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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 어 설 명

○ 생육 : 발달하여 성숙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생장과 발육
의 준말
○ 생육곡선

- 성장률(Growth rate) : 단위시간당 미생물의 증식속도
- 유도기(Lag phase) :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는 시기
- 대수기(Exponential phase) : 미생물이 대수적으로 증식하는 시기
- 정체기(Stationary phase) : 미생물의 일부는 사멸하고 다른 일
부는 증식하여 농도가 유지되는 시기
- 사멸기(Death phase) : 살아있는 미생물수가 감소하는 시기
○ 생장·사멸예측모델 : 미생물의 생장과 사멸의 변화를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미생물의 생장 또는 사멸을 예측하는 모델
○ 수분활성도(Water activity, Aw) : 임의의 온도에서 용액의 수증기압(P)에
대한 순수한 물(용매)의 수증기압(Po)의 비로 정의되며, 식품 중
미생물이 생육에 이용가능한 수분의 양을 의미함
○ 집락형성단위(Colony-Forming Unit, CFU) : 미생물의 균수 등
군집개체수의 측정단위
(예. 100 CFU/g = 2 Log CFU/g = 1 g 당 100)
○ 감염량(Infectious dose) : 미생물이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최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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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위해평가는 향신료류(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가공
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에 대하
여 합리적인 미생물 정량기준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위해관
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위해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고춧가루,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을 향신료류로 지정하였다. 향신료류의 식
품유형 중 제품 성상 및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춧가루에 대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섭취량 및 섭
취패턴을 조사하였다. 또한,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
프린젠스의 생장 사멸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직접 측정 또는 전문가
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신료류의 유통 및 보관 단계에서 온도와 시간을
조사하였다.
생산지-창고-판매장의 대형마트 유통과정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향신료류의 식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였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확률분포모델을 이용하여
초기오염수준 및 보관 유통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생장 사
멸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해도 예측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유통 중인 고춧가루 250개 시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모두 음성으로 조사되었다.
·

·

○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생장하지 못하고 사
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춧가루의 유통 및 저장 과정
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생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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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것을 의미한다.
○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100명 중
73명이 하루에 한 번 고춧가루를 섭취하며, 섭취량은 평균 2.5
g, 최대 68.3 g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사람이 하루에 한
번 고춧가루를 섭취할 때 노출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수는 평균 0.000316, 최대 0.028792 CFU/g 으로 매우 낮았다.
○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해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재의 유통환경에서 고춧가루를 섭
취하였을 때 1일 1인에게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확률은 평균 5.55 10-15으로 추정되었다.
×

○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유통단계 초기오염도가 가정에서 섭
취 시점의 오염도와 같을 것으로 가정하여 위해 수준을 추정한
결과, 식중독 발생확률이 평균 5.31 10-15으로 추정되어 고춧가루
섭취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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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위해평가 개요

1.1 위해평가의 목적

본 위해평가는 향신료류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에 대하여 합리적인 미생물 정량기준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위해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2 위해평가의 범위 및 수행 방법

(1) 위해평가의 범위
본 위해평가는 식품유형 표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초기세균 수를 추정하였으며, 대형마트의 유통 및 보관환경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위해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고춧가루,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천연
향신료, 향신료조제품)을 향신료류로 지정하였다. 향신료류의 식품유형 중
제품 성상 및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클로스트
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섭취량 및 섭취패턴을 조
사하였다. 또한,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생장
사멸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2) 위해평가 수행 방법
향신료류에서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유통온도
및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온도에서 고춧가루에 대한 클
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생장 사멸예측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였다.
@RIS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적정 확률분포모
델을 도출하였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위해도 추정 및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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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해평가

제 2 장 위해평가

2.1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1) 고춧가루 개요
고춧가루는 고추를 말려 분쇄한 것으로, 음식에 매운 맛과 붉은 색
깔을 내기 위해 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료이다. 고춧가루는 입
자 크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에서는 굵은 고춧가루, 보통 고춧가
루와 고운 고춧가루로 나눈다. 고춧가루의 일반적인 제조공정도는 다
음 그림 1과 같으며, 분쇄된 고춧가루는 금속성 이물제거 과정을 거
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포장 후 상온에서 유통
및 판매된다. 고춧가루의 pH는 5.5-7.1 Aw는 0.51-0.66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건고추
입고
(원재료) → /보관
과피
종자
교반

·

이물 → 과피
→ 에어
→
종자 → 종자
세척
선별
분쇄 →
분리

입도
입도
리턴
→ 과피종자
혼합분쇄 → 해체 → 선별 → 분쇄 → 분별 →

및
쇳가루 → 건조
보관
자외선
→ 내포장 → 금속
→ 외포
→ /출고
제거
검출
장
살균

그림 1. 고춧가루의 일반적인 제조공정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개요
가. 특징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3 9 μm 크기의 편성혐기성의 그람
양성 간균으로 편모가 없고, 포자를 형성한다. 자연환경(토양,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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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등),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관과 분변 및 식품 등에 널리
분포하며, 포자는 오염된 곳에서 오랫동안 존재한다. 건강한 사람의
장관에도 존재하므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진단하려면 발병 후 48시간 내에 최소 분변 1 g당 106 이상의 포자가
발견되어야 한다.
나. 분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영양세포가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nterotoxin, CPE)를
생산하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으로 독소 생산의 차이에 따라 A, B,
C, D, E형의 5 유형으로 분류된다. A형은 주로 알파 독소를
생산하며 B형은 알파, 베타, 입실론 독소를 생산하고 C형은 알파
독소와 베타 독소를 생산한다. 그리고 D형은 알파 독소와 입실론
독소를 생산하며, E형은 알파 독소와 아이오타 독소를
생산한다(McDonel, 1980)(표 1). 다섯 가지 유형 중 식중독 사례는
주로 A형에 기인하며, C형에 의한 식중독은 드물지만 심각한 괴사성
장염을 유발한다(Bates and Bodnaruk, 2003).
표 1. 독소 생성에 따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타입
Type α-toxin β-toxin ε-toxin ι-toxin Enterotoxin
A
+
+
B
+
+
+
+
C
+
+
+
D
+
+
+
E
+
+
+
plc
cpb1
iap
Gene
etx
cpe
cpa
cpb2
ibp
Genetic
plasmid/
location chromosome plasmid plasmid plasmid chromosome
출처: McDonel, 198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독성은 독소를 생성하는 cpe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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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이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은 이 유전자를 대
부분 가지고 있으며, B, C, D, E형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불특정하게 cpe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FDA, 201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주 중 5% 미만의 균주만 cpe 유전자를 가지며 식중독
을 발생시키는 독성을 갖는다(McClane, 2007; Sarker 외, 2000;
Wen and McClane, 2004). 이와 같이 모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가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젠스 세균 중 병원성이 없는 세균들도 주위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
으며, 동물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또한,
이 세균의 포자는 토양이나 퇴적물,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과 같은 극
한 환경에서도 사멸하지 않고 계속 생존할 수 있다(Cato 외, 1986;
FDA, 2012).
환경이나 사람의 장에서 분리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A
형이 대부분이며, B~E형은 주로 동물에서 분리된다(Smith, 1975).
음용수에서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존재 유무는 분변 등에
의한 오염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Edberg 외, 1997; H rman 외,
2004).
ö

다. 생장, 사멸 및 불활성화 요인
1) 생장 조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생장조건은 온도, pH, 수분활성도
등이 있다. 생장가능한 최적온도는 43~47 C이며, 생장가능
온도범위는 13~50.6 C이다. 최적 생장 pH는 6.0~7.0이고
생장가능 pH 범위는 5.0~9.0이며, 최적 생장 수분활성도는
0.950~0.960이다. 염농도 5.0~8.0 %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a; Labb , 2000; Juneja 외, 2006)(표 2).
°

°

é

2) 사멸 조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영양세포의 경우 D701)은 23초이며,
1) 70 C에서 세균 수가 1 log CFU/g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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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C에서 2분간 가열하며 106 CFU/g이 사멸한다. 그러나 포자의
경우, D1202)이 18초로 영양세포보다 내열성이 강하다. 그러나 황색
포도상구균 독소와 달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생성한 독소는
열에 약하여 60 C에서 5분간 가열하면 활성을 잃는다(식품의약품안
전처, 2013a; McClane 외, 1988).
°

°

표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생장 조건(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Juneja 외, 2006)
조건
온도(oC)
pH
수분활성도
염도(%)

최저
13
5.0-5.5
0.930
-

최적
43-47
6.0-7.0
0.950-0.960
-

최고
50.6
8.0-9.0
0.970
5.0-8.0

라. 역사 및 유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웰치균으로 불려졌던 균으로
1941년부터 영국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추정되는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1943년 Knox 등에 의하여
식중독 세균임이 확인되었다. McClung는 1945년 미국에서 이 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보고하였으며, Hobbs 등은 1953년에
식중독 원인균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특정균주에 국한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 분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자연환경(토양, 하천, 하수 등),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관과 분변 및 식품 등에 널리 분포한다(Juneja
외, 2006). 또한 육류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식품, 조리한 다음
보관해 놓는 식품이나 집단급식에서 발생률이 높다.
2) 120 C에서 세균 수가 1 log CFU/g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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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중독의 주요 임상증상
잠복기는 보통 7∼30시간이며 복부 경련과 설사를 일으킨다.
설사를 통해 포자로부터 발아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영양세포와 장독소가 배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McClane, 2007).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의 경우 주로 오염된 음식섭취로 인해
발병하는 사례가 많으며 C형은 괴사성 장염의 원인으로 드물게
발병된다(McLauchlin and Grant, 2007). 전 연령대에 걸쳐
감염될 수 있으나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및 노인이 감염될
경우 1-2주간 일반적인 증상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탈수를 포함한 합병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CDC, 2015a).
사. 식중독 예방법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63∼74℃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고, 조리 후 보관은 60℃ 이상 또는 5℃ 이하에서 보관한다.
남은 음식은 74℃ 이상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하거나 최대한 빠르게
냉동 보관해야한다(CDC, 2016).
(3) 식품에서의 오염현황
가. 국내 오염현황
국내 식품 중 지난 5년간(2012-2017년)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 모니터링 자료를 전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해당되
는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관련도가 높은 12건의 논문 및 보
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1,647점 시료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 오염률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 중 오염도 분석 건수는 육류
및 가공품이 69.5%로 가장 높았고, 채소 및 가공품(13.5%), 곡류
및 가공품(8.8%) 순으로 오염도 분석 빈도가 높았다(그림 2). 검출
률의 경우, 육류 및 가공품에서 0~16.7%, 채소 및 가공품에서
0~22.2%, 곡류 및 가공품에서 0~6.7%의 검출률을 보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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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식품군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양성 시료 수

그림 3. 국내 식품군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오염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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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향신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오염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는 다음 표 3과 같다. Banerjee와 Sarkar(2003)는 인도의
다양한 향신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154개의 시료 중 26개의 시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어 17%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그 오염 수준은
1.0~3.0 log CFU/g이었다. Aguilera 외(2005)의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향신료 115개 시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4개의 시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었으며, 2개의 시료에서 1,100 MPN의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agoo 외(2009)의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향신료의 생산단계 및 완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생산 단계와 완제품에서 각각 109개의 시료 중
4개, 2090개의 시료중 54개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어 4 %, 3 %의 검출률을 보였다.
표 3. 향신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현황
국가

India
Argentina
Production
United batches
Kingdom Retail
samples

시료수

양성시료수

오염빈도

(개)

(개)

(%)

109

4

4

2090

54

3

154
115

26
14

17
12

참고문헌

Banerjee and
Sarkar, 2003
Aguilera 외,
2005
Sagoo 외,
2009

(4) 식중독 발생현황
가. 국내 식중독 발생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7건 정도의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 발생건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4). 반면 환자수의
경우 식중독 발생 건수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 현황이 음식점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되고 학교, 학교 외 집단 급식 순인 것을 미루어 보아 단체급식
환경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이 잘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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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주요
원인식품으로는 닭고기, 쇠고기, 건조 또는 반조리된
식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3a).
표 4. 국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식품의약품안
전처, 2017)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발생
건수 4 6 5 5 7 13 33 28 15 8 124
(건)
환자수 81 434 527 171 324 297 516 1689 394 449 4,882
(명)

나. 국외 식중독 발생현황
미국 CDC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818건이었으며, 그 중 클로스트디리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총 발생 건수 중 4% 비율을 차지했다(표 5). 호주에서는 2011년까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 비율이 5-10%정도였다
최근 들어 발생률이 낮아졌으며(OzFoodNet, 2015),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 9건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20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ESR, 2014).
Mayet 외(2011)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식중독 원인 식품을 조사한 결과 소스와 함께 낸 음식과 조리된
돼지고기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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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CDC,
2015b; OzFoodNet, 2010-2012, 2015; ESR, 2010-2014;
Public Health England, 2014)
2009
건수 비율
(건) (%)
미국 26 5.8
호주 10 6.1
뉴질랜드 3 3.2
영국
4 국가

2010
건수 비율
(건) (%)
31 5.4
10 6.5
4 5.6
3 -

2011
2012
2013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 (%) (건) (%) (건) (%)
20 4.0 25 4.3 27 4.5
16 10.6 3 2.0 3 2.3
4 3.3 4 3.6 9 7.5
7 - 5 - 15 -

표 6. 프랑스의 식중독 발병 원인 물질 (1999-2009) (단위: 건수)

Dished Cool
Cooked Dessert Fishe Other
Meat with dishe Seapork
s
s
s Total
sauce s food meats
C.
6
2
1
13
perfringens 4
Staphylococc
1
3
2
1
7
us spp
Histamine
4
4
Salmonella 1
1
2
4
spp
E. coli
1
1
2
B. cereus
1
1
2
Calicivirus
1
1
Mushroom
1
1
T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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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관리기준
국내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에서 정량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표 7), 국외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항신료 및 소스 등에
대하여 정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표 8).
·

표 7.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국내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b,c)
대상 식품
① 가)의 대상식품 중 장류(메주 제외),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향신료가공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액상제품 제외)
② 가)의 대상식품 중 햄류, 소시지류, 식육추출
가공품, 알가공품

규 격
당 100 이하 (멸균
제품은 음성이어야 한다)

g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
n=5,

c=2,

m=10,

③ 가)의 대상식품 중 생햄, 발효소시지,
자연치즈, 가공치즈

M=100(멸균제품은 n=5,

④ 위 ①, ②, ③을 제외한 가)의 대상식품

n=5, c=0, m=0/25g

c=0, m=0/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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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관리 현황
국가

식품

캐나다

향신료

프랑스
네덜란드

채소류
모든 식품
허브류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아프
리카
스위스
홍콩

필리핀

아일랜드
태국

향신료
소스류
말린 향신료

기준(cfu/g)
m=10000
M=1000000
(n=5 c=2)
m=100 M=1000
(100g; n=5 c=2)
<100000
m=100 M=1000
(n=5 c=2)
m=100 M=1000
(n=5 c=2)
m=100 M=1000
(n=5 c=2)
20 g 내 불검출

적용시점

제도

제조 단계
선반 진열
단계
소비 단계
규정 없음

Guidelines
Mandatory
Mandatory
Guidelines

규정 없음 Guidelines
규정 없음 Guidelines

유통 단계 Mandatory
스위스
모든 식품
식품
<100000
(즉석식품 제외)
매뉴얼 Mandatory
참고
병 아닌 음료
<100 CFU/ml
Guidelines
10 CFU/g 이하,
즉석섭취식품
4
경계 10-≤10
n=5,
c=2, m=10,
대두단백질
M=100
c=1, m=100,
건조 육제품 n=5,M=10,000
가열한 고기 및 n=5, c=2, m=100,
Guidelines
간 고기
M=1,000
수프 및 소스용 n=5, c=2, m=100,
드라이 믹스
M=1,000
영아용 곡류
n=5, c=1, m=10,
식품
M=100
10 CFU/g 이하,
즉석식품
Guidelines
경계 10-≤104
n=5, c=0
칠리소스
Mandatory
Not exceeded 1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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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험성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1) 감염량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감염량은 약
10 ~10 cells/g 정도로 조사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2)(표
9). 국내 박명수(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식중독 원인세균에 대
한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 연구에 필요한 감염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통한 식중독 세균들의 감염량을 분석하였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감염량은 최소값 10 cells/g, 최대값
10 cells/g, 중위수 10 cells/g, 5th percentile 10 cells/g, 25th
percentile에서 75th percentile까지 10 ~10 cells/g, 95th percentile 10
cells/g의 감염량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메타분석을 통한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의 감염량은 상대빈도 값이 가장 높은 10 cells/g을 감
염량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Leggett 외(2012)가 보고한 약 10 ~10
cells/g 수준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5

8

2

8

7

2

6

8

8

7

5

8

표 9.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감염량 분포(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식품유형

감염량 (spores/g)

참고문헌

가금육, 우유
육류, 채소, 허브류, 날가공품
(raw processed foods)
육류
육류, 그레이비
물
생식품(raw foods)
식품

10
>500
>10 cells or
>10 spores/g
>10
>10
10
10
10

Leggett 외, 2012
Schmidt, 2005
FDA, 2012
Brynestad 외, 2002
Kothary 외, 2001
Burrows and Renner,
1999
Ward 외, 1997
Granum 외, 1995

5

6

6

7

8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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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용량-반응 모델
현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도 추정을 위한 용량-반응
모델은 2009년 Golden 등에 의해 개발된 Exponential model,
risk=1-exp(-r*D) (r, risk parameter=1.82x10-11; D, dose)
1종으로 본 위해평가에서는 Golden 등(2009)의 용량-반응 모델식을
사용하였다(표 10).
표 1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용량-반응 모델
Parameter
r=1.82 10-11
×

Model
Exponential

Reference
Golde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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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1) 노출 시나리오 (노출평가 모델 구조)
고춧가루 섭취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출평가는 유
통단계 초기오염도, 판매/구매 단계 및 섭취단계와 각 단계 사이의 이
동단계로 나누어 모델을 개발하였다(그림 4).

그림 4.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단계별 노출평가
모델 구조

(2) 오염도 조사
유통중인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오염도를 조
사한 결과, 총 250개(대형마트 125개, 온라인 몰 125개) 시료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Beta distribution’과 Sanaa
외(2004)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초기 오염 수준을 추정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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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 = -LN(1-Beta(p+1, n-p+1)/V
· QL : quantitative level
· LN : natural logarithums
· Beta : beta distribution

· P : number of positive
samples
· n : number of total samples
· V : sample volumes

세균의 초기 오염 수준 계산식 (Sanaa 외, 2004)
그 결과,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초기 오염도
는 최소 –8.5009, 평균 –4.0483, 최대 –2.7873 log CFU/g으로
나타났다(그림 5).

그림 5.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초기 오염 수준

(3) 유통환경 조사
고춧가루의 유통환경에 대한 변수 설정을 위하여 실제 유통 환경
정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종사자, 전문가 의견 수집
및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가. 판매장
운송(물류센터에서 판매장) : 물류센터에서 판매장까지 이동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5시간이었다. 운송차량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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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며, 실제 5대의 냉장 운송 차량의 온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 최소 3.5, 평균 5.7, 최대 10.5 C인 것으로 나
타났다.
°

°

판매장 창고 보관 : 판매장 창고에서의 보관은 최단 10분에서
최장 48시간 보관하며, 창고 내 설정 온도는 24 2 C이었다.
②

±

°

판매장 진열대 :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입점일로부터 유통기
한까지 1/2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하며, 진열대의 관리온
도는 24 2 C이었다.
③

±

°

나. 가정
운송 (판매장에서 가정) : Jung(2011)의 연구에서는 판매장에
서 구매 후 가정까지 이동하는 데 까지 최단 19.5분에서 최장 98.6분
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송 온도는 기상청의 2016년 기상
연보의 연평균 최저(9 C), 평균(13.6 C), 최고(18.9 C) 온도를
활용하였다.
①

°

°

°

섭취 전 보관 : 가정에서 고춧가루의 보관 기간은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1년으로 설정하였다. 보관 온도의 경우, 가정에 따라 냉동,
냉장, 실온 보관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므로, 최소 –20 C, 최고
35 C로 설정하였다.
②

°

°

(4) 섭취량 및 섭취빈도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
된 섭취량 자료를 바탕으로 고춧가루와 고춧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섭
취한 응답자의 섭취량을 추출하였다. @Risk fitting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고춧가루의 1일 섭취량을 추정한 결과,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
모델은 Lognormal distribution이었으며, 고춧가루의 평균섭취량은
2.50 3.45 g으로 나타났다.
±

21

제 2 장 위해평가

그림 6. 고춧가루 섭취량

(5)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생육예측모델
가. 1차 모델 개발
다양한 온도(5, 10, 20, 30, 40 C)에서 도출된 고춧가루에서 클
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생육패턴을 Log-linear + tail 모델식에
적용하여 2차 모델 개발을 위한 Kmax값을 도출하였다.
°

[log linear +
tail model]

N= (N0- Nres) * exp(-Kmax * t) + Nres
N : the number of strains at time
N0 : log initial number of cells
Nres : the residual number of cells
Kmax : the maximal inactivation rate
t : time
·
·
·
·
·

5, 10, 20, 30, 40 C의 저장온도에서 Kmax 값은 0.17, 0.45, 0.74,
1.68, 4.53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표 11). 모든 저장 온도에서 Nres 값은 1.6-2.1 log CFU/g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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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시간까지 저장하였을 때 고춧가루에 접종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는 1.6-2.1 log CFU/g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접종액에 포함되어 있던 포자가
사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

10

o

20

o

30

o

40

o

5

o

C

C

C

C

그림 7.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1차
사멸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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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차 모델에서 산출된 parameter
Storage
temperature
( C)
5
10
20
30
40
°

Kmax
0.17
0.45
0.74
1.68
4.53

log-linear + tail model
Nres
Log(N0)
2.10
3.40
1.78
3.38
1.59
3.38
1.66
3.34
1.67
3.49

R2
0.93
0.95
0.96
0.96
0.91

나. 2차 모델 개발
1차 모델에서 얻어진 Kmax 값을 각 온도에 따라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여 2차 모델을 개발하였다(그림 8, 표 12).

그림 8.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2차
사멸예측모델
표 12.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2차 사멸예측모델
Equation
Kmax = 0.1393⨯exp(0.086⨯Temperature)

0.98

R2

다. 개발된 사멸예측모델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춧가루에서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사멸 예측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ias factor(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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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factor(Af), RMSE 값을 산출하여 모델 수행 능력을 평
가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통계적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Bf는 실험치
(observed value)와 예측치(predicted value)가 동일할 경우의 1
을 기준으로 평균차이의 값이 0.70 1.15의 범위일 때, 개발된 모델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Af는 실험치와 예측치의 평균차이의 절
댓값을 평가한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모델이 부정확한 것을 의미한
다. RMSE는 실험치와 예측치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개발된 모델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5, 25 저장 온도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 고춧가루에서 클
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사멸 예측모델을 검증한 결과, Bf 값은
1.050, RMSE값은 0.309로 개발된 모델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9, 표 13).
～

o

C

그림 9. 개발된 사멸예측모델의 적합성 검증 결과
표 13. 개발된 사멸예측모델의 적합성 검증 결과
Prediction bias(Bf)
0.955

Prediction accuracy (Af)
1.104

RMSE
0.309

라. 개발된 사멸예측모델의 적용 범위 검증
개발된 모델의 확대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고춧가루가 포함된
식품그룹(항신료그룹) 내에서 유통환경 및 섭취패턴이 유사한 식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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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를 검증 식품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추(pH 6.3, aw 0.57)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세균 수 변화를 10, 30 의 저장 온
도에서 확인하였다(그림 10, 표 14). 그 결과, Bf 값은 0.912,
RMSE값은 0.470으로 고춧가루 모델에 후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o

C

그림 10. 개발된 사멸예측모델의 적합성 검증 결과
표 14. 개발된 모델의 적용범위 검증
Sample Prediction bias(Bf)
후추
0.912

Prediction accuracy(Af)
1.127

2.4.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RMSE
0.470

(1)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고춧가루의 섭취로 인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식중독 발생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Exel add-in @Risk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표 15).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변수는 앞
서 노출평가에서 얻어진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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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고춧가루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시뮬레이션 모델
Input model
Product
Prevalence of
C. perfringens in red
pepper powder
Contamination level
of C. perfringens
Initial contamination
level

Variable Unit
PR

Formula
=RiskBeta(1,251)

CL
CFU/g =-LN(1-PR)/25
log
IC
CFU/g =LOG(CL)
Transportation to market
Transportation time Trans1h
=RiskUniform(0.5,5)
time
Transportation
Trans1- C
=RiskPert(3.5,5.7,10
temperature
temp
.5)
Survival
=0.1393*EXP(0.086*
Kmax
Kmax1 Trans1-temp)
=2.611-0.1255*Trans1
log
Nres
Nres1 CFU/g -temp+0.004876*Tran
s1-temp^2-0.00005814
*Trans1-temp^3
Survival model
=(IC-Nres1)*EXP(log
during
M1
CFU/g Kmax1*Trans1-time)
transportation1
+Nres1
C. perfringens
=IF(IC>Nres1,M1,IC
amount during
C1-1 log
CFU/g
)
transportation1
Total C. perfringens
log
=IF(Trans1-temp<5,
amount during
C1
CFU/g
IC,C1-1)
transportation1
Market storage
Storage time in the Markst- h
=RiskUniform(0.167
market
time
,48)
Food temperature Markstduring storage in the temp
C
=RiskPert(22,24,26)
market
Survival
=0.1393*EXP(0.086*
Kmax
Kmax2 Markst-temp)
=2.611-0.1255*Marks
log
Nres
Nres2 CFU/g t-temp+0.004876*Mar
kst-temp^2-0.0000581
4*Markst-temp^3
°

°

Referenc
e
This
research
, Vose
(1998)
Sanaa et
al.(2004)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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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model at
market during
storage
C. perfringens
amount at market
during storage
Market display
Storage time in the
market
Food temperature
during storage in the
market
Survival
Kmax
Nres

=(C1-Nres2)*EXP(Kmax2*Markst-time)
+Nres2
=IF(C1>Nres2,M2,C
1)

This
research
This
research

=RiskUniform(0,438
0)
=RiskPert(22,24,26)

This
research
This
research

Kmax3 -

This
research

Nres3

=0.1393*EXP(0.086*
Markds-temp)
=2.611-0.1255*Markd
log
s-temp+0.004876*Ma
CFU/g rkds-temp^2-0.000058
14*Markds-temp^3
=(C2-Nres3)*EXP(log
CFU/g Kmax3*Markds-time
)+Nres3
log
=IF(C2>Nres3,M3,C
CFU/g 2)

This
research

M2
C2

log
CFU/g
log
CFU/g

Markds h
-time
Markds C
-temp
°

Survival model at
market during
M3
storage
C. perfringens
amount at market
C3
during display
Transportation to home
Transportation time Trans2h
time
Transportation
Trans2- C
temperature
temp
Survival
Kmax
Kmax4 °

Nres

Nres4

Survival model
during transportaion2 M4

C. perfringens

amount during
transportation2
Home
Storage time until
consumption

C4

=RiskUniform(0.325
,1.643)
=Riskpert(9,13.6,18.
9)

=0.1393*EXP(0.086*
Trans2-temp)
=2.611-0.1255*Trans
log
2-temp+0.004876*Tr
CFU/g ans2-temp^2-0.00005
814*Trans2-temp^3
=(C3-Nres4)*EXP(log
CFU/g Kmax4*Trans2-time)
+Nres4
log
=IF(C3>Nres4,M4,C
CFU/g 3)

Home-ti h
me

=RiskUniform(0,876
0)

This
research
This
research
Jung
(2011)
기상청
(2016)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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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emperature
until consumption
Survival
Kmax

Home-t ℃
emp

Nres

Nres5

=RiskUniform(-20,3
5)

amount during
transportation1
Total C. perfringens
amount during
transportation1
Consumption

C5-1

=0.1393*EXP(0.086*
Home-Temp)
=2.611-0.1255*Home
log
-temp+0.004876*Ho
CFU/g me-temp^2-0.000058
14*Home-temp^3
=(C4-1-Nres5)*EXP(
log
CFU/g -Kmax5*Home-time)
+Nres5
log
=IF(C4-1>Nres5,M5,
CFU/g C4)

C5

log
=IF(Home-temp<5,C
CFU/g 4,C5)

Daily Consumption
average amount

Consum g
p

Daily Consumption
Frequency
Daily
non-Consumption
Frequency (rate)
Daily Consumption
Frequency (rate)
Distribution for
consumption
frequency
Daily Consumption
average amount
consider frequency
Dose-response

Consum %
p Fre

Amount -

KNHNE
S (2015)
=1-Consump
KNHNE
Fre/100
S (2015)
=Consump Fre/100 KNHNE
S (2015)
=RiskDiscrete({0,1}, KNHNE
CF(0):CF(1))
S (2015)
=IF(ConFre=0,0,Co KNHNE
nsump)
S (2015)

C. perfringens
amount

D

-

=Amount*10^C5

Parameter of r

r

-

=1.82*10^-11

Risk
Probability of
ilness/person/day

Golden
et al.
(2009)

risk

-

=1-EXP(-r*D)

Golden
et al.
(2009)

Kmax5 -

Survival model
during transportaion2 M5

C. perfringens

CF(0)

-

CF(1)

-

ConFre -

=RiskLognorm(2.922
3,6.0593,RiskShift(-0
.054607),RiskTrunca
te(0,68.3))
=73.23

This
research
This
research
This
research

KNHNE
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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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춧가루 섭취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출량
고춧가루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노출량은 섭취 단
계에서의 오염도, 섭취량, 섭취빈도 등을 기반으로 예측하였으며,
@RISK 프로그램을 이용한 10,000회 이상의 반복시행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사람이 하루에 한번 고춧가루를 먹을 때 섭취하
게 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수는 평균 0.000316, 최대
0.028792 CFU/g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그림 11).

그림 11. 고춧가루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섭취량
(CFU/g)

(3) 위해 발생 수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해 수준을 추정한 결과(표 16), 클로스트리
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확률이 평균 5.55 10-15, 최대
5.24 10-13 으로 현재 오염도, 유통조건, 고춧가루 섭취량 및 섭취
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고춧가루 섭취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젠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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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고춧가루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위해 발생 확률
구분
5% 25% 50%
Probability
illness/person/day
0

0

0

95%

99%
-14

2.52×10

최대
-14

7.77×10

평균
-13

5.24×10

-15

5.55×10

(4)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통한 고춧가루 섭취에 따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젠스의 위해 수준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
를 분석한 결과, 섭취량, 초기 오염 수준, 섭취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2. 민감도 분석 결과

(5) 시나리오 분석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고춧가루의 유통 및 저장 과정에서
증식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사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유통단계 초기오염도가 가정에서 섭취 시점의 오
염도와 같을 것으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수립, 위해수준을 추정하였
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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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극단조건에서 고춧가루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평가 시나리오
이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고춧가루를 섭취할 때 노출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수는 평균 0.000303, 최대 0.020496
CFU/g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해 수준을 추정
한 결과(표 17),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확
률이 평균 5.31 10-15, 최대 3.73 10-13 으로 나타났다.
×

×

표 17. 극단조건에서 고춧가루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위해
발생 확률
구분
5% 25% 50%
Probability
illness/person/day
0

0

0

95%

99%
-14

2.44×10

최대
-14

6.73×10

평균
-13

3.73×10

-15

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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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류의 대표식품으로 선정된 고춧가루의 국내 유통 단계에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250개 시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모두 음성으로 조사되었다.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생장하지 못하고 사멸하였으며, 이는 고춧가루의 유통 및 저장 과정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생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사멸하기 때문에 온도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온도를 주요 변수로 고춧가루에서 클로
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생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고춧가루의 섭취량
및 섭취빈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위해평가
모델 개발을 위하여 유통 및 저장 단계 온도와 시간 변수를 수집하였다.
향신료류의 대표 식품인 고춧가루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초기 오염도, 온도에 따른 생육 예측 모델, 유통 및 저장 환경 변수,
그리고 섭취량과 섭취빈도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위해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고춧가루를 섭취하였을
때의 1일 1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확률은 평균
5.55 10-15으로 추정되었다. 유통기간이 매우 짧아 유통 중 균이 사
멸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섭취시점의 오염도가 유통단
계 초기오염도와 같을 것으로 가정하고 위해 수준을 추정한 결과, 식
중독 발생확률은 평균 5.31 10-15으로 고춧가루 섭취를 통한 클로스
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확률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춧가루 섭취로 인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

본 위해평가는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가정(Assumption) 하에
평가된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만들어질 경우 재평가될
수 있으며, 위해성과 노출빈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
격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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