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 독균의 해평가

- 유럽과 FDA의 인체 노출량 평가의 정량  방법을 심으로 -

이  종  경

통식품연구본부

Ⅰ. 서론

  유럽 연합 집행 원회 과학자문 원회의 의 

해 평가 보고서 (SSC Task Force Report on the 

Harmonization of Risk Assessment Procedures) 

(European Commission, 2003)를 심으로 유럽 

 미국에서 실시된 식 독균의 해평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생물의 해 평가는 험 요

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험 요소 특성 분

석(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량 평가(exposure 

assessment), 해 특성 분석(risk characterization)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생물의 해 평가 에

서 노출량 평가의 정의를 내리고 노출량 평가를 

수행하기 해서 식품 생산 과정 에 발생하는 

기본 6단계의 미생물의 성장(growth), 사멸

(inactivation), 분획(partitioning), 혼합(mixing), 제

거(removal)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을 

심으로 모델링(modelling)의 원리를 소개한다. 

이런 기본 공정들이 식품의 생산  소비 과정에

서 용될 때에 단계 별로 나 어 실시하 는데, 

일차 생산(primary production), 가공과 소매 

(processing and retail), 가정에서의 다룸(handling 

in private households), 소비자 패턴(consumption 

pattern)에서 다룬 모델링의 사례를 통합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생산부터 소비에서 노출량 평가를 

해 여러 가공 단계들 (modules)로 과정을 나  

단계 과정(modular process) 근 방법을 소개하고

자 한다. 이 방법이 용된 최근 모델링(modelling)

된 5개의 해 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테이

크 패티에서의 E. coli O157의 시가독소(A Shiga 

toxin producing E. coli O157 in steak tartare 

patties), 로콜리 퓨 에서 Bacillus cereus 

(Bacillus cereus in broccoli puree), 생우유로 만

든 치즈 (soft cheese made from raw milk), 닭고

기에서 Campylobacter의 해평가 (risk assessment 

of Campylobacter in chickens), 생선의 HACCP의 

용 로서의 온 훈제 생선 (cold smoking of 

fish as a generic fish HACCP example)을 심

으로 모델링 기법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해 

리자(risk managers)와 해 평가자(risk assessors) 

사이의 정보 달과 자료 수집 방법을 소개하며 

최종 해 추정(risk estimates)에서 다양성

(variab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의 의미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 모델의 타당성(validation)과 

재검토(review)를 통해서 각계 문가들의 역할을 

다룰 것이다. 유럽에서 실시된 미생물의 정량 

해 평가의 사례를 통해서 해 평가의  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하도록 한다. 

집특 식품 안전성과 Risk Assessmen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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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생장,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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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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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와 소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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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그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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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생산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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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취

소비성향

노출 추정에 근거한 자료 만들기

결과의 review를 통한 타당성검토 

노출량 평가의 결론

새로운 식품안  문제
문제  악, 이 의 지식과 당한 새로운 

데이터 수집 해 평가

Fig. 1. Data elements needed for exposure assessment of food borne bacterial pathogens

Ⅱ. 노출량 평가

1. 노출량 평가의 정의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에서는 WTO 체제하

에서 객 이고 과학 인 식품안 리의 방법으

로 해 분석(risk analysis)을 제시하 다 (Codex 

Aimentarius Commission, 1999). 해분석은 해

를 측정하고 해의 향인자를 찾는 해 평가

(risk assessment), 해를 조 하기 한 략을 

발 시키고 실행시키는 해 리(risk management), 

이해 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에 해 정

보를 교환하는 해 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

로 구성된다. 해 평가 단계 (risk evaluation step)

는 해 분석의 요한 시작 단계로서, 험요소 

(hazard)를 찾아내고 해의 특성지표(risk profiles)

를 수립한다. 이 후 해 평가를 통해 험 요소  확

인(hazard identification), 험 요소 특성 분석

(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량 평가(exposure 

assessment), 해 특성 분석(risk characterization)

을 수행한다. 이 에서 노출량 평가는 ‘한 미생물

에 의한 험요소가 개인이나 모집단에 노출될 

가능성과 섭취될 수를 추정하는 것(Exposure 

assessment provides an estimate of how likely it 

is that an individual or a population will be 

exposed to a microbial hazard and what numbers 

of organisms are likely to be ingested)’ 

(Lammerding and Fazil, 200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식품을 통한 노출량 평가를 한 기본 자료는 Fig. 

1과 같다. 

2. 모델 개발
  노출량 평가를 해서는 모델의 개발이 요하

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과정까지 험요소의 분

포  농도의 변화를 알기 해서는 식품의 경로

를 악하고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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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나 어 미생물 수로 나타나는 투입량

(input)과 산출량(output)의 계를 얻어낸다. 이런 

자료는 감시 감독 (surveillance)과 실험을 통하여 

혹은 수학  모델링을 통하여 얻어낸다. 첫 번째 

찰 등에 의한 감시 감독 방법은 공정, 생산물, 

그리고 미생물에 따라 특이 인 요소를 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싸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과의 해석이 혼동될 수 있는 단 이 있

다. 두 번째 방법인 실험은 여러 요인의 얽힌 

을 해결하는데 빠르며 렴한 비용으로 단계를 단

순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공정에 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고 소수의 인자만 연구되어서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단 이 있다. 

이들 단 을 해결하기 한 세 번째 방법으로 수

학  모델링의 필요성이 두된다. 모델의 장 은 

연구자가 정 하게 문제 을 인식하고 지식을 쉽

게 교환하고 논리 인 방법으로 유용한 모든 정보

를 배열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모

델은 증명되지 않거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

보에 해서는 비 실 일수 있다. 

  정량 미생물의 해 평가는 특별히 통계  모델

을 쓸 때 미생물학과 기술  정보 외에도 수학과 

통계학의 기술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러 역의 

종합 과제로서 수행 된다. 그래서 해 모델의 산

출물이 복잡하기에 해 평가를 인도하고 결과를 

해석하기 해서 해 리자도 여러 모델링 체계

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노출량 평가에서의 모델링을 하기 해서는 생

산부터 공정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요

한 단계(stages)와 수 (levels)을 정해야 한다. 일

반 으로 모델은 평가의 목 에 맞게 효율 이며 

정 한 모델링을 해서는 입력변수(parameters) 

사이의 논리를 표 하기 해 작은 요소들로 나

다. 더 많이 분할하면 분석자, 컴퓨터 운   분

석의 시뮬에이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Nauta (2001a)가 제안한 반복수행을 한 7가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해 평가 목   미생물 해와 식품을 

정(의)한다. 모델과 함께 평가되는 시나리오

를 고려한다.

  (2) 식품경로를 묘사한다. 가공공정에서는 정해

진 단계보다는 가능한 안  시나리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가공공정을 몇 개의 작은 공정 단계들인 모

쥴(modules)로 나 어 단계 공정 해 모델

(Modular Process Risk Model (MPRM)) 구

조를 세운다. 이론 으로 각 모쥴은 6개 기

본 과정 의 하나이다. 만일 공정 과정이 복

잡하거나 필수 변수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정 단계가 이 기본 공정에 정의되지 않은 

것이라면 블랙박스과정(black box process)

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4) 모델 구조에 따라 유용한 자료와 문가 의

견을 모은다.

  (5) 각 모쥴의 쓰임에 맞는 모델을 목 과 공정, 

유용한 자료, 안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6) 모델에 유용한 자료를 모은다. 각 단계에 사

용할 특정 모델을 선택한다. 기계  모델

(mechanical model)이 바람직하더라도 안 

시나리오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와 자료

의 유용성이 허락할 때는 복합 모델(complex 

model)을 사용한다.    

  (7) 노출량 평가 실시

  (8) (4)와 (6) 단계는 모델과 자료의 최  조합

을 수립하기 해서 반복 수행 될 수 있다. 

자료에 따라 새로 모델을 정하거나 모델에 

따라 자료가 더 요구될 수 있고 새로운 

의 자료가 모델에 요구될 수 있다. 

  Fig. 2는 식품 경로를 단계로 나눠 모쥴별로 미

생물의 양과 분포를 나타내는 투입량과 산출량을 

나타내는 기본 공정의 모식이다. Nauta (200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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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food pathway split up in different steps, each represented by an 
input-output basic process. P and C denote for prevalence and level of contamination. 

MPRM을 수행할 때 미생물의 농도보다는 숫자를 

사용하기를 제안하 다. 이는 계산에서 미생물 수 

변화 묘사가 용이하며 미생물 수가 작을 때 합하다. 

2.1. 성장(Growth)

  미생물은 식품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화학  

해 평가보다 식품에서 유해한 미생물의 해

(risk)가 변하는 속성이 있다.

  일반 으로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

한다.

log(Nout)=log(Nin)+f(.)

  Nin 이 공정의 기 미생물 숫자라면 Nout은 공

정후의 미생물 수이고 f는 양수이며 증가하는 성

장을 나타내는 인자이다. 이 근법은 상 으로 

간단하고 문헌에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품 매트릭스의 성질 (pH, 염의 존재, 수분활성 

등), 온도, 장 기간,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의 특

정 미생물의 반응 등이 해 평가 해석을 어렵게 

한다. 

  성장은 측 미생물학을 통해 모델링 될 수 있

는데 변수에 향을 주는 인자(factor)이다. 성장 

모델에는 일차, 이차, 삼차 모델이 있다. 

  일차 모델은 특정 기간동안 시간에 해서 미생

물의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 인 상황에서 

용된다. Exponential, Lag-exponential, Baranyi, 

Reparametrized Gompertz 모델이 있다(Table 1). 

Table 1. Some primary models to describe 
microbial growth kinetics. With y(t): 
logarithm of concentration of the hazard 
(ln cfu/g); ymax: maximum population (ln 
cfu/g); y0: initial population (ln cfu/g); q0: 
initial physiological state; λ: lag phase 
(h); μ: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h

-1
); t: time (h).

  수식에 상 없이 일차 모델은 두 가지 성장 변

수에 근거한다. 하나는 미생물의 유도기(lag phase) 

λ이고 하나는 미생물의 최고 성장 속도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μ)이다. 가령 식의 생물학  

해석을 하거나 변하는 환경에서는 lag-exponential 

function과 Baranyi model을 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차모델은 환경의 변하는 향을 고려하기 

해 이차모델이 개발되었다. 이차 모델은 λ, μ가 환

경 조건에 따라 어떻게 바 는가를 묘사할 수 있

다. 이차모델로서 Whiting (1995)은 response 

surface equation (multiple polynomial), Arrhenius 

relationship 그리고 square root model (Bélehrádek)

를 소개하 다(Table 2).



식품기술 제17권 제3호(2004. 9)    39

Table 2. Secondary model types for growth rate in prodictive microbiology (Van Gerwen and 
Zwietering 1998) 

          μ: specific growth rate (h-1); T: temperatere (℃ or , when indicated, Kelvin); aw: water 
activity; pH: acidity; parametermin or opt or max: this refers to (extrapolated) conditions 
at which no growth occurs or to conditions optimal for growth)  

  Square root model은 생물학  해석 가능한 변

수들을 가지고 있고 이 변수들의 값은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Arrhenius-Eyring 모델은 생물학

으로 의미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으나 변수들은 

종종 고정되어 사용된다. 선형 Arrhenius-Davey 

모델과 polynomial 모델은 생물학 으로 의미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선형회귀

(linear regression)에 의해서 투입량과 산출량 사

이의 통계학  계를 나타낼 수 있다.

  3차 모델은 일차 모델과 이차 모델의 결합으로

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소 트웨어 혹은 특정 조

건에서 미생물의 행 를 계산할 수 있는 문  

시스템이다. 두개의 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데 

Gompertz 일차 모델과 polynomial 이차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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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미국의 Pathogen modelling program과 

국의 Food Micro Model이 있다. 

  모집단 크기(population size)에서의 성장 증가와 

시간별로 수율(yield)을 고려, 추정 산출하여 성장 

모델의 측을 하는 것이 측 미생물학(predictive 

microbiology)이라면 미생물의 정량 해 평가

(QMRA)에서는 조 된 식품 생산 공정에서 고정

된 시 에서의 성장에 해서 다양성과 불확실성 

모두를 측할 수 있다. 즉 확률분포로서 종모양

의 곡선(bell curve)으로 표 하는데 미생물 수의 

크기(population size)의 투입량 Nin과 산출량 Nout

에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Fig. 3). 

Fig. 3. Growth is the increase in population size, 
given as log (Nt), as a function of time. 
Predictive microbiology models typically 
predict a growth curve, as given by the 
dashed line. In these models growth is 
considered as a function of time and the 
model yields a point estimate at any 
point of time t. In contrast, in QMRA 
we need a model that relate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initial 
population size (in). Here the end of the 
process may be at a fixed point in tim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given by the 
'bell curves' represent uncertainty and/or 
variability in population sizes Nin and 
Nout.  

2.2. 사멸(Inactivation)

  미생물의 사멸은 미생물 성장의 반 개념이다. 

샘 단  N당 미생물의 숫자의 감소로 특성화되

는데 사멸의 결과로 살아있는 숫자가 없다면 분포

(prevalence)도 감소한다. 

log (Nout)=long(Nin)-g(.)

  미생물 사멸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공정은 가

열(heating)이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Bigelow 

model의 경우 사멸률은 온도에 의존하는 값인 

D-value(생균수가 1/10로 어드는데 요구되는 시

간)와 z-value(D 값을 1/10으로 이기 해 증가

되는 온도)가 요구된다. 시간과 D value의 계는 

g(t)=t/D로 나타낼수 있으며 

log (DT)=(T-Tref)/z +log(Dref)

로 나타낼 수 있다. 

2.3. 분획(Partitioning)

  분획은 식품 매트릭스에 향을 다. 큰 주 단

가 몇 개의 소단 로 쪼개어질 때 발생한다. N

개의 미생물(cells)을 식품을 x개의 작은 단 로 

쪼갤 때 샘 단 (unit)의 오염 분포가 변한다. 나

 샘 단 의 수가 증가할 때는 샘 링 효과로 

인하여 더 작은 단  (smaller unit)로 나 수 있

고 이 작은 단   어떤 것은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며 (Ni=0) 각 단 에서 수의 분

포는 쪼갤수록 감소한다. Fig. 4에 분획의 개념이 

나타나 있다. 

unit with N cfu

x units
i = 1 i = 2 i = x...

Fig. 4. Partitioning: A major unit, containing N 
cfu (particles, spores, cells, etc) is split 
up in x smaller units i (i=1...x). The 
problems to be solved are: (1) what is 
the number of smaller units with zero 
cfu and (2) what is the distribution of 
Ni, the number of cfu over the x minor 
units that are conta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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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  샘 링(Random sampling)이면서 같은 

크기의 단 를 가정할 때 한개의 균도 없는, 무균

의 소단 (‘empty' smaller unit)가 나올 확률은 

P(Ni=0)=P(0)=(1-1/x)
N
로서 새로운 분포가 상되

며 다음과 같이 기 값을 계산할 수 있다.  

E(P')=P×(1-(1-1/x)
N
)

  무균의 소단 가 나올 기 값은 다음과 같게 된다. 

E(x0)=xP(0)=x
1-N

(x-1)
N

  만일 P(0)이 작다면 (이 말은 N이 크고 x가 상

으로 작다면) x0는 Poisson (E(x0)) 분포를 가

진다고 가정된다. 동일 크기의 소단 와 무작  

분포를 가정한다면 샘 링은 하나의 특정 소단  

i (미생물 수의 기 값은 N/x이므로)당 Binomial 

(N, 1/x) 분포이고 샘 로서 수Ni'가 도출된다. 만

일에 소단 가 같은 크기가 아니라면 소단 는 

Ni'~Binomial (N, m/M)로서 단 의 size M에 

해서 size m으로 표시된다. 하나의 소단 보다 

더 많은 소단 가 모델에 들어있다면 Ni' 숫자들 

사이에의 의존성은 요해진다. ∑nNi'=N를 고려

해야 하며 m/M=1/n인 모든 x 소단 와 N 개의 

미생물의 무작 분포(random distribution)를 가정

할 때 모든 x개의 소단 에 해서 Ni' 값들 사이

에는 모든 i=1...x 의 가능성에 해서 pi=1/x인 

Multinomial (N, {Pi}) 분포를 용, 통합하여 Ni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j=i-1

Ni'Nj' (j=1, .., i)～Binomial [N-∑Nj', 1/(x-i+1)]
                         j=1

 

2.4. 혼합(Mixing)

  혼합은 식품 매트릭스에 향을 주고 분획과 반

되는 말이다. 

  무작   혼합에 의해서 E(P')=1-(1-P)n가 되어 

N'=∑nN가 된다. 단 는 N'=∑nNi cfu가 된다.

  

2.5. 제거(Removal)

  제거는 어떤 단  혹은 단 의 부분이 선택되어

서 공정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이다. 를 들면 수

의사들이 검사에 의해서 도살장에서 도체를 제거

한다거나 야채 선별시 흉한 야채가 제거되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만일 제거가 무작  과정이라면 

해 평가에 향을 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정

은 보통 미생물의 오염과 련이 있다는 제하에

서 수행이 되므로 오염이 심하게 된 단 가 더 많

이 제거된다. 

  제거는 오염의 정도와 제거 되는 여부와 연 성

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 인 공정이며 모델링은 

복잡하다. 이 작업에서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약

간 오염된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버려지지 않고, 

제거는 단지 분포에만 향을 주고 샘 단 에 

해 미생물의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이런 

경우에 제거는 factor f로 표시가 되며 제거된 후

의 기  분포 P'는 

E(P")=P.f/(1-P+P.f), 0≤ f≤ 1 ,

  E(P")/P=f(1-E(P')/(1-P) 혹은 f=(1-pc)/(1-pnot 

c)로 한다. pc는 오염된 단 가 제거될 확률이고 

pnot c는 오염되지 않은 단 가 제거될 확률이다. 

만일에 f=0이라면 모든 오염된 단 가 제거되는 

것이고 만일에 f=1이라면 아무것도 제거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f 값은 문가 의견이나 실험 등

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2.6.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Cassin 등 (1998)은 교차오염의 인자를 Fcc라 

명명하며 제안하 다.

E(P")=P × Fcc/(1-P+FccP), Fcc>1

  이 식은 에서 제거에서 f>1에서 Fcc=f 일때 식

과 같다. f가 커지면 교차오염의 향은 커진다. 

제거 과정에서와 같이 실험과 문가 의견에 따라 

f는 다양하며 불확실하다. 교차 오염은 식품안 에

서 요한 과정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교차오염

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샘 단 에서 다른 

것으로 (가령 동물, 도체, 식품들 사이에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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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P 

(the fraction of 

contaminated units)

Effect on Ntot 

(the total number of 

cells over all units)

Effect on unit size

Growth = + =

Inactivation - - =

Mixing + = +

Partitioning - = -

Removal - - =

Cross-contamination + =/+ =

Table 3. Basic processes of the MPRM and their qualitative effect on the true prevalence (P), the 
number of organism summarized over all units evaluated in one simulation run (Ntot) and 
the unit size. '=': no effect; '+': an increase; '-': a decrease 

는 물리  에 의한), 미생물이 직  옮겨가는 

것이 있다. 두 번째 종류로 손이나 도구를 통해서 

옮겨가는 간  교차오염이 있다. 세 번째 종류

로서 식품 가공 공정으로부터 외부에서 오는 (가

령 벌 , 수건 등에서) 오염이 있다. 그러나 마지

막 이 경우에는 분리된 별도의 노출량 평가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종류의 교차오염

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교차오염은 분포는 증가하

겠지만 미생물 수는 그 로가 되고 샘 단 들 사

이에서는 재분포될 뿐이다.

2.7. 블랙박스(Black box)

  생물학 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정이 존재할 때

는 블랙박스로서 간주될 수 있다. 닭 도살장에서 

털뽑기 같은 공정에서는 제거와 교차오염, 미생물

의 성장과 사멸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안의 

시나리오를 제안할 수 없거나, 미생물에 의한 

험요소에 해서 잠재  향에 한 정보가 없을 

때 이것은 하나의 공정단계(one processing step)

로 간주될 수 있다. 선형모델에 의해서 이런 이

(transmission)를 모델화하고 불확실성이나 다양성

에 한 인자 N'=N.x에 의한 미생물 수의 변화를 

가정할 수 있다. 

log(N')=log(N)+x

  x은 실수이고 제거와 교차오염의 공정에서 모델

화되는 인자와 함께 분포는 변할 수 있다.

E(P')=P.f/(1-P+Pf), f>0

  이 인자들의 값은 고려된 공정에서 얻은 자료나 

문가의 의견에서 추정될 수 있고, 다양성과 불

확실성은 모델에서 통합되어야만 할 것이다.

2.8. 필수 변수와 요구되는 자료에 기본 공정

이 미치는 향

  Table 3 은 각 공정이 미생물의 분포와 수, 그

리고 단 의 크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었다. 

모델링을 하기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나눠보면 첫 

번째 요구되는 부분은 식품에 있는 미생물 수(N), 

단  크기(unit size), 그리고 모든 공정의 기와 

마지막에서의 분포(P)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자

료의 범주(category)로서 식품경로의 묘사가 필요

하다. 일단은 쉬운 듯 보이나 정량 인 값 들(동물

의 숫자와 수송 목표지, 는 동물의 기원 (국 , 

해(risk))은 생산 시스템이 달라지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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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자료의 범주로는 노출량 평가가 행해지

는 목 에 부합하는 인간의 모집단이다. 이를 통

해 특정 식품의 소비 시 에서 병원균의 수 과 

발생 여부에 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추정(estimates)을 할 수 있다. 

Ⅲ. 식품 경로의 모델링(Modelling 

the food chain)

1. 일차 생산 모델(Primary production models)
  식품으로 소비되는 동물이나 가축 그리고 수산

물에 병원균의 오염이나 감염되어 인간에 노출되

는 것은 인간 모집단에 이런 병원균이 노출된 결

과로서 알게 된다. 일차 식품 생산에서 소개된 확

률 인 정량 해 평가로서 닭고기에 Campylobacter 

(Hartnett et al., 2002) 돼지 고기에 Salmonella sp 

(Le Fo Wong and Hard, 1999). 그리고 계란의 

Salmonella sp. (FDA, 1998)의 모델링 등이 소개

되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인간에의 노출에 의한 

해를 평가하는 모델은 수가 더 제한 이었다. 

를 들면 굴에 오염된 Vibrio parahaemolyticus 

등 (FDA, 2001)이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기모델은 국가 수 에

서 감염된 가축의 분포를 추정하 다. 이것은 국

가 수 에서 체의 가축의 수와 균이 존재하는 

가축  가 류(positive flocks/herds)수를 추정하

여 얻어낸다. 이곳에 소개하는 자료는 유럽 국가 

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Campylobacter의 해 

평가는 국의 체 가 류수를 추정하기 해서 

정부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Hartnett에 의해 

개발된 Campylobacter 모델은 균이 존재하는 가

류에 해서 시간 의존 인 상으로 가 류에

서 균의 분포 증가를 묘사하 다. 가 류에 있는 

Campylobacter의 이를 묘사하 는데 주어진 시간

에서 epidemic spread modelling과 chain binomial

의 복합 조합을 사용하 다. FDA 의 Salmonella 

모델에서는 미국의 National Agricultural Census 

Statistics 로부터 가축수를 얻었다. 그리고 출  

자료로부터 살모넬라가 있는 달걀의 빈도수를 

Gamma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사용하여 추정

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Wong에 의해서 개발된 

Salmonella 모델에서 국가의 조사 자료는 Danish 

Bacon and Pig Council에서 모은 자료를 통해서 

덴마크에 있는 돼지의 수를 추정하고 돼지고기에

서 살모넬라의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2. 가공과 소매(Processing and retail)
2.1. 성장

  많은 경우에 공정 의 성장은 공정 의 온도가 

부분 성장 온도 이하이므로 무시하기도 하지만 

운송과 소매 과정에서 성장이 고려된다. 를 들

면 Cassin 등(1998)은 Food Micro Model을 이용

하여 소고기에서의 E. coli O157:H7의 공정후의 

성장을 묘사하 는데 소매  매 시시간과 최

 소매 보  온도를 고려하 다. 

 

2.2. 사멸

  공정 에 다양한 처리 (화학 , 기계 , 열 등)

에 의해 미생물이 감소한다. 화학 이고 기계 인 

처리는 경험 으로 묘사하는데 가령 공정 에 수

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각 공정의 상세한 부

분을 묘사하는데 가령 덴마크의 닭고기에서 

Campylobacter jejuni의 해 평가 가 있다 

(Christensen et al., 2001). 경험  모델은 Cassin 

등(1998)과 Duffy & Schaffner (2001)에서도 사용

되었다. 사멸 계산을 해 열처리에서 측 미생

물학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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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차오염

  교차오염은 식품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나  

기구에 의해서 공정이나 소매 과정 에 발생할 

수 있다. 교차 오염에서 단 샘  수는 종종 단순

한 투입량 변수(input parameter)로서 고려될 수 

있다. Christensen 등은 (2001) 단 샘 에서 교차

오염에 의한 Campylobacter의 수를 묘사하는데 

균이 존재하는 닭은 기에 균이 없는 닭

(negative broiler)와 함께 공정을 거칠수록 균이 

희석된다고 가정하 다. 그래서 Campylobacter가 

없는 닭에서 공장에 균이 존재하는 닭이 들어가면 

최종 농도는 오염된 도체로부터 같아지고 닭의 균

은 thalf서 50%까지 감소한다. 

2.4. 제거

  샘 이 감염/오염되었다고 추정될 경우에 생산 

공정으로부터 몇 샘 이나 오염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로서 BSE와 련된 특수 해 물질의 제

거(Removal of Specific Risk Material)가 있다.

2.5. 혼합

  원재료나 성분들을 혼합하거나 함께 갈아내서 

큰 부피의 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다. 혼합에 의해

서 병원균이 증가한다면 해는 증가하고, 만일 

증식이 없다면 원재료가 오염되지 않은 재료에 혼

합된다면 험요소 (hazard)는 희석되는 셈이다. 

를 들자면 여러 동물 도체로부터 온 갈은 고기

(minced meat), 다른 소들로부터 온 큰 탱크의 우

유, 온살균(pasteurization) 의 혼합된 계란이 

있다. Cassin 등 (1998)은 고기에 균이 오염된 경

우 n번의 다듬기(trimming)의 수를 묘사하여 오염

된 분포를 확인하 다.

2.6. 분획

  소매 용 포장(Retail package)은 큰 탱크로부터 

분리되고 나서 작은 샘 단 로 나뉜다. v/V로 표

시를 하여 (v는 부분의 부피이며 V는 체 부피) 

Cassin 등(1998)은 Poisson distribution을 사용하

여 λ= v/V × Cblend 로 해의 농도를 표시하 다. 

Whiting & Buchanan (1997)은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사용하여 잘 섞 다는 가정하에 무

작  분포를 사용하여 어도 하나의 험 요소를 

포함하는 소매 포장이 나올 가능성을 확률 분포를 

나타내었다.

3. 가정에서의 다룸(Handling in private house)
  원재료인지 ready-to-eat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

정에서 미생물이 오염된 분포는 다르고 용하는 

방법이 결정된다. 간 , 직 인 교차오염이 조

리 과정 에서 생길 수 있는데 가정에서 교차오

염을 다룬 것은 닭고기 제품에서 Campylobacter

의 해 평가와 련된 모델링이 있다 (Christensen 

et al., 2001, FAO/WHO Expert consultation 

2001). 부엌에서 소비자의 다룸과 비에 해 안

하지 않은 식품 다룸의 과정에 기인한 교차오염과 

닭고기의 불충분한 가열조리에 기인한 Campylobacter

의 생존으로 나 어 다루었다.

3.1. 가정에서의 교차오염

  Campylobacter의 교차오염의 경로 설정은 다음

과 같았다. 생통닭의 육즙이 여러 조리 경로를 통

해서 오염되는 경우 이 모델은 기계  근법으로

서 공정 에 사용한 물을 통해서 해 평가를 실

시하 는데 ‘The drip fluid model’이라 부르고, 

‘Contact transfer’라 불리는  하나의 모델은 원

재료인 닭고기의 비 기구 표면으로의 (도마, 기

구) 혹은 손으로의 이동이 비된 식사나 손가락

을 빨 때 직 으로 균을 섭취하는 경우로 나

었다. 이 방법은 덴마크와 국의 해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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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합하여 원재료 닭에서 도마로 그리고 도마에

서 셀러드로 옮겨간 미생물 수가 산출된 Zhao 등

(1998)의 자료를 인용하여 수행하 다. 비록 자료

는 E. aerogenes를 사용하 지만 하나의 표면에

서 다른 곳으로 미생물이 이동되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자료다. 

  재 와 같이 해 평가를 수행할 자료가 충

분하지 않기에 노출량에 향을 주는 오염 경로를 

고려하기 어렵기에 실제 모델링 방법은 모든 가능

한 교차 오염 경로를 단일 기능으로 고려한다. 이 

두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수학 으로 동일한 것처

럼 보이는 가정을 할 수 있으며 익히지 않은 닭고

기의 노출량은 단일 확률 분포 Ft로 나타내며 닭

으로부터 음식으로 음식이 비되는 동안 박테리

아의 옮겨지는 확률은 

Nm=Binomial (Nc, Ft)

로 나타낸다. Nm은 음식(meal)에서의 미생물 수이

고 Nc는 닭고기(chicken)에서의 미생물의 수를 각

각 나타낸다. 결론 으로 재의 자료로서 교차오

염과 련하여 교차오염경로의 복잡성과 부엌에서 

개인의 행 에서의 다양성을 상세히 모델링 하는 

것은 어려우며 모델의 개선이 요망된다.   

  

3.2. 성장

  잘못된 장 조건에서의 Campylobacter같은 미

생물의 성장은 노출량 평가에서 요한 변수이다. 

부엌에서의 미생물의 성장은 규모 노출량 평가

에서 요하게 고려된다. 온살균 우유(Pasteurized 

milk)나 로콜리 퓨 에서의 Bacillus cereus 

(Delignett-Muller & Rosso, 2000) 는 가열된 액

체 달걀에서의 Salmonella enteritidis (Whitting 

and Buchanan, 1997), 갈은 소고기(Cassin et al., 

1998)나 사과 사이다(Duffy& Shaffner, 2001)에서 

Escherichia coli O157:H7같은 사례가 해당된다. 

미생물 성장은 가정용 냉장고의 장 온도와 시간

에 의존하고 이런 조건에서 성장과 련된 미생물

의 자료에 기 하여 수행하 다. 

     

3.3. 조리

  조리 과정에는 D-value를 용하여 사멸의 변

수로서 이용할 수 있다. 각 미생물들은 다른 

D-value를 가지고 있고 이 변수는 측정이나 문헌

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한 미생물로부터 다른 

D-value를 나타내는 문헌도 있는데 이는 식품의 

물리 화학  특성 (수분활성, 지방 함량, pH, 해 

물질 등)에 기인하며 미생물의 상태 (log phase, 

스트 스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여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다. 

  FAO/WHO에 의한 Campylobacter의 평가에

서는 첫째 내부온도측정법(internal temperature 

approach)을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 

분포를 확인하여 각 단계에서 미생물의 감소를 측

정하 다. 두 번째 역별 측정법(Protected Areas 

approach)을 이용하여 도체가 열을 받고 단열이 

되는 정도에 따라 균의 사멸정도를 구분하 다. 

세 번째 열 달 측정법(heat transfer approach)은 

닭고기의 표면에서의 깊이에 따라 실시하 다. 깊

이와 시간을 변수로 놓고 최종 소비자에의 노출된 

양은 깊이에서 최종 온도에 의존하 으며 도체에

서 각 깊이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에 향을 받았다.

 

3.4. 추가 고려사항: 식품 비자의 생

  덴마크의 닭고기의 Campylobacter의 해 평가

에서는 식품 비와 조리에서의 다룸을 취 하

다 (Christensen et al., 2001) 여기에서는 다른 나

이와 성별의 그룹에 따라서 화 인터뷰로 식품 

안 하게 다루는 사람의 비율을 얻었다 (Table 4 

&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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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질문에 정으로 응답한 사람 수행된 지역과 기간

날고기나 날닭고기를 다루고 

난후에 손을 씻지 않는다

34% of 1620 인 US (1992-1993)

18.6% of 19356 인 US (1995-1996)

55.8% of 1203 인 Austrailia (1997)

36% of 15 세 Denmark (1998)

식품 생과 련하여 손을 씻는 

것은 요하지 않다
18.4% of 1203 인 Austrailia (1997)

식품매개질환의 방을 해서 

개인 생 (가령 손을 씻음)은 

요하지 않다

62% of th 990 인 Denmark (1996)

손을 씻은후에 손을 말린다 70% of 15 세 Denmark (1998)

Table 4. Data on consumer habits related to wahing hands after having handled raw meat and 
poultry (FAO/WHO, 2001)

질문 동의하는 비율(%) 수행 장소  기간

생고기와 닭고기를 다루고 난후 와 야채와 

셀러드를 자르기 에 도마를 더운물과 비

로 칼과 도마를 씻는다

46% of 865 응답자 US (1990-1991)

생고기와 날닭고기를 다루고 나서 도마를 

씻지 않는다

33% of 1620 인 US (1992-1993)

19.5% of 19356 인 US (1995-1996)

교차오염을 피하기 해서 주방용품을 충분

히 세척하지 않는다
11.6% of 1203 인 Austrailia (1997)

식품을 다루고 난 뒤의 도마를 충분히 닦지 

않는다
25% of 108 인 UK (1996)

고기와 닭고기가 포장된 재료를 식품 장

구역에 보 한다
18% of 108 인 UK (1996)

교차오염을 일으킬 물건을 식품 처리 간

에 만진다
76% of 106 세 US and Canada

Table 5. Data on consumer habits related to cross-contamination by utensils (FAO/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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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패턴(Consumption pattern)
  식사의 크기, 섭취 빈도수, 선호 조리방법, 가정

인지 식당인지 패스트 푸드 인지, 식에 의해 

비된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수가 인자가 된다. 

여러 부분 모집단(subpopulation)에 한 식사의 

크기에 한 자료는 각국의 양 섭취 조사 자료

(national dietary surveys)로부터 얻을 수 있다.  

혹은 소매양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에 

한 정보는 FAO 홈페이지 (http://faostat.fao. 

org/faostat/collections?subset=nutrition)

에 있다 . 

  비 방법에 따라서 재료가 소고기냐 생선이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 Cassin 등 (1998)과 Nauta 

등 (2001b)은 갈은 햄버거와 스테이크 패티의 E. 

coli O157:H7의 해도 평가에서 익힌 정도에 따

라서 선호하는 정도를 나 어 실행하 다. 특히 

완 히 익힌 (well done) 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이 거의 없었으며 특정 내부온도가 조리 에 미생

물수를 산출하여 조리 과정동안 미생물이 살아남

는 수를 계산하 다. 마지막으로 비 장소에 따

른 연구를 통해 비 과정에서 생 수 에 따른 

확률 분포를 산출 할 수 있고 비에 여한 사람

들의 숫자를 고려할 수 있다. Christensen 등

(2000)은 덴마크인의 식이 조사 (Danish dietary 

survey)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식사를 비한 사람

과 가정에서 섭취한 사람의 련성을 밝 냈는데 

평균 가족 단 에 맞는 식사량을 비할 경우에 

18-29살의 그룹이 30-65살의 그룹보다 음식 비 

시 생상태가 낮은 것을 보고하 다. 비된 장

소에 따라 생상태에 따른 정량 해 평가 자료

는 거의 없으며 생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것이 

상되고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조리 음식 (catering)은 노년층이 많이 

이용되는 것을 밝 진 바 있다. 

Ⅳ. 모델링의 

1. 스테이크 패티에서 시가독소형성 Esc- herichia coli O157의 위해 평가
  Nauta 등 (2001b)은 소고기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를 형성하는 E. coli O157:H7 (STEC) 에 

한 연구를 실행하 다. 소는 STEC O157의 가장 

요한 출처(reservoir)로 간주된다. 이 연구는 농

장에서 식탁까지 미생물의 용량-반응(dose- 

response) 모델링과 함께 농장에서 식탁까지 노출

량 평가를 모델링하 다 (Fig. 5).

Fig. 5. Food pathway of steak tartare. The 

pathway is split up into nine modelling 

steps. The illustration shows how the 

units are formed by partitioning and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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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제품 에서 섭취 빈도수가 높고 잠재  

해와 생산 공정이 비교  단순한 식품인 스테이

크 패티 ‘steak tartare patties’를 선정하 다. 이것

은 갈은 고기 제품이면서 체 혹은 부분 으로 

날것인 식품이다. 평가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네델란드인들만 상으로 네덜란드 가축과 

도살장만 분석하 다. 

  도살 방법은 다양한데 노출 경로를 비교하기 

해서 ‘산업체식(industrial)’, ‘ 통식(traditional)’ 그

리고 두가지 병행방법 후 공정까지 세가지로 나

어 다루었다. 소비자는 나이 단 로 ‘1-4살’, ‘5- 

14’, ‘15살 이상’으로 분류하 다. 다음에 스테이크 

패티 비 방법에 따라 ‘raw’, ‘medium’, ‘well 

done’으로 나 었고, 식품 경로에 따라 농장, 도살

장, 소매 , 소비자의 단계로 나 어 STEC의 분

포와 농도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식품 경로가 모델화되면 모델의 변수의 값들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알

게 된다. 그래서 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없는 

자료에 한 변수들의 값을 추정해낸다. 모델은 

몬테 카를로 시뮬 이션(Monte Carlo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노출량 모델에서 0.3%의 raw steak tartare가 

STEC에 오염되어 있다고 측하 다. 이들 오염

된 패티 에서 60%가 넘는 부분 오염량이 단지 1 

cfu 다. 높은 오염수 은 드물었는데 7%의 가열

되지 않은 패티만이 10 cfu 보다 많은양의 오염된 

것으로 산출되었다. 미생물학  조사에서 82개 조

리되지 않은 패티(1.2%)가 STEC O157 양성이었

다. 이러한 한 조사에서 1 cfu의 검출의 가능성이 

작아서 이 측 모델은 스테이크 패티의 실제 오

염 수 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노출량 모델은 1996년 일

본의 등학교에서 일어난 식 독 자료에 근거해

서 STEC O157의 용량-반응 모델과 연 을 지었

는데 최종 해 추정은 매우 불확실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해모델은 모델의 산출물에 모델

에서 불확실성이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농장 수 에서 STEC의 분포와 농도

의 불확실성은 최종 모델의 추정에 큰 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도체에서 STEC의 

성장과 사멸에 한 불확실성도 크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소매와 가정내 장에서는 STEC

의 성장 효과는 무시할 만했으며 완 히 익힌 스

테이크 패티 (well done' steak tartare patties)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농장과 도살장 수 에서 STEC에 한 

해를 감소시키는 략을 짜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MPRM은 유용한 근법이며 미래에는 농장에

서 식탁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의 정량 해 평가가 

의미있을 것이다. 미리 식품 경로를 묘사할 때 필

요한 자료의 목록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

료가 부족한 경우와 모델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문가 의견과 모델 발 이 필요하다.

 

2. 브로콜리 퓨레에서의 Bacillus cereus (Bacillus cereus in broccoli puree)
  Modular Process Risk Model (MPRM) 방법을 

이용하여 포자형성 병원균인 Bacillus cereus의 

노출량 평가를 refrigerated processed food of 

extended durability (REPFED)인 로콜리 퓨

에 실시하 다 (Nauta 2001a). Table 6에 로콜

리 퓨  생산 공정이 소개되어 있다. 이 연구는 

포자형성 세균에 한 유럽의 공동연구로 수행되

었고 유럽의 연구소와 식품업체가 참여하 다. 소

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면서 B. cereus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노출량은 소비자

의 소비 패턴에 매우 향을 받고 있다. 재 B. 

cereus에 한 용량-반응 계의 유용한 정보가 

없어서 역학  연구에 근거해서 105 cfu/g 를 임

계수로 간주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만일 온에서도 생육하는 

B. cereus에 오염되어 있다면 105 cfu/g보다 많은 

균이 있는 포장 하나가 나올 가능성은 6.5%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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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공정 단 시간(h) 온도(℃) 설명

1 시작
로콜리, heads 

(400g each)
  0 

로콜리 머리부분 오염 분포와 오염 수
이 투입량으로 요구

2 성장 ... 196 5.7 성장발생

3 제거 ... 196 5.7 흉한 로콜리 제거

4 성장 ... 224 7.0 장동안 성장

5
혼합, 
사멸

280 kg batch 224.2 85.0 로콜리 혼합 

6 성장 ... 224.3 20.0 성장이 장과 냉장  발생 가능

7 사멸 ... 225.1 97.5 조리로 인한 사멸

8 사멸 ... 225.3 70.0 갈을때 온도 상승에 인한 사멸

9
혼합, 
사멸

325 kg batch 225.8 65.0
여러 성분의 혼합, 혼합 재료의 B. cereus
의 오염 분포와 오염 수 . 온도상승으로 
인한 사멸

10 분획 380 kg packs 226.3 58.3 퓨 로 바  포장

11 사멸 ... 232.4 70.0 온살균(Pasteurisation)에 의한 사멸

12
사멸, 
성장

... 232.7
온도 
감소

냉장 조건으로 인하여 사멸  성장 가능

13 성장 ... 284.7 4.0 공장 장  성장

14 성장 ... 323.7 4.67 소매 까지 운송  성장

15 성장 ... 472.2 4 소매  장  성장

16 성장 ... 472.9 11.5 가정까지 운송  성장

17 성장 ... 578.1 6.64 가정의 장  성장

Table 6. A food pathway of Broccoli puree. 

만 불확실한 추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의 

경감 략은 수립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자가 냉장 온도를 유지시키고 생산과정 에 

첨가되는 재료나 성분들에서 균의 오염을 이는 

것이다. 한 포자 형성 병원균의 노출량 평가는 

포자형성과정(sporulation)과 포자발아과정(germination)

에 한 다양성과 정량 모델을 포함한 성장과 사

멸 모델에 해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으로 

MPRM은 도유망한 근방법이지만 먼  해

평가와 미생물학 사이의 상호 작용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3. 생우유로 만든 소프트 치즈 (Soft cheese 
made from raw milk)

  몬테 카를로 시뮬 이션 소 트웨어를 사용한 

정량 해 평가 근방법으로 국제 식품규격 원

회의의 틀(1995)내에서 생우유로부터 만들어진 소

트 치즈(soft cheese)의 소비결과로부터 해를 

정량화 하 다(Bemrah et al., 1998).   

  정량 자료는 Listeria monocytogenes에서만 찾

을 수 있었고 치즈 제조의 공정 (우유생산-소

비)이 모델링 되었다 (Table 7). 우유 오염 (환경

이나 유선염에서 기인한 오염)과 미생물 성장에 

한 각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변수에 해서 

균의 분포를 추정하 다. 해에 처한 모집단에 

해서 Farber 등(1996)의 방정식은 리스테리아증

(listeriosis) 발생과 L. monocytogenes의 섭취량와

의 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우유가 오염되

었을 확률은 0-33 cfu/ml로 67% 다. 100 cfu/ml 

보다 더 높은 농도의 L. monocytogenes가 있는 

치즈가 나올 확률은 1.4% 고 먹을 시 에서 오

염된 치즈를 소비할 확률은 65.3% 다. 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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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공정 Unit 공정에서 미생물 변화 투입 자료

1 우유짜기
젖소의 

우유
오염

젖소의 우유의 감염된 분포  

농도 

2 탱크에 넣기 탱크 혼합, 오염
마리수; 탱크내 교차오염의 농도 

 분포

3 장 탱크 성장 시간, 온도, 성장 변수

4 수집 수송탱크 혼합 수집 농장 수

5 수송 수송탱크 성장 시간-온도, 성장 변수

6 장 수송탱크 성장 시간-온도, 성장 변수

7 치즈가공  처리 용기(액상) 분획, 제거 용기의 부피

8 치즈 가공 치즈 분획, 사멸, 성장 한개 치즈당 사용된 우유의 부피

9
장, 수송, 소매, 

수송, 가정냉장고
치즈

제거, 사멸, 성장, 

교차오염
-

10 소비 조각 서빙 분획, 사멸, 교차오염 서빙의 질량

Table 7. The food pathway of soft cheese made from raw milk split up in steps.

매해 된 Listeria spp.자료에서 산출한 해

는 31g씩 50개의 음식량에 해서 실시한 결과 

해가 낮은 집단에서는 1.97×10-9～6.4 ×10-8이었

고 해가 높은 집단에서는 1.04×10-6～7.19×10-5

다. 한해 리스테리아증 상 사례수는 험이 

높은 집단에서는 평균 57 그리고 해가 낮은 집

단에서는 1이었다. 환경으로부터 오염된 우유를 

섭취하는 빈도수가 감소하고 L. monocytogenes 

유선염이 감소되면 실제 리스테리아증 발생도 감

소한다.  

4. 닭에서 Campylobacter의 위해 평가
  덴마크에서 냉장 냉동 통닭에서 Campylobacter 

jejuni에 한 정량 해 평가가 발 되었다

(Christensen et al., 2000). Campylobacter에 오염

된 닭에 의한 해를 정량하기 해 두개의 모델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닭도축장을 통해 Campylobacter 

이과 확산을 묘사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방에

서 식품을 다룰 때의 이와 확산에 한 것이다. 

모델 변수에 계된 불확실성과 다양성도 다루어

졌다. 도축장 부분에서는 각 공정 단계를 통해서 

오염된 도체에서 분포와 양의 변화가 단순 선형 

모델링 방법 (a linear modelling approach)을 사

용하여 모델링되었다. 소비자 부분에서 이동경로 

모델링은 닦이지 않은 도마를 통해 비된 닭고기

로 셀러드에서 나타난 교차오염을 고려하 다. 식

사를 비한 사람과 섭취한 사람의 생상태에 따

른 변수를 추가하 고 섭취한 사람, 식사 수, 그리

고 닭고기가 포함된 셀러드를 섭취한 사람의 숫자

를 포함하 다. 

  두개의 모델을 결합하여 노출량과 병이 걸릴 확

률에 해 경감시킬 략으로서는 기 닭고기에 

있는 Campylobacter수를 낮춤으로서 인간에게 발

생 확률을 히 낮출수 있다고 단하 다. 도

살시 균이 있는 닭에서 균이 없는 닭으로의 교차

오염은 거의 향이 없었으며 이것은 도살은 해

에 낮은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확히 MPRM방법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각 모

쥴에 기본 과정의 수가 포함이 되어있다. 닭의 생

산공정은 Fig. 6에 소개되어 있다. 도살장에서는 

교차오염과 증기살균에 의한 사멸, 세척과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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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장시간) 수입

가정 주방

장시간, 교차오염, 

가열처리

식/식당/식당의 체인

장시간, 교차오염, 가열처리

소비자 패턴

음식의 양, 식품 선호도

용량-반응

부분육 통닭

냉장 냉동

양계장

수송

공정

걸기, 증기 기, 털뽑기, 세척, 냉장 

도살장

수출

추가 공정 

Fig. 6. The pathways to be included in risk assessment of Campylobacter in chickens. 

에 의한 제거, 그리고 소매 단계에서는 냉동에 의

한 사멸, 가정집의 부엌에서는 교차오염과 건조나 

열처리에 의한 사멸, 그리고 기구 세척과 도마의 

세척에 의한 제거 등이 공정의 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Campylobacter는 30℃ 이하 온도에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 다. 

5. 저온 훈제 생선(Cold smoking of 
fish as a generic fish HACCP 
example)

  노출량을 모델화하고 추정하기 해 식품 경로

는 더 작은 단계나 모쥴들로 나 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산업  생산 공정들을 부분 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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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묘사 샘 단 기본 공정

1. 수거

신선  냉동 생선 냉장

1. 불순물 제거  해동

2. 물로 세척

통생선/살코기

분획(filleting)

사멸/제거

제거/사멸

2. 장 (신선/냉동) 통생선/살코기 사멸/성장

3. 해동, 세척, 헹굼 통생선/살코기 사멸/제거

4. 내장제거 통생선/살코기 교차오염/제거

5. 크기 분류, 염첨가

일정 크기의 통생

선/살코기

통생선/살코기

염첨가

분획/혼합/교차오염/제거

사멸/교차오염

6. 건조 훈제 

염수로부터 생선꺼냄

깨끗한 물로 세척헹굼

건조

훈제

통생선/살코기

사멸

사멸/제거

(성장)/사멸/교차오염

사멸

7. 냉장 통생선/살코기 사멸/(성장)/교차오염

8. 조각내기 살코기 분획/교차오염

9. 포장 진공/MA 포장 혼합/교차오염

10. 장  유통 포장 성장/사멸

일차공정 (블랙박스)

1.생선잡기 바다에서생선잡기 통생선 교차오염/혼합

2. 피제거 고기 피빼기 통생선 교차오염

3. 내장 제거 내장  기  제거 통생선 교차오염

4. 장 가공을 한 생선 장 통생선 성장, 사멸

Table 8. Identification of basic process in generic description of process for cold-smoking of fish.

HACCP에서 용한 략을 이용하면 노출량 평가

에 도움을  수 있다. Table 8은 HACCP과정을  

노출량 평가에 용할때 고려해야 할 MPRM 

근법으로서 온 훈제 생선(cold smoked fish) 생

산 모델에 용하기 해 고려한 공정이다.

Ⅴ. 자료(Source of Data)

  FAO/WHO 보고서 (2001)는 노출량 평가를 

한 자료로서 식품, 식품경로, 미생물, 소비자에 

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모델링 하

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데이터에 문헌과 같은 사용 

가능한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data gap). 자

료가 없거나, 모델링 하는데 요구되는 시스템을 

표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서 요

구된 자료들이거나 모든 모델에 용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문제를 극복하기 해 다음과 

같은 략을 사용한다.

  ∙ 찰자로부터의 결과 자료를 얻는다.

  ∙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다. 얻으려는 자

료의 질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델링 할 시스템에 합한 추가 인 가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

  ∙ 문가의 의견을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공식  

과정을 거치고 사용한다.

  ∙ 빠진 자료를 수집하기 해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한다.

  자료가 부족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델의 단순화(Model simplification)로

서 식품 경로를 모델링할 때 모든 식품 경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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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들을 모델화 할 필요는 없음을 고려한다. 해 

평가의 목 과 범 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령, 도

살과정이나 갈기 과정에서 요한 인자를 묘사하

지 않아도 햄버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해를 설

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만일 소비자에 미치는 

해를 들여다 볼 목 이라면 모든 간 단계나 

간 단계의 블랙박스 모델을 용하지 않아도 된

다. 단순한 모델이 이해하기가 쉬운 장 이 있고 

직 인 질문에 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단 으로는 요한 정보를 잃어 실제상황과 결과

가 멀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측 

미생물학을 이용하여 가령 소비 시 에서 결과 자

료가 있다면 소비 시 의 환경 인자를 용한 소

비 시 의 미생물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비교 연구로부터 리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목 에서의 E. coli O157 생존에 한 

근사치는 목 에서의 장균의 생존으로 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로서는 동물 연구를 

인간에로 외삽하여 용량-반응 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 체 자료는 노출량 평가에서 사용되는 범

나 추정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런 자

료는 최종 사용자에게 명백히 설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나 아주 드문 

상에 해서 일을 하는 오직 한사람의 문가만

이 존재할 때 문가 의견은 유일한 방법이 된다. 

문가 의견의 사례로 Gallagher (2002)가 국에

서 2001년 발표한 워크 에서 EU에서 발생한 구

제역(FMD) 의견이 있다. 해가 낮은 나라 ( 국

의 섬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은 해의 2%에 불과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일어

날 시나리오는 불법 그리고 여행자 이민자를 통해

서 들어오는 고기 같은 동물 생산물의 수입을 통

해 가능하다고 하 다. 문가 의견은 노출량을 

계산에서 정확한 추정을 하기 함보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를 수립하는데 더 유용하다. 

  노출량 평가는 문제가 되는 식품에서 병원균의 

분포와 수에 한 정보를 요구한다. 요한 자료

에 한 문제로서 자료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품에서 

병원균 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

면 가능성은 보다 큰 샘  사이즈에서 얻어냈거나 

개선된 측정 방법에 기인해서 겉보기 분포가 증가

한 것을 발견하 거나 실제로 분포가 증가했을 가

능성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자료에 해 고려할 다른 사항은 다른 자원으로

부터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는 meta-analysis가 

용된 경우에 주의한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자

원으로부터 통합된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면 기

을 정하고 모니터링에 맞는 원칙을 세운다. 좋은 

가이드로서 샘 링에 한 것은 통계학 인 권

자의 BSE/TSE 조사인 SSC opinion 이 있다. 이

런 에서 WHO/FAO (2002) (2003)도 참고할 

자료이다. 

Ⅵ. 노출 추정

1. 기계적 모델과 경험적 모델(Mechanistic 
and empirical model)

  일반 으로 기계  모델은 경험  모델보다 더 

공정의 상세한 부분을 묘사한다. 기계  모델은 

공정에서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의 계를 수학

으로 묘사하고 투입량-산출량 계가 수립되지 않

은 공정들을 묘사하지 않는다. 경험  모델 수립

이 기계  모델보다 더 용이하지만 기계  모델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식품의 이동 경로에서 간섭

물질에 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험 요소의 

수 을 이거나 늘리는데 매우 요한 특정 공정

을 단순한 경험  모델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

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를 외삽해야 할 

때는 경험  모델을 쓰지 않는다.  

2. 동적 모델과 정적 모델(Dynamic and 
static model)

  시간의 효과 고려 여부에 따라 정  모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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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을 선택한다. 가령 계 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동  모델을 사용한다.  

3 . 결정론적 모델과 확률론적 모델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model)
  결정론  모델은 모든 변수들은 고정된 값을 가

지고 있으면서 선택(choice)의 효과는 무시한다. 

그래서 최종값으로 한개의 추정을 갖게 된다. 보

통 로젝트의 처음단계에서 사용하여 해에 

요한 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찾아낸다. 다음으로 

확률론  모델은 가장 요 단계들에서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완 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구조 인 

근법으로서 노출량 평가 모델의 발 은 Van 

Gerwen 등, (2000)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소  

SIEFE system (Stepwise and interactive Evaluation 

of Food safety by an Expert System) 이라 불리

우는 3단계 근법을 사용하 다. 이 근법은 처

음에는 해는 추정에 생산 공정 동안 미생물의 

행 를 정량 으로 특성화하기 해서 숫자를 사

용한다. 다음으로 해 결정의 상들을 더 상세

히 연구하고 다양한 상태들이 해 상들을 묘사

하기 해 정량  시뮬 이션 방법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확률론  모델을 사용하여 필요할 때 

더 상세한 연구를 수행한다.    

4. 해결 방법 (Analytical and numerical 
solution)

  수  해결 방법(Numerical solution)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한다. 수

인 해결 방법으로서 충분한 반복 (iterative) 알고

리즘을 통해 충분한 수를 통해서 에러를 최소화한

다. 몬테 카를로 방법(Monte Carlo methods)은 반

복 이고 수로 표 할 수 있는 샘 링 방법으로 

정량 해 평가에서 자주 사용된다. 해 평가에 

한 유용한 참고 문헌으로는 Morgan & Henrio 

(1990), Vose (2000), Bedford & Cooke (2001)등이 

있다. 

5. 다양성과 불확실성(Variability and 
Uncertainty)

  불확실성은 매개변수 값의 완 한 지식의 부족

이며 추가의 측정으로 감소될 수 있다. 다양성은 

반면에 모집단의 다름(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추가 인 측정으로도 감소되지 않는다. 정량 해 

평가 모델에서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구분하는 것

은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부 한 해 추정이 되거나 결과의 불완 한 이

해로 귀결될 수 있다. 해 평가자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구분하도록 하며 불확실성을 이면 

해 평가가 개선된다. 몬테 카를로 분석에선 불확

실성이 요한 인자임에도 모델과 자료에 련된 

불확실성 모두를 특성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

므로 분석에 향을 주는 불확실성 체 범 의 

종류를 알아내는 시도를 해야 한다. 

6.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해 평가 모델에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는 시

뮬 이션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해 평가는 

수많은 가정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최 의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투입량을 선택하거나 모델의 구조

를 선택하거나 특정한 해석을 직 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델의 변수들과 구조 추정을 하

여 모델 산출(response)의 효과를 찾아낼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변수에서의 핵심 인자를 찾아

낼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의 종류로는 Correlation 

analysis, spider plots, factorial designs, gradient 

estimation 등이 있다. Nauta (2001b)의 모델의 산

출결과는 찰된 분포보다 실제 낮게 나왔고 민감

도 분석의 결과는 Fig. 7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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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nsitivity analysis. Example of sensitivity analysis by variation of one or a few factors in 
the exposure assessment model. The baseline exposure model estimated the frequency of 
contamination of raw steak tartare patties with Shiga-toxin producing Escherichi coli serotype 
O157 i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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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모델의 타당성과 재검토(Model 

validation and review)

1. 타당성
  모델의 정 성을 설명할 때 타당성의 개념을 도

입할 수 있다. 모델의 확정(confirmation: 우리가 

믿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모델의 

증명(verification: 사실임이 밝 짐)은 구분될 수 

있으며 모델이 정 하게 연구의 시스템을 표하

는가는 개념  타당성(conceptual validation)에 해

당한다. 수학  공식에서 모델의 개념을 달

(translation)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타당성(validation 

of algorithms)이라 할 수 있을것이며 컴퓨터 언어

에서 수학  공식들의 실행 에서 소 트웨어

의 타당성(validation of software code)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기능  타당성(functional validation)

은 찰을 통해 독립 으로 얻어진 것들에 해서 

모델을 검하는 에서 설명할 수 있다.

  모델의 요한 특성으로 신뢰성(credibility)을 들 수 

있다. 가령 해 리자와 다른 핵심 개인들이 모

델을 ‘맞다(correct)’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신뢰성에 달려있다.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 모델의 가정에 해서 리자의 이해와 동의

  ∙ 모델에 한 질문에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 모델이 타당한 가에 한 설명

  ∙ 리자의 모델 개발에 개입 여부

  ∙ 모델 개발자의 평

2. 재검토(Review)
  결과를 발 시키는데 필요한 과정들은 해 평

가 결과의 신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해 평가 

결과를 수행자간에 검토하는 것은 필수 부분이다. 

학문간 연계의 상호작용은 해 평가의 필수 과정

이며 재검토 과정까지 확 된다. 생물학 문가들

은 생물학  과정에 포함된 노출 모델에서 사용되

는 가정과 기본 개념을 재검토하고 통계학 문가

들은 자료 분석과 모델을 재검토한다. 공동 작업

자들의 재검토 과정(review process)에 해서 

한 자원이 로젝트 계획의 통합되었는지를 살

펴야 한다. 작업자간의 재검토 과정의 결과는 모

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특히 문서의 최종 에) 

언 하며 제안할 수 있으며, 만일 특별한 언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타당한 이유도 포함하도록 

한다. 에게 재검토 과정(the public review 

process)은 해 평가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들어진 가정을 상기하여 해 평가 결과에 미치

는 향을 알도록 하며 노출량 모델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의 완성에 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Ⅷ. 결론(Conclusions)

  정량 해 평가는 미생물학, 컴퓨터학, 수학, 통

계학 등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 하고 학문간 연계

된 과제로서 모델을 도입하기 때문에 해 리자

도 모델링의 기본 원리들과 개념을 이해해야 한

다. 노출량 평가는 한 개인이나 모집단에 얼마나 

미생물에 의한 험요소가 노출이 되는가와 섭취

되는 미생물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추정해 내는 것

으로 반복 이고 지속  작업이다. 노출량 평가는 

해의 에서 볼 때 요한 부분을 가능한 단

순화시켜 modular process risk model (MPRM)로 

구분하여 공정을 성장, 사멸, 분획, 혼합, 제거, 교

차오염으로 나눠 수행할 수 있음을 의 사례들은 

보여주었다. 생물학 으로 타당한 모델을 도입하

고 생물학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

는 발 된 모델을 개발하고 용함으로써 해 평

가를 개선하고 결과를 재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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