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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상업 으로 시 되는 10주 미만의 식용 계육 

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25 그룹의 내장 출하지 않

은 것 는 내장 출한 도계육을 도계공정의 네 

지 에서 채취하 다. 

  도계 공정 각 지 의 계육으로부터 무작 로 선

택된 부 에서 껍질을 잘라낸 것, 목의 껍질을 잘

라낸 것,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스폰지 재질의 스

왑 으로 계육을 스왑법으로 채취한 것, 는 도

계육을 통째로 세척한 세척액이다. 총균수, 장균

군, 장균을 각 시료로부터 증균하 다.

  사방 1 cm 안의 평균 로그값(log A)과 사방 25 

cm안에서 측정된 체 측값치들의 로그값(N)은 

각 그룹 당 25개 다. 

  동일한 처리공정 단계에서 얻은 계육으로부터 

얻은 같은 그룹의 세균의 측정값의 경우에, 무작

로 선택한 부 에서 잘라낸 껍질 는 목에서 

벗겨낸 껍질, 세척액 샘 에서 측정한 균수의 집

합인 N의 세 값 는  log A의 세 값은 <0.5 log 

unit 차이 다.

  그러나 스왑법으로 측정한 사방 1 cm안의 평균

로그값(log A)과 사방 25 cm 안에서 측정된 체

측정치의 로그값(N)의 략 반이 다른 방법들로 

측정한 동일한 측정항목의 값과 >0.5 log unit 까

지 차이가 났다.

  이런 결과로부터 도계육에서 무작 로 선택한 

부 나 목에서 껍질을 잘라내는 방법, 는 세척

액 채취 등의  샘 링 방법은 도계육 표면의 단  

역 당 유사한 양의 세균이 검출될 것이라는 것

을 나타낸다.

2. 도입

  가 류 포장 공장의 해요소 리 기

(HACCP)과 품질 리(QM)시스템 수행에 있어 도

계육을 미생물학 으로 샘 링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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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법규에서 권고  규정된 샘 링 방

법은 도계육을 통째로 세척한 액을 채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공공정  각종 크기의 도계육을 샘

링 하기 해 체를 세척하는 것은 불편하고 비

실용 일 것이다. 만일 채취방법이 다양한 공정과

정들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해 진다면, 도계육 포장 공장에서 제품을 샘

링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도계육을 한 가지 이

상의 방법으로 채취한다면, 각각의 방법으로 증균

된 세균수에 련된 정보는 체 으로 미생물학

 데이터를  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도계육 채취의 다양한 샘 링 방법들을 비교한 

결과, 일반 으로 발견된 은 스왑법에 의한 세

균의 증균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때로 세척액 샘 에서는 잘라낸 껍질에서 측

정된 세균수의 <10% 범  정도 더 많은 세균이 

측정되었고, 냉장된 도계육보다 따뜻하게 데워진 

도계육에서 더 많은 종류의 세균 집락을 얻을 수 

있었다.  

  유사한 결과로 육(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샘 링 할 때, 스왑법으로 측정된 세균수는 잘라

낸 조직으로부터  측정된 수의 일부분일 뿐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육으로부터 스왑법

으로 채취한 샘 에서부터 많은 수의 세균이 측정

되었고, 이는  잘라낸 조직을 측정했을 때의 세균 

수와 실제 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도계육을 스왑법 

는 그 세척액 샘 로 부터 세균을 측정하는 것

이 세균 증균을 한 방법으로써 언제나 비능률

인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시료 채취 방

법에 따른 도계육의 세균 측정 정도를 비교하 다.

3. 재료  방법

3.1. 도계육의 수집

  도계육은 구이용 계를 분당 150 마리 비율로 

처리되는 포장공장에서 채취하 다.

  살아있는 닭의 무게는 1.9～2.4 kg의 범 고, 

손질된 도계육의 무게는 1.3～1.6 kg의 범 다.

도계육은 털을 제거하기 에 52℃의 물에서 2.5

분동안 담궈서 데친다. 손질이 끝난 후에 도계육

은 내부 공기가 0℃인 냉각기에서 1.25시간(1시간 

25분) 동안 순환시키고 냉장장치로 이동시킨다. 도

계육을 냉각하는 동안에는 물을 분사해 다. 공장

에서 수집한 도계육은  라스틱 백에 각각 분리

해서 담고, 실험실로 이송하는 동안 얼음 속에 

장한다. 실험실에서는 수집한지 3시간 이내에 무

게와 길이를 측정한다.  

  수집된 도계육은 깃털 뽑기와 머리  다리 제

거 이후, 기름 주머니 제거(oil sack removal)와 

복강 개(vent opening) 이 의 세척 단계, 냉장

고에 들어가기 이 의 도계육 마무리 손질 과정이 

끝난 이후, 그리고 냉장된 도계육의 포장 직 의  

4 지 에서 이루어졌다.

3.2. 도계육 표면 면적 측정

  3일 동안 체 25 개의 도계육 샘 을 얻기 

해서 매일 포장하기 이  상태의 7 는 8마리의 

도계육을 수집했다. 각 도계육은 무게를 재고, 날

개는 오훼골 에서 잘라내었다. 각 날개가 가

장 넓게 펼쳐지는 지 의 둘 와 각 날개가 완

히 확장되었을 때의 길이를 측정하 다. 껍질은 

도계육의 날개를 제거한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벗

겨내었고 늘리지 않은 상태로 배열해서 략 인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었다. 

  직사각형의 략 인 면 을 측정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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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in from a chicken carcass arranged for 

measurement, with the outer surface area of 

the carcass being estimated as ab×cd.

  각각의 도계육은 가슴 를 따라서 복강을 개

하 고 몸체의 내강이 노출되도록 열었다. 나 어

진 가슴 를 최 로 분리하 을 때 양끝 사이의 

거리(cd)와 둔부와 목의 부분 사이의 거리(ab)를 

측정하 다(Fig. 2).

Fig. 2. Split chicken carcass arranged for measurement 

of the distances between the base of the neck 

(a) and the base of the uropygium (b), and 

between the caudal ends of the divided breast 

bone (cd), with the surface area of the body 

cavity being estimated as ab×cd.

  각 도계육의 외부 표면면 은 잘라낸 껍질 부분

의 면 (ab×cd)에 두 날개의 평균길이(cd)와 몸통

의 최  길이의 평균(ab)을 곱한 면 을 더하여 

계산하 다.

  체 표면 면 은 외부표면 면 값에 노출된 복

강의 수직과 수평을 측정한 길이를 곱한 값을 더

하여 계산하 다.

3.3. 여러 크기의 껍질 표본 수집

  5일 동안에, 5개의 냉각된 계육을 3번씩 채취하

고, 잘라낸 껍질의 조각은 각각 1, 10, 100 cm2 

가 되도록 도계육 표면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잘

라내었다.

  채취된 부분들은 여섯 부분으로 구획된 으

로부터 무작 으로 선택하 고, 도계육 표면에

서 의 각 부분은 약 100 cm2 이다.

  껍질의 각 조각은 스토마커 백에 분리하여 담았다.

  1, 10, 100 cm
2
 크기의 시료들은 9, 90, 900 mL

의 0.1%(w/v) 펩톤수에 담아서 스토마커에서 2분 

동안 균질화하 다.

3.4. 네 가지 방법으로 시료 수집

  처리 공정의 각 지 에서 5일 동안 10개의 도계

육을 수집하 다. 

  도계육들은 다리를 제거한 뒤나 냉장고에 넣기 

에 수집하 고, 각 5마리의 도계육으로부터 먼

 목껍질을 10 cm2로 자른 조각을 시료로 채취

하고나서, 300 mL의 펩톤수로 2분동안 씻어낸 세

척액을 시료로 하 다.

  남은 5개의 도계육은 먼  처럼 먼  무작

으로 선택한 부 의 껍질 10 cm2 를 잘라낸 것을 

시료로 하 고, 내장 출하지 않은 것이나 내장을 

제거한 도계육의 바깥 껍질 부분 는 바깥 껍질 

부분과 내부 표면을 4 mL의 펩톤수로 신 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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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아세테이트 스폰지(Speci sponge;VWR Canlab, 

Mississauga, Ont., Canada)를 사용해서 스왑법으

로 채취한 표면 검제를 시료로 하 다.

  도계육을 복강 개(vent opening) 단계 이 이

나 포장 공정이후에 수거하 을 때, 각각 다섯 마

리의 계육의 목에서 떼어낸 껍질, 무작 으로 

선택한 부 의 껍질을 10 cm
2
로 잘라낸 것을 채

취한 이후에 스왑법으로 시료를 채취하 다. 다섯 

개의 남아있는 계육은 세척액을 시료로 채취하

다. 각 껍질 시료 는 스왑법으로 채취한 면 은  

20 mL의 펩톤수에 담가 스토마커를 이용하여 2분 

동안  균질화하 다.

3.5. 세균 증균

  스토마커를 사용한 시료 는 세척액 샘 의 총

균, 장균군, 장균은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Hydrophobic grid membrare filtration(HGMF) 

차에 따라 증균하 다. 총균은 배양액 당 1cfu/1mL 

의 수 으로, 장균군과 장균은 1 cfu/4mL의 수

으로 검출되었다.

3.6. 미생물학적 데이터의 분석

  측정한 모든 균수는 로그값으로 변환하 다.

  동일한 가공단계에 있는 25개의 계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샘 로부터 얻은 총균, 

장균군, 장균 측정값들이 각각 25개 고, 평균 

로그(x̄)값과 표 편차(s)는 로그값이 정상 분포일 

때를 가정하고 계산하 다. 평균 로그값(log A)은 

공식 log A = x̄+logn10(s
2
/2) 로부터 계산하 다.  

한 측정된 체 균수의 로그값(N)은 각 도계육

의 변형시키지 않은 측정치의 합과 합의 로그값으

로부터 계산하 다. 세척액 는 스왑법으로 얻은 

균수의 cm2로 부터 로그값을 계산할 때, 계육 한 

마리로부터 얻은 각각의 로그값은 도계육 표면 면

의 측정치 평균의 로그값을 빼서 수정하 다. 

모든 계산값들은 Microsoft Excel, Version 6, 

statistical functions (Microsoft Corp., Redmond, 

Washington, USA)를 사용하여 얻었다. 정상분포

를 한 Shapiro Wilk 테스트를 각 로그 수치에 

용하 고, x 값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version 8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 

USA)을 사용하여, Tukey의 일반회귀공식모델을 

사용하 다. 

4. 결과

  도계육의 무게 측정치, 도계육의 외부 껍질 부

분의 면 과, 외부  내부의 도계육 표면 면 의 

측정치를 평균+표 편차의 값으로 나타낸 것은 그 

값이 1460+153 g, 845+155 cm2, 1232+165 cm2 다.

  외부껍질면  평균의 로그값과 외부와 내부 표

면 면 을 합한 것의 로그값은 2.93과 3.09 log 

cm2 다. 이런 로그값들을 기 로, 내장 출을 하

지 않은 것과 내장을 빼낸 것 모두 3.00이라는 숫

자는 도계육 한 마리에 있는 평균 세균수를 log 

cfu carcass-1 에서 log cfu cm-2까지의 로그값으

로 세균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세균수는 log A

와 N값을 참고하여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0.5 log unit 정도로 차이나는 통계값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총균, 장균군, 장군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

었다.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껍질 조각들로부터 

얻은 로그값들은 모두 정상분포 다. 각각의 미생

물 그룹의 측정값을 log A와 N으로 나타낸 세 값

들은 유사하다. 발 제거 공정 이후의 도계육에서 측

정된 균수의  로그값은 거의 정상분포 다 (P > 

0.05)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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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for sets of 25 total acrobic, 

coliform or E. Coli counts(cfu cm-2) 

recovered from pieces of skin of 

different sizes from randomly selected 

sites on coolod chicken carcasses

  총균 측정 항목 각 그룹의 log A 는 N의 네 

값들은 유사하 다. 목이나 무작 으로 선택한 

부 에서 잘라낸 껍질 는 세척액에서 측정한 

장균군수는 log A와 N으로 나타내었고 그 세 값

들은 서로 유사하 다. 그러나, 스왑법으로 측정한 

장균군 측정 항목의 log A와 N의 값들은 호기

성균, 장균 측정항목을 스왑법으로 측정한 값보

다 각각 >0.5 log unit 낮았다. E. coli 측정값들은 

서로 유사하 지만, 세척액의 장균 측정값으로

부터 계산한 log A값은 무작 으로 선택한 부

 껍질의 장균 측정값보다  0.6 log unit 낮았다.

  복강 개(vent opening) 단계 이 에 도계육으

로부터 얻은 두 번의 측정값은 정상분포를 나타내

었다 (P<0.05) (Table 3). 목 껍질을 잘라낸 시료

로부터 측정한 총균 측정값의 log A값은 무작

으로 잘라낸 껍질 는 스왑법으로 측정한 log 

A값은 >0.5 log unit 낮았지만, 세척액으로부터 얻

은 호기성균의 log A 값보다는  <0.5 log unit 낮

았다. 호기성 균수 측정 항목의 샘 링 방법에 따

른 네 개의 N값들은 서로 유사하 다. 목에서 무

작 으로 잘라낸 껍질, 는 스왑법으로 측정한 

장균군 측정값을 logA로 변환하 을 때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나 의 장균군, 장균의 두 

측정값들의 N 역시 유사하 다. 세척액에서 측정

한 장균군 측정값 항목의 log A 와 N 값은 각

각 잘라낸 목 껍질 는 스왑법으로 측정한 장

균군수보다  >0.5 log unit 컸고, 무작 로 선택한 

잘라낸 껍질에서 측정한 장균군 항목의 log A 

 N값 보다 > 1 log unit 더 큰 값을 나타내었

다. 세척액에서 측정한 측정한 장균 측정값 항

목의 log A 와 N값은 다른 샘 링방법으로 측정

한 측정값 보다 각각  >0.5 log unit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료 채취방법에 의한 측정 값들

의 경우에, 세 개 측정항목의 log A 값들은 유사

하 지만, 세척액으로부터 측정한 미생물의 계수

값을  바꾼  N값은 다른 두 방법들로 측정한 

장균수를 바꾼 N값 보다  >0.5 log unit 높았다.

Table 2. Statistics for sets of 25 total acrobic, 

coliform or E. coli counts(cfu cm
-2
) 

recovered from chicken carcasses after 

plucking and removal of the head and 

feet; when carcasses were sampled by 

excision of skin from randomly 

selected sites or nocks, or by rinsing 

or swa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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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s for sets of 25 total aerobic, 

coliform or E. coli counts(cfu cm-2) 

recovered, from chicken carcasses after 

oil sac removal and washing but 

before vent opening; when carcasses 

were sampled by excision of skin 

from randomly selected sites or necks, 

or by rinsing or swabbing.

Table 4. Statistics for sets of 25 total aerobic, 

coliform or E. coli counts(cfu cm
-2
) 

recovered from chicken carcasses after 

dressing but before chilling; when 

carcasses were sampled by excision of 

skin from randomly selected sites or 

necks, or by rinsing or swabbing.

  냉장단계 이 의 도계육에서 측정한 다섯 개의 

측정값들은 정상분포를 보 다 (P<0.05) (Table 4). 

목에서 잘라낸 껍질 는 세척액에서 측정한 총균

의 측정값들을 log A로 변환한 값들은 서로 유사

하 고, 이들 두 방법으로 얻은 N값과 무작 로 

선택한 부 에서 잘래낸 껍질에서 얻은 호기성균 

측정치의 N값 역시 유사하 다. 그러나, 스왑법으

로 측정한 총균 측정항목의 log A 값은 각각 

장균군  장균 측정 항목의 동일한 측정값보다 

각각 >0.5 log unit 컸다. 스왑법으로 측정한 총균 

측정항목의 N값은 다른 세 방법의 동일한 측정값 

보다 >0.5 log unit 컸다. 장균군 측정 항목의 

log A와 N의 네 값들의 각 그룹의 측정치들은 서

로 유사하 다. 무작 으로 선택한 부 의 피부 

조직을 잘라내어 측정한 장균의 측정값을 log 

A으로 변환시킨 값은 비록 스왑법으로 측정한 측

정치의 log A 값보다 0.5 log unit 작았지만, 장

균 측정치는 장균군의 측정치와 유사함을 발견

하 다.

  포장공정 이 의 도계육에서 측정한 일곱번의 

미생물 측정치들은 정상분포를 보 다(P<0.05) 

(Table 5). 무작 로 선택한 부  는 목에서 잘

라낸 껍질에서 측정된 총균수의 log A 값들은 유

사하 다. 세척액에서 측정한 총균 측정값과 스왑

법으로 측정한 값의  log A 값은 목의 껍질을 잘

라낸 것에서 측정한 것보다  각각 >0.5와 >1.0 

log unit 작았다. 스왑법으로 측정한 총균 측정치

의 N 값은 다른 방법에 의한 총균 측정치의 N 값

보다 >0.5 log unit 작았다. 세척액 시료의 장균

군 측정치의 log A 값은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

값들의 logA값보다  >0.5 log unit 더 많았다. 세

척액에서 측정한 장균군 측정치의 N 값은 목에

서 잘라낸 껍질 측정치의 N 값과 유사하지만, 

장균군 측정치의 N 값보다 >0.5 log unit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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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 로 선택한 부  는 목에서 잘라낸 껍질 

는 세척액에서 측정한 장균 측정치는 log A

와 N의 세 값으로 변환하여 비슷한 값을 나타내

었지만, 스왑법으로 측정한 장균 계수값의 log 

A와 N 값은 세척액에서 측정한 장균 계수값보

다 각각 >0.5 log unit 작았다. 

Table 5. Statistics for sets of 25 total aerobie, 

coliform or E. coli counts(cfu cm-2) 

recovered from chilled chicken carcasses 

before packaging; when carcasses 

were sampled by excision of skin 

from randomly selected sites or neeks, 

or by rinsing or swabbing.

4. 토의

  도계육 표면의 체 는 일부분을 샘 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비교하기 해서는, 

계육 마리당 측정되는 세균 수를 표면 역 단 당

의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표

면 면 을 구이용 계육의 무게로 변환시키는 다양

한 공식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

용한 생산공정 의 도계육 표면 면  측정이 필

요하다. 이들 측정 데이터와 계육의 무게는 재

의 계육 표면 면 을 과거에 개발된 공식들을 사

용하여 무게로 변환시키는 것이 과 평가 되어 측

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최근의 공식들은 표

면면  값을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값들과 비교할 

수 있게 해 다. 그러므로 가 류 종류나 공장에

서의 처리되는 형태에 달려있지만, 이미 발표된 

여러 공식들로부터 몸통의 무게와 표면면 의 

련된 요인을 유도해낼 가능성이 있다. 

  도계육 피부껍질에는 신축성이 있어서 계육 표

면 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세균수는 로그값으로 변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계육 한 마리의 표면 역으로부터 

세균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 인 

것은 아니다. 한, 채취한 샘 의 실질 인 편차

들은 단 역의 측정된 로그 수치에 단지 작은 

향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계

육이 제한된 크기 범  내에 속할 때, 내장을 제

거하지 않은 것이나  제거한 것 모두 단일 요인인 

계육 마리당 미생물 수치를 계육 표면 역 단 에 

해당하는 수치로 변환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육 표면 부 에서 무작 으로 

선택한 부분의 역당 측정된 세균수는 스왑법으

로 채취한 역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았다. 유

사하게, 무작 로 선택한 부 의 닭고기 껍질 표

본의 크기는 단  역 당 측정된 세균 숫자에 

향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이유으로, 무작 으로 

선택한 부 로부터 잘라낸 껍질이나 계육을 통째

로 씻어낸 세척액의 단  역에서 측정된 미생물 

수는 유사할 것으로 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경우에 무작

으로 선택한 부 에서 잘라낸 껍질 는 세척액

에서 측정한 세균의 숫자는 <0.5 log unit 까지 차

이가 난다.

  쇠고기와 같은 육의 경우에, 표면의 몇몇 부

분은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과 내장 출작업을 거



134    국내․외 기술정보/도계육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 세균의 검출량 비교

치는 동안 목, 가슴 그리고 둔부 역의 오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육류보다 언제나 더 심

하게 오염되는 것은 확실하다. 식용 계육의 내

장제거 작업은 다른 육류보다 더 계육의 몇몇 부

분을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이용 도

계육이 내장제거 작업 후에 세척  다른 과정

을 거치는 것은 계육과 계육간 뿐만 아니라 국지

인 부 에서부터 계육의 나머지 부 까지 세균

을 퍼뜨릴 수 있을 것이며, 도계육의 모든 부분들

은 유사하게 오염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본 연

구의 결과와 같이 목과 같은 단일 부  는 무작

로 선택한 부 의 껍질로부터 측정된 세균수는 

유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제거 공정  몸통으로 

흘러나온 장 내용물들은 여 히 다른 부 보다 몸

통을 더 심하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내

장제거 단계 이 에는 없었지만, 내장제거 이후에 

상 으로 심하게 오염된 몸통의 잠재 인 미생

물의 존재는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도계육에서 측

정된 세균수의 다수가 정상분포 다. 몇몇 측정

값들이 정상분포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단  세

척법으로 얻은 log A 값과 N값들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통계치에서 나타난 편차들이 도계육의 측

정 방법에 따른 미생물수를 비교하는데 문제가 되

지는 않는다.

  잘라내는 방법들이나 세척에 의한 방법으로 얻

은 결과가 체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과는 조 으로, 스왑법으로 얻은 네 그룹 측정

값의 략 반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스왑법을 통해 측정한 값

은 다른 값들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값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로 측정한 값들 사이

의 계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스왑법은 식용 계육의 세균 측정 방법으로는 부

한 듯하다. 반 로, 목의 껍질을 채취하는 것

은 보통 다른 방법들보다 더 편리하고 제품의 손

상이 기 때문에 구이용 계육에서 세균을 증균하

기 한 샘 링방법으로 더 바람직한 방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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