitrocellulose lateral-flow strip. Cellulose 
nano beads and SEB antibodies were used as the tag and receptor, respectively, to improve 
the detection performance. Manually spotted SEB antibody and anti-rabbit antibody on the 
surface of the nitrocellulose membrane were used as test and control spots, respectively. The 
feasibility of the rapid test kit to detect SEB in samples was evaluated. The sensitivity of the 
kit was 10 ng/mL SEB spiked in PBS. Additionally, the rapid test kit could detect 1 ng/mL of 
SEB in chicken mea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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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분비하는 장독소를 통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적인 식중독 원인균 중 하나이다(Bae and Park, 2007).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일으키
는 원인 식품으로는 일반적으로 곡류 및 가공품, 복합조리 식품, 유제품 등이 있으며, 황색포도상
구균 독소가 함유된 이들 식품을 섭취할 경우 짧은 시간 내(평균 3시간)에 구토, 설사, 복통과 같
은 증상을 일으킨다(KCDC, 2018).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매년 평균 16.7건, 환자수 6

백여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발생하여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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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MFDS, 2016).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는 20가지 이상이며 이 중 staphylococcal enterotoxin A (SEA)와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EB)가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rina et al., 2010).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는 끓여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
로 열에 매우 강하며, 건조, 냉장, 냉동, 상온 등 대부분의 유통조건에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여 식중독 위험을 내재하
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Cho et al., 2011). 식중독을 일으키기 위한 장독소 최소인체위해용량은 약 100 ng이며, 

이러한 정도의 장독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농도가 105 CFU/g 정도여야 한다(MFDS, 2015).

기존의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시험법은 확인시험 등 과정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대략적인 균의 농도로 독소
량을 추정해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황색
포도상구균 독소를 간편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효소면역측정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한천확산정
량법(gel-diffusion method), 역수신라텍스응집법(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RPLA) 등의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이
들 방법 역시 과정이 복잡하고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를 검출할 수 있는 

신속 검사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측방유동형 간이 진단키트는 저렴한 가격, 신속검사, 높은 감도, 사용의 편이성, 

쉽고 편한 보관 등의 장점 때문에 현장에서 식품안전성을 검사하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간이 진단키
트는 항원과 항체의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기반으로 하며, 나노 금입자, 탄소입자, 실리카 입자, 폴리머, 양자점 등 색을 

띄는 입자를 사용하여 검사 대상의 유무를 확인한다(Posthuma-Trumpie et al., 2009). 이러한 간이 진단키트는 살모넬라 식
중독균(Kim et al., 2011), 곰팡이 독소(Anfossi et al., 2011), 탄저균 포자(Wang et al., 2013)를 검사하기 위해 개발된 바 있다.

측방유동형 간이 진단키트의 검출 성능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항체, 표지용 색입자, 니트로셀룰로오스 막 등이 

있으며, 진단키트의 검출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항체 대용의 압타머, 일반적인 표지물질로 사용되는 금입자를 대체할 

수 있는 탄소입자, 형광입자, 자석입자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5).

본 연구는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B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측방유동형 

간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간이 진단키트의 표준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입자 대신 새로운 표지
물질인 셀룰로오스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간이 진단키트의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B (SEB) 검출 성능은 인산완충 용액 및 식품시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간이 진단키트의 제작 및 검출 원리

간이 진단키트는 완전한 형태의 진단키트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Fig. 1(a)와 같이 결합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셀룰로오스막과 흡수패드로 구성하였다. 검출 시험은 표지물질-항체 결합물 5 µL, 그리고 검출
대상인 SEB와 전처리 물질을 포함하는 버퍼 110 µL를 96구 플레이트에서 30분간 먼저 반응시킨 다음, 진단키트의 한 

끝을 담그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시료 내 SEB 유무에 따라 표지물질-항체 또는 표지물질-항체-독소 결합물이 생성되
고, 이 결합물은 시료 용액과 함께 모세관 현상에 의해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을 따라 흡수패드 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하
는 결합물은 니트로셀룰로오스막에 SEB 검출 항체를 도포한 검사점이나 토끼 단백질 검출 항체를 도포한 컨트롤점에 

포획되어 색을 띄는 점을 형성하게 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의 검사점은 표지물질에 결합시킨 항체와는 다른 종류의 SEB 항체를, 그리고 컨트롤점은 표지
물질에 결합된 항체에 반응하는 anti-rabbit 항체를 각각 도포한 다음 37℃ 에서 1시간 건조하여 형성시켰다. SEB의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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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검사점은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의 가장자리에서 10 mm 떨어진 부위의 중심선 근처에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해 

1 μL의 SEB 항체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SEB 항체는 인산완충 용액에 용해된 1 mg/mL 농도의 것을 사용
하였다. 컨트롤점은 인산완충 용액에 1 mg/mL 농도로 용해시킨 anti-rabbit 항체 용액을 검사점에서 흡수패드 쪽으로 15 

mm 떨어진 위치에 도포하여 제작하였다.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한 SEB 검사 결과는 Fig. 1(b)와 같이 해석된다. 검사점과 컨트롤점 모두 짙은 색의 점이 형성되
면 시료에 검출한계 이상의 SEB가 포함된 것으로 진단되며, 컨트롤점만 짙은 색이 형성되면 시료에 포함된 SEB의 농
도가 낮거나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검사점과 컨트롤점 어느 곳에서도 배경과 구분되는 색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면 항
원 · 항체 결합 실패 등의 이유로 실험이 잘못된 것으로 진단된다.

진단키트 재료 및 시약

SEB의 검출유무를 색으로 나타내기 위한 사용되는 표지물질은 Bioassay work사(MD, USA)의 40 nm 금 나노입자 또
는 DCN 사(CA, USA)의 셀룰로오스 나노입자를 이용하였으며, 색입자와 결합하는 SEB 표지 항체 및 표준 SEB는 Toxin 

technology사(FL, USA)의 것을 이용하였다. 또한 검출부에 사용되는 SEB 포획용 항체는 Sigma사(MO, USA)에서, 컨트
롤점에서 SEB 표지 항체를 포획하는 anti-rabbit 항체는 KPL사(MA, USA)에서 구입하였다. 니트로셀룰로오스 막과 흡수
패드는 Millipore사(MA, USA), 간이 진단키트 전처리를 위해 사용한 Tween-20은 MBcell사(Seoul, Korea), 자당(sucrose)과 

인산완충 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비롯한 기타 시약은 Sigm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검출 실험 방법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한 SEB 검출 실험은 정제된 표준 SEB를 인산완충 용액에 103 - 10-1 ng/g으로 희석시킨 시료를 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rapid detection kit. Sample liquid flows from a sample well to the kit by 
capillary force (a). A positive result is indicated by the two color dot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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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수행하였다. 실제 농식품 시료에 대한 간이 진단키트의 적용 가능성은 닭고기 세척 버퍼에 103 - 10-1 ng/g의 농도
로 접종한 SEB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닭고기 세척 버퍼는 시중에서 구입한 닭 가슴살 부위 25 g을 225 mL의 인산완
충 용액에 넣고 교반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B 검출용 간이 진단키트의 다른 독소에 대
한 선택성은 유사한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인 SEA와 SEC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한 SEB 검출 실험 결과는 탁상형 스캐너(CanoScan Lide 120, Canon, USA)를 이용하여 진단키트
의 영상을 획득한 다음, 색변화가 발생한 검사점의 밝기를 영상처리 프로그램(ImageJ 1.51, NIH, USA)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SEB 검출로 인한 검사점의 색변화는 검사점의 밝기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값에서 주위 배경의 밝기 평균값을 

빼는 방법으로 구하였다. 진단키트의 SEB 검출한계는 SEB가 들어 있지 않은 PBS 또는 닭고기 버퍼만의 시료 검사 결
과 평균값에 3배의 표준편차를 더한 값 이상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SEB 농도로 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금입자를 표지물질로 하는 진단키트를 이용한 SEB 검출

금입자를 표지물질로 사용하여 제작된 간이 진단키트의 SEB 검출 성능은 농도가 다른 SEB (103 - 10-1 ng/g)가 포함된 

인산완충 용액 시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간이 진단키트를 시료와 금입자-항체 결합물이 섞여있는 용기에 담그면 

이 시료용액은 모세관현상에 의해 흡수패드 쪽으로 흐르게 된다.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SEB는 SEB 항체-금입자 결합
물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SEB-SEB 항체-금입자의 결합물을 형성한다. 이 결합물은 니트로셀룰로오스 막의 모세
관현상에 의해 계속 이동하다가 검사점에 이르면 검사점의 또 다른 종류의 SEB 항체에 포획되어 1차 항체-SEB-2차 항
체-금입자의 고리를 형성하고, 금입자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붉은색 점을 형성하였다. 시료용액의 계속적인 이
동에 따라 SEB와 반응하지 않은 SEB 항체-금입자는 컨트롤점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였고, 컨트롤점의 anti-rabbit 항체와 

결합하여 또 하나의 붉은색 점을 생성하였다. 반응을 마친 시료용액은 니트로셀룰로오스 막을 따라 흡수패드 쪽으로 

이동하여 흡수패드에 저장되었다.

실험 결과 Fig. 2와 같이 SEB의 농도 증가에 따라 검사점에 포획되는 SEB-SEB 항체-금입자 결합물의 양이 증가하여 

색이 점차 짙어졌다. SEB의 농도가 100 ng/g일 때부터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점의 색이 진해졌다. 

Fig.2. SEB detection results of the rapid detection kit with gold particle tags (SEBs in PBS solution). SE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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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에 의해 계산된 검출한계의 밝기 차이값은 4.41이었으며, 이 값 이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SEB 농도는 100 ng/

g (밝기 차이값, 2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셀룰로오스입자를 표지물질로 하는 진단키트를 이용한 SEB 검출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룰로오스입자를 표지물질로 사용한 진단키트의 검사 결과는 Fig. 3의 영상과 같이 밝
은 붉은색을 띄었으며, 시료에 포함된 SEB의 농도가 높을 수록 검사점의 색이 짙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인산완충 용
액에 들어있는 SEB를 검출한 실험 결과 Fig. 4와 같이 금입자를 표지물질로 사용한 진단키트의 SEB 검출 결과(Fig. 3) 보
다 낮은 SEB의 농도인 10 ng/g에서 급격한 색 변화를 나타내었다. 영상분석에 의해 계산된 검출한계의 밝기 차이값은 

10.4였으며, 이 값 이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SEB 농도는 10 ng/g (밝기 차이값, 18.0)인 것으로 조사되어 금입자를 표지

Fig.3. Sample image of the rapid detection kit with cellulose particle tags after SEB detection experiment 
(SEBs in chicken extract solution). SE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Fig. 4. SEB detection results of the rapid detection kit with cellulose particle tags (SEBs in PBS solution). SE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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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 사용한 진단키트보다 검출한계를 10배 이상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출성능 향상은 

셀룰로오스입자의 크기(300 - 400 nm)가 금입자(40 nm)의 크기 보다 커서 눈에 더 잘 띄는 색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간이 진단키트의 식품시료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닭고기 세척 버퍼에 103 - 10-1 ng/g의 농도로 희석한 SEB

를 이용하여 검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닭고기 세척 버퍼를 이용한 간이 진단키트의 SEB 검출 실험 결과
도 인산완충 용액에서의 SEB 검출 실험과 마찬가지로, 시료에 포함된 SEB에 의해 검사점의 색변화를 일으켰으며 농도 

증가에 따라 검사점의 색이 짙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닭고기 시료에 포함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의 간섭으로 인한 

검출 성능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산완충 용액의 경우보다도 잡음신호가 없이 검출 신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산완충 용액 시료에서 SEB가 포함되지 않은 대조구의 밝기차이 평균값은 5.3이었으나, 

닭고기 세척 버퍼 시료를 이용한 검출실험에서 대조구의 밝기차이 평균값은 - 0.7로 주위 배경과 구분되는 검사점의 색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닭고기 세척 버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진단키트 검사점의 비선택적 반응
을 감소시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Fig. 3에서 보듯이 닭고기 세척 버퍼에 든 SEB의 농도가 1 ng/g일 때 희미
하지만 검사점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분석에 의해 계산된 검출한계의 밝기 차이값은 1.2였으며, 이 값 이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SEB 농도는 1 ng/g 

(밝기 차이값, 2.6)인 것으로 조사되어 인산완충 용액 시료에서보다 더 낮은 검출한계로 SEB를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셀룰로오스입자를 이용한 진단키트의 SEB 검출 결과는 금입자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의 검
출실험 결과인 10 ng/g (Gholamzad et al., 2015)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의 최소량은 100 - 1 µg/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FDS, 201), 개발된 진단키트의 검출한계는 식품에 포함된 

SEB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 이하로 검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셀룰로오스 나노입자의 가격은 금입자와 차이가 없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성능이 더 우수한 진단키트를 제
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입자는 하나의 색만을 나타내지만 셀룰로오스 나노입자는 붉은색, 파란색, 녹색 

등 다양한 색들이 있어 복수의 검출 대상물을 동시에 검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진단키트는 외식업체, 대량급식

Fig. 5. SEB detection results of the rapid detection kit with cellulose particle tags (SEBs in chicken extract 
solution). SE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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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에서 신선도가 의심스러운 식품 재료를 사전 검사하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물질을 파악하여 신
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키트의 선택성 구명

SEB 검출용 간이 진단키트의 검출 대상이 아닌 다른 독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검출 대상과 유사한 황색포
도상구균 독소 A (SEA) 및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C (SEC)를 닭고기 세척액에 희석한 시료를 이용하여 검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제 식품 시료에 희석한 SEA 및 SEC를 이용한 선택성 실험 결과는 Fig. 6과 같이 SEB용 간이 진단키트에는 이들 독
소들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농도가 1,000 ng/g일 때 SEC가 미세하게 검출되
었으나, SEB와의 밝기 차이값이 1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진단키트가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B만을 선택적으
로 검출함을 확인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물질인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간이 진단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간이 진단키트는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의 모세관현상을 이용하는 측방유동형을 이용하
였으며, 독소의 오염에 따라 색변화를 일으키는 표지물질로는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금입자와 검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셀룰로오스입자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간이 진단키트의 황색포도상구균 독소(SEB) 검출 성능은 인산
완충 용액 또는 닭고기 세척액에 농도별로 희석한 표준 SEB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Fig. 6. Selectivity test results of the SEB rapid detection kit against SEA and SEC (Staphylococcal enterotoxins 
are in chicken extract solution). SE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EA, staphylococcal enterotoxin A; SEC, 
staphylococcal enterotox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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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입자를 표지물질로 이용한 간이 진단키트의 SEB 검출한계는 100 ng/g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룰로오스입자를 표지물질로 이용한 간이 진단키트의 SEB 검출한계는 인산완충 용액 및 닭고기 세척액 시료
에 대하여 각각 10 ng/g 및 1 ng/g로 나타났다. 셀룰로오스 입자를 표지물질로 사용하였을 때 금입자를 표지물질로 사용
하였을 때보다 검출성능이 향상되었으며, 개발된 간이 진단키트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SEB의 최소량보다 작은 농도의 

독소를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개발된 SEB용 진단키트는 SEA 및 SEC와 같은 유사 독소에 의한 교차반응 없이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B만을 선
택적으로 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어젠다사업(과제번호:PJ009987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Authors Information
Giyoung Kim, https://orcid.org/0000-0002-5186-3223

Jinyoung Yoo,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esearch Assistant

Saetbyeol Park,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esearch Assistant

References
Anfossi L, D’Arco G, Calderara M, Baggiani C, Giovannoli C, Giraudi G. 2011. Development of a quantitative 

lateral flow immunoassay for the detection of aflatoxins in maize. Food Additives & Contaminants Part 
A 28:226-234.

Bae HJ, Park HJ. 2007. Hazard analysis of Stpahylococcus aureus in ready-to-eat sandwich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6:938-943. [in Korean]

Cho YS, Lee JY, Lee MK, Shin DB, Kim DH, Park MK. 2011. Prevalence and characteriza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pathogenic factors isolated from various food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43:648-654. [in Korean]

Gholamzad M, Khatami MR, Ghassemi S, Malekshahi ZV, Shooshtari MB. 2015. Detection of 
Staphylococcus enterotoxin B (SEB) using an immunochromatographic test strip. Jundishapur Journal 
of Microbiology 8:e26793.

Irina VP, Ellen JB, Victor ER. 2010. Staphylococcal enterotoxins. Toxins 2010:2177-2197.
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 2018. Preven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food 

poisoning. Accessed in http://www.cdc.go.kr/CDC/cms/content/mobile/15/49915_view.html. on 17 
April 2019. [in Korean]

Kim G, Lim JG, Mo CY. 2015. A review on lateral flow test strip for food safety.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40:277-283.

Kim G, Yang G, Park SB, Kim YH, Lee KJ, Son JY, Kim HJ, Lee SR. 2011. Rapid detection kit for Salmonella 
typhimurium.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36:140-146.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Risk assessment of Staphylococcus aureus in gimbap. 
MFDS, Cheongju, Korea. [in Korea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3) September 2019 557

Development of cellulose nano beads based a rapid detection kit to detect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Hazardous material handy handbook-Staphylococcus 
aureus. MFDS, Cheongju, Korea. [in Korean]

Posthuma-Trumpie GA, Korf J, Amerongen A. 2009. Lateral flow (immuno) assay: It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A literature survey. Analytical and Bioanalytical Chemistry 
393:569-582.

Wang DB, Tian B, Zhang ZP, Deng JY, Cui ZQ, Yang RF, Wang XY, Wei HP, Zhang XE. 2013. Rapid detection 
of Bacillus anthracis spores using a super-paramagnetic lateral-flow immunological detection system.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42:661-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