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발병 조사:
버섯 (2020 년 3 월)
에프디에이 (FDA)는 소비자가 리콜 (재수거)되는 농산품을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2020 년 3 월 10 일

추천사항
2020 년 3 월 9 일에 선홍 식품 (Sun Hong Foods, Inc.)은 한국에서 수입해온 팽이 버섯을 모두 리콜
했습니다. 미시간 농업 및 외지 발전국 (Michigan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이 버섯의 샘플에서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가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후에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홍 식품에서 판매된 팽이 버섯은 7.05 oz/200 g 용량의 투명한 플라스틱에 포장되었고 초록색으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초록색 선홍 식품이라는 글씨는 포장 뒷편에 바코드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유피씨 (UPC) 코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다: 7 426852 625810. 리콜된 제품은
캘리포니아, 플로리아, 일리노이, 오레곤, 그리고 텍사스의 다음의 상점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제이 앤 앨
(J&L) 수퍼마켓, 저스고 (Jusgo) 수퍼마켓, 지타오 (Ztao)마켓, 뉴상 (New Sang) 수퍼마켓, 갤러리아
(Galleria) 마켓. 회사에 의하여 판매된 곳이 확인되었지만, 제품은 더 멀리 판매되어 추가적으로 다른 주와
상점에 분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드시면 안되고, 냉장고를 검토하여 선홍 식품에서 나온 리콜되고 있는 팽이 버섯은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상점들은 선홍 식품에서 판매된 리콜되고 있는 팽이 버섯은 팔거나 대접하면 안됩니다.
현재 감염 위험이 높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면역 체계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임산부나 신생아
포함)은 선홍 식품에서 파는 리콜된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온 팽이 버섯을 드시면 안됩니다.
소비자, 음식점, 상점,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분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팽이 버섯은 버려야 하며,
드시거나 팔거나 대접하면 안됩니다.

배경
에프디에이 (FDA), 씨디에이 (CDA), 그리고 주 및 지역 담당자들은 현재 여러 주에서 발병되고 있는 팽이
버섯과 관련된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감염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길고 가는
흰색의 버섯으로, 주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팽이 버섯은 특히 동아시아 음식에서 인기가
있으며, 에노키테이크, 금 바늘, 후투, 혹은 백합 버섯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 및 지역의 공공 건강 공무원들은 아픈 분들을 인터뷰하여 한 달전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물어봤습니다.
22 명 중 12 명 (55%)이 버섯 (팽이 버섯, 큰 양송이 버섯, 흰 양송이 버섯, 버튼 버섯, 크레미니 버섯, 목이
버섯, 마이타케 버섯, 굴 버섯 포함)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선홍 식품에서 판매된 팽이 버섯 안에
들어있는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가 현재 발병되고 있는 감염원과 유전자적으로 일치됨이 미시간
농업 및 외지 발전국에 의하여 시험되고 밝혀졌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나오는 대로 제공될 것입니다.

유용한 링크
•
•
•
•
•
•

상점을 위한 일반적인 음식 안전 관련한 조언
소비자를 위한 일반적인 음식 안전 관련한 조언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어떤 농산품이 리콜되고 있는가?
리스테리아란 무엇이가?
씨디씨 (CDC) 발병 페이지

발병 통계
총 환자: 36
입원: 30
사망: 4
발병 시작 기간: 2016 년 11 월 23 일 – 2019 년 12 월 13 일
발병 주: 아리조나 (2), 캘리포니아 (9), 플로리아 (2), 하와이 (3), 인디아나 (1), 켄터키 (1), 메사츄세츠 (2),
메릴랜드 (2), 미시간 (1), 몬타나 (1), 노스 캐롤라이나 (1), 뉴저지 (1), 네바다 (1), 뉴욕 (4), 로드 아일랜드
(1), 테네시 (1), 버지니아 (3)

상점을 위한 일반적인 음식 안전 관련한 조언
상점 그리고/혹은 다른 음식 서비스 직원들이 리콜되는 음식이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시설
내에서 다루었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
•

•
•
•

지역의 건강 담당 부서에 연락하고 소비자들에게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십시오.
냉장고, 도마, 작업대, 그리고 부엌 기구들의 안쪽 벽과 선반을 씻으시고; 1 테이블스푼의 염소
표백제과 뜨거운 물 1 갤론을 섞은 용액으로 소독하시고; 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페이퍼 타올이나
천으로 말리십시오.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다루고 저장했던 표면들을 씻고 소독하십시오.
씻고 소독한 후에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십시오.
2 차 오염을 맊기 위하여, 음식을 다룰 때 사용하는 도마와 부엌 기구들을 자주 씻고 소독하십시오.

소비자를 위한 일반적인 음식 안전 관련한 조언
리스테리아병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소비자들은 음식 관련한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

•
•

냉장고, 도마, 작업대, 그리고 부엌 기구들의 안쪽 벽과 선반을 씻으시고; 1 테이블스푼의 염소
표백제과 뜨거운 물 1 갤론을 섞은 용액으로 소독하시고; 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페이퍼 타올이나
천으로 말리십시오.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다루고 저장했던 표면들을 씻고 소독하십시오.
씻고 소독한 후에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십시오.

소비자들은 또한 음식 관련하여 자원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불만 혹은 부정적인 사고 (아프거나 심한
알러지 증상)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증상을 경험하시는 소비자들께서는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증상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불만이나 부정적인 사고 (아프거나 심한 알러지 증상)을 알려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
•

귀하의 문제에 대해 직접 직원과 통화하고 싶으시면, 에프디에이 (FDA)의 소비자 불만 담당자
(Consumer Complaint Coordinator) 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온라인으로 전자 자원 메드워치 서류 (electronic Voluntary MedWatch form) 를 작성하십시오.
자원 메드워치 서류 (Voluntary MedWatch form)를 작성하여 에프디에이 (FDA)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www.fda.gov/fc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소비자 및 사업 관련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자메일로 질문하십시오
이메일로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트위터 (Twitter)로 저희를 팔로우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