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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cessing fresh produce into fresh-cut products increases the risk of bacterial growth and con-

tamination by breaking the exterior barrier of produce. Our objective in this study was to develop predictive models

of Listeria monocytogenes in the fresh-cut salad, fresh-cut pineapple, and frozen mango. Predictive growth and sur-

vival models were developed to predict the change of L. monocytogenes populations in the fresh-cut salad (4, 10, 12,

13, 17, 25, and 36oC), fresh-cut pineapple (4, 10, 17, 25, 30, and 36oC), and frozen mango (-2, -10 and -18oC)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growth of L. monocytogenes in fresh-cut salad and pineapple was observed at above

13oC and 10oC, respectively. The growth of L. monocytogenes in pineapple was faster than in salad. The delta value

of L. monocytogenes in frozen mango increased as the storage temperature decreased. The results indicate that L.

monocytogenes behav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Since L. monocytogenes grow and survive well in refrigerated and frozen conditions, management programs and pre-

ventive controls for the processing of fresh-cut produce sh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to enhance the safety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at retai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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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의 보편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는 소비자들

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외식 및 가정 외에

서 제조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1),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상태의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과일, 채소와 같은 신

선식품에 편의성이 결합된 신선편이(편의) 등의 최소 가

공식품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우리나라

의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규모는 8,089억 원으로 추산되

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특히 신선편의 샐러드, 파인애플, 냉동망고와 같은 과채류

는 영양적인 기능은 물론, 현대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

는 편의성,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이들은 신선편이 농

산물 및 과채 가공품 소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

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자연식

품 특성상 대부분이 가열처리 없이 제품화되며 제조 시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5) 제조 가공 중 위생 안전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유

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과채류에서 식중독균의

검출 및 식중독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1993년-2013년 20년간 보고되는 식중독 건의

절반가량이 과일과 견과류, 녹색 채소 및 기타 식물성 식

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팽이버섯, 당근, 방

울토마토 등의 과채류에서 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

되었고7,8) 2011년 멜론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중독증으로

147명이 감염되고 3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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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샐러드와 냉동채소에서 L. monocytogenes가 검

출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10,11), 국내

에서도 샐러드에서 Escherichia coli,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등의 검출이 보고되었다12). 이와 같

은 병원성 미생물은 채소 및 과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다양한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13).

병원성 미생물 중 L. monocytogenes의 경우 -0.4–50oC의

광범위한 생육온도를 가지고 있고, 4.2–7.0의 pH 범위에

서도 생장이 가능하다14). 이처럼 L. monocytogenes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냉장 및 냉동식품에서 L.

monocytogenes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10,15)

일반적으로 냉장온도로 유통되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L. monocytogenes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높다. 국내에서는 훈

제 연어16), 신선채소17), 돈육18), 소시지19)에서 L. monocytogenes

성장예측모델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었으나 과채류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

선편의 샐러드, 파인애플 및 과채 가공품 중 최근 대형마

트 및 백화점 등 소비시장에서 수요량이 높은 냉동망고에

서 L. monocytogenes의 생장, 사멸을 예측할 수 있는 모

델 개발을 통해 냉장 및 냉동 유통되는 신선편의 과채류

의 안전관리 기준설정의 적절성 및 L. monocytogenes 식

중독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량이 높

은 신선편의 샐러드, 파인애플, 냉동망고를 시료로 구입

하였으며 식품 공전 시험법을 이용하여 L. monocytogenes

가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본 연구의 대상 시료

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시료들은 무균 작업대(CB200B,

Vision Scientific, Daejeon, Korea) 안에서 10 g씩 무균

적으로 채취하였다.

시험 균주 및 균액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균주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에서 분양받은 L. monocytogenes (ATCC 19111, 15313)와

국내 훈제연어에서 분리된(serotype 1/2a) 균주를 사용하였

다. 균주는 각각 20% glycerol이 첨가된 멸균 tryptic soy

broth (TSB, MB cell, Seoul, Korea)에 냉동 보관(-80oC)하

여 사용하였다. 10 µL의 L. monocytogenes는 0.6% yeast

extract가 포함된 TSB에 접종하여 24시간 동안 36oC,

140 rpm에서 rotary shaker (VS-8480, Vision Scientific)를

사용하여 전배양 시켰다. 전배양 된 균주 3종을 동일 양

을 혼합하여 1 mL를 멸균된 0.1% peptone water (DifcoTM

Peptone Water,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를 이용하여 10진 희석 후 사용하였다.

 균 접종 및 균수 측정

L. monocytogenes 칵테일 균주를 각각의 시료(신선편의

샐러드, 파인애플, 냉동망고) 표면에 100 µL를 접종하여

초기농도가 3-4 log CFU/g이 되도록 한 후 호기포장 하

였다. 각각의 시료에서 L. monocytogenes의 행동 양상을

고려해서 신선편의 샐러드는 4, 10, 12. 13, 17, 25, 36oC,

파인애플은 4, 10, 17, 25, 30, 36oC 냉동망고는 -2, -10,

-18oC 온도에서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샐러드와 파인애플

은 최대 10일 동안, 냉동망고는 3달간 저장시간에 따른 균

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L. monocytogenes의 성장, 사멸

변화 측정은 저장온도에 따라 일정 시간대별로 각 시료를

멸균백(Filterbag 400, Jinsung Uni-tech, Goyang, Korea)에

채취하여 0.1% peptone water와 함께 stomacher (Bagmixer

400,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2분간 균질화 한

후, 이 중 시험 원액 1 mL를 9 mL의 0.1% peptone water

로 10진 희석하여 사용했다. 적당한 농도의 희석 액을 신

선편의 샐러드는 PALCAM agar (PALCAM agar, MB

Cell)에 파인애플과 냉동망고는 0.6% yeast extract가 포함

된 tryptic soy agar (TSA, Kisan Bio, Seoul, Korea)에 각

각 분주하였다. PALCAM agar 및 TSA는 37oC에서 24-48

시간 배양하였으며, colony counter (Scan 1200,

Interscience)를 사용하여 형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여 균체

개수를 Colony Forming Unit (CFU)으로 표시하였다.

행동예측 모델 개발

본 실험에서는 각 온도에서 L. monocytogenes의 1차 성

장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서 Modified Gompertz model 공

식을 이용하였고20) Graphpad prism v7.3 (Graph pad

software,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

도기(Lag time, LT), 최대 증식 속도(maximum specific

growth rate, SGR), 최대 개체 군밀도(maximum population

density, MPD)를 산출하였다. 생존사멸곡선은 Weibull

model 식을 이용하였고, Gina Fit V 1.5 program21)을 사용

하여 사멸 모델의 변수인 delta와 p값을 산출하였다.

Modified Gompertz model: 

Y=N0+C*exp(-exp((2.718*SGR/C)*(LT-X)+1))

N0: log initial number of cells

C: difference between initial and final cell numbers

LT: delay before growth, same units as X

SGR: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log CFU/h)

X: sampling time

Y: log cell number (CFU/mL)

Weibull model: Log (N)= log10(N0)-(t/delta)p

delta: treatment time for the first decimal reduction

N0: log initial number of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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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ime

p: shape

온도 변화에 따라 개발된 1차 모델의 유도기(LT)와 최

대증식속도(SGR), 최대개체군밀도(MPD)는 Davey model22),

Square root model23), Polynomial second order model24) 공

식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2차 예측 모델을 각각

개발하였다.

Davey model : Y=a+(b/T)+(c/T²)

Y: lag time (h)

a, b, c: constant

T: Temperature

Square-root model : Y= {b(T-Tmin)}²

Y: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log CFU/h)

b: constant

T: Temperature

Polynomial second order model : Y=a+(b*T)+(c*T²)

Y: maximum population density (log CFU/g)

a, b, c: constant

T: Temperature

예측 모델의 적합성 평가

신선편의 샐러드와 파인애플의 실험값을 통해 얻어진 예

측모델이 다른 식품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모델 적합

성 검증실험(extrapolation)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개발 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식품 그룹 중 소비

량이 높은 배와 파프리카가 포함된 샐러드를 모델검증 시

료로 활용하여 10, 25oC에서 LT, SGR 값을 산출하였다.

LT, SGR 각각에 대하여 bias factor (Bf), accuracy factor

(Af),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다음 수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25-27).

Bf for LT ＝10∑log(predicted/observed)/n 

Af for LT ＝10∑|log(predicted/observed)|/n 

Bf for SGR ＝10∑log(observed/predicted)/n 

Af for SGR ＝10∑|log(observed/predicted)|/n 

RMSE = 

위의 식에서 n은 실험값(독립된 변수에서 각각 얻어진

값) 또는 예측값(개발된 성장모델에서 얻어진 값)의 총수

를 나타낸다. Bf는 실험값과 2차 모델 식에서 산출된 예측

값의 상대적 편차를 측정한 지표로 Bf 값이 0.7보다 작거

나 1.15보다 큰 경우 개발된 모델이 다른 식품에 적용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Bf는 개발

된 모델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모델(fail-safe, Bf<1)인가, 위

험한 모델(fail-dangerous, Bf>1)인가를 평가하는 척도로도

사용된다. Af는 예측 값과 측정된 실험 값 차이의 절대 값

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모델 적합성이 높

음을 의미하고 Af 값이 1에서 멀어질수록 개발된 모델의

부정확성을 나타낸다. RMSE는 실험을 통해 얻은 값과 예

측 값과의 차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치로 0에 가까울

수록 개발된 모델의 적합도가 높아진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고, 시료별 온

도에 따른 LT, SGR, MPD값은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성이 있는 경우 Duncan의 다

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신선편의 샐러드와 파인애플에서 온도에 따른 L.

monocytogenes의 1차 행동 예측 모델 개발

신선편의 샐러드(pH 6.42)에 접종된 L. monocytogenes

균주를 4–36oC 사이에 저장하여 보관 온도에 따른 행동

변화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

선편의 샐러드의 주요 구성 엽채류는 양배추, 양상추, 적

채 등으로 이루어진 샐러드였는데 본 시료에 접종한 L.

monocytogenes의 경우 12oC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는 증식

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13–36oC의 범위에서 1차 성장 예

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단 채소에서

L. monocytogenes의 성장이 냉장 온도인 4oC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28) 상추에서 L.

monocytogenes의 성장이 10oC 이상의 온도에서 확인된 선

행연구29)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약간 더 높은

온도인 13oC부터 L. monocytogenes의 성장이 관찰이 되어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선행연구 및 본 연구 모두 4oC에

저장된 절단 채소류에서 L. monocytogenes의 성장이 관찰

되지 않았다. 

13, 17, 25, 36oC 각각의 온도에서 개발된 1차 성장 예

측 모델에서 유도기(LT), 최대증식속도(SGR) 및 최대개체

군밀도(MPD)를 산출하였다. L. monocytogenes가 13oC에

저장된 신선편의 샐러드에서 38.95시간의 유도기 이후 증

가하기 시작하여 5.38 log CFU/g까지 성장하였으며, 17oC

에서는 16.11시간, 25oC에서는 4.45시간, 36oC에서는 1.63

시간의 유도기를 거쳐 각각 5.81, 6.10, 5.75 log CFU/g 까

Σ observed predicted–( )
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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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장하였다. 신선편의 샐러드에 오염된 L. monocytogenes

는 36oC에서 조차도 최대 성장을 보이지 않았다. 최대증

식속도(SGR)값은 13, 17, 25, 36oC에서 0.02, 0.05, 0.13,

0.28 log CFU/h로 나타났으며 13oC와 17oC 사이에서 유

도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반면, 25oC 이상의 고온에서는 유도기가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최대증식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P<0.05) 높은 온

도는 신선편의 샐러드에서 L. monocytogenes 최대증식속

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인애플(pH 4.22)에 접종한 L. monocytogenes의 경우

4oC에서는 L. monocytogenes의 증식이 관찰되지 않아 10–

36oC의 범위에서 1차 성장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파인애플이 포함된 절단 과일을 4oC에서 보관 시 L.

monocytogenes의 성장이 제한된다는 선행 연구30)의 결과

와 일치한다. 10, 17, 25, 30, 36oC 각각의 온도에서

Modified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온도별 성장 곡선

을 구축한 결과, 신선편의 샐러드와 마찬가지로 파인애플

에서도 L. monocytogenes의 LT값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비례적으로 감소하고, SGR값은 증가하여,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L. monocytogenes가 빠르게 증식하였다(Table

1). 파인애플에 접종된 L. monocytogenes는 10, 17, 25, 30,

36oC에서는 48.54, 7.22, 2.51, 1.18, 0.66시간의 유도기를

거쳐 각각 5.63, 7.48, 7.46, 8.29, 8.29 log CFU/g 까지 증

식하여 평균 MPD는 7.43 log CFU/g로 신선편의 샐러드

의 평균 MPD인 5.76 log CFU/g와 2 log CFU/g 차이를

보였다. 최대증식속도(SGR)값은 각각 온도별로 0.09, 0.12,

0.23, 0.22, 0.30 log CFU/h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17, 25, 36oC에 저장한 샐러드와 파인애플

에서 L. monocytogenes의 성장 패턴을 비교한 결과(Table

1), 17oC에 저장한 신선편의 샐러드에서 16.11시간의 LT

값을 가지고, 파인애플의 LT값은 7.22로 나타나 신선편의

샐러드에서 L. monocytogenes의 유도기가 파인애플에서의

유도기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7oC에서

SGR값은 두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25oC에서는 파인애플의 SGR값이 신선편의 샐러드의 SGR

값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MPD의 경우 17, 25, 36oC 모

든 온도에서 두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파

인애플에서 L. monocytogenes는 최대 8 log CFU/g 까지

증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선편의 샐러드와 파인애플에서 온도에 따른 L.

monocytogenes의 2차 행동 예측 모델 개발

샐러드와 파인애플에서 L. monocytogenes 의 1차 성장

예측모델의 LT, SGR 및 MPD에 대한 2차 성장예측모델

은 각각 Davey model, Square-root model 및 Polynomial

second order model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Fig. 1). 1차

성장예측모델의 LT, SGR 및 MPD값을 이용하여 개발된

2차 성장예측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R2 값은 샐러드와

파인애플에서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개발된 2차 모델

이 대상 시료에서 L. monocytogenes의 성장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신선편의 샐러드의 pH는 6.42로 파

인애플의 pH 4.22보다 L. monocytogenes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L. monocytogenes

는 신선편의 샐러드에서 유도기가 더 길고 느리게 성장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척소독을 하지 않은 대조군

과 비교했을 때 세척, 소독처리를 한 양배추에서 L.

monocytogenes의 유도기가 증가하고 증식속도는 감소했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31)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선편의

샐러드는 제품 특성상 위와 같은 세척소독 전처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L. monocytogene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Table 1. Observed values for lag time, specific growth rate and maximum population density of L. monocytogenes in fresh-cut salad and

pineapple

Temp. (oC) LT1) SGR2) MPD3)

Salad Pineapple Salad Pineapple Salad Pineapple

4 NG4)

10 NG 48.54±0.98a NG 0.09±0.02c NG 5.63±0.01c

13 38.95±2.52a - 0.02±0.00c - 5.38±0.05c -

17 *16.11±1.24b *7.22±0.19b 0.05±0.00c 0.12±0.04c *5.81±0.08b *7.48±0.15b

25 4.45±1.03c 2.51±0.07c *0.13±0.01b *0.23±0.01ab *6.10±0.02a *7.46±0.06b

30 - 1.18±0.28c - 0.22±0.00b - 8.29±0.07a

36 1.63±0.55c 0.66±0.06c 0.28±0.02a 0.30±0.01a *5.75±0.08b *8.29±0.12a

1) LT: Lag time (hour). 2) SGR: Specific growth rate (log CFU/hour). 
3 )MPD: Maximum population density (log CFU/g). 4) NG: No growth.
a-e Mean values in a column withi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Mean values marked with* in each row within each parame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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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Fig. 1). 

현재 신선편의 샐러드와 파인애플의 유통온도는 10oC

이하의 냉장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 선행 연구32)의 보고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실측 냉장 온도가 최대 14oC까지 기록

되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

과에 따라 샐러드에서 13oC, 파인애플에서 10oC 이상부터

증식하는 L. monocytogenes가 이들 식품에 오염이 된다면

충분히 증식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L. monocytogenes는 임산부 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

험군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

라서 두 식품 모두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법정 유

통 온도를 준수하고,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예방하고 유통

환경에서 보관 가능한 시간 관리를 통해 미생물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한 식품

선택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석 섭취 냉동망고에서 냉동온도에 따른 L.

monocytogenes의 행동 예측 모델 개발

본 실험에서 사용한 L. monocytogenes 균주는 즉석섭취

냉동망고에 접종하여 -2, -10, -18oC에 저장하였고 온도에

따른 행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냉동망고에 접종한 L.

monocytogenes의 경우 -2oC, 냉동식품의 상용 온도인 -10oC,

냉동식품의 법정 보관 온도 기준인 -18oC에서 1차 사멸예

측모델을 개발하였다(Fig. 2). 

냉동망고에 대한 생존사멸 예측모델을 Weibull model을

이용하여 개발한 결과, 1차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R2 값

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냉동망고에서 L. monocytogenes

1차 생존모델로 Weibull model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2oC, -10oC, -18oC의 저장온도에서 냉동망고의 L.

monocytogenes delta (d) 값은 각각 219.66일, 265.64일,

284.19일로 나타났다. p값은 Weibull model의 그래프 모양

을 나타나는 값으로서 1보다 큰 값은 접종 초기에 미생물

이 천천히 사멸하는 convex curve를 나타내고, 1보다 작

은 값은 접종 초기에 미생물이 급속히 사멸하는 concave

curve를 나타낸다. -2, -10, -18oC의 저장 온도에서 p값은

1보다 작아 초기에 사멸하는 속도가 빠르고 시간이 지날

수록 서서히 사멸하며 냉동온도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delta 값은 -18oC의 저

장 온도에서 284.19일(9.5개월)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33,34) 따르면 아보카도와 과카몰리 펄프에 접종

한 L. monocytogenes가 -18oC에서 58주 동안 생존하였고,

망고 펄프에 접종한 L. monocytogenes를 -20oC에 보관 시

Fig. 1. Secondary models of L. monocytogenes in fresh-cut salad and pineappl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Salad (◑ ), Pineapple ( ■ ).
1) LT: Lag time (hour), 2) SGR: Specific growth rate (log CFU/hour), 3) MPD: Maximum population density (log CFU/g). 

Fig. 2. Survival curves of L. monocytogenes in frozen mango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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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 생존함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18oC 이하의 저장 온도에서도 과채식품에

접종된 L. monocytogenes가 장시간 생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냉동온도에서 유통되고 추가 가열처리 없

이 소비되는 과채류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L. monocytogenes

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 

L. monocytogenes 모델의 적합성 검증

신선편의 샐러드와 파인애플에서 L. monocytogenes를 이

용하여 개발된 성장예측모델을 다른 종류의 샐러드와 신

선과일에서 L. monocytogenes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평가하였다. 검증 식품으로는

모델 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식품 그룹 중 소비량이

높은 배와 모델 개발에 사용된 신선편의 샐러드와는 다른

샐러드로 파프리카가 포함된 신선편의 샐러드를 모델 검

증을 위한 시료로 선정하였다(extrapolation). 각 시료를

10oC, 25oC에 각각 저장하여 LT, SGR을 산출하였으며, 개

발된 예측모델을 통해 예측값과 실험에서 얻어진 실험값

을 이용하여 Bf 와 Af, RMSE 값을 산출하여 모델의 적합

성을 각각 평가하였다(Table 2).

Bf 값의 경우 신선편의 샐러드의 LT를 제외하고는 모델

적합성 허용 범위(0.70–1.15)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f 값의 경우도 신선편의 샐러드 LT 모델에서 1.41로 실

험값과 예측 값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신선편의 샐러드의 리스테리아 성장 예측 모델은 다

른 신선편의 샐러드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생존 예측 모델의

적합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샐러드의 LT,

SGR값에 대한 RMSE 값이 각각 1.81, 0.02 파인애플의 경

우 4.71, 0.05로 두 시료 모두 LT값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

발된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료

의 pH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되

는데, 샐러드의 경우 모델 개발에 사용한 신선편의 샐러

드의 주요 구성 재료는 양상추, 양배추, 적채 등으로 pH

값이 6.42이었고, 개발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사용한 샐러

드는 주재료가 파프리카, 양상추, 양배추 등으로 구성되어

pH가 5.58로 모델 개발에 사용한 시료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선편의 샐러드의 경우 어떤 종류의

농산물이 주 구성물인가에 따라 L. monocytogenes의 행동

은 매우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인애플의 경우 pH 값은 4.22이고 검증을 위해 사용한

배의 pH 값은 5.53으로 파인애플의 낮은 pH가 L.

monocytogenes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파인애플의 중요 구성 성분 중 브로멜라인은 항균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람음성균보

다 그람양성균에서 그 항균성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

가 보고되었다35). 또한, 항균성과 항진균성을 가지고 있다

고 알려진 유기산은 구연산, 사과산, 초산 등이 존재하는

데36) 파인애플의 경우 이러한 유기산 중 구연산의 함량이

높아37) 배와 비교를 했을 때 L. monocytogenes 균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다양한 신선편의 과일,

샐러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각

각의 제품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의 행동에 미치는 내적,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

렵다. 따라서 즉석섭취 유형 제품에 대한 HACCP 적용 의

무화 또는 공정 및 유통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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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병원성

식중독 균 L. monocytogenes에 대해 신선편의 샐러드, 파

인애플, 냉동망고에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본 연구에서

Table 2. Performance of secondary growth models for L. monocytogenes in fresh-cut salad and pineapple for extrapolation1)

Dataset Parameter
Bf Af RMSE 

Salad 25oC
 LT

 SGR

1.41

0.87

1.41

1.20

1.81

0.02

Pineapple 10oC
 LT

 SGR

1.07

1.14

1.34

1.28

4.71

0.05

1) Fresh-cut salad with different vegetables and pear were used for extension of L. monocytogenes growth model for fresh-cut salad and

pineapple, respectively.

LT: Lag time, SGR: Specific growth rate

Bf: Bias factor, Af: Accuracy fact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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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예측 모델을 다른 제품에서 적용 여부를 검증하였

다. 시료에 L. monocytogenes를 접종하여 각각의 저장 온

도에 보관 시 샐러드는 13oC, 파인애플은 10oC 이상에서

성장하였으며, 두 식품 중 파인애플에서 L. monocytogenes

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냉동망

고에 접종한 L. monocytogenes는 -2, -10, -18oC의 저장온

도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delta 값이 커지며 생존력이 높

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 실험 검증을 통해 같은 신선편

의 과일, 채소 식품 그룹에 속하더라도 식품 각각의 특성

에 따라 L. monocytogenes의 성장 패턴은 일정하지 않으

며 각기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

선편의 샐러드 및 절단된 과일류는 냉장유통 되며 추가세

척 없이 소비되는 제품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L.

monocytogenes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관리

에 주의하고 유통과정에서 온도 남용이 되지 않도록 유통

온도 관리에도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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