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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살균 원유로 만든 다양한 치즈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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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fore the advent of pasteurization and other microbiological controls in the dairy industry, milk product–borne diseases 
such as scarlet fever, typhoid fever, septic sore throat, and tuberculosis were globally widespread. Pasteurization was invented 
by Louis Pasteur,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control milk product-borne diseases since 
the 20th century. Nevertheless, till date, various types of cheese in the EU, the USA, and other countries are made from 
unpasteurized milk as artisan cheese, following the specific food regulations of each nation. Furthermore, after the effective-
nes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many nations, the import of various types of 
cheese made in different conditions and influenced by acidity, preservatives, temperature, competing flora, water activity, 
and salt concentration increased yearly. Hence, the objective of this review was to describe (1) the 60-day aging rule of 
cheese, (2) characteristics of the outbreaks linked to cheese manufactured from unpasteurized milk since 1998 to 2011 in 
USA, and (3) serious health risks from unpasteurized milk, to ensure food protection and safety and to use this basic 
information for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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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매우 유용한

음식자원 중의 하나이지만, 우유의 성질상 외부의 환경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 식품이기도 하다(Johnson, 2002). 
2013년 초에 뉴질랜드산 우유에서 독성물질인 DCD가 검

출되면서 연간 97억 달러에 달하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에 타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축산
업자들이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비료부산물인 질산염

이 강이나 호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산화 저

해제인 DCD(Dicyandiamide)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식품에 포함된 DCD 수치에 관한 국제규정은 존재하
지 않지만, 수치가 높을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알려져
있다(Korea FDA, 2013). 따라서 원유 품질의 문제는 유가
공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에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Johnson, 2002; Gould et al., 2014). 최근에
우유와 관련된 큰 사건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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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에 네슬레가 중국에서 판매한 분유에 기준
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지만, 건강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사과성명을 발
표하였다. 
․2005년 11월에 이탈리아 정부기관이 네슬레와 누미코
가 제조한 분유팩 라벨에서 화학물질을 검출하면서 리

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8년에 뉴질랜드 유제품 대기업 폰테라가 지분 48%
를 보유하고 있는 산루 등 중국업체 22개가 제조한 멜
라민 분유로 인해 6명 사망하고, 30만 명 병원에 입원
하였다.
․2011년 11월에 중국기업 멍니우유업이 제조한 우유에
서 암 유발 물질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였

고, 멍니우유업은 곰팡이가 핀 소사료 때문에 발생하
였다고 해명하였다. 
․2012년 6월에 중국기업 광밍유업 우유에서 세제가 검
출되어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2년 6월에 중국기업 내몽골 이리그룹 분유에서 기
준치를 넘어서는 수은이 검출되어 리콜 사태가 발생하

였다. 
․2012년 7월에 중국기업 아바유업 분유에서 아플라톡
신이 검출되어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2/4분기(4~6월) 농축산물
수입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EU 중심 2013년보다 수
입액 17.7% 증가하였으며, 관세 대폭 인하 미국과 EU산 치
즈 국내 점유율 무려 82% 차지하고 있다(Korea Rural Eco-
nomic Institute, 2014). 2013년 한국과 FTA를 맺은 47개국
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총액(153억 2,300만 달러)이 처음으
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303억 9,400만 달러)의 절반을 넘
어선 데 이어, 2014년 상반기에는 FTA 체결국 비중이 벌써
56.4%를 넘어섰다. 2014년 2/4분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 확대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FTA 시행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
는 미국과 EU산 유제품 수입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다. 2014년 2/4분기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15,750톤으로 전
년 동기 9,882톤과 비교하여 59.4% 급증하였으며, EU산도
2,416톤에서 3,333톤으로 37.9%가 증가하였다. 현재 유제
품의 경우, 미국산 치즈는 7,426톤 이하 물량, EU산 치즈는
4,836톤 이하 물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반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치즈
는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5.0%와 35.2%씩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
용한 미국산과 EU산 치즈는 현재 한국 시장의 81.9%를 차

지한 상태이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4).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치즈가 한국에

서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수입되는 대부분

의 치즈가 다양한 연령층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해 볼 때,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된 수입치즈의 안전성 문
제는 국민 건강과 매우 직결되어 있다. 특히, 원유의 살균
처리가 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비살균 치즈의 경우에는 더

욱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치
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비살균 치즈의 종류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치즈 중에서도 특히 최

근에 많은 관심분야인 비살균 치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 비살균 치즈의 60일 숙성의 의미, (2) 비살균 치
즈에 의한 질병 발생 현황, 그리고 (3) 미국 FDA에서 비살
균 치즈에 대한 법규들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비살균 치즈와 살균처리된 치즈에 대한 기초자료로

서 risk assessment에 활용하는데 있다. 또한 본 총설논문의
모든 자료들은 이미 발표된 다양한 문헌 등을 재정리하여

서술하였다.

비살균 치즈의 60일 치즈 숙성

2010년에 Estrella Family Creamery와 Sally Jackson Cheese
에서 Listeria와 E. coli O157:H7에 의해 질병이 발생과 2011
년 2월에 미국에서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Bravo Gouda 치
즈 내에 존재하는 E. coli O157:H7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
후, 한 번 더 “비살균 우유와 60일 숙성”에 대한 많은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Food Safety News, 2011). 또한 미국 내에
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비살균 및 살균된 유제품

의 회수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

즈의 경우, 60일 숙성에 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비살균 치즈는 미국의 다양한 법규 등에 의해서 많

은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0년에 일어난 치즈와 관련
된 질병과 식품 회수는 전례 없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

였다(US CDC, 2010).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FDA가 비살
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 대해 시행한 단속과 비살균 우유

로 제조한 치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식품 안전성 및 식

품 품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적용되는 규제강화조

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Food Safety News, 2011). 
이미 1997년에 FDA는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경질치즈

의 60일 숙성과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 비살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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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제조된 치즈의 숙성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비

살균 치즈의 60일 숙성이 제정된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
기되었다(D’Amico et al., 2008abc). 따라서 미국 내에서 비
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관한 규정의 역사적 배경과 연

대표, 그리고 FDA에 의해 제정된 60일 숙성에 대한 과학적
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1. 비살균 치즈의 정의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의 60일 간의 숙성 기준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즈 스타일의 의미와 각 치즈의

규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즈는 원래 인간
사회에서 우유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발달되었다. 미국에서
치즈는 주로 소, 염소, 양, 버팔로의 우유로부터 제조된다
(Donnelly, 1990). FDA는 21 C.F.R. Part 133에 규정된 72
가지의 치즈와 치즈제품 가운데 35°F 이상의 온도에서 60
일 이상 숙성된 비살균 우유로만 제조된 치즈의 판매만 허

가한다(US FDA. 21 CFR Part 133). Raw Milk Cheesemakers’ 
Association은 비살균의 저온살균법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
을 적용하였다(Altekruse et al., 1998). “미국 FDA의 규정
에 따라 착유 중에 104°F(40℃) 이상의 온도로 열처리 되지
않은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는 60일 이상 35’°F 이상
의 온도에서 숙성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US FDA. 
21 CFR Part 1240.61).

2. 원유로 만들어진 치즈의 법규변화의 연대표

1) 1941~1944
장티푸스 유행병은 캐나다산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체더

치즈(Cheddar cheese)에 의해 발생했다(Johnson, 2002). 질
병을 일으키는 Salmonella 균주는 30일 동안 숙성된 치즈에
서는 발견되었지만, 48일 또는 63일 동안 숙성된 치즈로부
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Salmonella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캐
나다 앨버타에서는 숙성기간이 90일 미만인 치즈는 판매할
수 없었다(Werner et al., 1979). 

2) 1946
Brucella abortus는 초기 접종 수치에 따라 비살균 우유

로 제조된 체더치즈 내에서 6개월까지 생존 가능한 것이
밝혀졌으나, 체더치즈가 파상열(B. abortus에 의해 일어나는
인체 질병)의 매개체는 아니었다(Johnson, 2002). D’Amico 
(2010a)는 이 연구를 이전 자료(63일 이상 숙성된 치즈에
의해서는 장티푸스가 발생하지 않음)와 통합하여 Brucella 
abortus가 60일 동안의 보존 기간을 거친 치즈에서 생산됐
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40년에 기록된 보고에 의하면

Mycobacterium tuberculosis(>100 days), Salmonella typhi 
(3~10 months), hemolytic Streptococcus(>160 days)는 체더
치즈 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Johnson, 
2000). 

3) 1950
FDA는 치즈 제조 시 살균된 우유를 사용하거나, 치즈를

60일 이상 35°F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야 된다는 규정
을 발표했다. D’Amico(2010b)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비살균 우유로 제조 가능한 자연산
치즈가 30여종 이상이 있다.

4) 1960
추가적인 연구가 Salmonella Typhimurium 등의 병원균이

60일 이상 숙성한 치즈 내에도 생존하는 것을 증명했다

(Villar et al., 1999). 냉장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Salmonella 
typhi는 stirred curd granular cheddar cheese 내에서 150~180
일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5) 1987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에 더블린에서 Salmonella에 의

해 발생한 질병(22명의 사망자)을 포함한 많은 식품매개질
병이 상업 비살균 음용유에 의해 일어났다(Haeghebaert et 
al., 2003). 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FDA에게 주내 비살균 음용유 및 유제품의 판매를 금지하
도록 요청하는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6) 1973~1992
CDC가 비살균 우유 및 이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의 발생을 보고했으며, 이 기간 동안 58명의 사망자와
32건의 치즈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다(Altekruse et al., 1998). 
그러나 연구자들은 “치즈 제조가 오늘날의 식품 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위생 조건에 만족된 상
태였다면, 질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치즈의 보존처리가 치즈 내에 존재하는 대
부분의 박테리아를 제거하지만, US CDC Foodborne 
Disease Outbreak Surveillance System 이외의 자료에 의하
면 보존처리 하나만으로는 Salmonella, Listeria, E. coli 
O157:H7 등의 미생물을 치즈 내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
다고 제기했다.”

7) 1996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의 연구자들(1996)은 60일

간의 숙성으로 체더치즈 내에 존재하는 E. coli O157:H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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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FDA는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Microbio-
logical Criteria for Food(NACMCF)에게 60일 숙성의 효과
에 대한 논문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FDA에
게 “경질치즈의 60일간의 숙성과정은 공중위생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8) 2002
캐나다 앨버타의 위생관들은 E. coli O157:H7에 의한 출

혈성 대장염이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고다 치즈와 관련 있

다고 제기했다(Govaris et al., 2002). 그들의 논문에서는 캐
나다에게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경질치즈의 숙성 대한 연

방 규정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9) 2004
60일 간의 숙성과정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책임질 수 없

다고 주장하는 NACMCF와 다른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기관이 시행하는 치즈 가공 시에 필요한 조건의 평가에
도움을 제공할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대한 위험성”
에 관한 논의가 FDA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Food 
Safety Magazine에 게재되었다(Sheehan et al., 2004). 

10) 2006
Schlesser 등(2006)의 연구 결과는 60일 간의 숙성과정을

통해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체더치즈 내에 존재하는 E. coli 
O157:H7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 2008
D’Amico 등(2008b)은 Listeria monocytogenes가 가공 후

과정을 오염시키는 물질일 경우, 60일 간의 숙성과정이 비
살균 우유 또는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surface-mold-ripened 
연질 치즈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구자
들은 “이 종류의 치즈는 숙성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
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연방 규정을 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12) 2010
FDA는 Listeria monocytogenes 오염에 중점을 두고 치즈

의 안정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했다(Gould et al., 
2014). 특히, 이 조사는 치즈 제조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서 생산되는 비살균 및 살균된 치즈제품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11월에 비살균 우유로 제조되었고, 규정에 따라 60일간

숙성시킨 고다 치즈에 의한 38건의 질병의 발생을 CDC가

보고한다(US CDC, 2010). 
2010년 12월 D’Amico 등(2010b)은 숙성된 고다 치즈와

stirred-curd 체더치즈 내에 생존하는 E. coli O157:H7에 대
한연구를보고하였다. 60일숙성조건은체더치즈의 Brucella 
abortus는 제거되지만,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고다 치즈 또
는 stirred-curd 체더치즈 내의 살아있는 E. coli O157:H7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보고하였다.

3. 60일 숙성의 규정에 의해서 판매 허용되는 치즈의 종
류(미국치즈협회)

1) Fresh cheeses
60일 숙성 규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스타일 치

즈(Mascarpone와 Ricotta), Chevre, Feta, Cream cheese, Quark, 
Cottage cheese, Queso fresco, 멕시코 스타일 신선한 치즈.

2) Soft-ripened cheeses
60일 숙성 규칙이 허용된다. Brie, camembert styles, triple 

crèmes.

3) Semi-soft cheeses
60일 숙성 규칙이 허용된다. Blue cheese, Colby, fontina 

styles, havarti, Monterey Jack, washed rind cheeses.

4) Firm/hard cheese
60일 숙성 규칙이 허용된다. Gouda styles, most cheddars, 

dry jack, Swiss(Emmenthaler) styles, Gruyere styles, many 
“tome” styles, Parmesan styles.

5) Blue cheeses
60일 숙성 규칙이 허용된다. French(Roquefort), Italian 

(gorgonzola), Danish blue styles.

6) Pasta Filata cheeses
60일숙성규칙이허용되지않는다. Italian style Mozzarella, 

Provolone, Scamorza.

7) Natural or washed rind cheeses
60일 숙성 규칙이 허용된다. French Tomme de Savoie와

Mimolette, English Stilton, Lancashire cheeses, Epoisses, 
Livarot, Taleggio.

8) Processed cheeses
60일 숙성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American Chees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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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ed cheese spreads, “cheese flavored” spreads.

4. 비살균 치즈에 관한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와 뉴질랜
드의 규정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대한

규정은 Quebec(우유 품질과 가축 수의과 조사에 대한 엄격
한 규칙을 준수한다면 비살균 우유로 제조하는 치즈는 60
일 숙성을 거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을 제외하고, 미국
의 치즈 규정과 비슷하다(Schlesser et al., 2006). 1996년에
고다 치즈 내에 존재하는 E. coli O157:H7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후,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
즈의 판매를 금지시켰지만, 제조업과 소비자에 의해 이 계
획은 실패했다. 
유럽연합(EU)에는 치즈 숙성에 대한 규칙이 없지만, 착

유, 저장, 치즈 제조에 사용될 우유에 적용되는 위생규정은
미국보다 엄격하다(Oliver et al., 2009). 또한 동물의 건강
과 제조자의 건강은 비살균 우유로 생산하는 치즈의 안정

성을 보장한다. 유럽에서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는 “비
살균 우유로 제조됨”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행되는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

즈에 대한 규정은 최근에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다(FSANZ, 
2006). 호주는 모든 국내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의 판
매를 금지한다. 그러나 유럽과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특정
치즈(예: Roquefort, Gruyere, Sbrinz, Emmental)의 숙성기
간이 90일 이상이고, 유럽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치즈의 판
매를 허가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즈는 90일 숙성 후에
저온처리해야 된다. 

5. 비살균 치즈와 관련된 질병과 역학
1950년에 미국에서 60일 숙성 규정이 실시된 이후로 치

즈와 관련된 질병의 역학은 변화하고 있다(Honish et al., 
2005). 1940년대에 진행된 규칙의 기반이 된 연구들은 인
간에의해전염되는질병(예: 장티푸스)을토대로진행되었다. 
오늘날, 치즈에 의한 대부분의 질병은 반추동물 내에서 생존
하는 zoonotic enteric pathogen(예: E.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에 의해 발생한다. Listeria mono-
cyogenes는 유제품 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병원균이다

(Johnson, 2002). 
선진국에서 유제품에 의한 질병의 발생은 비교적 드물지

만 유제품에 의한 질병 중 11.8%가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 의해 발생한다(FSANZ, 2006). 비살균 우유로 제조
된 치즈의 판매를 허가하는 모든 국가(비살균 치즈가 유명
한 프랑스 포함)는 식품매개 질병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
다(Ostyn, 2010). 미국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보고는 1973

년부터 1992년 사이에 발생한 치즈에 의한 질병 기록으로
이 질병에 의한 58명의 사망자 중 프랑스와 멕시코 스타일
치즈를 섭취한 후에 사망한 사람이 56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모짜렐라 치즈의 불충분한 살균처리에 의해 사망하
였다(Altekruse 1998; Gould et al., 2014). 

6. 60일 숙성된 치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병원성 세균

1) Brucellaspa
잠복기는 1~2달 이상으로 질병이 재발할 수 있다. 증상

으로는 발열, 두통, 관절 통증, 우울증, 체중 감량 등이 있으
며, 착유동물 내에서 낙태를 유발할 수 있다. 

2) Campylobacter
잠복기는 2~5일이며, 질병은 2~7일 동안 일어난다. 몇몇

환자들은 장기간 합병증으로 마비증상을 일으킨다. 증상으
로는 설사, 경련, 발열, 메스꺼움, 구토, 근육통이 있으며, 
이 병원균은 건강한 착유동물에서 발견된다. 

3) E. coli O157, and other pathogenic E. coli
잠복기는 2~8일로, 질병은 5~8일 동안 일어난다. 몇몇

환자들은 신장병 또는 다른 합병증을 일으킨다. 증상으로
는 설사, 경련, 저급 열병이 있으며, 이 병원균은 건강한 착
유동물에서 발견된다. 

4) Listeria monocytogenes
잠복기는 3~70일(평균 3주)이며, 질병이 지속되는 기간

은 민감성에 따라 다르다. 수막염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
이 80%이며, 패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50%다. 증
상으로는 패혈증, 수막염, 자궁 내 감염(자연 유산 및 사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등이 있다. 건강한 착유동물
및 유제품 가공 환경에서 발견된다.

 
5) Mycobacterium bovis
양성 투베르쿨린 검사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4~12주이며, 

전신감염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1~2년이다. 질병은 평생 동
안 계속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폐질환이 있으며, 가축에게
전신감염을 일으키며, 우유와 aerosol(연무체)를 통해 전염
된다. 

6) Salmonella enteric
잠복기는 6~48시간으로, 질병은 2~8일 동안 지속된다. 

몇몇 환자들은 관절염 등의 장기간 합병증에 걸린다. 증상
으로는 설사, 매스꺼움, 구토, 경련, 발열 등이 있으며,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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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는 착유동물 내에서 질병을 일으킨다. 

7) Salmonella typhi
잠복기는 8~14일로, 질병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르

다.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0~20%다. 증상으로는 발열, 경련, 설사, 거식증 등이 있으
며, 인간에 의해 전염된다. 

8) Staphylococcus enterotoxin
잠복기는 2~4시간으로 1~3일 동안 지속된다. 증상으로

는 구토, 매스꺼움, 경련이 있다. 동물과 인간이 이 질병의
매개체이며, 식품 내에서 성장하며 독소를 생산한다.

신선한 연질치즈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질병은 살균이 불충분한 우유와 가공 환경 내
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에 의해 발생
한다(MacDonald et al., 2005). 이전의 연구결과가 보여준
것처럼 대부분의 Listeria monocytogenes와 Salmonella는 신
선한멕시코스타일의연질치즈에서발견되었다(Marler, 2009).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 중 2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2건은 모두

2003년에 오염된 신선한 Queso fresco 멕시코 스타일 치즈
를 섭취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이에 비해 60일 동안 숙성된
치즈 내에서 병원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즈
에 인한 질병의 발생은 비교적 드물었다(Jaros et al., 2008). 
미국 버몬트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의 낮은 오염 수치와, 2) 치즈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독성 변화가 60일 동안 숙성된 치즈에 의한 질병
의 발생이 드문 이유로 추측된다고 보고하였다(D’Amico et 
al., 2010). 그러나 예외의 경우(보존 처리된 고다 치즈 내의
E. coli O157:H7에 의한 질병)가 2002년에 캐나다에서, 그
리고 2010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다(Honish et al., 2005; US 
CDC, 2010). 2010년에미국에서 발생한 38건의 질병은 FDA
의 60일 숙성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고다치즈에 의해 발생하였기에, US CDC는 그 원인과 결과
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사와 노력을 진행하였다.

7. 비살균 치즈 제조 시 미생물과의 관계와 제어 방법
Johnson(2002)은 치즈 제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

해 연구한 후, 다양한 치즈 제조 방법, 숙성과정, 구성물로
인해 치즈가 복잡하다고 보고했다. 60일 숙성 규칙은 숙성
과정을 통해 치즈 내의 병원균을 감염수치 이하로 감소시

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규
칙의 효율성은 사용된 우유 및 다른 재료의 초기 미생물 수

치와치즈가공시의위생습관에따라다르다(Donnelly, 1990). 
숙성이나 보존처리 심지어 저온살균법은 우유의 열등 품질

또는 제조 및 저장의 부족한 위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병원균의 성장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치즈 제조 과정의

본질적 특성은 pH, 수분, 염분, 산성도, 온도, 습도, 산화 환
원 전위, 치즈 미생물상(종균배양 포함)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는 치즈 보존처리 시에 각각 또는 다
른 요소와 함께 식품매개 병원균의 생존과 성장에 큰 영향

을 준다. 각 요소의 효과는 치즈의 초기 감염 수치의 영향
을 받는다. 높은 수치의 병원균(특히 낮은 수치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접종은 이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 연질 및 반연질 surface-mold-ripened 치즈의 경우에는
높은 pH와 수분으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D’Amico 
et al., 2008a). 
치즈 제조에 사용하는 비살균 우유에 존재하는 병원균은

섭취하는 사람에게 위험하다. Oliver(2009)는 미국 벌크 탱
크(bulk tank) 우유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유행에 대한 논
문을 검토하여, 병원균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Campylobacter: 2~9.2%
․E. coli O157:H7: 0~0.75%
․Listeria monocytogenes: 2.8~7.0%
․Salmonella spp.: 0~11%
․Shiga-toxin E. coli: 2.4~3.96%
․Yersinia enterocolitica: 1.2~6.1%

D’Amico(2008b; 2010)는 버몬트에서 소규모 농장 치즈
생산에 사용되는 우유를 조사하여 낮은 수치의 오염을 발

견했지만, 농장마다 그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왜냐하면 몇몇 기업들은 위생을 관리하는 반면, 다른 기업
들은 식품 안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숙성된
치즈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행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실험 방법과 실험 내에서 제
조되는 치즈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Govaris et al., 2002; D’Amico 
et al., 2010). 예를 들어 Reitsma(1996)는 생산된 지 158일
된 체더치즈에서 살아있는 E. coli O157:H7을 발견했지만, 
비교에 살균된 우유를 사용했다. Schelesser(2006)는 체더치
즈에 5-strain E. coli O157:H7 cocktail을 접종시킨 후 60일
째 되는 날과 120일째 되는 날에는 박테리아의 수치가 감소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반면 열처리가 미생물의 수
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였다. D’Amico(2010)는 비살균 우유
로 제조된 숙성시킨 고다치즈와 stirred-cured 체더치즈 내의
E. coli O157:H7의 행동을 검사했으며, selective enrichment
를 사용하여, 270일 이상 두 치즈 안에서 미생물의 생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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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Listeria monocytogenes는 유제품 가공 환경에서 발생하면

큰문제일가능성이높다. 병원균이가공후과정에서생성된
다면, 살균된 surface-mold-ripened 치즈에서 L. monocytogenes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D’Amico et al., 2008b). 이와 같
은 결과는 살균상태에 상관없이 치즈 제조 시설의 위생을

강조한다. D’Amico 등(2008a)은 여러 병원균과 치즈 종류
를 사용하여 시행한 실험적 연구에 대한 더 종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많은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오랜시간동안규제기관과논쟁중인비살균음용유(fluid 

raw milk) 생산자와는 달리 비살균 우유를 사용하는 장인
및전문치즈 제조자들은미국의주와 FDA 규제기관과상호
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또한 American Cheese Society 
(ACS)은 생산자들이 회계 감사와 조사를 잘 준비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또한 관련된 자료들을 주 규제기관 및 FDA
와 상호 공유하고 있다. 최근 FDA가 연질치즈 및 치즈 제
조 시설 내의 Listeria에 대해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였다. 
2010년 4월부터 크고 작은 102곳의 치즈 제조 시설을 방문
하여, 24곳의 치즈 제조 시설에서 Listeria를 발견하였다. 그
중 절반 이상의 시설은 작은 규모였다. 또한 미국치즈협의
등은 치즈 제조자들에게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식품 안정 교육

․HACCP plan
․규칙적으로 제품 및 환경 검사

․정확하고 최신 기록 정리

․공인 검사 증명서 획득

․지역 규제기관과 협력 관계 유지

결론적으로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는 전세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치즈만의 독특한 미각적인 특성과 치
즈 제조법의 전통 및 예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

아오고 있다. 치즈, 특히 신선한 연질 또는 반연질 치즈는
Campylobacter, E.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등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기가 매우 쉽다. 비
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가 유명한 나라에서는 치즈 규정

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실험적 증거와 역
학적 증거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60일 숙
성 규정이 치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현행 FDA의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재검토의 요구가 있으며, 치즈 제조 시설에 대한 국
가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미국 FDA의 최근 움직임에 의해 4가지의 예상되는 결과

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과 같다. 1)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모든 치즈의 판매 금지, 2)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숙성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연장, 3) 숙성 기
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물의 건강과 가공 시의 위생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진 유럽 방식 채용, 그리고 4)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의 60일 숙성 규정에 대한 변화 없이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차후에 결정될 비살균 우유
로 제조된 치즈에 관한 60일 숙성 규정에 대한 치즈 제조업
자의 긍정적인 시각을 도모하고, 과학적인 기초로 한 다양
한 처리법을 발전시켜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치즈 제조 전
문가들이 제조한 치즈의 독특한 특성과 전통을 보존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비살균
치즈에 의한 다양한 질병의 발생 현황

식품매개질병은 사람들이 흔히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해

유사한 질병이 최소 2건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Gould 
et al., 2014). 우유 살균은 20세기에 효율적인 공중위생 방
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살균 및 다른 처
리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유제품으로 인한 질병(예: 장티
푸스, 성홍열, 결핵, 패혈성 인두염)이 만연하였다(Bryan, 
1983). 미국 내에서 주간 비살균 음용유 거래는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 내에서 판매되는 비살균 음용유는 종
류에 따라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US FDA, 
2011). 그러나 특정조건을만족한다면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은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
거래를 허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질치즈(예: Cheddar), 
반경질치즈(예: Gouda), 연질숙성치즈(예: Camembert) 등
의 치즈는 35°F 이상 온도에서 60일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만 판매할 수가 있다(US FDA, 2012). 신선한
경질치즈의 경우에는 살균된 우유로만 제조해야 하므로 주

사이 통상되는 이 치즈에 대한 정해진 숙성 기준은 없다. 
그러나 주 내에서 비살균 유제품의 판매가 허가된 경우, 비
살균 우유로 제조된 신선한 경질치즈를 거래할 수 있다

(Gould et al., 2014). 
치즈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주

는 요소로는 산성도, 방부제, 온도, 다른 식물군, 수분 활동
도, 염분농도 등 매우 다양하다(US FDA, 2013). 저온살균
법은 우유 내의 병원성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

다. 오염된 기계 또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염된 제조자가
치즈를 제조할 경우, 치즈는 병원균에 의해 오염될 수 있
다. Gould 등(2014)은 미국 질병관리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CDC)가 보고한 1998년
부터 2011년 사이에 치즈에 의해 발생한 식품매개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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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정리 보고하였는데, 특히 비살균 또는 살균된 우
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의 특징 등을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하였다. 
US CDC는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치즈에 의한 질병

의 발생이 90건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약 1,882명이 질병에
걸렸으며, 230명이 입원하고, 6명이 사망하였다(Gould et 
al., 2014). 발생한 질병 중 82건(91%)은 치즈 제조에 사용
된 우유의 살균 여부와 관계성이 있으며, 이 중 38건(46%)
은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 의해, 나머지 44건(54%)
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 의해 발생되었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보다 더 많이 발생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
한 치즈를 섭취한 사람 중 21%가 입원하였으며, 살균된 우
유로 제조한 치즈를 섭취한 사람 중 6%가 입원하였다

(Gould et al., 2014).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를 섭취한 후에 질병을 얻은

사람 중 56%가 여성이었으며,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
의 경우에는 질병은 얻은 사람 중 47%가 여성이었다. 또한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보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

즈로 인해 질병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더 많았

다. 나이가 20~49살 또는 >50살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보다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

즈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더 많았다. 비살균 우유로 제
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은 Salmonella(34%), Campylobacter 
(26%), Brucella(13%), 이질균 독소 생산 Escherichia coli 
(11%)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살균된 우유로 제조한 치즈로
인한 질병은 Norovirus(39%), Listeria(24%)에 의해 발생하
였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에서는 3명의
사망자(Listeria 2건, Salmonella serotype Typhimurium 1건)
가 발생했으며, 살균된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 의한 질병에
서는 3명의 사망자가 모두 Listeria에 의해 숨졌다(Gould et 
al., 2014).
치즈에 의한 질병 중 36건은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

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 36건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다. 질병을 일으킨 주요 치즈는 Queso 
fresco(모든 질병의 26%)였으며, 비살균 Queso fresco에 의
해 19건의 질병이, 살균된 Queso fresco에 의해 1건의 질병
이 발생하였다(Gould et al., 2014). 추가적으로 보고된 7건
(비살균 치즈에 의한 2건, 살균된 치즈에 의한 5건)은 불특
정 종류의 멕시코 스타일 연질치즈에 의해 발생되었다. “가
정에서 만든” 치즈는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의 발생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7건, 19%). 이 중 3건
(1건은 Gouda, 1건은 Blue, 1건은 여러 종류의 숙성된 연질

치즈)을 일으킨 치즈의 제조에 사용된 우유는 비살균 우유
로 숙성기간이 60일 이상이었으며, 이 3건 가운데 2건은 E. 
coli O157:H7에 의해, 1건은 Listeria에 의해 발생하였다

(Gould et al., 2014). 치즈에 의해 발생한 질병 중 11건(7건
은 살균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4건은 비살균 치즈에
의해 발생)은 판매된 치즈가 다시 회수되었다(Gould et al., 
2014). 
비살균 Queso fresco로 인한 질병(3건)과 살균된 Queso 

fresco에 의한 질병(6건)은 Listeria에 의해 발생하였다. 치
즈에 의한 질병 중 최소 3건은 비살균 Queso fresco 내에
존재하는 Salmonella(10건), 비살균 “가정에서 만든” 치즈
내에 존재하는 Campylobacter(4건), 비살균 Queso fresco 
내에 존재하는 Brucella(3건)에 의해 발생하였다. Norovirus
에 의한 4건의 질병의 발생은 치즈 쟁반 또는 다양한 치즈
에 의해 발생하였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는 대부분
멕시코(13건, 38%)에서 수입된 숙성하지 않은 연질치즈였
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은 가정집(7건, 
21%), 유제품 회사 또는 농장(7건, 21%)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였다. 살균된 우유로 인한 질병은 레스토랑, 텔리카트
슨, 연회장(28건, 6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비살균
우유로 인한 5건의 질병 발생은 불법적으로 생산되거나 판
매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 중 2건은
노점 상인에게 구입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고, 1건은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수입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1건
은 불법적으로 구입한 비살균 우유로 가정에서 조리한 치

즈에 의해 발생했으며, 1건은 무면허 낙농장에서 판매된 치
즈로 밝혀졌다(Gould et al., 2014).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33건의 질병 발생(대

부분의 사건이 한 주에서만 보고됨) 중 대부분의 질병은 주
내에서 비살균 유제품 판매가 합법적인 지역에서 발생하였

다(91%). 3건의 질병 발생은 주 내에서 비살균 유제품의 판
매가 불법인 지역(Michigan, North Carolina, Virginia)에서
일어났다. 9건의 질병 발생(5건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한 치
즈에 의해, 4건은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 의해 발생)
은 여러 주에서 보고되었다(Gould et al., 2014). 여러 주에
서 보고된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은 가정에

서만든치즈, 이탈리아스타일연질치즈(Mozzarella, Ricotta, 
“Basket” cheese), Gouda 치즈, Blue 치즈, 같은 시설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젖소, 염소, 양의 우유로 제조된 연질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다.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
한 질병 발생의 주요 기여요소는 재료의 오염 및 동물 또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에 감염된 원료(62%)였다. 이
요소들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보고되지 않았다.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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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질병의 발생 주요 기여요소는 제조자의 건강 및 위

생상태와 관련이 있었다(맨손 접촉 35%, 감염된 제조자

31%). 이 요소는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
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보고되지 않았다(Gould et al., 2014).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

에 의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입원자의 수는 살균된 우유

로 제조한 치즈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자의 수보다 많

았으며, 이 질병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치즈 또
는 가정에서 제조한 치즈에 의해 일어났다(Gould et al., 
2014).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
람 중 절반이 어린이였다. 미국인들은 매년 100억 파운드
의 치즈(1인당 33.2 파운드)를 섭취한다. 비살균 우유로 제
조된 치즈의 비율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략 <1%로 추정
하고 있다. 이는 비살균 유제품이 살균된 유제품보다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Langer et al., 2012). 
질병을 유발한 치즈의 제조에 사용된 비살균 우유 중 약

40%가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연질치즈였다. 질병의 발생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질병을 일으킨 치즈가 특정 지역에서는

판매 금지인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치즈들이 미국 내
에서의 판매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US FDA, 2012). 멕시
코의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는 정해진 숙성기준을 충족

하지 않는 이상 상업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USDA APHIS, 
2012). 여행자들이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를 개인의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한된 양만큼은 들고 올 수 있지만, 
많은사람들이많은양의치즈를들고와서미국내에서불법

적으로판매하기때문이다(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2). 이와 같은행위는 비살균우유로제조된 Queso fresco
에 의한 질병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멕시코에
서 수입된 치즈 샘플의 46%가 Salmonella, E. coli O157:H7, 
Listeria 등의 미생물, 곤충, 쓰레기 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MacDonald et al., 2005). 
수입된 치즈에 관한 조사에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에서
수입된 치즈가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치즈보다 더 많은 병

원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US CDC, 
2008). 비살균 우유로 집에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의
발생 또한 빈번하게 나타난다(D’Amico and Donnelly, 2011). 
가정에서는 식품 제조시 식품안전규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

에 치즈 제조에 대한 올바른 위생법을 반드시 인식하는 다

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및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내에서 Listeria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연질치즈, 특히 멕시코 스타
일 치즈(예: Queso fresco)와 관련이 있다(Koch et al., 2010; 
Jackson et al., 2011; Gaulin et al., 2012). Listeria는 가공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

즈는 치즈 제조 과정 중 또는 숙성 과정 중에 오염될 수 있

다(US CDC, 2013). 연질치즈는 가공되지 않은 우유로 제
조되었거나, 또는 살균된 우유로 제조되었거나, 가공 후에
생성되는 Listeria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D’Amico et al., 
2008). Listeria는 냉장온도에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 이상 숙성된 치즈 또한 저온살균 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관리해야만 한다(D’Amico et al., 
2008). 발생한 질병 중 3건(E. coli O157:H7에 의한 2건과
Listeria에 의한 1건)은 숙성기간이 60일 이상인 비살균 우
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해 일어났다. 이는 숙성 조건이 치즈
로 인한 질병 중 3건(E. coli O157:H7에 의한 2건과 Listeria
에 의한 1건)은 숙성기간이 60일 이상인 비살균 우유로 제
조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숙성 조건이 치즈 내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건의 발생에 관해서는 최소 몇몇 치즈는 60일 동안의 숙성
기간 전에 포장되어 출시되었다고 보고하였다(McCollum 
et al., 2012). 몇몇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또는 질병 발생
장소에서 제조된 치즈 내에서 병원균이 6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Schlesser et al., 2006; D’Amico 
et al., 2010). 생산 1년 후에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E. 
coli O157, Mycobacterium bovis, Salmonella 등의 미생물이
실험실에서 접종한 치즈 내에서 발견되었다(D’Amico et al., 
2010). 
치즈와 관련된 질병에 기여하는 요소는 치즈 제조 시에

사용된 우유의 가공 여부에 따라 다르다. 물론 치즈 제조에
사용하는 가공되지 않은 우유는 낙농장에서 생성되기 때문

에 가공시의 오염, 특히 동물 또는 환경으로부터 생성된 병
원균에 의한 오염은 가공되지 않은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흔한 영향 요소들이다(Gould et al., 
2014).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가공 중의 오염은 드물었다. Campylobacter 감염에 의한 질
병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불충분한 살균처리를 한 지역 낙

농장에서 살균 처리된 생산이라고 표시된 치즈커드와 연관

이 있기에 이 제품은 살균처리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2건
의 질병에서는 치즈가 Listeria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다. 살
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의 가장 흔히 영향 요

소는 제조자의 건강 및 위생 결여이다. 또한 Norovirus에 의
한 많은 수의 질병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발생하였다(Langer 
et al., 2012).
식품매개질병에 대한 감시자료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

는 것이 사실이다(Gould et al., 2013). 우선 식품매개질병
보고는 자발적이며, 모든 식품매개질병이 CDC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이 보고되었다고 해도 만약 새
로운 자료를 입수한 주들은 기존의 기록들을 수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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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끔 보건국이 그 자료들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이 정
보는 명확하게 질병 기록 형태로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관련된 치즈가 >60일 숙성되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자주 있다. 더 많은 질병(특히, 가공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에 의한)이 불법적으로 생산된 치즈에 의
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Gould et al., 2014). 또한 질병
기록 형태는 오염을 분류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한

시점(예: 가공, 소매)에 관한 정보들은 수집되지 않았다. 각
질병에 대한 모든 변수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 기록하는 주 보건국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

로 부족한 자료를 채워나가야 하는 후속작업이 반드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영향 요소에 대한 자료는 식품
매개질병에 영향을 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Gould 
et al., 2014). 실례로, 몇몇 질병에서는 영향 요소가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요소를 나타내기 보다는 질병 조사에 대한

결점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살균 치즈로 인해 질병 모두가 주 내에서 비살균 우유

판매가 합법적인 주에서 발생하였다. 가공되지 않은 유제
품 판매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질병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

을 준다(Gould et al., 2014). 이전 연구에서는 주 내에서 가
공되지 않은 유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주는 질병 발병률이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우유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주보다

거의 6배에 도달한다고 보고하였다(Langer et al., 2012). 현
재 30개의 주가 가공되지 않은 우유의 판매를 허가하고 있
다(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1). 비살균 유제품의 판매가 불법인 주에서도 cow-share 
program과 같은 문제가 소비자들이 비살균 우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주에서 비살균 우유의 판매를 허가
하는 것은 더 많은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오염의 경로와
원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치즈의 안전함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살균된 우유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연질치즈
제조 기관은 엄격한 위생 시설과 미생물 검사를 해야만 한

다. 치즈의 표시는 제조에 사용된 우유의 살균 여부, 숙성
기간 생산 기관의 허가 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불법적인
치즈 수입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제

조된 치즈의 판매와 생산을 줄이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국

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Gould et al., 2014). 레스토랑 주
인과 공중위생 담당자는 제조자에게 질병을 앓는 중에 음

식 제조를 하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야만 한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유제품을 섭취에 대한 위험
성을 재차 강조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listeriosis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예: 노인, 임산부, 면역 시스템이 손상

된 사람)은 비살균 우유로 제조되거나 비위생 환경에서 제
조된 특정 연질 치즈가 심각할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에 주의해야만 한다(US CDC, 2013). 연질 치즈는 숙성시
키지 않은 신선한 치즈(예: Queso fresco), 숙성된 연질치즈
가 포함된다. 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와 같은 몇몇 공중
보건 기관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listeriosis
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연질 치즈를 섭

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Gould et al., 2014).
요약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주간(inter-state) 비살균 음용

유(unpasteurized fluid milk) 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내
(intra-state)에서 판매되는 치즈는 종류에 따라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특정한 숙성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주간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따
라서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매

우 중요하다. 미국 Foodborne Disease Outbreak Surveillance 
System에 보고된 치즈에 의한 질병의 발생을 검토하면 1998
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치즈에 의한 질병의 발생은
90건 정도가 보고되었다. 이 중 38건(42%)은 비살균 우유
로 제조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44건(49%)은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8건 (9%)
과 관련된 치즈의 살균 여부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었
다. 질병을 일으킨 주요한 치즈와 미생물은 비살균 Queso 
fresco와 이 치즈 내에 존재하는 Salmonella(10건), 살균된
Quesco Fresco와 이 치즈 내에 존재하는 Listeria(6건)이었
다. 비살균 치즈로 인한 질병 중 38%가 멕시코로부터 수입
된 치즈에 의해 발생했으며, 비살균 우유로 제조된 치즈로
인한 질병 중 최소 5건이 불법적으로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치즈에 의해 발생했다.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에 의한
질병 중 64%는 레스토랑, 델리카트슨, 연회장 등에서 발생
했으며, 질병의 주요 원인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이었다. 따라서 치즈 제조 시에 살균된 우유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불법 치즈 수입 및 식품 제조자의 오염을 제한하

고, 치즈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및 미생물 관리를 통해 치즈
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살균 우유와 치즈의 위험성에 대한

미국 FDA의 대책

우유와 유제품은 풍부한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비살
균 우유 내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Bryan, 1983; 1997).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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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DC)가 시행한 분석에 의하면 1993년과 2006년 사이
에 미국 내에서는 1,500명 이상의 사람이 원유 또는 원유로
제조된 치즈를 섭취하여 질병이 발생했다. 또한 CDC는 가
공되지 않은 우유는 살균 처리된 유제품보다 식품매개질병

(foodborne illness)을 일으킬 가능성이 150배 높으며, 입원
자의수는 13배더많다고보고했다. 비살균우유는젖소, 양, 
염소 등의 동물로부터 얻은 우유로, 여러 식품매개질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박테리아(예: Salmonella, E. coli, Listeria) 
등을 함유하고 있다(Cody et al., 1999; Fretz et al., 2010). 
이와 같이 유해한 박테리아는 비살균 우유 또는 이 우유로

제조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식품들은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노인, 
임산부,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CDC는 분석을 통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비살균 우유로 인한 식품매개질병에 걸리는 것을

발견되었다(Torres-Vitela et al., 2012). 
저온살균법은 정해진 시간 동안 우유에 특정 온도의 열

을 가함으로써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1864
년에 Louis Pasteur가 처음 발명한 이 살균법은 리스테리아
증(listeriosis), 장티푸스(typhoid fever), 결핵(tuberculosis), 
디프테리아(diphtheria), 브루셀라병(brucellosis) 등의 질병

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을 제거한다(Kinde et al., 2007). 살
균된 우유와 가공하지 않은 우유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각 우유에 함유된 영양물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이미 밝혀졌

다. 살균된 우유 내에는 부패를 일으키는 비병원성 박테리
아가 낮은 수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살균된 우유를 냉장고
에 보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비살균 우유와 심각한 질병과 증상은 식품매개질병의 증

상은 다음과 같다(Johnson, 2002).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몸살 등의 독감 같은 증상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비살균 우유 또는 이러한 우

유로 제조된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한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에 노출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지만, 몇
몇 사람들은 심각한 만성 증상,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비살균 우유나 이러한 우유
로 제조된 식품을 섭취한 후에 질병을 앓게 된다면 즉시 의

사 혹은 의료인에게 진찰을 받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임산부와 리스테리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유
산, 태아 사망, 신생아의 질병 혹은 사망 등을 일으키는

Listeria에 의해 임산부는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만약 임신
중이라면, 비살균 우유 또는 이러한 우유로 제조된 식품(예: 
Queso Blanco, Queso fresco 등의 멕시코 스타일 치즈) 섭취

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Linnan et al., 1988).
더 심각한 문제는 비살균 제품과 살균 제품에 대한 잘못

된 정보들이다. 저온살균법은 120년 동안 안전하고 영양가
가 풍부한 우유와 치즈를 제공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저온살균법은 우유를 손상시키며, 비살균 우유가
더 안정하고 건강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Mitscherlich et al., 1984). 
비살균 우유와 저온살균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살균된 우유는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ctose intolerance)
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살균 우유와
살균된 우유는 우유 단백질에 민감한 사람에게만 알레

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비살균 우유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은 자연적으로 제거

되지 않는다. 
․저온살균법은 우유의 영양가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저온살균법을 했다고 우유를 장시간 냉장고 외의 장소

에 방치하면 안 된다(특히, 우유가 개봉되어 있을 경우).
․저온살균법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저온살균법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준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음식

을 선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우유 및 유제품

은 살균된 우유나 크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식품 내에 존재

하는 위험한 박테리아를 제거한 제품들이다. 그러나 비살
균 우유와 이러한 우유로 제조된 식품들이 여전히 판매되

고 있으며, 이런 식품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
다. 비살균 우유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에 걸
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유와 유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McCarthy et al., 2002).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살균된 우유 또는 크림

․경질치즈(예: 체더치즈), extra hard grating cheeses (예: 
Parmesan)
․살균된 우유로 제조된 연질치즈(예: Brie, Camembert, 

Blue-veined cheese)와 멕시코 스타일 연질치즈(Queso 
fresco, Panela, Asadero, Quesco Blanco)
․가공된 치즈

․살균처리된우유로제조한크림, Cottage, Ricotta cheese
․살균 처리된 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

․살균 처리된 우유로 제조한 푸딩

․살균 처리된 우유로 제조한 아이스크림 또는 냉동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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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여겨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 또는 크림

․살균 처리되지 않은 연질치즈(예: Brie, Camembert)와
멕시코스타일연질치즈(예: Queso fresco, Panela, Asadero, 
Queso Blanco)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로 제조한 푸딩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로 제조한 아이스크림 또는

냉동 요구르트

그래서다음과같은방법으로우유의살균처리여부를확인

한다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우유는 “살균 처리된”이라는 단어가 라벨에 표
시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살균 처리된”이라벨에표시
되어있지않다면, 식품은비살균우유로제조된것이다. 
․우유나 크림이 살균처리 되었는지, 특히 식료품점 또
는 건강식품점에서 냉장 보관한 우유나 유제품이 살균

처리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장 또는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유제

품이 살균처리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즈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아이스크림과 같
은 낙농식품에서도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 매
년미국의많은가정에서직접만든아이스크림이 Salmonella
에 심각하게감염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이것은아
이스크림 제조에사용한재료인 날달걀또는덜 익은달걀이

문제일것으로추정되고있다(Seo et al., 2004; Thammasuvimol 
et al., 2006). 따라서 가정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면 살
균된 난제품, 계란대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계란을 사용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Thammasuvimol et al., 2006).
결론적으로 원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낙농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유의 살균처리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가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2014년 4월 미국낙농수출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치
즈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Fig. 1). 이는 부분적으로 한
국 등 신흥시장에서 피자와 정크푸드 소비가 늘어난 덕분

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치즈, 특히 피자에 쓰이는 치즈의
인기가 늘면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

Fig. 1. The change of US cheese exports by destination from 
2009 to 2013 (Unit: metric tons). (Source: U.S. Dairy 
Export Council, 2014)

은 치즈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낙농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치즈 수입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49,000 M톤을 기록하였고,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치즈는 지난해 3억 4,800만 달러
로 2012년 수치인 2억 7,600만 달러를 휠씬 뛰어넘는 수준
이었다. EU Monitor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자 배달 시
장은 2013년 약 1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16
억 달러 규모 시장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 정도 된다(US Dairy Export Council, 2014). 또
한 중국의 피자 시장은 약 24억 달러로 아직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치즈의 양은 지난
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까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의 자리를 차
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
세가 철폐돼, 한국의 미국 치즈 수입이 더 수월해졌다. 물
론 현재 한국에서는 살균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가 된 치즈

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서 앞으로 더 품질이 좋은 많은 외국산 치즈가 수입되고, 
또한 다양한 비살균 치즈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이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살균 치즈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과학적
인 방법에 근거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등의 추

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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