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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inimum infective dose (MID) data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and absolutely needed

in quantitative microbiological assessment (QMRA).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to better quantify this association. The meta-analysis applied a final selection of 82 published

papers for total 12 species foodborne disease pathogens (bacteria 9, virus 2, and parasite 1 species) which were iden-

tified and classified based on the dose-response models related to QMRA studies from PubMed, ScienceDirect data-

base and internet websites during 1980-2012. The main search keywords used the combination “food”, “foodborne

disease pathogen”, “minimum infective dose”, and “quantitative 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 The appropriate

minimum infective dose for B. cereus, C. jejuni, Cl. perfringens, Pathogenic E. coli (EHEC, ETEC, EPEC, EIEC),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higella spp., S. aureus, V. parahaemolyticus, Hepatitis A virus, Noro virus, and C.

pavum were 105 cells/g (fi = 0.32), 500 cells/g (fi = 0.57), 107 cells/g (fi = 0.56), 10 cells/g (fi = 0.47) / 108 cells/g

(fi = 0.71) / 106 cells/g (fi = 0.70) / 106 cells/g (fi = 0.60), 102~103 cells/g (fi = 0.23), 10 cells/g (fi = 0.30), 100 cells/g

(fi = 0.32), 105 cells/g (fi = 0.45), 106 cells/g (fi = 0.64), 10~102 particles/g (fi = 0.33), 10 particles/g (fi = 0.71), and

10~102 oocyst/g (fi = 0.33), respectively. Therefore, these results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necessary for the devel-

opment of foodborne pathogens Q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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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생물

학적 요인, 특히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으로부터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인정되고 있다1). 식품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해인자 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예측이 필수적이며, 식중독 원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예측은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Quantitative Microbial

risk assessment: QMRA)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2). 

최근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성을 위해 세균성 식중독 세

균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 등 QMRA관련 기술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3), 우리나라는 WTO/SPS 협정, 식품위생

법 제15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기준·규격

설정, 식품에서의 미생물 관리 등을 위해 미생물 위해평

가 수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4). 그러나, 국내는 미생

물 위해평가에 필요한 용량-반응 모델(dose-response model)

과 인체 최소 감염량(minimum infective dose: MID)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에 어려움

이 있으며, 특히 주요 식중독 원인균 위해평가시 필요한

용량-반응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 감염량에 대한 조

사 및 분석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5). 

최소 감염량이란, 식품에 생존하고 증식하여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균별 최소 섭취량 (감염형 식중독균) 또

는 독소 생성에 필요한 최소 균량 (독소생산형 식중독균)

을 의미하고 있으나, 식중독 균주별 특성(micro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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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food matrix factor), 개인

별 면역상태의 차이(host factor) 등에 따라 실제 식중독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감염량을

정확히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6). 현재까지 국

제적으로 제안된 각 식중독 원인 미생물 중 세균들의 최

소 감염량 보고에 따르면, Bacillus cereus 104~107 cells/g7),

Campylobacter jejuni 800~104 cells/g8), Clostridium per-

fringens 106~108 cells/g9), Pathogenic E. coli 중 EHEC 101

~102 cells/g, ETEC 108 cells/g, EPEC 106 cells/g, EIEC 106

cells/g10), Listeria monocytogenes 103 cells/g11), Salmonella

spp. 105 cells/g12), Shigella spp. 103 cells/g13), Staphylococcus

aureus 105 cells/g11), Vibrio parahaemolyticus > 106 cells/g11)

을 최소 감염량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식중독 바이러스 중

Hepatitis A, Noro virus 모두 101~102 particles/g14)을 최소

감염량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원생동물인

Cryptosporidium pavum의 최소 감염량은 103~104 oocysts/

g15)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보고된 최소 감염량 범위는 너

무 광범위하여 국내 각 식품별 QMRA 수행시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이론적으로 최소 감염 균량은 식중독 원인균 단일 균체

(1개 cell)만으로도 식중독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 감염량(MID)을 추정하는 방법은 지원자 직접 섭취

연구(human volunteer feeding study), 동물 실험(animal

model), 식중독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활용(epidemio-

logical investigation)의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들 방법은 주요 식중독균의 양-반응(dose-response)모델 개

발에 역시 활용되기도 한다6). 그러나, 지원자 직접 섭취

연구는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윤리

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은 사람과 유사

한 감염력, 유병율, 치명율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실험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있어 중

요한 전환인자(conversion factor)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

타난다. 또한, 식중독 발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방법은 전반적으로 최소 감염량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수

행하기에는 조사자료와 범위의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5).

메타분석(Meta-analysis)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

구된 많은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종

합하여 고찰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즉, 메타분석은 문

헌연구가 갖는 제한적인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 개별 연

구결과들을 통계적으로 통합 또는 비교하여 포괄적이고 거

시적인 연구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23,24).

최근, 메타분석은 식품 안전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25), 특

히, 식중독 질병 발생률, 식중독 미생물의 오염율 등을 예

측할 수 있으며, 식중독 발생 위험 식품 순위 결정 등의

광범위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 연구

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26).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에서 식중독 세균 위해평가시 주

로 외국의 식중독 발생 사례 및 최소 감염량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외국과의 식생활 습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식생활 습관 및 인구집

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

(QMRA)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식

중독 미생물들의 최소 감염량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

한 후,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상대빈도(fi)를 계산

하여, 각 주요 식중독 원인 미생물들의 적정 최소 감염량

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대상 식중독 원인균

최소 감염량 도출을 위한 조사대상 주요 식중독 원인 미

생물은 총 12종 (세균 9종, 바이러스 2종, 원생동물 1종)으

로 Table 1과 같다.

자료 조사 및 정리 

주요 식중독 원인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에

대한 최소 감염량 및 미생물 위해평가 자료는 198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적으로 발표된 저서 및 문헌(WHO/FAO 보

고서, PubMed, ScienceDirect database 등)에서 “식품(food)”,

“식중독 세균(foodborne)”, “최소 감염량(minimum infective

dose)”, “미생물학적 위해평가(Microbiological Risk Assess-

ment)”를 key facts로 총 82편의 문헌을 선택한 후, 주요 식

중독 원인 미생물별로 최소 감염량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통계분석 및 최소 감염량 선정

조사·정리된 각 세균별, 바이러스별, 원생동물별 최소

감염량 자료들은 SPSS 20.0 통계 분석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5th, 25th, 75th, 95th percentile)와 평균 및 표준편차

를 분석한 후, Meta-analysis에서 사용되는 식 (1)을 이용

Table 1. Surveyed foodborne disease pathogens

Group (No) Surveyed pathogens Article No.

Bacteria (9)

Bacillus cereus, Campylobacter 

jejuni, Clostridium perfringens 

Pathogenic E. coli (EHEC, 

EPEC, ETEC, EIEC),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hig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parahaemolyticus

71

Virus (2) Hepatitis A, Noro virus 8

Protozoa (1) Cryptosporidium pavum 3

Tota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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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 (fi))를 산출하여, 가장

높은 fi값(1.0에 가까울수록 위해평가시 용량-반응 모델 활

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을 나타내는 감염량을 각 세

균별, 바이러스별, 원생동물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

(1)

fi : 위해평가시 활용된 상대빈도값

N : 식중독 미생물별 위해평가 검색문헌 수

ni : 식중독 미생물별 용량-반응 모델 인용문헌 수

결과 및 고찰

주요 식중독 세균

주요 식중독 세균들의 감염량 관련 문헌을 조사한 결과,

B. cereus는 최소 200 cells/g에서 최대 1010 cells/g 16), C. jejuni

는 최소 10 cells/g에서 최대 104 cells/g17), Cl. perfringens는

최소 105 spores/g에서 최대 108 spores/g11), pathogenic E. coli

중 EHEC는 최소 10 cells/g에서 최대 102 cells/g10), ETEC

는 최소 107 cells/g에서 최대 1010 cells/g10), EPEC는 최소

105 cells/g에서 최대 1010 cells/g10), EIEC는 최소 106 cells/g

에서 최대 1010 cells/g10), L. monocytogenes는 최소 102 cells/

g에서 최대 1013 cells/g18), Salmonella spp.는 최소 10 cells/g

에서 최대 1010 cells/g11), Shigella spp.는 최소 101 cells/g에

서 최대 108 cells/g19), S. aureus는 최소 105 cells/g에서 최대

108 cells/g20), V. parahaemolyticus는 최소 104 cells/g에서 최

대 109 cells/g21)까지 식품에 감염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Table 2). 

이와 같이 조사된 주요 식중독 세균들의 최소 감염량

자료를 통계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B. cereus의 최소 감염

량은 최소값 200 cells/g, 최대값 1010 cells/g, 중위수[최소

감염량 데이터들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

치하는 값 ; (최대값-최소값)/2] 105 cells/g, 5th percentile(최

소 감염량 데이터 중 하위 5 퍼센타일 수준의 농도이며, 통

계적으로 일반인이 노출될 수 있는 최저농도) 103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최소 감염량 데이터들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하위 25%와 상위 25%의 최소

감염량 데이터를 제외한 최소 감염량 분포값으로서 대부

분의 일반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농도)까지는 104~108 cells/

g, 95th percentile(최소 감염량 데이터 중 상위 95 퍼센타

일 수준의 농도이며, 통계적으로 일반인이 노출될 수 있

는 최고농도) 109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

다(Fig. 1). 그러나,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통한 최소 감염량에 대한 상대빈도(fi)를 분석

f
i

n
i

N
----

n
i

Σ
i
n
i

---------= =

Table 2. Surveyed minimum infective dose of foodborne disease

pathogens

Species

Minimum 

infective dose 

(cell/g)

Study

Bacteria

B. cereus 200-1010 Sofos (2008)

C. jejuni 10-104
Snelling et al. 

(2005)

C. perfringens 105-108 Leggett et al. 

(2012)

Pathogenic

E. coli

EHEC 10-102

Todar et al. 

(2012)

ETEC 107-1010

EPEC 105-1010

EIEC 106-1010

L. monocytogenes 102-1013 Giovannini et 

al. (2007)

Salmonella spp. 10-1010
Leggett et al. 

(2012)

Shigella spp. 10-108 Hsu et al. 

(2010)

S. aureus 105-108
Stevenypark 

(2011)

V. parahaemolyticus 104-109
Iwahori et al. 

(2010)

Virus
Hepatitis A virus 10-109 PHAC (2010)

Noro virus 1.0-102 FDA (2005)

Parasite C. pavum 5.5-106 Kothary et al. 

(2001)

Fig. 1. Minimum infective dose of foodborne disease bacteria

(The box plots indicate the median, 25th, and 75th percentiles for

each dose level, the error bars show the 5th and 95th percentile,

and each points were mean minimum value (left), and maximum

valu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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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Fig. 2(A)와 같이 방사형으로 표시될 수 있었으

며,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5 cells/g (fi = 0.32)을 B.

cereus의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 Sofos(2008)에 의하

면, 설사형 B. cereus의 최소 감염량 분포는 최소 105에서

최대 107 cells/g, 구토형은 최대값이 이보다 약간 높은 108

cells/g으로 설사형과 구토형의 최소 감염량은 서로 유의성

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6),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

를 나타내어 향후 B. cereus의 독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QMRA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

사형과 구토형의 최소 감염량은 서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식중독 발생 가능한 용량은

변종 간에 독소 생산능력이라든가 섭취하는 사람의 민감

도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보고하였다16). 

C. jejuni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 cells/g, 최대값 104

cells/g, 중위수 5.0 × 102 cells/g, 5th percentile 10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5.0 × 102 ~ 5.3 × 102

cells/g, 95th percentile 104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

타내었으며(Fig. 1),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C.

jejuni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500 cells/

g (fi = 0.57)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B)).

Snelling 등(2005)도, C. jejuni의 감염량은 숙주 민감도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적어서 식품에 크게 관계없이 최소

감염량은 약 400~500 cells/g로 보고하였다17). 

Cl. perfringens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2 cells/g, 최

대값 108 cells/g, 중위수 107 cells/g, 5th percentile 102 cells/

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6~108 cells/g,

95th percentile 108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

으며(Fig. 1),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Cl. perfringens

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7 cells/g (fi

= 0.56)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C)). Leggett

등(2012)은, Cl. perfringens의 최소 감염량을 약 105~108

cells/g 수준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여11), 본 연구결

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 monocytogenes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2 cells/g,

최대값 1010 cells/g, 중위수 105 cells/g, 5th percentile 102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3~107 cells/g,

95th percentile 109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으

며(Fig. 1),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L. monocytogenes

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2~103 cells/

g (fi = 0.23)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D)). L.

monocytogenes의 최소 감염량은 102~1013 cells/g까지 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02~103 cells/g 정도

로 추정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8). 또한, 숙주의 나이 또는

상태에 따라, 임산부의 경우는 1.4 × 105, 노인은 1.3 × 106,

보통성인은 7.8 × 107 cells/g의 최소 감염량을 추정하기도

하였다18).

Salmonella spp.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 cells/g, 최

대값 108 cells/g, 중위수 104 cells/g, 5th percentile 10 cells/

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2~106 cells/g,

95th percentile 109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

으며(Fig. 1),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Salmonella

spp.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 cells/g

(fi = 0.30)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E)). 그러

나, Leggett 등(2012)은 Salmonella enteritidis와 Salmonella

typhimurium의 최소 감염량은 본 연구결과보다 조금 더 높

은 102 cells/g으로 추정하였다11).

Shigella spp.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 cells/g, 최대값

108 cells/g, 중위수 102~103 cells/g, 5th percentile 10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2~104 cells/g, 95th

percentile 104~105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

으며(Fig. 1),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Shigella spp.

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2 cells/g (fi

Fig. 2. Relative frequency (fi) ratio of foodborne disease bacteria

(A, B. cereus; B, C. jejuni; C, Cl. perfringens; D, L. monocytoge-

nes; E, Salmonella spp.; F, Shigella spp.; G, S. aureus; H, V. para-

haemolyt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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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F)). Hsu 등

(2010)은, Shigella spp.의 감염은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며

(분변, 구강오염 등), 숙주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감염여부

가 달라지며, 이때 감염량 수준은 최소 10 cells/g에서 최

대 108 cells/g정도로 분포하고, 식품별로는 물에서 10~104

cells/g, 우유에서 102~108 cells/g의 감염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19). 

S. aureus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4 cells/g, 최대값 109

cells/g, 중위수 105 cells/g, 5th percentile 104 cells/g, 25th per-

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4~108 cells/g, 95th percentile

109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으며(Fig. 1), 메

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S. aureus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5 cells/g (fi = 0.45)을 최소 감

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G)). Stevenypark(2011)은 식품

별로 S. aureus의 감염율을 연구한 결과, 최소 104 cells/g,

최대 108 cells/g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각 식품별 감염량

에 대하여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0).

V. parahaemolyticus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4 cells/g,

최대값 109 cells/g, 중위수 106 cells/g, 5th percentile 104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5~108 cells/

g, 95th percentile 109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

었으며(Fig. 1),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V. para-

haemolyticus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6 cells/g (fi = 0.64)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2(H)). Iwahori(2010)은 식품별로 V. parahaemolyticus의 감

염율을 연구한 결과, 최소 104 cells/g, 최대 109 cells/g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각 식품별 감염량에 대하여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1).

Pathogenic E. coli (EHEC, ETEC, EPEC, EIEC)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 107, 105, 106 cells/g, 최대값 102, 1010,

1010, 1010 cells/g, 중위수 102, 106, 106, 106 cells/g, 5th per-

centile 1.0, 107, 105, 10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102, 108, 106, 106 cells/g, 95th percentile

106, 1010, 1010, 1010 cells/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각각 나타

내었으며(Fig. 3),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Pathogenic

E. coli (EHEC, ETEC, EPEC, EIEC)의 최소 감염량은 상

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 cells/g (fi = 0.47), 108 cells/g (fi

= 0.71), 106 cells/g (fi = 0.70), 106 cells/g (fi = 0.60)을 최소

감염량으로 각각 선정하였다(Fig. 4). Todar(2012)은 식품

별로 Pathogenic E. coli (EHEC, ETEC, EPEC, EIEC)의

감염율을 연구한 결과, 최소 10 cells/g, 최대 1010 cells/g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각 식품별 감염량에 대하여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0). 

주요 식중독 바이러스

식품별 주요 식중독 바이러스의 감염량을 조사한 결과,

Hepatitis A virus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 particles/g,

최대값 109 particles/g, 중위수 102 particles/g, 5th percentile

10 particle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

106 particles/g, 95th percentile 109 particles/g의 최소 감염

량 분포를 나타내었으며(Fig. 5),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Hepatitis A virus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

장 높은 106 particles/g (fi = 0.64)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

하였다(Fig. 6(A)). PHAC(2010)의 보고에 따르면, 106

particles/g이하에서도 Hepatitis A virus에 의한 질병이 나

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22).

Noro virus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1.0 particles/g, 최대

값 103 particles/g, 중위수 10 particles/g, 5th percentile 1.0

particle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102

particles/g, 95th percentile 103 particles/g의 최소 감염량 분

포를 나타내었으며(Fig. 5),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Noro virus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

Fig. 3. Minimum infective dose of pathogenic E. coli (The box

plots indicate the median, 25th, and 75th percentiles for each dose

level, the error bars show the 5th and 95th percentile, and each

points were mean minimum value (left), and maximum value

(right)).

Fig. 4. Relative frequency (fi) ratio of pathogenic E. coli (A,

EHEC; B, EPEC; C, ETEC; D, E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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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g (fi = 0.71)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6(B)). FDA(2005)가 각 식품별로 Noro virus의 감염율을

연구한 결과, 1.0~103 particles/g의 분포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각 식품별 감염량에 대한 유의성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14).

주요 식중독 원생동물

식품별 주요 식중독 원생동물의 감염량을 조사한 결과,

C. pavum의 최소 감염량은 최소값 5.5 oocyst/g, 최대값

106 oocyst/g, 중위수 102 oocyst/g, 5th percentile 10 oocyst/

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1.3~103.4 oocyst/

g, 95th percentile 105.8 oocyst/g의 최소 감염량 분포를 나

타내었으며(Fig. 7),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C.

pavum의 최소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102

oocyst/g (fi = 0.33)을 최소 감염량으로 선정하였다(Fig. 8).

Kothary 등(2001)은 각 식품별로 C. pavum의 감염율을 연

구한 결과, 10~102 particles/g의 분포를 나타내었다고 보

고하였으며, 각 식품별 감염량에 대한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4).

현재 국내에서의 최소 감염량에 대한 연구는 의학 및

역학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

가 없는 실정이며, 주로 외국의 결과를 인용하여 사용하

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과의 식습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국내 인구집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Meta-analysis는 최근 국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문

헌고찰 방법으로서, 그 동안 발생한 식중독 발생 자료들

을 수집하여 식중독 원인 미생물별, 식품별, 환자군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 수학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방법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의 자료를 이용하

였지만 국내에서도 Meta-analysis를 통한 국내 주요 식중

독 발생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식중독 원인 미

생물들의 최소 감염량을 추정한다면, 향후 국내 QMRA를

통한 위해수준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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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Quantitative microbial

risk assessment: QMRA)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9종의 식중

독 세균, 2종의 바이러스, 1종의 원생동물에 대한 최소 감

염량(minimum infective dose)을 선정한 연구이다. 주요 식

중독 미생물들의 최소 감염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1980년

부터 2012년까지 PubMed, ScienceDirect database 등에서

주요 식중독 미생물들의 최소 감염량 및 위해평가 자료

Fig. 7. Minimum infective dose of Cryptosporidium pavum (The

box plots indicate the median, 25th, and 75th percentiles for each

dose level, and the error bars show the 5th and 95th percentile).

Fig. 8. Relative frequency (fi) ratio of Cryptosporidium pavum.

Fig. 5. Minimum infective dose of foodborne disease virus (The

box plots indicate the median, 25th, and 75th percentiles for each

dose level, and the error bars show the 5th and 95th percentile).

Fig. 6. Relative frequency (fi) ratio of foodborne disease virus (A,

Hepatitis A virus; B, Noro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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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종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메타분석(mata-analysis)

에서 사용되고 있는 relative frequency(fi, 상대빈도 값)를 계

산하여 가장 적정한 최소 감염량을 추정 및 선정하였다. 주

요 식중독 미생물들의 최소 감염량은, B. cereus 105 cells/g

(fi = 0.32), C. jejuni 500 cells/g (fi = 0.57), Cl. perfringens

107 cells/g (fi = 0.56), Pathogenic E. coli 중 EHEC 10 cells/

g (fi = 0.47), ETEC 108 cells/g (fi = 0.71), EPEC 106 cells/g

(fi = 0.70), EIEC 106 cells/g (fi = 0.60), L. monocytogenes

102~103 cells/g (fi = 0.23), Salmonella spp. 10 cells/g (fi =

0.30), Shigella spp. 100 cells/g (fi = 0.32), S. aureus 105

cells/g (fi = 0.45), V. parahaemolyticus 106 cells/g (fi = 0.64),

Hepatitis A virus 10~102 particles/g (fi = 0.33), Noro virus

10 particles/g (fi = 0.71), C. pavum 10~102 oocyst/g (fi =

0.3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QMRA를

통한 위해수준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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