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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미생물학이란

농약이나 중금속과 같은 화학적인 위해요인과

는 달리 미생물 위해요인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계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사멸할 수 있으므로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위해 미생물의 실질적인 양

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미생물의

성장, 사멸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미생물

학은 다양한 환경 상태에서 미생물의 성장, 사멸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수학적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측미생물은 계란 중 살모넬라

오염과 같은 고전적인 위해미생물과 냉장조건에

서 생육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와 같은

신종 위해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 집중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발전해 왔다. 최근

에는 예측미생물학 그 자체로 학문의 한 갈래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예측미생물학은 식품미

생물과 품질관리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공통적으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에서 미생물군

의 행동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알면 특정 환경에

서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본 원고에서는 예측미생물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식품안전분야에서 활용 예를 살펴보

고자 한다.

수학적 모델 

시스템 모니터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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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자료를 정량적으로 해석·예측하는데 수

학적 모델이 이용된다. 예측모델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모델디자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평가

및 확인, 적용의 과정이 필요하며 수집된 데이

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이 도입된다.

 

1. 성장예측모델

 

1.1. 1차 성장예측모델 

미생물 성장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차 반응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지수함수로 나

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미생물수가 지속되는 안정기나 미생

물수 감소 단계를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이나, 발효식품이나 일부 진공포장

식품의 경우는 예외이다. 미생물 증식은 유도기

와 안정기를 무시하면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쉽

게 산출할 수 있다. Logistic, Gompertz, Richards,

Schunute, Stannard model 등은 미생물 성장을

sigmoidal 곡선으로 나타내며 이 중 Gompertz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Baranyi 모델

은 이론모델에 가까운 모델로 유도기 원인을

이해하고 세포의 생리적 상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모델이다(Table 1). 도식적인 1

차 성장예측모델은 Fig. 1과 같다. 

 

1.2. 2차 성장예측모델

2차 성장예측모델은 1차 모델의 변수에 대한

환경인자(온도, pH, 수분활성도)의 영향을 나타

낸다(Table 2). 도식적인 2차 성장예측모델은

Fig. 2와 같으며 (i) Belehradek 또는 square

root type 모델 (ii) arrhenius type 모델 (iii)

modified Arrhenius 또는 Davey model (iv)

polynomial 또는 response surface 모델과 같이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Gamma 모델은

square root type 모델로 비증식율(specific

growth rate)에 대한 환경변수의 상대영향을 계

산하기 위하여 무차수 증식 인자를 사용한다.

Table 1. Primary growth models

• Gompertz equation

 L(t) = A + MPDExp{-Exp[-B(t-M)]} 

 L(t): the log count of bacteria at time t 

 A : the initial level of pathogen (S. aureus)

 MPD : the asymptotic amount of growth at t increases indefinitely 

 M : the time at which the S. aureus growth rate is maximum 

 B : the growth rate at M

 

• Baranyi model

 Ln(n) = ln(n0) + µmaxAn(t)-Ln(1+(exp(µmaxAn(t))-1)/(exp(A))

 µmax :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A : maximum level of increase (ln(n/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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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mary growth model 

Constant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In the exponential phase, the logarithm of the population size increases linearly
with time, until the stationary phase.

Table 2. Secondary growth models

• Square root: gamma model

 µ = µopt·γ (T)·γ (pH)·γ (A
ω
)

   γ (T) = [(T-Tmin) / (Topt-Tmin)]
2

   γ (pH) = [(pH-pHmin)(pHmax-pH) / (pHopt-pHmin)(pHmax-pHopt)]

   γ (A
ω
) = (A

ω
-A

ωmin) / (1-A
ωmin)

 

• Polynomial model

Y = a + b1X1+ b2X2+ ... bn + ... + bi + ... + bvX1X2+ ... + bzXiXj

     a, b
1,2,...z : model parameters

     X1,2,...i,j : variables

Log µ( ) a bixi
i 1=

n

∑ bijxixj
j 1=

n

∑
i 1=

n

∑+ +=

X
1

2
Xi

2

Fig. 2. Secondary growth model
Square-root model. The square root (specific rate) increases linearly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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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인자는 pH, 수분활성도, 온도의 함수로 표

시된다. Gamma 모델은 매개변수가 많지 않아

구조가 단순하고 해석이 용이하며 새로운 변수

를 도입하기 용이하다. Polynomial 모델은 매개

변수에 대한 최적값을 결정하는데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며 data에 대한 최적

값만으로 매개변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단점이

있다. 

2. 사멸예측모델

2.1. 1차 사멸예측모델 

열에 의한 불활성화는 1차 동력학으로 나타

내왔다(Fig. 3). 최근 몇 가지 모델이 개발되었

으나 역시 tailing이나 shoulder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단일 모델이 모든 현상

을 대별하지는 못하므로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① 1차반응식과 D값

D값으로 알려진 1차반응식은 가장 대중적으

로 알려진 모델로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일정

온도에 균일하게 노출될 경우 영향을 받는 미

생물 균체나 포자는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반응상수 k(T)의 역수는 D로 알려져 있으며

주어진 미생물을 1/10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분)이다. 미생물 고유의 열안정성

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온도, 배지, 미

생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모든 세포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매

우 잘 조절되는 조건에서도 변이성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② Biphasic/multiexponential devay models

S(t) = aexp(-k
1
t) + (1-a)exp(-k

2
t) 또는 S(t) = a

1
exp

(-k
1
t) + a

2
exp(-k

2
t) + a

3
exp(-k

3
t)...로 나타낼 수 있

dN t( )

dt
------------- k′ T( )N t( )–=

Fig. 3.  Primary thermal inactivation model

Constant specific death rate. The logarithm of the population size linearly decreases with time. The slope is a function of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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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iphasic model은 미생물수가 시간에 따라

항상 지수적으로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

발한다. 각각 1차 동력학을 따르며 고유의 반

응 속도값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미생물이 혼

합되어 있을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학적인 유연성에서 출발한 개념

이며 실제로 혼합된 미생물의 사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분리한 후 온도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를 독립적으로 산출해야 하므로 실제

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③ The Logistic models

이 개념은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격적인 지수성장시기

에 앞서 유도기가 존재한다는 배경 하에 제안

된 sigmoid growth curve에서 출발한다. 이 모

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생육환경에

서 미생물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 확인할 수 있

는 유도기가 존재하며 성장곡선 중 변곡점에서

의 기울기가 미생물의 최대 비성장율(the

maximum specific growth rate)가 된다는 것이

다. 이 모델에 따르면 역으로 가열 사멸의 경

우에는 미생물의 최대 사멸속도가 존재하며 개

별 세포가 사멸하는데 나타나는 유도기가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실험적으

로 관찰되는 예가 많지 않고 일부 적용된다 하

더라도 사멸 곡선의 모양이 매우 간단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예, come-up time으로 짧은

shoulder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2차 사멸예측모델 

1차 사멸예측모델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생

육 곡선을 표현하게 되며 Fig. 4에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과 같이 2차 사멸예측모델은 1차 사

멸예측모델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다. 2차 성

장예측모델과 유사한 형태이며 모델에 사용되

는 매개변수가 대체로 매우 특이적이어서 사용

Fig. 4.  Secondary thermal inactivation model

Constant z-value theory. The logarithm of the specific rate changes linearly with temperature. The slope of this linear
function is characteristic of the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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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이 있다. 

① z값 

D값과 온도에 대한 로그직선식으로부터 구해

지는 기울기의 역수로 D값을 1/10으로 감소(또

는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온도 차이다. 

② Log Logistic 모델

미생물의 생육곡선이 Weibullian-power law

model을 따른다고 간주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Power n이 온도 의존적이거나, 상수값이거나, 1

이거나 전반적인 생육곡선의 가파른 정도는

parameter b(T)에 의해 결정된다. 온도에 의존적

인 b(T)에 대한 실험값으로부터 얻어진 모델이다. 

b(T) = Ln{1 + exp[k (T-T
c
)]} 

Tc :불활성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의 온도

3. 최근 연구동향

예측미생물학에 활용되는 전통적인 수학모델

은 전체 미생물 군입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미

생물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모델에서 고려하는

특징은 대부분 거시적인 변수로 예를 들면 온

도, pH, 세포밀도 등이다. 그리고 평균 균체량

과 같은 미생물개체의 평균적인 값을 활용한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각 미생물을 군집이 아

닌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하며 세포직경 또는

균체량, 위치, 특정 대사산물의 양 등을 고려한

개체기반 예측모델(Individual-based Models,

IbMs)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Population

모델과는 달리 관찰된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포의 기작을 모델에 반영한 것이다.

IbMs에 필요한 선행요건은 다음과 같다. i) 각

미생물은 세대와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개체간

변이성이 있어야 한다(예컨대 효소나 RNA같은

세포외 물질의 수준이 다르다) ii) 개체에 대한

자원의 동력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개별세포

주기에 대한 모델은 세포의 성장과 소멸 및 개

체분열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야

한다. IbMs은 개별 세포의 변이성이 모델에 반

영되어 있어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 

4. 모델 선정

매개변수의 수가 많은 모델(예를 들어 고차

원 polynomial model)은 결과 값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다. 이는 내삽하는 영역의 한계 값

부근에서는 예측 값이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이

다. 공정변수가 모델변수보다 변화가 심할 때

는 여러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위해

추정에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는 공정

변수의 변동 폭이 모델간의 차이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이 결과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간

단한 모델을 사용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10
D
1

D
2

------log
T
1

T
2

–

z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식품안전분야에서 예측미생물학의 이용

345

예측미생물학의 활용

1.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

위해 평가(risk assessment) 기법은 보건·사

회·경제·경영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식품 분야에서는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

하여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험요인에 대

한 규명된 노출로부터 초래될 유해영향 발생확

률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 통상적으로 위해평가는 크게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화학적 위해인자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화학적

위해평가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미생물 위해평가로 구분한다. 미생

물 위해평가(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는

새로운 식품안전 연구 분야로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노출되고 이를 섭취할 가능성과 섭취로

인해 위해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다. 미생물 위해는 위

험성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과

같은 4가지 단계에 의해 평가된다(Fig. 5). 병원

성 미생물의 오염과 증식, 사멸과정은 동력학적

변화가 수반되어 수학적 모델을 활용한 성장예

측 단계가 요구되며 이 단계에서 예측미생물학

이 활용된다. 미생물 위해평가 결과는 식품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식품에서 미생물 기준, 규

격설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위해관리자가 정책

을 결정할 때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산업체 응용

예측미생물학은 산업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응

Fig. 5.  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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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나 Table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세계적인 식품기업인 유니레버에서는 자체적

으로 Internal/External 미생물 전문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

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 때 예측미생물학은 pH,

수분활성도, 산, 염, 보존제 등 제품내부인자와,

chilling, modified atmosphere와 같은 제품외부

인자 및 열처리, 압력처리, 이온화 에너지처리

등 공정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과 불활성정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

이 다수 공개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모델은 실

험조건에서 만들어져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검증 특히 실제 식품

에서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

니레버와 같은 업체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자사의 목적에 맞도록 예측모델

을 개발, 검증하고 있다. 제품개발자와 같이 모

델링 전문가가 아닌 직원도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사내 전산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제품 중 포함되는 산, 염, pH 등의 정보를 선

택하면 최종제품에서 목적미생물의 성장 가능

성 여부를 보여준다. 

업체맞춤형 예측모델시스템이 없는 경우 일

반 예측모델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용되고 있는 일반 미생물성장예측시스템은 사

용하기 편리하나 동일한 조건을 입력하여도 각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primary, secondary 모델

에 따라 제공하는 증식정보는 차이가 있어 일

반적으로 업체에서 제품생산단계에 바로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공하는 미생물의 종류

가 주로 위해미생물로 제한되며 대부분 배지에

서의 증식정도라는 점도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

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이와는 달리

Combas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식품에

서의 오염도 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제품안전

과 관련하여 급하게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경

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확률노출평가를 이용한 식품안전관리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노출평가모델

이 개발되어야 한다. 유니레버는 Bacillus cereus

과 관련하여 REPFEDs(refrigerated processed

foods of extended durability)의 안전을 평가하

기 위한 확률노출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기본

적인 예측미생물 모델을 활용하여 원재료의 오

염도, 열처리, 냉장유통체인, 소비 특성 분석 등

Table 3. Application of predictive modeling techniques in industry

•제품 혁신: 미생물 증식속도, 생육 제한, 특정 식품성분 또는 공정조건과 관련된 불활성화 속도를 분석하여 새

로운 제품, 공정, 기존제품의 변화, 저장조건 및 유통기한 설정

•작업 지원 : 공장 가열라인 설계, HACCP에서 CCP 설정, 공정변수의 변화가 미생물 안전 및 제품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장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

•사건발생 지원 : 시판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 안전 또는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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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하여 노출평가모델을 개

발하였다. 노출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소비시점에

서 단위중량당 105cfu 이상 미생물이 존재할 확

률을 분석할 수 있고, 공정, 제품 구성성분, 냉

장 조건 등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90oC와 95oC 온

도조건에서 5~15분간 열처리 했을 때 40일 이

후 단위중량당 105cfu 이상일 확률을 산출함으

로써 적절한 가열조건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확률노출평가모델의 개발은 비교적 단순

한 인자(온도, 수분활성도, pH 등)를 활용한 단

일예측미생물모델 개발과 비교했을 때 보다 훨

씬 긴 시간, 많은 자원과 집중적인 컴퓨터 모

델작업, 복잡한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므로 개발

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냉장온도 설

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 단일 예

측미생물모델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

오를 구동하고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제언 및 고려할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안전에서 예측

미생물학의 응용범위는 넓으나 예측모델 프로

그램만으로 식품과 공정의 안전성을 결정하기

는 어렵다. 이는 미생물 성장과 생존에 대한 모

든 영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식품의 매트릭

스효과 때문에 배지에서의 결과를 실제 식품에

외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자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존

및 사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영향은

계절, 지역, 기후 및 기타 원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증식 및 사멸

모델은 heat shock과 같은 처리에 의해 미생물

의 저항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목적하는 제품 및 공정에 따라 식

품 매트릭스를 고려한 예측모델 시스템이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교한 예측모델에 기반한 확률노출모델의 개

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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