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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he forensic significance of the diatom test in diagnosing death due to
drowning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as diatoms are detected in the
non-drowning cases as well. This false positivity may originate from the antemortem as well as postmortem penetration of the diatoms into the bodies.
Another problem with the diatom test is the lack of standardization among the
different kinds of diatom extraction and identification methods. The author first
reviewed the progress in the methods used in the diatom test and then studied
the historical arguments in the diagnosis of drowning. Lastly, the research trend
in the diatom test since 2000 was evaluated by classifying the manuscripts
searched using the keyword “drowning and diatom” on PubMed. Recent studies
tend to support the reliability of the diatom test in the diagnosis of drowning
wh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re performed properly with
maximum possible reduction in contamin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tes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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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수중시체가 발견된 경우 사망원인을 익사로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익사의 전형적인 소견인 입, 코 및 기도에 잘고, 흰
포말은 부패가 시작되면 사라지게 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익사 여부에 대
한 판단은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된다. 익사를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조직학적, 혈액학적, 화학적인 방법
등 다양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진단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익사에서 규조류 검사는 1904년 Revenstorf가 처음
pISSN 238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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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도한 이후[1], 익사의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어 오고
있다. 규조류는 2 μm에서 2 m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분포
하는 단세포 조류로, 대표적인 식물성 플랑크톤이며, 독특한
다공성 실리카 껍질(frustules) 형태에 따라 분리하였을 때
약 10만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 규조류는 염
수와 담수에 서식하는 종이 다르며, 통상 수질 오염도를 평가
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규조류 검사는 실리카 껍
질이 강산에 쉽게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다. 익사로 추정되
는 경우 익수매질(drowning media)과 인체 조직에서 동일
한 종의 규조류의 검출은 익사 지역을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익사를 진단하는 데 이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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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류 검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위음
성과 위양성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위음성은 입수 후 매우
짧은 시간 내 사망하거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규조류 양의
변화로 인해 상당수 익사 사례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양성
인데, 수중시체에서 사후 오염에 의해 위양성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수중시체에서도 규조류가 검출될 수도 있다
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양성 때문에 익사의 진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규조류 검사의 또 다른
문제는 방법, 동정 및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없이
각 실험실마다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 연구결과
들을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규조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익사 진단에서 규조류 검사의 방법, 위양성에 대
한 논란 및 최신 연구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규조류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실제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
였다.

본

론

1. 규조류 검사 방법
익사에서 규조류 검사의 이론적 근거는 생존한 상태에서 입
수하여 물을 흡입하게 되면 물에 포함되어 있는 규조류가 폐
포에 도착하게 되고, 이후 규조류가 폐포-모세혈관 벽을 뚫고
혈액을 따라 순환하여 전신 장기에 분포한다는 사실에 기반
을 두고 있다[3]. 따라서 규조류 검사는 일차적으로 폐 조직
을 대상으로 하며, 이차적으로 주요 순환장기인 간, 신장, 뇌
및 골수에서 규조류를 검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장기에서 규조류를 검출할 수 있지만 이 중 골수가 오염에 의
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4,5]. 장기 조직에서 규조류를
검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조직이 아닌 체액, 예를 들면
접형동 체액에서 폐 조직에서 보다 많은 규조류를 검출하였
다는 보고도 있다[6].

(1) 직접 검출방법
장기 조직에서 규조류 검사는 먼저 조직의 유기조직을 소화
시킨 후 남아 있는 규조류를 직접 검출하여 관찰하는 전통적
인 방법과 간접적으로 규조류의 DNA를 대상으로 존재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에
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직접 검출법을 이용하고 있다. 직접 검
출하는 방법 중, 조직을 태운 뒤 나오는 재에 포함되어 있는
규조류를 검사하는 회화법(ashing method)도 오래 전에 소
http://www.kjlm.or.kr

개되었지만[7], 현재 대부분의 규조류 검사는 장기 조직을 화
학 및 효소적으로 소화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1) 추출법
장기 조직에서 규조류 검사 과정은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조직을 소화시켜 규조류만 추출하는 단계, 원심분리 또는 막
투과를 이용하여 규조류를 포집하는 단계, 광학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규조류를 확인하고 동정하는 단계로 구
성된다. 추출법으로는 질산과 같은 강산으로 조직을 소화시
킨 다음 규조류를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고, 이
후 proteinase K를 이용한 효소성 조직 소화법, 용해보조제
(solubilizer)인 Soluene-350 처리법 등이 추가되었다[8].
조직 소화법 종류에 대한 내용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
중 강산처리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조류 추출만을 위
해 톨루엔에 4차 수산화암모늄이 포함된 용액으로 구성된
Soluene-350을 개발하여 규조류 검사에 적용하기도 하였는
데, 이 용액은 담수의 규조류 검출에 도움을 주지만 해수 규
조류의 실리카 껍질을 용해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8,9], 최근 문헌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강산처리법 중 질산을 이용한 규조류 추출방법은 1940년
대 후반부터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질산 소화법은 경비가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Table 1. Types of digestion methods used in diatom test
Type

Main
constituent

Facilitatora)

Selected
reference

Strong acid
Nitric acid

-

Nitric acid

Hydrogen peroxide

Nitric acid
Nitric acid

Disorganization can
Microwave, hydrogen
peroxide
-

[17]
[18]

-

[11]
[12]

Proteinase K

-

[13]

Proteinase K

Hydrochloric acid

[14]

Papain

Hydrochloric acid

[15]

Soluene-350

Ultrasonic irradiation

[16]

Soluene-350

-

Hydrochloric
acid
Sulfuric acid
Lefort Aqua
Regia solution

[7]
[8]

[10]

Enzyme

Solubilizer
[9]

a)

Facilitators; reagents or instruments facilitate the process of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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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자나 실험실에 모
두 위험하며 규조류를 일부 파괴할 수 있다. 질산과 함께 과
산화수소를 첨가하여 질산의 조직 소화법을 촉진시키는 방법
을 사용하기도 한다[8]. 질산 대신에 다른 강산을 사용하기도
하는 데, 20% 염산을 이용한 방법이 좀 더 간단하고 조직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연구도 있으며, 황산을 이
용해서 조직을 소화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10,11]. 또한 질
산과 염산을 3:1로 혼합하여 만든 용액인 Lefort Aqua Regia
Solution이 통상의 강산 소화법보다 소화력이 높았으며, 규
조류의 구조도 거의 손상이 없이 유지되었다는 보고를 하였
다[12].
1993년 Kobayashi 등[13]은 proteinase K를 이용하여
조직을 소화시키는 방법을 처음 소개하였는데, 강산처리법
에 비해 단순하고, 안전하며 강산처리법에 의해 파괴되는 동
물플랑크톤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Hong 등[19]은 proteinase K 소화법을 적용해서 해수에서
규조류를 검출한 결과 전통적인 강산처리법에 비해 높은 회
수율을 보였으며, 규조류의 형태가 잘 보존되었다고 하였다.
Ming 등[8]의 연구에 의하면 강산처리법, Soluene-350 처
리법, proteinase K 처리법 중 조직 소화 능력에 있어서는
proteinase K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한편
proteinase K 소화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줄이
기 위해 강산인 염산을 추가하여 3시간 내 규조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방법이 고안되기도 했다[14]. 최근에는
papain의 단백분해효소의 능력을 이용해서 조직 소화를 촉
진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proteinase K 소화법보다 더 우수한
소화력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강산법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
고, 덜 위험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 주
목이 된다[15].
기존의 강산처리법에 의한 조직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초음파조사(ultrasonic irradiation)를 추가로 사용하기도 하
였다[16]. Yange 등[17]은 열과 압력에 저항하는 테플론 깡
통을 제작하여 얇게 자른 조직과 강산을 내부 용기에 넣고 스
크루로 닫은 후, 일정 시간 깡통을 120℃에 두어 강산 소화법
의 효과를 증강시켰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강산처리법에 특
별히 고안한 마이크로파 소화 시스템(microwave digestion
system)을 추가하여 조직 소화를 촉진한 방법도 고안되었다
[18,20,21].

2) 포집 및 관찰법
통상의 규조류 포집은 조직을 소화시켜 남은 용액에 증류수
를 넣고 저속원심분리기로 2,500-4,000 rpm, 15-25분간 원
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버리고 남은 침전물을 모으는 순서
로 이루어진다. 원심분리를 통한 규조류 포집법이 상당한 양
의 규조류 소실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직 소
https://doi.org/10.7580/kjlm.2020.4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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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용액을 4,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를 하여 상층액을
버리면 30% 이상의 규조류의 소실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0]. 이러한 원심분리로 인한 규조류 소실을 줄이기 위
해 자체적으로 고안한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나일론 막에 규
조류를 흡착시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려는 시도가 있
다[18,20,21].
포집된 규조류를 관찰하는 방법은 원심분리 후 침전물을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한 다음나프락스(Naphrax)로 봉입하
여 단순 광학현미경 또는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광학현미경에서 어떤 배율로 관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크기가 매우 작은 규조류가 골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유침법(oil immersion)으로 1,000
배 시야에서 규조류 뚜껑(배각, valve)이나 뚜껑 절편을 동
정하여 수를 세고, 최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고 하였다[22]. 광학현미경보다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규조
류를 관찰하는 것이 해상력이 더 좋으며, 가장 작은 규조류
나 규조류 절편을 동정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18,20,21,23]. 관찰된 규조류의 종류를 분류하는 일은 통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규조류
를 도말한 슬라이드를 스캔한 파일을 통해 자동으로 종류를
분류하려는 시도인 Automatic Diatom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DIAC)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24]. 하
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저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법의학적
규조류 시료를 대상으로 자동 분류법을 적용하는 일은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통상의 강산 처리법으로
만든 규조류 도말 슬라이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
여 규조류를 동정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규조류 정량에
숙련된 5명의 법의병리의사들과 견줄 정도의 수행력을 보였
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 향후 규조류 동정에서 인공지능의 역
할이 주목된다[25].

3) 익사를 진단할 수 있는 양적 기준
익사를 진단하는 규조류의 양적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리고, 규조류 검사에서 폐 이외에 어떤 장기를 검사해야 하
는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폐, 혈액 및
골수를 검사해야 하고, 위, 십이지장 내용물, 신장 및 간을 대
체 시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2]. 특정 장기에 규
조류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연구부터 위양성으로 인해 규조류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연
구들도 있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규조류
검사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양적 기준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Auer와 Mottonen [26]은 폐 조직에서 현미경 슬라이드
개당 20개 이상의 규조류가 관찰되면 익사로 진단할 수 있
는 양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Farrugia와 Ludes [27]는 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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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ntitative criteria of positive diatom test in drowning proposed by researchers
Study
Auer and Mottonen [26]
Farrugia and Ludes [27]

Lung
Bone marrow
(weight and volume digested)
(weight digested)
≥20/slide (10 g)
≥20/100 μL of a pellet
sediment (2 g)

-

>5/100 μL of a pellet
>5/100 μL of a pellet
sediment with complete sediment in brain, liver,
diatom (2 g)
kidney, with complete
diatom (each 2 g)
>1/slide (~50 g)
-

Digestion/identification
method
Nitric acid+hydrogen
peroxide/LM
Nitric acid and proteinase
K/LM

Nitric acid/LM
Nitric acid+hydrogen
peroxide/ MD-VF-Auto SEM
method
>10 in liver or kidney
Nitric acid+hydrogen
Shen et al. [29]
(each 10 g)
peroxide/MD-VF-Auto SEM
method
LM, light miscroscopy, L/D ratio, the ratio of diatom numbers in the lung tissue (L) and the drowning medium (D); MD-VF-Auto SEM method,
microwave digestion-vacuum filtration-automat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ollanen et al. [36]
Zhao et al. [28]

L/D ratio >1 (2 g lung,
10-50 mL drowning media)

Other organs
(weight digested)

직 2 g에서 추출한 침전물 100 μL당 최소 20개 이상의 규조
류가 검출될 때, 그리고 뇌, 신장, 간 및 골수 조직 각각 2 g에
서 추출한 침전물 100 μL당 완전한 형태의 규조류가 5개 이
상일 때 익사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Pollanen [5]는 골
수 조직에서 현미경 슬라이드 개당 1개 이상의 규조류만 검출
되어도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Zhao 등[28]의 연구
에 의하면 폐와 익수매질에서 규조류 수를 비교한 L/D ratio
가 1 이상인 경우 익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Shen 등[29]
은 간 또는 신장 각각 10 g에서 10개 이상의 규조류가 검출되
면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4) 익수 위치 추정을 위한 질적 분석
규조류 검사를 통한 익사의 진단은 수중시체에서 관찰되는
규조류의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익수매질에 있는 규조류 무
리와의 질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수중시체 내부
장기에서 존재하는 규조류와 익수 추정 장소의 익수매질에
있는 규조류 무리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는 익수 추정 장소의 물이나 돌을 문질러서 얻은
물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에 물 표본이 여
의치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기관의 규조
류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30,31]. 이런 경우
규조류 농도는 계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달에 가장
흔한 5종의 규조류 프로파일을 만들어 폐에서 발견된 규조류
와 익수 추정 위치의 규조류 무리와 비교한다. 폐와 익사매질
에서 규조류의 질적 분석은 가장 흔히 관찰되는 규조류의 상
대적 분포를 단순히 비교하여 일치율(concordance)을 구하
는 경우도 있다[31]. 좀 더 심층적인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장
기에서의 규조류와 익사매질의 규조류 사이의 유사도 지표
를 이용한다. 이러한 유사도 지표로 두 시료사이의 종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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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표인 종 지수(species index)와 두 시료 사이의 상대적
인 발생 유사도 지표인 종우점도 지수(dominance identity
index)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비교한다[22].

(2) 기타 규조류 검출 방법
2013년 Seo 등[32]은 심장혈에서 무질서유발제(chaotropioc
agent)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조류 껍질의 DNA 결합력을
이용하여 혈액에서 규조류를 확인하고 정제하는 방법을 시
도하기도 하였다. 직접 규조류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하는 대
신에 유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 중합요소연쇄반응-변성 구배 젤 전기영
동(polymerase chain reaction-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실험동물 익사체의 장기에서 플
랑크톤 16S rDNA를 검출한 연구도 있으며, 18S rDNA 서열
을 바코드 유전자(barcode gene)로 하여 규조류를 종 수준
으로 분석하여 분류하는 연구도 있다[33,34].
2. 규조류 검사에 대한 논란
익사에서 규조류 검사의 의의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
어 오고 있다. 규조류 검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연대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비판적인 견해
규조류 검사의 논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익사가 아닌 사
례에서도 규조류가 검출된다는 점이다. 1963년 Spitz와
Schneider [35]는 비익사군 22예 중 21예의 간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었고, 동물실험에서도 규조토가 포함된 사료를 먹인
경우 90%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었으며, 방사능 검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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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필터 밴드에서도 규조류가 검출되어, 익사에서 규조류
검사는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1979년 Gylseth와 Mowe [37]
는 규조류의 구성 성분인 실리카는 절연체로 광범위한 소비
재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소비재가 파손되는 경우, 규조토
채광, 생산을 통해 노출되는 경우에 실리카가 폐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에서 규조류가 검출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익사
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익사에서 규조류 검사에 대
해 부정적인 면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1983년 Foged [38]
의 연구에 의하면 익사군 4예, 비익사군 4예 모두에서 폐, 신
장, 간, 척주 및 대퇴골 골수에서 규조류가 검출되며, 익사군
과 비익사군에서 검출되는 규조류의 무리 구성에 어떤 차이
도 없는 소견으로 보아 인체 장기에는 정상적으로 규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조류 검사가 익사의 진단 도구로서는 사
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였다.

(2) 긍정적인 견해
1967년 Neidhart와 Greendyke [39]는 익사체 43예 중 36
예의 폐에서, 익사체 19예 중 8예에서 간 또는 신장에서 규조
류가 검출되었으나, 비익사체 15예에서는 폐 또는 다른 장기
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78년 Peabody
[40]는 골수에서 검출되는 규조류의 수는 항상 매우 적기 때
문에 골수에 규조류가 존재하는 것은 익사에 의한 사망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1988년 Auer와 Mottonen [26]는 익사하
였거나 익사로 추정되는 107예, 대조군 15예를 대상으로 규
조류 검사를 한 결과 폐를 제외한 장기에 규조류가 발견되면,
폐에서도 규조류가 발견되었고, 폐에 규조류가 없으면 다른
장기에서도 규조류가 없었으며, 질병으로 사망한 대조군에서
는 규조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94년 Ludes 등[7]
은 부패된 침수(immersed) 시체의 대부분에서 규조류가 존
재하였지만 익사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대조군 모두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단일 사례 연구로 가장 많은 예를 분석한 1997년 Pollanen
등[36]의 연구에 의하면 738예의 담수 익사, 33예의 생활용
수 익사 사례를 대상으로 대퇴골 골수에서 규조류를 검사한
결과, 담수 익사 사례의 28%, 생활용수 익사의 12%에서 대퇴
골 골수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었으며, 규조류 검출 빈도는 익
수매질의 월별 규조류 양의 변이와 상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이는 높은 위음성은 오히려 위양성이 드물다
는 것을 반증하고, 규조류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생활용수 익사
예에서는 음성 결과를 보였으며, 동일한 물에 익사한 경우 골
수에서 동일한 규조류 종을 보인다는 근거를 들어 익사의 진
단에 규조류 검사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2011년 Bortolotti 등[41]은 수중시체 20예를 조사한 결과
모든 예의 폐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었고 6예에서는 흉골에서
검출되었지만, 비익사군 45예 모두에서 폐와 흉골에서 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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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검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013년 Lunetta 등[42]
의 연구에 의하면 비익사군 14예 중 6예에서 단지 9개의 규
조류를 검출하였는데, 6예 모두 단일 장기에 양성을 보였다.
9개의 규조류 중 6개는 골수, 2개는 폐, 1개는 흉수에서 검출
되었으며, 뇌, 간, 신장,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
다. 2019년 Shen 등[29]은 MD-VF-Auto SEM (microwave
digestion- vacuum filtration- automated scanning
microscopy) 방법으로 규조류 검사를 시행하여 비익사군
20명 중 6명의 간에서 규조류가 검출되었고, 신장에서는 20
명 중 7명에서 검출되었으나, 익사군에서 검출된 규조류 숫자
와 분명한 통계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익사군에서의 위
양성 문제가 규조류 검사의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

(3) 위양성의 원인
규조류 검사에서 나타나는 위양성은 생전에 규조류가 개체에
침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침수되는 동안 규조류에 오염되는
것과 규조류 검사 준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생전에 규조
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 조직에 접근할 수 있다. 규조
류 함량이 높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
면서 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채소나 조개류와 같이 규조류
가 풍부한 음식물이나 규조류가 풍부한 음료수를 섭취함으로
써 위장관 흡수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43]. 단순히 물을 마심으로 인해 규조류가 위장관을 통해
흡수가 가능하다는 가설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제
시되었지만, 실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42].
공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조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35,38]. 호기성 규조류나 비활성 화학물질로 사용되는 규조
토를 흡입하거나, 규조류가 포함된 시가를 피움으로 인해 인
체 내 들어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39,44]. 규폐증 노동
자들의 폐에서 규조류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규조류
를 흡입하고 폐에 국소화되어 진폐증은 생기지만 규조류가
말초 장기로 확산이 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42].
수영이나 잠수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물을 흡입하는 경우
에 익사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규조류가 검출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45,46].
사후에는 오랫동안 침수된 경우, 수압이 높은 곳에 시체가
놓여 있는 경우, 부패된 시체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규조류가
침투될 수 있다. 사후 침수로 인해 규조류가 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폐에 규조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침수 전에 희생
자가 생존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39]. 하
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폐에서 규조류가 검출되는 소견은 익
사의 강한 증거이며, 폐에서 슬라이드당 20개 이상의 규조류
가 있으면 익사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4,26]. 사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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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연구 경향

조류의 침투 여부를 알기 위해 실제 시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Lunetta 등[42]의 연구에 의하면 5구의 시체에 배양된 규
조류를 기관지절개술을 통해 주입하여 관찰한 결과 흉막강과
왼쪽 심장 혈액에서는 규조류가 소수 보였으나, 내부 장기에
서는 관찰되지 않아 사후 규조류가 혈액까지는 갈 수 있으나
말초 장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규조류 검사를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다.
희생자의 의류, 체표면, 내부 장기 사이에 부주의한 시료채취
과정, 분취액 또는 소화된 조직을 슬라이드에 옮기는 과정에
서도 오염될 수 있다.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오염원으
로 실험 기구, 장갑, 종이, 물, 시약, 수돗물 등이 인정되고 있
다[22,42,47]. 실험에 시용되는 시약에 있어서의 오염 정도는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
다[4,7,26,47,48]. 검사 과정에서의 규조류에 의한 오염을 피
하는 것이 규조류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모
든 시료는 부검 시작할 때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채취되어야
한다[22]. 희생자의 옷이나 피부로부터 장기를 보호해야 하
며, 모든 시약과 유리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규조류가 없다
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안 된 시료를 수집해야 한다.
규조류의 외피골격(exoskeleton)은 염기 복합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료 유리 용기는 수산화나트륨으로 사용하기 전에
세척해서 오염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49].

2000년부터 2019년까지 PubMed에서 “drowning and
diatom”으로 검색된 논문은 총 106편으로 본문이 영어
가 아닌 논문, 수의학과 관련된 논문, 초록이 없는 것, 논평
(comment), 오자(erratum)를 제외한 74편의 논문을 유형,
주제 및 연대별로 분류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74편 중
규조류 검사가 포함된 논문은 56편이며, 규조류 외 다른 수중
미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18편이었다. 규조류에 관
한 논문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 동안 5편에 불과
하였으나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5년간 23편으로 증가
하였다. 논문의 유형을 보면 원저 45편, 증례 8편, 종설 3편이
었다. 원저 45편 중 3편은 규조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논
문이었으며, 규조류 검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
은 42편이었다. 42편을 세분해서 보면 추출방법에 대한 논문
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량의 사례 분석을 통한 규조류
검사의 의의를 다룬 논문이 8편, 익수매질에서 규조류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논문이 6편, 규조류 확인에 유전적인 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5편, 새로운 동정 기술에 관한 논문 4편, 다량
의 익사 사례에서 규조류 검사를 단순 적용한 논문 3편, 시료
준비 과정에 대한 논문 2편, 규조류 검사의 해석에 대한 논문
이 2편으로 나타났다.
종설 3편 중 2편이 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
으며 그 내용 중에 규조류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규조류
검사는 한계는 있지만 부검 소견과 함께 규조류 검사를 익사
의 진단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50,51]. 익사에

Table 3. Analysis of research papers indexed on PubMed searched as “drowning and diatom” during the year 2000-2019
Type of
manuscript

Main content

No. of articles during the year 2000-2019

Subtotal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Drowning

-

1

-

1

-

Diatom test

1

-

-

-

-

Review

Total
3

Original article

45
Digestion method

-

3

3

6

12

Multi-case analysis with diatom test

1

0

3

4

8

Diatom database

1

-

3

2

6

Genetic identification

-

-

3

2

5

New identification technique

-

-

1

3

4

Simple diatom test in multi-case study

-

1

1

1

3

Sample preparation technique

1

-

1

-

2

Interpretation

-

1

-

1

2

Others

-

1

-

2

3

Case report

1

3

3

1

-

8

Total

5

10

18

23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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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조류 검사에 대한 종설 논문에서는 기존의 알려진 위양
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규조류 검사
의 판독에 있어서 주사전자현미경의 도입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23]. 원저에서는 규조류 검사 중 오염에 주의를 요
하는 연구도 있지만, 대량 사례 분석 및 시체 실험을 통한 연
구들은 위양성의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조류 검사의
신뢰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11,28,29,41,42]. 한편 익사
에서 규조류 검사가 음성인 경우에 보완적인 의미를 두기 위
해 규조류 외 다른 수중 미생물의 검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결

론

익사의 진단에 규조류 검사가 소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신
뢰도 측면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규조류 검사에 대한 문
헌들을 고찰해보면 여전히 규조류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검사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규조류 검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양성의 문제인데 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위양성의 문제가 익사에서 규조류 검사의 장애
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익사에서 규조류 검
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사 전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검을 할 때
규조류 오염을 피하기 위한 술식에 따라 조직을 채취해야 하
며, 규조류 추출 과정에 사용되는 기구, 시약 및 물에 대한 체
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와 같이 위양성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부검
과정이나 실험실 조건하에, 골수와 같이 오염의 영향을 덜 받
을 것으로 생각되는 심부 장기에서 일정 수준의 규조류가 검
출되면 익사의 진단에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의병리의사들은 검사 방법의 진전, 위양성에 대한
논란 및 최근 연구경향을 잘 이해하면서 규조류 검사를 익사
의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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