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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re are a couple of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QIA)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The major food laws include the Food Sanitation Act 

(FSA), the Livestock Product Processing Act (LPPA), 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PQCA). Milk 

and dairy products are mostly controlled by the Food Sanitation Act and the Livestock Product Processing 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current standard methods of foodborne pathogens for dairy products, comparing the Livestock 

Products Processing Act with the Food Sanitation Act. The standard methods of foodborne pathogens for dairy products 

are composed by growth culture, isolation culture, and identification, however, standard methods of QIA and KFDA are 

different at the using of medium and inspection stage. Therefore, consolidation of risk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methods are regarded important to provide safe dairy products to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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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수 의 향상으로 소비자들

의 건강에 한 심이 매우 높아졌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식품 교역량의 증가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안 사고가 증

가하고 있어 생 이고 안 한 식품의 생산 식품 안

사고가 요한 문제로 두되어 있다.

식품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 미생물로 인한

해를 제어하기 한 노력은 미생물학의 발 과 함께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 기생충 김치,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 리스테리아균 오염 수입소시지 등

식품안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축산식품의

경우 고단백․고 양원으로, 생산으로부터 도축․가공․운

반․ 매 등 과정 부패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안

리에 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Kim et al., 2009)

축산식품에서의 생 안 성 련 문제들은 인축공통

감염병, 각종 동물약품 사료첨가제와 환경오염물질의 축

산식품 내 잔류, 그리고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처

리과정에서의 해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식 독의 발생 등

으로 집 되어 있다(박, 2004). 우유 유제품은 식품 에

서도 많은 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식

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한 식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문, 2008; Kim, 2000; Lee 

et al., 2011). 유제품의 종류도 우유 외에 요구르트, 치즈, 아

이스크림, 버터, 분유, 연유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유제

품의 품질은 원유의 품질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원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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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안 하고 생 인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하여

농장부터 유가공장에 이르기까지의 원유의 생산단계 반

에 걸쳐 HACCP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유 유제품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 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 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등 식 독균이 검

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식 독균의 검사는 ‘축산물의 가

공기 성분규격’의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 ’의 미생

물시험법을 기 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두 시험법은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유 유제품의 리기 을 확인하고, 축산물시험법과 식

품공 미생물시험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우리나라의 식품안 리체계

우리나라의 식품안 리체계는 1998년 ‘농축산물처리가

공법’이라는 개별 독립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농축산

물에 한 안 리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

청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부처별 특성 제품의 생산

심으로 기능을 분배하여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분산․ 리

하도록함으로써다원․분산체계를가지게되었다(정, 2001).

우리나라의 식품안 업무는 험평가(Risk Assessment), 

식품의 해여부 단 규제를 한기 설정, 식품의생

Table 1. 품목별․단계별 업무 분담 체계

구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통

(보 /운반 등)

소비

(최종 매단계)생산 수입 국내가공 수입

농산식품1)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농식품부)

축산식품
2)

농림수산식품부
3)

식약청(농식품부)
4)

수산식품
5)

농림수산식품부 ( 탁)
6)

식약청(농식품부)

기타 - 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등 부처별 특성에 따라 리
1) 해기 설정: 식약청
2)

 기 설정, 제도 리, 지도 검: 농림수산식품부, 기타 축산식품: 식약청
3) 해기 (유해물질 잔류허용기 )설정은 식약청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의 후 설정
4) 기 설정, 제도 리: 식약청, 지도 검: 식약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
5)

 해기 설정: 식약청
6) 수입은 식품 생법에 의해 탁

※ 인증 농식품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농식품부에서 리

※ 출처: 농식품안 리 개선방안(2009), Safe Food. 4:15-24.

산․취 시 지켜야할 리기 설정, 유통 인 식품의 검

사, 수입식품의 검역 검사, 인증․표시, 단속, 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안 련 법률은 식품안 기본법, 식

품 생법, 품목별로 농산물품질 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 리법 등 28개 법률로 나 어 규정되어 있다. 

이 축산식품의 생안 리는 식품 생법과 축산물가

공처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법은 식품 축산

물의 생 인 리와 품질의 향상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우 등, 2009)

농축수산물의 리는 1차 생산, 2차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로 담당업무를 분할하여 리하고 있다. 축산식품의

경우 1차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

설정, 제도 리, 지도 검을 맞고 있으며, 최종 매단계

는 기 설정 제도 리는 식약청에서 지도 검은 식약청

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Table 1).

2.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 리 체계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 리는 ‘축산물 생 리법’, ‘축

산물의 가공기 성분규격’, ‘식품 생법’에 의해 리되

고 있으며,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매단계까지의 안

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최종 소비단계의 안

리는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Fig. 1). 축산

물의 기 규격 ‘축산물의 가공기 성분규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설정하

여 고시하고, 동물용의약품, 다이옥신 등 ‘잔류물질 기 ’은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의 병원 미생물 검사법 61

Fig. 1. 축산물 안 리 체계.

※ 출처: 농식품안 리 개선방안 (2009), Safe Food. 4:15-24

1) 우유 유제품의 리기

우리나라의 우유 유제품의 리는 ‘축산물 생 리

법’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축산물의 가공기 성

분규격’, ‘식품 생법’에 의해 리되고 있으며, 유제품을 포

함한 축산물에 하여 ‘축산물 생 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생법’을 따라 안 리를 실시하

고 있다(축산물 생 리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계). 축

산물과 식품(비축산물)의 구분은 ‘축산물 생 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되며, 육가공품, 유가

Table 2. 농림수산식품부 소 유가공품

유가공품 유가공품 유형

우유류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지방우유류 지방우유, 환원 지방우유, 강화 지방우유, 환원강화 지방우유, 유산균첨가 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 지방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가공유, 지방가공유, 유음료

산양유 산양유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류 버터유, 버터유분말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자연치즈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가공치즈 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분유류 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조제유류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 조제분유, 기타 조제우유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 크, 샤베트, 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 분말, 아이스 크 분말, 샤베트 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분말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 믹스, 아이스 크 믹스, 샤베트 믹스, 지방아이스크림 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믹스

※ 자료: 2011 식품안 리지침 (2010)

공품, 알가공품 등은 ‘축산물 생 리법’ 용 상 품목이

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된 품목 이

외의 축산물을 이용한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 생법’의

용 상이고, 유통․ 매단계에 해서는 ‘식품 생법’의

용 상이다(축산물 생 리법, 2010).

2) 유제품(유가공품)의 정의 종류

우리나라의 유제품(유가공품)은 “축산물 생 리법 제2

조(정의) 제9항”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유가공품이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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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 으로 하는 우유류, 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밖에원유 등을원료로 하여가공한 것으

로 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한 ‘축산물의 가공기 성분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의

축산물 이용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 생법’의 용을 받는

다. 축산물 생 리법의 용 상 유제품은 Table 2와 같다.

Table 3. 원유의 미생물학 해요소

Agent Disease O
1)

H
2)

R/T
3)

Z/H
4)

Reference

Brucella abortus
B. melitensis
B. suis
B. canis

Brucellosis ✔ ✔ Z 2, 3

Campylobacter jejuni
C. coli

Campylobacteriosis
Guillain-Barré syndrome

✔ Z 4～9

Corynebacterium diptheriae Diptheria ✔ ✔ H 3, 10

Corynebaterium pseudotuberculosis R 3

Coxiella burnetti Q-Fever ✔ R Z 1, 11

Escherichia coli O157:H7
E. coli verotoxigenic

EHEC-
enterohaemorrhagic E. coli
HUS - haemolytic 
uremic syndrome

✔ Z 13～18

Listeria monocytogenes Listeriosis ✔ Z 22～25

Mycobacterium bovis
M. tuberculosis

Tuberculosis ✔ ✔ Z 1, 3, 23, 29

Psedomonas aeruginosa Psedomonas enteritis ✔(P) ✔ R 1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 serovae Typhi or S. Typhi

Typhoid Fever ✔ H 1, 10, 30～35

S. paratyphi A
S. paratyphi B

Paratyphoid Fever ✔ R H 10

Salmonella spp. Samonellosis ✔ Z 25, 30～37

Shigella dystenteriae
S. flexneri
S. sonnei

Shigellosis ✔ ✔ H 38

Staphylococcus aureus
-antibiotic resistant strains

MRSA T H

Staphylococcus aureus
enterotoxins

Staphylococcal intoxication ✔ ✔ H 39

Streptobacillus moniliformis
Haverhill Fever
(Rat-bite Fever)

✔ ✔ R Z 1, 3

Streptococci pyogenes
(Group A)

Scarlet Fever ✔ ✔ H 1, 10

Streptococci pyogenes
(Group A)

Septic Sore Throat ✔ ✔ H 1, 10

Yersinia enterocolitica Yersiniosis ✔ Z 3, 23, 41, 43
1)

 O - known outbreaks (P-pasteurized milk only)
2)

 H - historical importance
3) R/T - rare disease occurrence or theroretical disease transmission
4)

 Z/H - zoonotic or human disease transmission
※ 출처 : Raw milk contaminants and pathogens (2009)

3. 우유 유제품의 해미생물 검사법

식품은 양 가치 기호성 등에 못지않게 인간의 질

병 방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생학 안 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유제품을 생산하기 해

서는 양질의 원유생산은 물론 원유생산부터 유가공장까지

의 유제품의 생산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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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유의 생산 정 해요인은 미생물학 , 화학

물리 해요소들이 있으며, 이들 미생물학 해요소

는 심각한 식품 생 련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원유의

미생물학 해요소로는 Brucella,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 Clostridium perfringens, Camphylobacter jejuni, 

Bacillus cereus 등이 있다(Table 3).

이들 미생물학 해요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법은

기본 으로 증균단계, 분리단계, 확인단계의 3단계를 거쳐

서 검사하게 되는데, 증균단계는 분석 상이 되는 식품검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로부터 검출하고자 하

는 미생물만을 선택 으로 는 비선택 으로 최소검출한

계치 이상으로 생균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이며, 분리단계는

증균된 미생물을 형태학 생화학 특성에 따라 선택배

지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확인단계는

분리된 균을 생화학 , 면역학 는 분자생물학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정하는 단계이다. 미생물학

해요소인 병원성 미생물의 시험방법으로는 ISO, AOAC, 

AFNOR 등 국제 으로 인정되는 시험검사법과 식품공

축산물시험법과 같은 국가별로 지정하고 있는 시험검사

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유 유제품의

해미생물 검사에 사용되는 공인시험법인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 미생물실험법은유사한시험단계를거치지만, 배양

단계, 사용 배지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E. coli O157:H7, S. aureus, L. monocytogenes, Cl. perfringens, 

Y. enterocolitica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법을 축산물시험법

을 기 으로 살펴보고, 식품공 의 미생물검사법과의 차이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E. coli O157:H7

E. coli O157:H7은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용 성 요독증후

군, 출 성 장염,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표 인 식 독균으로서 Verotoxin을 생성한다. 주로 원유, 

불완 하게 조리된 쇠고기 분쇄육, 칠면조, 사과주스 등이

원인식품이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축산물시험법 상의 E. coli O157:H7의 검출은 분리동정법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novobiocin이 첨가된 mEC broth 

는 mTSB broth를 이용한 증균배양, CT-SMAC agar 는

CHROMagar O157을 이용한 분리배양, O157항 청 응집반

응, TSI, IMViC 시험 등 확인시험을 통하여 검사하고 있다

(Fig. 2). 식품공 시험법은 증균배양 분리배양 시 mEC 

broth와 CT-SMAC agar를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 EMB agar

를 이용한 계 배양 결과에서 나타나는 형 인 집락을 축

Fig. 2. E. coli O157:H7 시험법.

산물시험법에서는 O157항 청 시험, TSI, IMViC시험 등 확

인시험을 실시하지만, 식품공 에서는 Nutrient ager에 추가

계 배양한 후 확인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Salmonella spp.

Salmonella spp.는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통,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주요 식 독균이다. S. enterica, S. typhi, S. paratyphi 

등 다양한 원인균이 존재하며, 가 류, 달걀 난가공품, 원

유 유가공품, 육류 육가공품등축산식품이외에물, 토

양 등 다양한 감염원을 통해 감염된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Fig. 3. Salmonella spp.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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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

축산물 Salmonella spp.의 검사 시 일정량의 시료를

Bufferd Peptone Water(BPW)를 이용하여 1차 증균배양 후

RV broth TT broth 는 SC broth를 이용하여 2차 증균배

양을 실시한다. 2차 증균배양액은 BS agar와 XLD agar 는

DCA, HE agar에 각각 도말하여 분리배양을 실시하고, 분리

배양에서 나타난 의심 집락을 3개 이상 취하여 TSI agar 

는 LIA agar에 천자배양을 실시한다. 천자배양에서 나타난

형 인집락에 하여 Salmonella 항 청시험, Indole, MR, 

VP test 등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식품공 은 축산물 시험법

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2차 증균배양 시 RV broth 만을

사용하고있으며, 분리배양시 XLD agar, BS agar, MacConkey 

agar, 는 DCA 하나에 종하도록 하고 있다(Fig. 3).

3) Listeria monocytogenes

L. monocytogens는 그람양성의 간균으로 패 증, 수막염, 

유산, 사산,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치사율이 높

은 식 독균이다. 원유, 연성치즈,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의

축산식품과 채소, 수산물뿐만 아니라 토양, 배수구, 냉장고

등 다양한 감염원을 통하여 감염되며, 특히 냉장온도에서도

증식이가능하기때문에식품의취 에있어서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

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축산물시험법 Listeria 시험법은 시료를 LEB, PALCAM 

broth, Fraser broth 하나를 이용하여 증균배양한후 Oxford 

agar 는 LPM agar, PALCAM agar를 이용하여 분리배양을

한다. 이후 형 인 집락을 확인한 후, β-용 성, catalase, 

CAMP test 등 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공

Listeria 시험법은 우유 유제품과 식육 가 류의 시

험법이 다른데, 우유 유제품은 LEB로 식육 가 류는

Fig. 4. Listeria monocytogens 시험법.

UVM broth 는 LEB로 1차 증균배양 후 Fraser broth를 이

용하여 2차증균배양하도록하고있다. 증균배양액은 Oxford 

agar( 는 LPM agar, PALCAM agar)를 이용하여 분리배양한

후 0.6% yeast extact가 첨가된 tryptic soy agar에 계 배양한

후 확인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Fig. 4).

4)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는 구토, 메스꺼움, 복부경련, 근육경련, 두통 등

의 증상을 나타내는 그람양성의 구균이다. 내열성 독소를

생성하는 표 인 독소형 식 독균으로 우유 유가공품, 

식육 육제품, 곡류 곡류가공품 등 다양한 원인식품이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우유 그 가공품, 육제

품, 알제품 등 단백질 식품이 주요감염원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도시락, 김밥, 떡 등 곡류와 그 가공식품이 주요감염

원이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

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S. aureus 검사법은정성시험법과정량시험법이있는데, 여

기서는정성시험법만을알아보도록한다. 축산물 S. aureus

의 검사 시 축산물시험법에서는 시료처리 후 Baird-Parker 

agar 는 난황첨가만니톨식염한천배지를 이용하여 분리배

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분리배양 에

10% NaCl이 첨가된 TSB를 이용하여 증균배양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공 에서는 증균배양한 후 분리

배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Fig. 5).

5) Clostridium perfringens

Cl. perfringens는 그람양성의 단간균으로 기성균이다. 

주로 이 균에 오염된 식육 식육가공품, 기름에 튀긴 식

품, 가열조리식품 등을 섭취한 후 장내에서 증식하면서 식

독이 발병하며, 장 내에서 아포를 생성할 때 A～F형의

Fig. 5. S. aureus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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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 perfringens 시험법.

독소를 생성한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Cl. perfringens는 cooked meat medium을 이용하여 증균배

양한 후 Clostridium perfringens agar에 분리배양하고, 그람염

색, H2S 생성능, Nitrate 환원능 등 확인시험을 통해 검사한

다. 식품공 시험법에서는 분리배양 후 5개 이상의 형

인 집락을 보통 한천배지 2장에 종한 후 기 호기배

양을 하여 기배양에서만 자란 집락에 해서 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Cl. perfringens 검사할 경우, 유의해

야할 은 기성균이기 때문에 CO2 bench를 이용하거나

공기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배양을 하여야 한다(Fig. 6).

6) Clostridium botulinum

Cl. boturinum는 그람양성의 편성 기성 간균으로 항성

이 강한 아포를 갖는 독소형 식 독균이다. 이 균이 증식할

때 매우 강한신경독소(neurotoxin)를 생성하는데, 구역질, 구

토, 설사 등 장염 증상과 말단운동신경마비 등이 증상을

나타낸다. 한 neurotoxin의 치사량은 0.1～1 ng/kg으로 치

사율이 매우 높으며(약 30～60%), 사망원인은 호흡곤란이

다. 원인식품은 통조림, 병조림, 토르트 식품, 식육, 소시

지 등이며, 식품 존재하는 아포가 발육․증식하면서 독

소를 생성할 경우가 험하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Cl. boturinum의 검사는 cooked meat medium과 TPGY agar

에 시료를 각각 종한 후 7일 동안 배양하고, 형 인 집

락을 Liver-Veal 난황 한천배지 는 기성 난황 한천배지

를 이용하여 분리배양한 후 그림염색, 운동성 확인, 질산환

원능 등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

의 Cl. boturinum 검사법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축산

Fig. 7. Cl. botulinum 시험법.

물시험법에서는 1차 증균배양 후 여과 제균한 알코올을 증

균배양액에 혼합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후 분리배양하

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공 에서는 분리배양 후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Aberyta-Hunt agar를 이용하여 순수배양한 후

확인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Fig. 7).

7) Camphylobacter jejuni

C. jejuni는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나선상으로 만곡된 형태

를 지닌다. 5～10%의 산소 존재 하에서 증식하며, 설사, 복

통, 권태감, 발열, 구역, 구토등의증상을나타낸다. 감염원은

소, 돼지, 닭 등이며, 이들이 생산하는 우유, 식육 가 육

등이 주요 원인식품이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C. jejuni의 검사는 식육 등의 시료는 supplement A를 첨가

한 CEB를, 유가공품은 supplement B를 첨가한 CEB를 이용

Fig. 8. C. jejuni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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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차 증균배양한 후 Cefoperazone과 Rifampicin을 각각

첨가한 후 2차 증균배양을 실시한다. 증균배양액은 CBFA, 

CCA agar 는 BCA을 이용하여 분리배양을 실시하고, 의

심집락을 계 배양한 후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식

품공정의 검사법은 축산물시험법과 그 과정은 동일하지만, 

1차 증균배양(supplement A 는 B를 첨가한 Hunt broth)과

분리배양(Modified Capmpy blood free agar 는 Aberyta-Hunt 

agar), 그리고 계 배양(항생제 무첨가 Aberyta-Hunt agar)에

사용하는 배지가 다른 것이 차이 이다(Fig. 8).

8) Bacillus cereus

B. cereus는 그람양성의 간균으로 자연계에 리 분포하

는 식 독균이다. 이 균은 구토형과 설사형 식 독을 유발

하는데, 구토형은 B. cereus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후 장내

에서 증식하면서 발병하고, 감염형은 식품 에서 B. cereus

가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enterotoxin에 의해서 발병한다. 원

인식품은 설사형의 경우 식육, 우유, 채소류, 수산물 등이며, 

구토형은 가공품, 감자등이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축산물의 B. cereus 시험법은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 의

시험법이동일하다. 시료를 멸균인산완충희석액을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MYP agat에 종한 후 형 인 분홍색 집락

을 확인하고, 형 인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계 배양한

후 그람염색, Nitrate 환원능, VP test 등의 확인시험을 실시

한다(Fig. 9).

Fig. 9. B. cereus 시험법.

9) Yersinia enterocolitica

Y. enterocolitica는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냉장온도와 진공

상태에서도 증식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균으로서 돼

지, 소, 쥐 등의 동물과의 속으로도 감염되며, 우유, 식육, 

아이스크림 등의 축산식품이 주요 감염원이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Y. enterocolitica는 PSBB를 이용하여 10일 동안 10℃에서

증균배양한 후 MacConkey agar 는 CIN 한천배지를 이용

하여 분리배양한 후 그람염색, urea test, citrate test 등 확인

시험을 통하여 검사한다(Fig. 10).

10) Enterobacter sakazakii

E. sakazakii는 그람음성의 직선형 간균으로 운동성이 있

는 통성 기성균이다. 이 균은 주로 생후 3일부터 4세까지

의 신생아와 유아에게 뇌수막염, 패 증, 장괴사 등의 질병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용 조제분유, 건조유아식

등의 유제품에서 요하게 리되고 있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E. sakazaki는 시료를 멸균증류수로 균질화한 후 1차 증균

배양한 후 Enterobacteriaceae enrichiment broth를 이용하여 2

차 증균배양을 하고 Chromagenic Enterobacter sakazakii agar 

(CRSA) 는 E. sakazakii medium을 이용하여 분리배양한

후 oxidase, L-lysine decarboxylase, sucrose, raffinose test 등

확인시험을 통하여 검사한다(Fig. 11).

Fig. 10. Y. enterocolitica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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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 sacazakii 시험법.

11) Vibrio parahaemolyticus

V. parahaemolyticus는 그람음성의 단간균으로 호 성 균

이다. 이 균에 의한식 독은주로 하 기에 발생하며, 두통,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역,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감

염원은 조개․새꼬막 등 어패류, 생선회․ 밥 등 생식 등

Fig. 12. V. parahaemolyticus 시험법.

이며, 조리기구 등에 의한 2차 오염도 빈번하다(Bryan, 1983; 

Food protection service, 2009; Montville과 Matthews, 2005; 

Oliver et al., 2005).

V. parahaemolyticus 시험법은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

의 시험법이 동일하다. 

결 론

재 우리나라는 우유 유제품의 안 성 확보를 하여

축산물 해요소 리기 을 운 하고 있으며, 부분

의 유가공업체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SOP 

(Standard Opertating Procedure), SSOP(Sanitary Standard Ope-

rationg Procedure)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선진국과 비교하여뒤떨어지지않는 유가공품의

품질 리와품질수 을유지하고있다. 하지만다원․분산체

계를 가지고 있는 식품안 리정책에 따라 효과 인 생

리기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한축산식품의경우단계별

로 생 리담당기 이다르며, 식품의분류에따라 용되

는 법규가 달라 효과 인 생 리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축산원료의 함유량에 따라 축산가공품 기타 축산가

공식품으로 분류되고, 각 식품의 시험법이 각각 축산물시험

법과 식품공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시험법의 방법이통

일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식품안 기본법의 제정과 국무총리

실에 민 합동의 식품안 정책 원회를 설립하여 정책의

총 ․조정과 험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통합된 식품안

정책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농림수산식

품의 효율 인 검역 검사를 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되었다. 앞으로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와 식품의약품안 청의 각 부처마다 시행하고

있는 기존 험 리 수단의 재평가 통합을 통하여 효율

성을 확보하고, 험평가를 한 기 조사 연구 등 취

약한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험평가방

법의 확립 험 리수단의 통합이 지속 으로 이루어

질 경우 효율 인 생 리와 품질 리가 가능해질 것이

며, 보다 우수한 품질의 우유 유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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