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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compared between an automated most-probable-number technique TEMPO®TVC and tradi-

tional plating methods PetrifilmTM for estimating pop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various livestock products.

257 samples randomly selected in local retail stores and 87 samples inoculated with E. coli ATCC 25922, Staphylo-

coccus aureus ATCC 12868 were tested in this study. The degree of agreement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CCFRA

(Campden and Chorleywood Food Research Association Group) Guideline 29 and the agreement indicates the differ-

ence of two kinds methods is lower than 1 log base 10(log
10

). The samples of hams, jerky products, ground meat prod-

ucts, milks, ice creams, infant formulas, and egg heat formed products were showed above 95% in the agreement of

methods. In contrast, proportion of agreement on meat extract products, cheeses and sausages were 93.1%, 92.1%,

89.1%, respectively. One press ham and five sausages containing spice and seasoning, two pork cutlets containing

spice and bread crumbs, two meat extract product and two natural cheeses and one processing cheese with a high fat

content, and one ice cream containing chocolate of all samples showed the discrepancy. Our result suggest that

TEMPO®TVC system is efficient to analyses total aerobic bacteria to compare manual method in time-consuming and

laborious process except livestock products having limit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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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중 세균의 오염은 식품의 생산, 운반, 보관단계에서

신선도와 변질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식

품에서 세균 검출은 제조, 가공 또는 저장과정 중 병원성

세균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지표, 식품 제조환경의 위생

에 대한 지표, 그리고, 품질관리의 대상으로 널리 활용하

고 있다5,16). 현재 식품 중 세균수를 측정하는 국내 표준시

험법은 표준한천평판배지를 이용하는 표준평판배양법

(Aerobic Plate Count)과 건조필름법이 있지만, 이러한 시

험법은 노동력과 검사소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여 식품

제조회사에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자동화된 신속검출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8,9,11,15). 

최근 최확수법(most probable number method)에 기초한 자

동화된 미생물 정량시스템(automated most probable number

system)인 TEMPO® System(BioMrieux SA, Marcy-l'Etoile,

France)이 개발되어 식품 내 총세균수, 대장균, 황색포도상

구균, 장내세균, 대장균군, 효모·곰팡이, 유산균을 측정하

여 실험자의 노동력을 줄이고 실험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2,5,6,8,12,13,14,16,17,18).

TEMPO® System를 이용한 검사법 중 세균수를 측정하

는 TEMPO® TVC(total viable count)법은 2002년에 AOAC

에서 최초로 검증된 이래 비가열분쇄우육(raw ground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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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열분쇄계육(raw ground chicken), 상추(lettuce), 생선

(fish), 우유(milk) 등의 식품 공인 검사법으로 채택된 바

있다12). 식품의 여러 품목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동 시스템을 이용한 미생물검사법 활용

사례를 축산식품 중 대장군군수 표준검사법인 최확수법,

건조필름법에 대한 비교 검증한 논문8)을 제외하고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와 함

께 제품의 정밀검사 시료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시료를

효과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검사법의 개발이나 기 개발된

검사법의 적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대상

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미생물정

량 시스템(TEMPO® TVC)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총세균수 표준시험법인 건조필름법과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국내 대형마트에서 축산물가공

품 총 344건을 구매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면서 TEMPO®

TVC 검사법을 실시하였다(Table 1). 전체 시료 중 257건

은 국내유통 제품을 구매하여 두 검사법을 적용하였으며,

87건은 국내유통 제품을 구입하여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접종시켰다. 축산물가공품 유형별로 식육가공품 179건(햄

류, 건조저장육,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

품), 유가공품 144건(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조제분유),

알가공품 21건(알가열성형제품)이었다. 

축산물가공품 중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인위적 접종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가공품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표준균주를 1~107 CFU/g 범위로 접종하였다. 인위적 접종

에 사용된 균주는 미국의 Essentials life science research

에서 구입된 E. coli ATCC 25922, Staphylococcus aureus

ATCC 12868로서 제조된 시험용액(시료 25 g에 멸균식염수

225 mL를 넣어 균질기로 균질화한 것)에 10진법으로 단계

희석하여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의 균주를 접

종한 후 건조필름법과 TEMPO®TVC 검사법으로 총세균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세균수의 검사

건조필름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미생

물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였다11). 즉, 시료 25 g과 희석액(멸

균생리식염수) 225 ml를 혼합한 다음 10진법으로 단계 희

석한 것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각 단계 시험용액 1 mL씩을 2매 세균수 PetrifilmTM(Total

Viable Count, 3M, USA)에 접종한 후 흡수시키고 35 ± 1oC

에서 24~48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산정하

였다. TEMPO® System을 이용한 총세균수의 검사는 제조

회사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험하였다. 즉, 시료 25 g과 희

석액(멸균생리식염수) 225 ml를 혼합한 다음 10진법으로

단계 희석한 것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각 단계 시험용액을 test tube에 4 mL 넣고 TEMPO

filler을 이용하여 TEMPO® TVC card에 자동으로 주입한

후 40~46시간 동안 배양한 후, reader를 이용하여 결과를

판독하였다.

통계 분석

건조필름법과 TEMPO® TVC검사법의 측정 결과를 각각

log값으로 전환한 후 일치율과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일치

율 분석은 CCFRA(Campden and Chorleywood Food Re-

search Association Group) Guideline 29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는데4), 실험결과를 log10값으로 전환한 다음 두 검

사법간 log difference 값이 ± 1.0 log를 초과하는 것이 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4). 또한, 건조필름법과 TEMPO® TVC검사법을

log10 값으로 변환시킨 결과를 Pearson의 검정법을 이용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19, IBM, USA)를 이용하였다1,3,10). 유의수

준 α = 0.05로 규정하고, 상관계수 R2의 절대 값이 0.9 이

상이면 두 방법으로 측정한 값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유통 중인 축산식품 또는 유통중인 축산식품에 인

Table 1. Number of samples used in this study 

Food category

No. of samples tested

TotalArtificially 

inoculated

Non-

inoculated

Meat

products

Ham 0 37 37

Jerky product 0 27 27

Ground product 0 40 40

Sausage 0 46 46

Meat extract product 16 13 29

Subtotal 16 163 179

Dairy

products

Milk 20 17 37

Cheese 14 24 38

Ice cream 10 23 33

Infant formulas 11 25 36

Subtotal 55 89 144

Egg

products

Heat formed product 16 5 21

Subtotal 16 5 21

Total 87 257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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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으로 미생물을 접종한 제품에 대한 총세균수 검출결과

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식육가공품 중 햄, 건조저장

육, 분쇄가공육제품 및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두 검사법간의

일치율은 각각 97.3%, 100%, 95%, 93.1%로 확인된 반면

소시지류에서는 89.1%로 나타났다. 육가공품 중 두 검사법

에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양념과 향신

료가 들어있는 프레스햄(1개)과 소시지(5개)를 비롯하여 빵

가루와 양념을 함유하고 있는 돈가스(1개), 지방함량이 높

은 단순식육추출가공품(1개)과 식육추출가공품(1개)이었다.

유가공품에 있어서는 우유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류, 조제

유류에서 각각 100%, 92.1%, 97%, 100%의 일치율을 보

였하다. 불일치율을 보인 시료로는 유지방 함량이 높은 자

연치즈(2개)와 가공치즈(1개), 초콜릿이 함유되어 있는 아

이스크림(1개)이었으며, 이들 시료에서 두 검사법간 log10값

의 차이가 일정한 패턴이 없이 ± 1.0 log를 초과하였다. 이

에 반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알가열성형제품 모두에서 두

검사법간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TEMPO® TVC검사법은 TEMPO® card 내에서 세균이 증

식하면서 생성되는 효소에 의해 발현하는 형광물질을 측

정하는 원리로 세균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2). 본 실험

결과 건조필름법과 TEMPO® TVC검사법에서 불일치를 보

인 시료는 이들 축산물가공품에 함유된 matrix 성분이

TEMPO® TVC 검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7,8,17,19).

즉, 양념과 향신료가 함유된 햄류 및 소시지류와 지방함량

이 많은 치즈와 식육추출가공품은 미생물이 배양되면서 효

소 및 지방성분 때문에 결과판독 시 간섭현상을 줄 가능성

이 있고, 돈가스 제품에 함유된 밀가루의 탁도 영향으로 결

과 판독 시 오류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초콜릿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제품의 경우에는 초콜릿 등

의 고유한 색깔이 균의 증식으로 발현되는 형광물질을 가

려서 결과분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발효유와 같이 유산균 함유가 높은 제품은 건조필름법에

서는 세균수 측정이 가능하였으나, TEMPO® TVC검사법

은 유산균으로 인하여 제품의 pH가 낮아져 위양성이 나

타나 세균수 측정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Table 2. Comparison on the proportion of agreement between

Petrifilm and TEMPO® TVC method in various livestock prod-

ucts

Food category
No. of 

sample

No. of agreement* (%)

Petrifilm vs. 

TEMPO® TVC

Meat

products

Ham 37 36 (97.3)

Jerky product 27 27 (100)

Ground meat product 40 38 (95.0)

Sausage 46 41 (89.1)

Meat extract product 29 27 (93.1)

Subtotal 179 169 (94.4)

Dairy

products

Milk 37 37 (100)

Cheese 38 35 (92.1)

Ice cream 33 32 (97.0)

Infant formulas 36 36 (100)

Subtotal 144 140 (97.2)

Egg

products

Heat formed product 21 21 (100)

Subtotal 21 21 (100)

Total 344 330 (95.9)

*Agreement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

ods is lower than ± 1 log 
10

.

Table 3. List on samples of the discrepancy* between Petrifilm and Tempo® TVC method

Food category Detail food category Case
log 

10 
CFU/g

Petrifilm TEMPO® TVC

Ham Press ham containing spice and seasoning 1 1.7 < 0.4

Ground meat product Pork cutlet containing spice and bread crumbs 2
1.2 2.4

5.1 0.4

Sausage Sausage containing spice and seasoning 5

< 1 3.9

< 1 3.9

< 1 4.1

3.8 2.0

5.0 2.0

Meat extract product
Simple meat extract product with a high fat content 1 < 1 3.4

Meat extract product with a high fat content 1 0.7 2.7

Cheese
Natural cheese with a high milkfat content 2

1.0 2.9

4.5 <0.4

Processing cheese with a high milkfat content 1 1.6 2.9

Ice cream Ice cream containing chocolate 1 3.2 2.0

Total 14

* Discrepancy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exceed ± 1 lo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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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불일치률을 보인 제품들은 그들이 함

유하고 있는 물질로 인한 간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1:40에서 1:400배까지 희석하거나 간섭작용을 중화시

킬 수 있는 전처리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17,19).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접종한 제품(87건)과 유통 중인 축

산식품의 제품(257건)을 유형별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대

부분의 유형에서 0.9이상의 높은 상관계수(r)를 나타내었

으나, 소시지류와 치즈류에서는 0.77, 0.89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두 검사법의 측정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01, Table 4). 

본 실험에서 사용된 건조필름법은 세균수 정량분석법의

표준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화된 장비에 비하여

시간과 노동력의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5,8). TEMPO®

System은 최확수법을 자동화시킨 방법으로서 실험자의 노

동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자동화된 검사로 인

하여 실험과정 중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특히 16

tube MPN 방법을 자동화하였는데, tube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기존의 3 tube 또는 5 tube를 이용한

MPN법에 비해 훨씬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8,16,17,18).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에 의한 검출한계가 있어

TEMPO® System를 이용하여 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를 유

의해야 한다8,17,19).

최근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검사 시료수가 증가

되는 추세이므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미생물 정량 검사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TEMPO® TVC검사법이 기존 매뉴얼 총

세균수 검사법인 건조필름법과 비교하였을 때 검출한계가

있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TEMPO® System과 같은 자동화 미생물 정

량기기는 일선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축산물가공품 중 일부 유형은

시료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고, 두 검사법간 일치율에

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및 검증

을 위하여 제품별로 좀 더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추가적

인 실험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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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가공품에서 건조필름법과 TEMPO®

TVC의 총세균수 측정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가공품 257건과 대장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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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대하여 총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는 log10

값으로 전환 후 CCFRA Guideline 29에 의하여 두 검사

법간의 일치율을 분석하였고, Pearson의 검정법을 이용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육가공품 중 햄류, 건조저장

육, 분쇄가공육제품 및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두검사법간

93%이상의 일치율이 확인된 반면 소시지류에서는 89.1%

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우유류, 치즈류, 아이스

크림류, 조제유류에서는 92%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고, 알

가열성형제품은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소시지류

(상관계수 r = 0.77)와 치즈류(상관계수 r = 0.89)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 모든 유형에서 건조필름법과 TEMPO®  TVC

검사법간의 상관계수(r)가 0.9 이상으로 (P < 0.001)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TEMPO®  TVC는 검출한계가 있는 일부 축산물가공품을

제외하고 총세균수 검사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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