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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의 잠정적 위험식품에 접종된 Staphylococcus aure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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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model the kinetics of S. aureus survival on high risk foods in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After inoculating S. aureus ATCC25923 onto the various high risk foods, the effects of competitive micro-
organism, storage temperatures(25℃, 35℃), and initial contamination levels (1.0×102 CFU/g, 1.0×105 CFU/g) on the 
growth of S. aureus were investigated. Lag time decreased and specific growth rate increased with a storage temperature 
(25℃<35℃) and with a higher initial inoculation level (1.0×102 CFU/g<1.0×105 CFU/g). Previously it was shown that 
S. aureus is a weaker competitor than other organisms, but it proliferates aggressively in a noncompetitive environment. 
However, in our study, when S. aureus was used to inoculate japchae (glass noodles with sautéed vegetables) and meat 
ball, the growth of S. aureus was similar and more active with competitive organisms than that 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Regardless of other factors, the initial level of S. aureus was a more significant factor of the growth. High 
inoculation levels of S. aureus were reached at 6 log CFU/g within 3 hours. An incubation temperature of 35℃ and the 
animal protein component of menu items also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of S. aureus. 
Therefore, the duration of time meals are stored before serving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control point. Food 
service providers must control time and temperature to insure the safety of cooked foods.
Key words: Staphylococcus aureus, inoculation study,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growth curves, high risk foods

†Corresponding author: Tong-Kyung Kwa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Yonsei University
Tel: 02-2123-3120
Fax: 02-2123-8127
E-mail: kwaktk@yonsei.ac.kr

I. 서 론

식중독은 지난 20년간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보건 및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식중독 발생은 위생에 

관한 의식과 관리 수준이 사회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미

국과 선진 유럽국가에서도 비교적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규모 면에 있어서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Mead PS 등 1999). 우리나라에서도 식중독 발생이 점차 
대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식생활의 서구

화와 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의 발전 및 외식증가 

등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Ko SH와 Kim JH 2004).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결과, 초등학교는 1997년부터, 고등

학교는 1999년부터, 중학교는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실

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99.7%인 11,106개교에서 760만 명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

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학교급식은 양

질의 급식으로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국가식량정책

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Ha SD 2008).
매년 수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 발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9), 
최근 식중독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 말까지 섭취 장소별 식중

독 발생을 환자수로 보았을 때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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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약 27.42%였으나 2003년 
58.4%, 2004년 64.6%로 급증하였고 2005년 40.34%로 다

소 감소하였다가 2006년 64.5%, 2007년과 2008년에는 30%
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 현

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Salmonella, Vibrio에 이어 Stap-
hylococcus aureus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식중독균으로 

국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S. aureus는 Salmonella spp.에 

이어 2순위 또는 Salmonella spp., Clostridium perfringens
에 이어 3순위로 식중독 발생의 주요한 원인균으로 보고

되고 있다(Bean NH등 1996). S. aureus는 식품 중에 증식

하여 그 대사산물로 생산한 enterotoxin을 경구 섭취하여 

일어나는 독소형 식중독이며 경쟁적인 미생물의 존재로 

생육이 억제될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의 생육이 방해 받

는 높은 염농도와 당농도의 조건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

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ICMSF 1996, Bremer 
PJ 등 2004). 또한 S. aureus 독소는 열에 대해 높은 저항

성을 갖고 있어 조리 시 정상적인 온도범위에서 독소를 

파괴하기 어려우며, 특히 Staphylococcal enterotoxin이 생

성된 식품이라도 맛과 형태 등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

우므로 조리된 음식에서 S. aureus의 오염과 생육을 저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ergdoll MS 등 1974, Bergdoll 
MS 1989). 또한, S. aureus는 사람이 주 오염원이 되는 

식중독 균 중 하나로서 학교급식에서 이로 인한 오염 경

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

교 급식소에서 급식이 제공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에서 오

염을 최소화하고 증식을 억제하여 독소가 생성되지 않도

록 조리⋅저장⋅운반⋅배식과정에서 S. aureus의 생육을 

제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을 포함한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급식위생⋅안전성 확

보를 위해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노

력으로 2002년부터 국내 모든 학교급식시설에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원칙에 근거

한 위생관리 시스템 적용 확대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HACCP 시스템은 식중독을 포함한 식품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시행되고 있으나(Utermann F 1999), 식품⋅급식 관련 업

체에서 HACCP 시스템 적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식중독과 식품오염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식중독 예방을 포함한 효과적인 위생관리

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HACCP 시스템의 보완⋅수

정과 같은 적합성 검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Wall 
PG 1999, Goulet V 등 1998). HACCP 시스템이 국제적

으로 효율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의 HACCP 시스템은 

더 많은 개선과 기술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을 실시하여 위해

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함으로서 보다 효과적

인 HACCP Plan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

적되고 있다(Mayes T 1998).
국내 단체급식에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가 내재된 메

뉴의 제공빈도 분석 연구(Jang JS와 Bae HJ 2006)에 따

르면 돼지불고기, 비빔밥, 오이생채, 콩나물 무침, 떡볶

음, 잡채, 멸치볶음 등의 메뉴에 미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존재하며 사용빈도도 높은 메뉴들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에서 제공되는 잠재적 위험 식품 연구에서는 영양사들은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의 전통 숙채류를 잠재적 위험 식

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MO와 Seo 
SH 2008).
식품 중의 미생물의 수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식품의 보

관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예

측 미생물(predictive microbiology)의 개념이 요구된다(Baird- 
Parker AD와 Kilsby D 1987, Elliott PH 1996, Zwietering 
MH 등 1996, Soboleva TK 등 2000). 예측미생물학은 식

품중의 미생물 증식, 생장, 사멸을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

여 정량적으로 해석⋅예측하는 연구로 주로 육류식품, 난
류, 수산물을 중심으로 국외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Petchsing U와 Woodburn MJ 1990, Whiting RC와 Bu-
chanan RL 1997, Dalgaard P와 Jorgensen LV 1998). 또
한 국내에서도 김밥과 샌드위치와 같은 잠재적 위험 식

품에서 오염된 S. aureus의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예측미

생물학이 활용되었다(Bahk GJ 등 2005, Bahk GJ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배식되

기까지 저장온도와 시간에 따라 접종된 S. aureus의 growth 
kinetic 차이를 규명하고, S. aureus의 증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학교급식소에서 S. aureus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보관온도-시간 관리기준의 설정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완성된 조리식품이 생산된 후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

정 중의 잘못된 취급 온도 및 소요시간이 메뉴의 품질

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메뉴별 품질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S. aureus 접종실험을 시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가열 처리,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을 거치는 

메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식물성 단백질 메뉴, 동물

성 단백질 메뉴와 탄수화물 메뉴로 구분한 후 경쟁을 일

으키는 다른 균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각각의 메뉴를 

멸균상태와 비멸균상태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메뉴들은 

두 가지의 접종농도(1.0×102 CFU/g, 1.0×105 CFU/g)로 처

리하고 보관온도(25℃, 35℃)를 달리하여 배양하였다. 각 

온도 대에서 저장 후 메뉴의 특성에 따라 S. aureus 성장

을 조사하기 위해 분석시점을 택하였다. Fig. 1에는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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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design and inoculation process flow of S. aureus on high risk menu items.

Fig. 2. Flow diagram of 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식품에 S. aureus 접종 실험설계 내용을 도식화 하였다.

1. 조사대상 균 선정 및 균액 제조

S. aureus ATCC 25923은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에서 제공 받아 10℃에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냉장 보관

된 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금이로 colony를 1∼2개 

정도 떠서 25 mL Tryptic Soy Broth(TSB)에서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시켜 활성화된 균을 사용하였다. 균을 

활성화하여 배양시킨 결과 농도는 1.0×109 CFU/g으로 확

인되었다.

2. 시료 선정 및 조리공정도

시료는 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메뉴 중 제공빈도

와 섭취빈도가 높으면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면서 

S. aureus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메뉴로 조리공정에 

따라 콩나물 무침, 잡채, 두부조림, 미트볼로 선정하였

다. 선정된 메뉴에 대한 조리 단계별 음식생산 조리 공정 
흐름도는 다음 Fig. 2∼5와 같다. 조리는 학교급식현장

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레시피를 기초로 3회의 예비실

험 통하여 식재료와 분량, 조리시간과 온도 등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조리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실험실에서 1회
의 모의실험으로 진행하였다. 두부조림과 미트볼은 내부

온도 74℃ 이상이 되도록 가열조리를 실시하였다.

3. pH와 NaCl 측정

pH와 NaCl은 S. aureus 성장 및 발육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인으로서 각 메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H
의 측정은 시료를 10 g씩 측량하여 90 mL의 증류수를 

붓고, 균질화한 후 pH meter(Seven easy, Mettler Toledo)
로 측정하였다(Dahl CA 등 1981). NaCl 농도는 시료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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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diagram of Japchae.

Fig. 4. Flow diagram of braised pan-fried tofu.

Fig. 5. Flow diagram of stir fried meat ball.

게와 같은 양의 증류수를 함께 멸균팩에 넣어 1분간 균

질화 한 후 휴대용 TDS/염도계(salt manager HDS1024, 
Daeyoon Scale Industrial Co., Ltd)로 측정하였다(Kim CR
과 Koh DH 2007).

4. 시료 전처리

각 시료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리 직후 무균

적으로 멸균된 페트리디쉬에 10 g을 채취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4℃에서 보관하였다. 본 연구에서 S. aureus의 다

른 균에 의한 증식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를 접

종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처리를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시료를 멸균기에서 121℃, 15분간 멸균 처리하여 

시료에 오염된 다른 균들을 사멸시킨 후 오직 시료에 접

종된 S. aureus균의 증식만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하

였다. 두 번째 방법은 식재료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실제 집단급식소에서 생산되는 조리공정대

로 조리한 후 멸균처리 과정 없이 S. aureus은 접종함으

로서 다른 균들의 경쟁에 따른 증식 영향을 고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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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준비하였다.

5. 균 접종 배양 및 시료채취 시점

최종적으로 접종하고자 하는 농도인 1.0×102 CFU/g와 

1.0×105 CFU/g를 맞추기 위해서 원액(1.0×109 CFU/g)을 

여러 단계로 희석한 후 1.0×105 CFU/g와 1.0×108 CFU/g
의 농도를 맞추어 이 중 100 µL를 각 시료 10 g에 골고

루 뿌리면서 접종하였다. 각 농도에 맞게 접종된 시료들

은 실온 보관온도(25℃, 35℃)에 맞게 설정된 각각의 배

양기에서 각 메뉴에 따른 S. aureus의 성장에 대한 sampl-
ing 시점을 고려하여 배양되었다. 샘플링 시점은 각 메뉴

의 NaCl과 pH 조건을 USA Pathogen Modeling Program 
(PMP)모델(USA 2009)에 적용하여 각 메뉴에 따라 잠정

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시료가 일반 영양배지(broth)가 아

닌 조리된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S. aureus의 sam-
pling 시점을 결정하였다.

6. 균수 측정

샘플링 시점에서 각 시료 10 g에 0.1% 멸균 peptone 
water 90 mL를 가한 후 균질화 시켰으며, 각 시료는 멸

균한 0.1% Peptone water 90 mL로 희석 시킨 후 이 중 1 
mL를 시험원액으로 사용하였다. 균질화 된 검체를 0.1% 
멸균 peptone water에 단계별 희석하여 희석 배수 당 1 
mL씩 취하여 2개의 ㈜3M PetrifilmTM(㈜3M, St. Paul)에 

각각 1 mL씩 취하여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35℃에서 24
시간 배양한 후 적자색 균체만을 S. aureus로 확정하였

다. 적자색 균체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2차 확인용 디

스크를 삽입하여 37℃에서 1～3시간 추가 배양하여 분홍

색으로 나타나는 pink zone을 S. aureus로 간주하여 검체 

g당 S. aureus수를 계수하여 log CFU/g로 집계하였다.

7. 잠정적 위험식품(Potentially High Risk Foods)
에서 S. aureus 증식 곡선

S. aureus의 증식 곡선의 산출은 각 배양온도에서 확인

한 균체의 집락수를 log 값으로 바꾸고 Prism v.4.0(Graph-
Pad Software, Inc., USA)을 이용하였으며, 다음의 Two 
phase linear growth equation에 fitting하여 생육곡선을 그

렸다.

Y1 = IC
Y2 = IC + [K × (X - LT)]
Y = IF[X < LT, Y1, Y2]

여기에서 IC는 초기농도, X는 시간, LT(Lag Time)는 유

도기, K는 최대증식속도(SGR: Specific Growth Rate)를 

나타낸다.

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menus items for 
microbiological hazard analysis

Type of 
process Menu items

Chemical characteristics

pH NaCl 
contents(%)

Main component 
of menu

After 
heating 
process

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6.4 1.0 Carbohydrate

Japchae 6.0 0.8 Carbohydrate
Fried and soy sauce 
glazed soybean curd 5.9 1.0 Vegetable

Protein
Heating 
process Stir fried meat balls 6.2 1.0 Meat Protein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선정된 메뉴인 콩나물 무침, 잡채, 두부

조림, 미트볼의 조리 후 pH와 NaCl 측정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리된 음식의 pH는 5.9∼6.4, NaCl 농도는 0.8∼1.0%
의 결과를 보여 S. aureus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pH 4.2∼
9.3(Bair-Parker AD와 Kilsby D 1987)와 최대 NaCl 농도 

7∼10%의 조건을 만족시켰다(Bergdoll MS 1989, Bremer 
PJ 등 2004, Normanno G 등 2005).

1. 콩나물무침의 S. aureus 증식변화

S. aureus는 독소를 생성하는 균으로 조리 후에도 생육

이 가능하므로 조리 후 배식되기까지 어느 정도 증식하

는지를 성장곡선을 통해 알아보기 위하여 각 조건에서 

배양한 결과를 two phase linear growth equation에 적용

하였다. 콩나물 무침에서의 S. aureus의 증식 결과를 Fig. 
6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조리 이후 배

식이 이루어지는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S. aureus
의 증식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접종된 초기 균 농도와 

보관 온도에 관계없이 비멸균상태보다 멸균상태에서 균

증식이 더 빠르게 관찰되었으나, 비멸균상태의 결과를 

two phase linear growth equation에 fitting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예측곡선에 대한 비교는 어려웠다.
멸균상태에서 1.0×105 CFU/g이 접종된 콩나물 무침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LT는 감소하였으나 SGR은 증가

하였다. 높은 저장온도(35℃)에서는 멸균콩나물 무침에 

오염된 S. aureus 농도가 낮은 경우 LT와 SGR이 모두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SGR이 균 증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멸균 콩나물 무침의 경우 오염농도가 낮을수록, 
보관온도가 낮을수록 균 증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비멸균상태에서 1.0×102 CFU/g을 접종하

여 25℃에서 배양된 콩나물 무침은 비멸균상태에서 LT
는 증가하고 SGR은 감소하여 S. aureus 증식이 더 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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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with
competitive organisms (25℃: Low)

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25℃: High)

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35℃: Low)

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35℃: High)

Fig. 6. S. aureus growth curves of steamed soybean sprouts with seasoning with competitive organisms and 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stored at 25℃ and 35℃(Low: 2 log CFU/g, High: 5 log CFU/g, LT: Lag time, SGR: Specific Growth Rate).

게 나타나 Pereira JL 등(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Pereira JL 등(1991)의 연구에서 굽지 않은 크림 

파이의 속(filling)인 크림을 대상으로 멸균상태와 비멸균

상태에 5종의 S. aureus를 접종한 결과 멸균된 크림에서

는 모두 검출되었으며, 비멸균된 크림을 25℃에 보관하

였을 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30℃와 37℃에서의 

증식수준은 다른 부패미생물과의 경쟁으로 인해 1.0 log 
CFU/g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콩나물 무침에서도 존재

하는 경쟁적 관계의 여러 균들과 양념으로 사용된 생마

늘과 파의 항균성 작용(Chung KS 등 2003, Yin MC와 

Cheng WS 2003)으로 S. aureus 증식이 억제되었을 것이

라 사료된다.

2. 잡채에서 S. aureus의 증식변화

잡채는 two phase linear equation을 적용하였을 때, 비
멸균상태에서 성장 곡선이 잘 fitting되었으며 LT, SGR, 
R2값은 Fig. 7에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에서 조리 이후 배식이 완료되는 시점인 3시간을 기

점으로 하여 균 증식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1.0×105 CFU/g
로 접종하여 35℃에 보관한 결과 LT와 SGR의 값은 차

이가 있었지만 3시간 이후는 비멸균은 5.8 log CFU/g과 

멸균은 5.76 log CFU/g의 결과를 보여 3시간 기점에서

는 멸균여부에 관계없이 균 증식의 변화는 멸균상태와 

비멸균상태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잡채는 조리된 후 일반세균, 장내세균, 대장균군의 실

험 결과 각각 6 log CFU/g, 2 log CFU/g, 2.4 log CFU/g
이 검출됨으로써 S. aureus와 경쟁할 수 있는 균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비멸균상태에서 균 증식 변화는 멸균상

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높은 농도로 접종한 멸균상

태의 잡채에서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LT는 감소하고 SGR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의 오염도와 저장 온도

가 균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잡채의 위해 분석 연구 결과

에서 가열 조리 후 냉장 혹은 열장 보관시키지 않고 배

식이 끝날 때까지 25℃의 실온에서 방치할 경우 미생물 

증식이 가능한 위험 온도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므로 

조리 후 급식까지 방치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미생물 

증식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Lee 
SA 등 2003). 비멸균상태의 잡채는 경쟁적인 균들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서 관찰된 S. aureus는 빠른 

증식을 보여 경쟁적 미생물의 영향이 균의 증식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콩나물 무침에

서 첨가되었던 마늘과 같은 항균 기능이 있는 재료가 첨

가 되지 않아 균의 빠른 증식을 보였으리라 사료된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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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chae with competitive organism (35℃: High) Japchae without competitive organism (35℃: High)

Japchae without competitive organism (25℃: High) Japchae without competitive organism (35℃: Low)

Fig. 7. S. aureus growth curves of Japchae with competitive organisms and 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at 25℃ and 35℃
(Low: 2 log CFU/g, High: 5 log CFU/g, LT: Lag time, SGR: Specific Growth Rate).

채의 결과에서 멸균 여부와 상관없이 초기오염 농도가 

높고, 35℃에 저장하였을 경우 3시간 이내 독소 생성이 

가능한 6 log CFU/g에 다다르는 결과를 보여 무엇보다 

초기오염 농도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두부조림의 S. aureus 증식변화

두부조림에서 S. aureus의 성장곡선은 Fig. 8과 같다. 
두부조림은 수분이 많은 식물성 단백질 메뉴로 균 증식

에 좋은 조건이라 가정하였으나 메뉴의 조리방법의 특성

상 전처리 시 소금에 뿌려 수분을 제거하고 조리과정에

서는 간장에 조림과정을 거쳐 수분은 많이 줄어든 상태

였다. 조리완료 후 일반세균은 3.3 log CFU/g이 검출되

었고 다른 균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비멸균

상태 두부조림의 배양 전 식품에 존재했던 경쟁적 균들

의 분포와 농도는 멸균된 두부조림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어, 비멸균상태와 멸균상태를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시간 이후부터 비멸균상태에서 균의 성장이 많

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오염농도에서 저장온도

가 높아질수록 또는 같은 저장온도에서 오염농도가 높

을수록 LT는 감소한 반면 SGR은 증가하였다. 비멸균 

Chinese soyben cheese에 3.0～5.0 log CFU/g의 S. aureus
를 접종한 연구 결과(Han BZ 등 2005)와 같이 비멸균 두

부조림에 존재하는 일반세균이 유의적으로 S. aureus의 

성장을 저지하는데 작용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Braised pan-fried tofu with competitive organisms (25℃, Low)

Braised pan-fried tofu with competitive organisms (35℃,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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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ball with competitive organism (25℃: Low) Meat ball without competitive organism (25℃: Low)

Meat ball with competitive organism (25℃: High)

Fig. 9. S. aureus growth curves of Meat ball with/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stored at 25℃(Low: 2 log CFU/g, High: 5 log
CFU/g).

Braised pan-fried tofu with competitive organisms (35℃, High)

Fig. 8. S. aureus growth curves of braised pan-fried tofu with 
competitive organisms stored at 25℃ and 35℃(Low: 
2 log CFU/g, High: 5 log CFU/g, LT: Lag time, SGR: 
Specific Growth Rate).

S. aureus는 식품에서 높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을 잘

하며(Lana JFA 등 2003) 18%의 염 농도는 독소생산을 

저지하고 24%의 염 농도는 균 증식과 독소 생산을 저지

하는 결과를 보였다(Han BZ 등 2005).

4. 미트볼 완자전의 S. aureus의 증식예측

미트볼 완자전의 growth curve는 25℃에서 배양한 결과

는 Fig. 9에, 35℃에서 배양한 결과는 Fig. 10과 같이 fitting
되었다.

Two phase linear equation 적용 전 S. aureus의 성장은 

멸균여부와 관계없이 균 증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
트볼 완자전은 멸균 상태에서 고농도롤 접종하여 25℃
에서 배양하였을 때만 two phase linear equation에 fitting
이 되지 않아 다른 메뉴보다 많은 조건에서 성장예측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트볼 완자전에 고농도로 접

종해 높은 온도에서 배양한 S. aureus는 분석을 실시한 

메뉴 중 가장 빠른 시간동안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식하였다. 이는 미트볼 완자전의 주요 성분이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비멸균상태와 멸균상태 모두

에서 균 증식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35℃에 배양한 미트볼 완자전에서 비멸균상태와 멸균상

태 S. aureus 증식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1.0×102 CFU/g
으로 접종했을 경우와 1.0×105 CFU/g을 접종했을 경우 

비멸균상태에서 증식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1.0×105 CFU/g
로 접종된 비멸균 완자전과 멸균 완자전의 경우 각각 1
시간 30분 이내와 2시간 이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

는 균농도(6.0 log CFU/g)에 도달하였다. 1.0×105 CFU/g
을 접종하여 35℃에서 배양한 경우 비멸균군에서 멸균

군보다 증식속도가 높아 3시간 이내에 비멸균군은 7.23 
log CFU/g, 멸균군은 6.60 log CFU/g로 증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농도로 S. aureus가 오염될 가

능성이 있는 고단백질 식품의 경우 배식직전까지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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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ball with competitive organism (35℃: Low) Meat ball without competitive organism(35℃: Low)

Meat ball with competitive organism (35℃: High) Meat ball without competitive organism (35℃: High)

Fig. 10. S. aureus growth curves of Meat ball with/without competitive organisms stored at 35℃(Low: 2 log CFU/g, High: 5 log
CFU/g, LT: Lag time, SGR: Specific Growth Rate).

온도와 시간관리가 요구되었다. Bryan FL 등(1992)은 미

생물은 20～46℃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4～
6시간 이내에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로 증가하

기 때문에 식품이나 식재료, 도시락 유통에서 볼 수 있는 
상온보관은 미생물학적 관리에 위배되는 습관이라 언급

하였다.
Portocarrero SM 등(2002)은 햄을 여러 조건으로 취급

하여 S. aureus 증식을 관찰하였다. 처리조건에 관계없이 

숙성(aging) 마지막 날 enrichment 과정 후 S. aureus 증식

을 관찰하였을 때, 접종한 햄과 대조군 햄에서 각각 75%, 
50%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성장에 불리한 환경에 처한 

cells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injured cell이 됨으로서 대사

능력, 성장 및 독소 생산 능력을 잃어 plating 동안 성장

을 하지 못하다가 enrichment 과정 후 균의 성장이 회복

되어 균 검출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 aureus 증식 및 독소 생산에 염(NaCl), pH, 온도, aw, 

경쟁적 미생물 등과 같이 많은 내⋅외적 환경인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Noleto AL과 Bergdoll 
MS 1980, Troller JA 1986, Utermann F와 Muller C 1992), 
단일 환경인자만으로 균 증식의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Portocarrero SM 등(2002)의 연구에

서도 Staphylococcal enterotoxin 검출과 화학인자(chemical 

variables) 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IV. 요 약

본 실험에 선정된 메뉴를 대상으로 경쟁 미생물이 존

재하는 상태(비멸균)와 존재하지 않는 상태(멸균)에 따라 

접종한 S. aureus의 증식결과를 비교 시 콩나물은 경쟁미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부조림과 잡채는 경쟁 
미생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우세적으로 S. aureus가 성

장하였으며 미트볼 완자전의 성장은 경쟁 미생물이 존

재하는 상태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 유사하게 

활발히 증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S. aureus는 독소를 생성하는 균으로 조리 후에도 생육

이 가능하므로 조리 후 배식되기까지 보관온도 및 초기

오염 농도에 따른 균의 증식을 예측한 결과 초기오염농

도에 대한 S. aureus의 증식은 오염농도가 낮을 때(1.0× 
102 CFU/g)보다도 오염농도가 높을 때(1.0×105 CFU/g) 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남이 확인되었다. 같은 보관온도와 처

리조건에서 균의 오염농도가 낮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오

염농도가 높을 경우 LT는 감소하고 SGR은 증가하여 균

증식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 aureus는 경쟁

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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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식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잡채의 경우는 

경쟁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보다도 경쟁 미생물

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균 증식이 잘 이루어졌다. 미트볼 

완자전을 제외하고는 잠재적 위해 메뉴들의 경쟁 미생물

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균 증식은 기존의 증식예측 모델이 

Gompert 공식에 잘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외적인 환경인자(온도, 초기오염농도 등)외에 의

도하지 않았던 식품 내 존재하는 내적인 환경인자(항균효

과가 있는 양념, 경쟁관계 있는 균 분포 및 농도 등)의 영

향이 S. aureus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메뉴에서 초기 접종 농도가 높고. 35℃

에서 배양한 경우 S. aureus의 증식 속도가 높아 3시간 

이내에 6 log CFU/g 이상으로 나타나 위험범위에 도달하

였으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주성분인 미트볼 완자전

의 경우 증식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비멸균과 멸균군의 

차이는 메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특성에 따른 보관온도별 

S. aureus 분포 변화는 본 연구의 접종실험 결과와 USDA 
Pathogen Modeling Program(PMP) 모델으로부터 얻어진 

S. aureus의 성장곡선 결과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

었다. 이는 USDA Pathogen Modeling Program(PMP) 프
로그램에 S. aureus의 성장을 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형성된 broth 상태에서 실시된 것과 다르게 접

종실험이 현재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 

실험 메뉴는 실제 조리된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분

포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쟁 미생물이 존재하는 

상태와 비존재 상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실제 제공되

는 메뉴에는 S. aureus 이외에도 다른 미생물들의 경쟁

적인 존재와 식품을 구성하는 영양성분, 식품의 조리과

정중 사용되는 양념류, 조리방법의 차이가 균의 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예측

미생물학을 가공식품이나 유제품이 아닌 급식에서 제공

되는 음식에 시도한 연구로서 실험 조건인 접종농도, 멸
균여부와 보관온도의 모든 조건에서 성장예측 결과를 얻

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조리된 식품에서 예측모델 연구

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식품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량적 위해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식중독 발생

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들이 생존, 오염, 성장하는 식품

에서의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새로운 증식예측 모델 

개발 및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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