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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microbiological standard, Staphylococcus aureus, Clostridium perfringens and Listeria monocytogenes should not be 

detected in milk and egg products in Korea. Refrigerated food such as milk must be kept under 10°C at retail markets. However, 

temperature abuse of refrigerated foods at such markets is often observed. We compared the growth and survival kinetics of S. aureus 

and C. perfringens at 10 and 15°C, and the growth kinetics of L. monocytogenes at 4 and 10°C in whole and skim milk and ready-to-eat 

(RTE) quail eggs to evaluate their growth possibilities at retail markets. Regardless of storage temperature, the level of S. aureus reached 

the maximum level (10
8
-10

9
 CFU/ml) in whole milk, non-fat milk and RTE quail eggs within the expiration date. Even low 

contamination levels of S. aureus (10 CFU/mL) grew rapidly in milk and quail eggs to reach the maximum level within the shelf life. 

Survival of C. perfringens in whole milk was greater than that in non-fat milk, indicating that the fat content in milk influences the 

survival of C. perfringens. For L. monocytogenes, the population in milk increased by 0.5-1 log CFU/mL at 4°C, while the populations 

reached the maximum level at 10°C within the expiration date, regardless of initial contamination levels. In quail eggs, L. 

monocytogenes grew to the maximum level within the expiration date (60 days) at both temperatures. S. aureus and L. monocytogenes 

must be controlled to be negative, and proper temperature management should be emphasized at retail markets to protect the consumer. 

Since C. perfringens did not grow in milk and RTE quail eggs, there is no risk due to the growth of C. perfringens in these products at 

retai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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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축산가공식품 중 우유 및 계란 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들이 개

발, 판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자료에 의하

면(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2013), 우리나

라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0년 59.6 kg, 2005

년 62.9 kg, 2012년 67.2 kg, 계란 소비량은 2008년 224

개, 2010년 236개, 2013년 245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유와 계란과 같은 축산가공식품들은 고단백·

고영양원으로, 생산으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 중 부패 및 변질이 되기 쉬우므로 다른 가공식품 보

다 더 특별한 안전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Kim HW 등 

2009). 

우유 제품은 과거에 전유(whlole milk)로만 한정하여 

판매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건강과 다이어트와 관련

한 저지방 관련 식품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우유소비가 

점차 전유 중심에서 저지방(semi-skimmed milk) 또는 무

지방(skimmed milk) 우유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Cho 

SJ와 Park JS 2011). 또한 메추리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서 주로 섭취가 되고 있는데, 메추리알 제품 중 삶아서 

깐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알가열성형제품 중에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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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는 과정과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한 제품으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시대의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가

공식품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축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주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냉장

식품은 0~10°C, 냉동식품은 -18°C 이하에서 유지되도록 

엄격히 법적 관리 되고 있지만(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저장 유통 중 온도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패균 및 식중독균 증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형마트 또는 편의점과 같은 판매처에서 냉장·

냉동식품의 온도관리는 철저하지 못한 실정이며 온도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10°C 이상의 온도

에서 S. aureus 등 중온균의 급격한 증식이 보고되어 유

통환경에서 온도관리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07). 최근 대형마트 에서는 저지

방 및 무지방 우유가 판매되고 메추리알과 같은 새로운 

알가열 성형제품과 같은 축산가공식품이 개발되어 판매

되고 있으나 온도에 따른 이들 제품에서 병원성 식중독 

균의 생육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유통환경

에서의 안전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성 식중독 균 중 S. aureus는 공기, 토양 등의 환경

과 건강한 사람, 동물의 피부 등에도 상재하여 식품제조

과정 중 완벽한 제어가 어려우며, 축산식품을 비롯한 다

양한 식품에 쉽게 오염되어 식품위생상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원인체 중에 하나이다. 병원성 식중독 균으로 

S. aureus는 균주에 따라 여러 가지 독소를 분비하는데, 

S. aureus가 생산한 장독소는 위장염의 원인이 되고, 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열 조리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

어 특별한 관리 및 제어가 필요한 균이다(Atanassova V 

등 2001). 메추리알과 우유 및 유제품과 같은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S. aureus 뿐만 아니라 냉장온도에서 유통 

및 판매되므로 3°C 또는 그 이하의 온도에서 생육이 가

능한 L. monocytogenes와 같은 저온균에 의한 위험성이 

항시 문제시 되고 있다(Seelinger HPR과 Jones D 1986). 

또한 C. perfringens는 그람양성의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

하는 혐기성 세균으로서, 물과 토양과 같은 환경 및 사람, 

가축, 야생동물의 장관에 널리 분포하여 축산식품에서 주

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어 축산식품

에서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Cooper KK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우

유, 무지방 우유 및 삶아서 껍질을 깐 상태로 판매되는 

알가열 성형제품에서 냉장 온도와 각 제품의 오염 정도

에 따라 병원성 식중독균의 생육변화를 분석하여 유통환

경에서의 지방 및 저장온도가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미

치는 효과 및 유통환경에서 보관 온도와 관련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유 및 알

가열 성형제품에서 음성관리 되고 있는 식중독 균으로 L. 

monocytogenes, S. aureus, C. perfringens를 대상 식중독균

으로 선정하여 이들 균이 음성관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통환경에서의 위험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우유와 메추리알은 서울시 동대문

구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시료는 유통기한 까지 

우유는 최소 10일, 메추리알은 최소 40일 이상 남은 제품

을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우유는 일반 우유와 

무지방 우유를 사용하였으며, 메추리알은 삶아서 껍질을 

깐 상태로 충전 수에 침지되어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균 선정 및 균액 제조

연구대상 식중독균인 S. aureus Enterotoxin A type(ATCC 

13565)과 enterotoxin(cpa와 cpe)을 생산하는 C. perfringens  

(ATCC 12916)은 한국종균협회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고, L. monocytogenes(ATCC 15313)은 한국생명공학연구

원에서 분양 받아 -80°C의 온도로 냉동 보관 하여 사용하

였다. 10 μL의 S. aureus 와 L. monocytogenes는 멸균상태

의 10 mL Tryptic Soy Broth(TSB, Difco, Sparks, MD, 

USA)에 각각 접종하여 36°C에서 24시간 동안 전 배양한 

후 사용하였다. 100 μL의 C. perfringens는 10 mL Cooked 

meat broth(CMM, OXOID, Basingstoke, England)에 접종

하여 가스치환장치(don Whitley Scientific, West Yorkshire, 

UK)를 사용하여 modified gas(H2 5%, CO2 10%, N2 

85%)를 주입한 microbial anaerobic jar(Merck, Darmstadt, 

Germany)에 넣어 36°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전 배

양한 균은 멸균된 0.1% peptone water(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이용하여 10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Clostridium perfringens 포자는 선행연구(Juneja VK 등 

1994)에서 사용한 방법을 변형하여 cooked meat medium

에서 배양한 균액을 사용하였다. 균액 0.2 mL를 fluid 

thioglycollate medium(FTG, Oxoid, Basingstoke, UK) 10 

mL에 접종한 후, 75°C에서 20분 동안 heat-shock을 주고, 

36°C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 FTG 1 mL를 

다시 10 mL의 FTG에 첨가하고 36°C에서 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균액을 10 % 수준으로 Duncan and Strong(DS) 

medium에 첨가하여 36°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DS medium을 4,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

리한 후 vegetable cell을 제거하고 멸균된 증류수로 세척

하였다. 그렇게 얻어진 포자 현탁액을 4°C에서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DS medium은 포자형성을 효과적으로 생성

시키기 위해 변형하여 제조하였다. 변형된 DS mediu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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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roteose peptone(Dif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0.4% yeast extract(Oxoid, Basingstoke, UK), 0.1% 

sodium thioglycolate, 0.4 % raffinose(replacing starch), 1% 

sodium phosphate, 100 μL caffeine(0.51 mM/mL)을 첨가

하여 제조하였다(Velugoti PR 등 2007).

3. 균 접종 배양 및 시료채취

우유(일반 우유, 무지방 우유) 50 mL에 전 배양한 S. 

aureus와 L. monocytogenes 균을 각각 500 μL를 접종하여 

초기 오염 농도를 약 1.0±0.5, 2.0±0.5, 3.0±0.5 log CFU/g 

수준이 되도록 하고, C. perfringens는 편성 혐기성 균으

로 호기조건에서는 성장하기 어려우므로 약 3.0±0.5, 5.0±  

0.5 log CFU/g 수준이 되도록 준비하여 균의 생존률을 분

석하였다. 메추리알 시료는 polyethylene zip lock bag에 

9.5~10.5 g 무게의 메추리알을 선별하여 무균적으로 담

고, 각 시료에 미리 준비된 균주 현탁액을 200 μL씩 접종

한 후, 30분 정도 잘 스며들도록 방치하였다. 나머지 무

게는 충전수에 메추리알이 80% 이상 잠길 수 있도록 채

워 총 시료의 무게가 20 g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보관온

도는 우유와 메추리알의 실제 유통 판매 온도를 고려하

여 4, 10, 15°C로 하였는데 C. perfringens 과 S. aureus의 

경우 4°C 온도에서 증식하지 않으므로 10, 15°C에서만 

실험이 진행되었고 L. monocytogenes 의 경우 4°C 온도에

서도 생육이 가능하므로 4, 10°C에서 증식률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저장기간은 시간에 따른 온

도별 균의 성장 및 생존 속도를 고려하여, 각 시간대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4. 균수 측정

온도별로 저장하면서 각 시간대별로 채취한 시료를 멸

균 백에 넣고 0.1% 펩톤수 9 mL로 단계별 희석한 후, 

stomacher(BAGMIXER 400,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2분간 균질화하였다. 균액을 spiral plate(Whitley 

automatic spiral palter, Don Whitley Scientific, West 

Yorkshire, UK)를 사용하여 Tryptic Soy agar(TSA, Difco, 

Sparks, MD, USA)에 yeast extract 0.6%가 첨가된 TSA 및 

Perfringens Agar Base(TSC & SFP, OXOID, Basingstoke, 

UK)에 각각 분주하고 36°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성된 집락수를 colony counter(Colony Counter 

SCAN 1200,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표시하였다. 단, C. perfringens

는 가스치환장치(don Whitley Scientific, West Yorkshire, 

UK)를 사용하여 modified gas(H2 5%, CO2 10%, N2 85%)

를 주입한 microbial anaerobic jar(Merck, Darmstadt, Germany)

에 넣어 배양하였다.

5. 성장 및 생존곡선

본 연구에서는 우유 및 알가열성형제품에서 병원성 미

생물의 증식곡선을 위해서는 Modified Gompertz model 

식을 이용하였으며, GraphPad Prism V4.0 program(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생존 곡선을 위해서는 Weibull model 식을 이용하였

으며, Microsoft Excel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Gina FiT V 

1.5 program(Geeraerd and Van Impe Inactivation Model 

Fitting Too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Gompertz model equation 

Y = N0+ C(exp(-exp((2.718 × SGR/C) × (Lag−X) + 1)) (1)

N0: log initial number of cells

C: difference between initial and final cell numbers

Lag: lag time before growth, same units as X

SGR: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log/day)

X is time (day), Y is log cell number (CFU/ml)

Weibull model equation

Log10(N) = log10(N0)− ((t/delta) ×× p) (2)

delta: treatment time for the first decimal reduction

p: shape

N0: log initial number of cells 

t: time (day)

 

6.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료 그룹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one way ANOVA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지방과 저장온도가 우유제품에서 고 위험군 병원

성 식중독 균의 증식 및 생존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병원성 식중독균으로 S. aureus, L. mono-  

cytogenes, C. perfringens를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우유제

품을 각각의 균의 증식특성을 고려한 보관 온도 4°C, 

10°C, 15°C(L. monocytogenes: 4와 10°C, S. aureus, C. 

perfringens: 10, 15°C) 에 저장하면서 관찰한 각각의 식중

독 균의 증식 및 생존 결과는 Fig. 1, 2,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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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og CFU/mL, ▲: 2 log CFU/mL, ●: 3 log CFU/mL

Fig. 1. Effect of initial inoculum concentration on growth of S. aureus in whole milk (A, C) and non-fat milk (B, D) at 10
o

C (A,

B) and 15
o

C (C, D)

Parameter

Level of 

inoculation

(log CFU/ml)

S. aureus L. monocytogenes

10°C 15°C 4°C 10°C

Whole 

milk

Non-fat 

milk

quail 

egg

Whole 

milk

Non-fat 

milk

quail 

egg

Whole 

milk

Non-fat 

milk

quail 

egg

Whole 

milk

Non-fat 

milk

quail 

egg

SGR
1)

1.0±0.5 0.447
b

0.612
b

0.496
a

2.067
a

1.904
c

0.812
c

NG
2)

NG 0.587
a

0.957
c

1.022
c

0.416
c

2.0±0.5 0.348
c

0.432
c

0.324
b

1.832
b

2.169
b

1.006
a

NG NG 0.257
c

1.302
a

1.191
b

0.479
b

3.0±0.5 0.490
a

0.670
a

0.282
c

1.797
c

2.495
a

0.921
b

NG NG 0.379
b

1.261
b

1.272
a

0.623
a

1)
SGR: specific growth rate (log CFU/day).

2)
NG: no growth.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Growth kinetics of S. aureus and L. monocytogenes in whole milk, non-fat milk and quail egg stored at 4, 10 and 15
o

C

우유제품에서 S. aureus는 10, 15°C에서만 증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0°C와 15°C에서 S. aureus의 증식변화를 

분석하였다(Fig. 1). 10°C와 15°C에서 초기 오염농도(0.5~ 

3.5 log CFU/mL)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초기 오염 농도가 다른 샘플 간에 성장속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1). 

또한 10°C에서는 약 13~22일이 지난 후에 최대 농도 7.5~8 

log CFU/mL까지 성장하였으나, 15°C에서는 일반 우유와 

무지방 우유에서 모두 초기 오염 농도에 상관없이 약 

3~4일 이내에 각각 8 log CFU/mL까지 성장하였으므로 

철저한 온도관리가 강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오염농도가 매우 낮은 1 log CFU/mL 수준으로 균이 

접종되었을 때도, 10°C에 저장한 일반 우유와 무지방 우

유에서는 약 12일 경과 후 5~6 log CFU/mL까지 증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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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og CFU/mL, ▲: 2 log CFU/mL, ●: 3 log CFU/mL

Fig. 2. Effect of initial inoculum concentration on growth of L. monocytogenesin whole milk (A, C) and non-fat milk (B, D) at 4
o

C

(A, B) and 10
o

C (C, D)

였고, 15°C에서는 약 2~3일 경과 후 5~6 log CFU/mL까지 

증식하였다. 1 log CFU/mL 수준의 균이 존재한 상태에서

도 10°C, 15°C로 유통이 이루어 졌다면, 일반 우유와 무

지방 우유 모두 유통기한 내에 독소 형성이 가능한 수준

까지 증식하여(Ash M 1997)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 우유에서 S. aureus는 계속적으로 불검출

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른 균에 비해 저온에서도 잘 증식하는 L. monocytogenes

는 4°C에서 2~3 log CFU/mL 접종 수준의 오염된 우유에

서 약 16일 이내에 4~6 log CFU/mL까지 증식하는 것에 

비해 10°C에서는 약 16일 이내에 9 log CFU/mL 이상 증

식하였으며(Fig. 2), 통계적으로 초기 오염 농도가 다른 

샘플간에 성장속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Table 1). 또한 L. monocytogenes는 1 log 

CFU/mL 수준으로 오염되었을 때, 4°C에 저장한 일반 우

유와 무지방 우유에서는 약 16일 경과 후 2 log CFU/mL 

수준까지 증식 하였으나, 10°C에서는 약 4~5일 경과 후 2 

log CFU/mL 수준 이상으로 증식하였다. L. monocytogenes 

균은 오염수준에 상관없이 4°C에서 저장했을 때에는 낮

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0°C에서는 16일 경과 후 모두 9 

log CFU/mL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L. monocytogenes

의 경우에도 1 log CFU/mL 수준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냉장온도인 0~10°C로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식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유통단계에서의 온도관리

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하며 L. monocytogenes균이 영유

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 그룹에 치명적인 것을 고려할 때

(Liewen MB와 Plautz MW 1998) 우유에서는 반드시 음

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진다.

C. perfringens의 경우에도 S. aureus와 마찬가지로 장

독소를 생성하는데, 식중독은 C. perfringens가 소장에서 

포자를 형성할 때 만드는 enterotoxin에 의해 일어 난다 

(McDonel JL 1980). C. perfringens는 6 log CFU/mL 이상 

오염되어야 발병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인 만큼(Park JH 

2009), 3, 5 log CFU/mL 수준으로 각각 접종하여 10°C 

저장 조건에서 약 10일 동안 저장한 결과 통계적으로 초

기 오염 농도가 다른 샘플 간에 감소속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2), 모두 사멸하였는데 

우유의 포장 상태가 호기적 조건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Fig. 3). 또한 10°C 이하의 온도에서는 증식 

하지 못하는 C. perfringens균의 특성상(Li J와 McC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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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amples

C. perfringens

p-value
10°C 15°C

3.0±0.5 5.0±0.5 2.0±0.5~3.0±0.5

Vegetative cell Vegetative cell Vegetative cell spore

Delta
1)

Whole milk 3.97 5.21 - - < 0.0001

Non-fat milk 3.52 2.77 - - < 0.0001

Quail egg 5.63 12.58 12.21 13.49 < 0.0001

1)
Delta: treatment time for the first decimal reduction, p<0.05.

Table 2. Survival kinetics of C. perfringens in whole milk, non-fat milk and quail egg stored at 10 and 15
o

C

Fig. 3. Effect of fat content on survival of C. perfringens in whole milk (A, C) and non-fat milk (B, D) at 10
o

C (A, B: 3 log CFU/mL,

C, D: 5 log CFU/mL)

BA 2006) 우유가 유통 및 판매되는 과정 동안 10°C 이하

의 온도를 유지한다면 유통기한 내에 C. perfringens의 감

염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10°C의 온도에서 3, 5 log CFU/mL 수준으로 오염된 

C. perfringens는 일반 우유에서 더 오래 생존하였는데 특

히 육제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균인 C. perfringens의 생존

은 지방함량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오염수준에 따라서는 5 log CFU/mL 수준으로 오염

되었을 때보다 3 log CFU/mL 수준으로 오염되었을 때 

생존기간이 2배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 log CFU/mL의 오염수준에서는 10°C 에서 유통기한 내

에 사멸하였다. 

2. 초기 오염농도가 메추리알 제품에서 고 위험군 병

원성 식중독 균의 증식 및 생존에 미치는 영향

S. aureus를 접종한 메추리알을 10°C에 저장했을 때, 

초기 오염 농도(1~3 log CFU/g)에 크게 상관없이 약 46일 

이내에 최대 8 log CFU/g까지 증식하였나(Fig. 4), 통계적

으로는 초기 오염 농도에 따른 성장속도에 유의적인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알가열성형제

품인 메추리알의 유통기한이 6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유통판매온도인 10°C에서 초기 오염 수준이 1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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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og CFU/mL, ▲: 2 log CFU/mL, ●: 3 log CFU/mL

Fig. 4. Effect of initial inoculum concentration on growth of S. aureusin quail egg at 10
o

C (A), 15
o

C (B)

■: 1 log CFU/mL, ▲: 2 log CFU/mL, ●: 3 log CFU/mL

Fig. 5. Effect of initial inoculum concentrationon growth of L. monocytogenes in quail egg at 4
o

C (A), 10
o

C (B)

일 때에도 유통기한 내에 최대 농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0°C 보다 높은 15℃에 저장했을 

때에도 초기 오염 농도(1~3 log CFU/g)에 따른 성장속도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Table 1), 8일 이내에, 최대 

7~8 log CFU/g까지 증식하여 10°C에 저장했을 때에 비해 

최대 수까지 성장하기 까지 걸리는 속도는 약 6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장온도에 따라 메추리알에

서의 S. aureus의 증식 속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여

주며, 알가열성형제품인 메추리알의 공정과정에서 S. 

aureus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유통 판매할 때에 온도 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

한 온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추리알을 4°C에 저장 시, L. monocytogenes를 1 log 

CFU/g의 수준으로 오염된 메추리알은 17일의 저장기간 

동안에는 큰 성장 없이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7일 

이후부터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약 27일 이내에 

최대 5 log CFU/g까지 성장하였으며(Fig. 5), 초기 오염 

농도에 따른 성장속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메추리알의 유통기한이 6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유통 판매 온도인 4°C에서 최소 농도로 오

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 log CFU/g이상 성장할 수 

있으므로 메추리알에서 L. monocytogenes는 철저한 음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0°C에서 저장했을 때

에도 초기 오염 농도에 따른 성장속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Table 1). 또한 초기 오염 농도(1~3 log CFU/g)

에 상관없이 약 20일 이내에 최대 9 log CFU/g 이상 수

준까지 성장하였으며, 4°C에서 저장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L. monocytogenes의 

경우도 S. aureus와 마찬가지로 저장 온도에 따라 증식 속

도가 크게 차이나며, 메추리알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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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initial inoculum concentration on survival of C. perfringens in quail egg at 10
o

C (A: 3 log CFU/g, B: 5 log CFU/g)

Fig. 7. Survival of C. perfringens vegetable cell (A), C. perfringens spore (B) in quail egg at 15
o

C

온도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L. monocytogenes의 경우도 건강한 사람이 6-7 log CFU/g 

이상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 증상이 일어

나는데(Farber JM 둥 1996), 권장 냉장온도(0~10°C)에서 

낮은 농도로 오염되었을 때 모두 최대 6-8 log CFU/g까

지 성장하므로 최종제품에서 음성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삶아서 깐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메추리알 가공품은 충전수와 함께 반호기 상태로 유

통되고 있다. 충전수에는 천연항균물질인 GSE(Grapefruit 

Seed Extrate: 자몽종자추출물)가 첨가되어 있는데, GSE

는 자몽 종자 외에도 과육, 흰색의 얇은 막에서 추출한 

것으로 부패성 및 병원성 미생물의 세포벽 및 세포막의 기

능을 약화시키고 효소활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Heggers 

JP 등 2002, Reagor L 등 2002) 천연 항균 보존제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S. aureus와 L. monocytogenes를 충전

수에 담겨져 있는 메추리알에 인위적으로 접종했을 때, 

유통기한 내에 모두 초기 농도에서 최대 농도로 성장하

는 경향으로 보아 메추리알 가공품에서의 자몽추출물의 

항균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메추리알 가

공품이 유통과정에서 온도남용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자몽종자추출물 이외에 다른 hurdle 테크닉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S. aureus와 L. monoctytogenes와 다르게 C. perfringens

를 3 log CFU/g 수준으로 접종한 메추리알을 10°C에 저

장했을 때는 16일간 저장 후에 약 3 log CFU/g 정도 사

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메추리알 제품의 유통기

한이 6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 내에 고농도의 

오염 및 증식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 log CFU/g 이상의 고농도로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55

일 이내에 모든 C. perfringens가 사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10°C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알가열성형제품

은 C. perfringens에 의한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초기 오염수준이 약 3 log CFU/g인 메추리알을 각각 

10, 15°C에 저장했을 때, 사멸속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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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10°C에서의 delta 값이 15°C에

서의 delta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C. 

perfringens가 10°C에서보다 15°C에서 더 오래 생존하였

으나 유통기한 내에 온도에 따른 오염 및 증식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충전수와 함께 포장

되어있어 반 호기 포장 상태인 알가열성형제품에서 C. 

perfringens는 10, 15°C에서 유통기한 내에 사멸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러나 C. perfringens의 경우 포자를 생성할 

수 있는데. C. perfringens 포자는 영양세포가 적절한 열

처리를 하였을 때 사멸되는 것과는 달리 100°C에서 1시

간 가열하여도 생존할 정도로 열정항성이 매우 강하다 

(Labbe RG 2001). 또한 Byrne B 등(2006)은 pork luncheon 

roll에서 C. perfringens 영양세포의 D-value가 65°C에서 

0.8분 이였던 것에 비해 포자의 D-value는 90°C에서 30.6

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여 포자의 대한 위험성

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 perfringens를 포자상태로 메추리알에 접종하여 

15°C에 저장한 결과 포자의 초기 오염 농도가 약 2 log 

CFU/g인 상태에서 완전히 사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9일 이였다(Fig. 7). 또한 영양세포와 포자와의 사멸속도

를 비교해본 결과, 포자의 delta 값이 영양세포의 delta 값

보다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식품

에서 포자가 영양세포보다 더 오래 성장할 수 있어 그 위

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메추리알에서 

영양세포 뿐만 아니라 포자 모두 유통기한 내에 사멸하

므로 C. perfringens 포자에 의한 위험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병원성 식중독 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

킨 우유 및 계란 가공품을 4, 10, 15°C에 저장하면서 유

통기한 동안 지방성분, 보관온도, 오염농도가 미생물의 

증식 및 생존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우유와 무지방 우유에서의 S. aureus가 최대 

농도까지 성장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온도에 따라 비교했

을 때, 10°C에서 저장했을 때가 15°C에 저장했을 때에 

비해 약 4-5배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10°C 

에서는 초기 오염 농도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log CFU/mL 

수준으로 균이 접종되었을 때도 일반 우유와 무지방 우

유에서 유통기한 내에 5~6 log CFU/mL까지 증식하였다. 

15°C에서도 마찬가지로 1 log CFU/mL의 낮은 수준으로 

접종시켰을 때, 유통기한 내에 8 log CFU/mL까지 증식하

였다. 우유의 최대 보존 및 유통온도는 0~10°C이며 유통

기한은 약 11~14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일

반 우유와 무지방 우유 모두 S. aureus의 독소 형성이 가

능한 수준까지 증식하므로 식중독 위험 가능성이 있어 

우유에서 S. aureus는 계속적으로 불검출로 관리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L. monocytogenes는 저온에서도 잘 

성장하여 4°C와 10°C에 저장한 결과, 오염수준에 상관없

이 4°C에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0°C에서는 유통

기한 내에 최대 8~9 log CFU/mL 수준 이상으로 증식하

였다. L. monocytogenes의 경우도 S. aureus와 마찬가지로 

냉장온도에서 최소 농도로 오염되었어도 식중독을 일으

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음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진다. 

반면에 C. perfringens를 3, 5 log CFU/mL 수준으로 접종

하여 10°C에 저장했을 때, 저장기간 동안 모두 사멸하는 

경향을 보여 우유의 유통과정 동안 C. perfringens의 감염

에 대한 위험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알가열성형제

품인 메추리알에 S. aureus를 접종하여 10°C와 15°C에 저

장했을 때, 유통기한 60일 이내에 초기 접종 온도에 상관

없이 최대 8 log CFU/g까지 증식하였다. 또한, 10°C에 저

장했을 때에 비해 15℃에 저장했을 때, 최대 농도까지 성

장하는 속도가 약 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알가열성형제

품인 메추리알을 유통 판매 할 때 철저한 온도 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L. monocytogenes의 경우에도 유

통기한 내에 최대 농도까지 성장하는 속도가 4°C에 비해 

10°C에서 약 2배 빠르게 성장한 반면 C. perfringens를 3, 

5 log CFU/g 수준으로 접종한 메추리알은 저장온도 10°C

에서 유통기한 내에 모두 사멸하여 알가열성형제품에서

의 C. perfringens의 의한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15°C에서 C. perfringens 포자를 접종하여 저장

한 결과, 모두 유통기한 내에 사멸하는 경향을 보였으므

로 영양세포 뿐만 아니라 포자에 의한 식중독 위험성 또

한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냉장 온

도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 속도 차이를 보였으므

로 우유 제품 및 계란 가공품의 유통 판매 과정 중의 냉

장온도를 낮추어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보장 및 유통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특히 낮은 오염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한 내에 최대로 성장하는 S. aureus, L. monocytogenes 

한해서는 음성으로 반드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 전 단계에서 온도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유통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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