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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기술 신소재 긴급한 미생물학적 위해평가 시 데이터 갭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I. 서론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생물 위해평가(microbial risk assessment)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기

반으로 식품의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위해평가는 일반적으로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위험성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위해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FDA,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그림 1-2).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특정 위해요소의 건강

에 대한 위해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USFDA-CFSAN, 

2002) 주요 원인식품, 사용량, 주요 오염원, 노출기간, 동물

독성자료, 역학자료 등을 문헌 조사하는 단계이고, 노출 평

그림 1. 위해분석의 구성 요소

그림 2. 미생물학적 위해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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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exposure assessment)는 특정 미생물의 위해에 대한 노

출의 경로, 빈도,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로써 사람의 위험 노

출규모와 노출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US FDA-CFSAN, 

2002). 이 과정에서 식품에서 미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정량적 변

화를 평가하는 분야인 예측 미생물학은 노출평가에 중요

한 분야이다(윤요한, 2010). 위험성 결정(hazard character-

ization)은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

적 위해요소에 대한 정성 및 정량 평가하여(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인체 혹은 동물 독성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

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은 위험성 확인, 노출평가 및 위험성 결정을 근거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의 발생과 위해정도를 정량적 또

는 정성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수행된 결과들을 근거

로 하여 위해도를 산출한다(Notermans et al., 1996). 

그러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와 같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평

가 수행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

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 

위해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단계별로 데이터 갭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자료의 제안과 이에 

대해 예시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본론

데이터 갭은 위해평가의 완성도를 저하시키는 요소이지

만 긴급사고 발생 시에는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갭을 

감안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 갭을 보완하

기 위한 대체 자료로는 이전에 존재하는 데이터 또는 다른 

국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다. 미생

물학적 위해평가에서의 대표적인 데이터 갭의 유형은 (1) 

섭취량 자료가 부재한 경우, (2) 식중독 세균에 대한 용량-

반응 모델이 부재한 경우, (3) 사고 발생원인 식품으로 개발

된 예측모델이 부재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표 1. 미생물학적 위해평가 단계별 데이터 갭 예시

단계 세부내용 데이터 유무

위험성 확인

식중독 사고 사례 ○

• ○

• ○

• ○

노출평가

예측모델 ×

섭취량 ×

유통환경 조사 ○

위험성 결정 용량-반응 모델 ×

본설에서는 대체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 갭을 보완한 

미생물학적 위해평가의 타당성을 실질적인 위해평가 수

행 예시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식품사고마다 특수성

이 있으므로 위해평가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

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경우에 따른 권장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일반 위해평가의 예시로는 기존의 식품의약

품안전처(2013)에서 개발된 『치즈류에서의 오염지표세

균 및 식중독세균에 대한 위해평가』중「자연 치즈에서

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위해평가」이다. 기존의 

일반 미생물 위해평가 결과와 임의로 데이터 갭을 가정한 

긴급대응 미생물 위해평가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타당

성을 검증하였으며, @RISK(version 6.0, Palisade, USA)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다.

본 위해평가는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위해평가가 아닌 

사고 발생 시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을 섭취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실시한 위해평가로, 섭취 패턴 데이터에서 섭취 

빈도는 생략하고 일반 미생물 위해평가와 긴급 대응 미생

물 위해평가 모두 섭취량 자료만 반영하였으며 이는 예측

모델과 용량-반응 모델의 부재 시에도 마찬가지로 반영

하였다.

1. 섭취량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섭취량 자료는 국민

건강영양조사로부터 추출할 수 있으나 식중독 사고가 발

생 후 긴급 대응을 위한 미생물 위해평가를 수행하려고 

할 때, 기존에 조사된 섭취량 자료가 없을 경우 새로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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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량 조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평

균적으로 1회 제공량을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 1회 제공량

(g)’으로 섭취량 자료 대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011년

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우리나

라 국민의 1일 자연치즈 섭취량은 Pearson5의 분포의 평

균인 12.40 g으로 산출되어 이를 위해평가 섭취량 데이터

에 이용하였다. 국내 유가공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

연치즈의 1회 제공량은 평균적으로 20 g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대체 섭취량으로서 긴급 대응 미생물 위해평가에 반

영하였다. 

그림 3. 자연 치즈 위해평가 기본 구성도 -섭취량 자료 대체 경우(Lee et al., 2015)

기본 구성도(그림 3) 각각의 단계는 Excel(Microsoft@ 

Excel 2007, Microsoft Corp., USA) spreadsheet 프로그램

에서 작성하였으며, 이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동은 

@RISK를 이용하였다.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

시자료에서 자연치즈 섭취량을 추출한 뒤 최적 분포

(Pearson5)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후 위해도를 추정한 

결과, 95th percentile에서 7.31×10-8로 나타났다. 또한, 이

러한 자연치즈의 섭취량 자료가 부재하다는 가정하에 시

판 중인 제품의 평균 1회 제공량인 20 g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위해도 추정 결과는 95th percentile에서 1.22×10-7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반 미생물 위해평가로 수행하였을 

때와 추정된 위해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긴급한 경우 

대체 자료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예측모델이 부재한 경우

미생물의 생장 패턴을 반영하는 예측모델은 위해평가

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인 식품을 이용하여 개발된 예측모델이 부재할 경

우 다른 식품으로 개발된 예측모델로 대체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우 먼저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

과 매질이 가장 유사한 식품을 찾으며, 유사한 식품도 없

는 경우 미생물의 생장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분

활성도와 pH가 가장 유사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본

설에서는 수분활성도와 pH가 자연치즈와 유사한 단호박 

샐러드로 개발된 예측모델을 선택하여 대체 예측모델로

서 반영하였다(표 2).

표 2. 자연치즈와 단호박 샐러드의 pH와 수분활성도

구분 자연치즈 단호박샐러드

pH 6.10~6.20 5.80~5.90

수분활성도 0.980~0.990 0.99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박아름, 2013)

자연치즈에서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개발된 예측모

델을 적용하여 위해도를 추정한 결과, 95th percentile에서 

7.31×10-8로 나타났으며, 단호박 샐러드에서의 황색포도

상구균에 대해 개발된 예측모델을 반영한 미생물학적 위

해평가의 위해도 추정 결과, 95th percentile에서 4.00×10-8

로 나타나 자연치즈로 개발하여 적용한 위해도와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3.  식중독 세균에 대한 용량-반응 모델이 부족한 

경우

미생물 위해평가의 네 단계 중 위험성 결정 단계는 식

중독 세균의 섭취 용량에 따르는 위해를 추정할 수 있는 

용량-반응 모델을 선정 및 적용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

로 미생물 위해평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식중독 세균 별 

용량-반응 모델을 적용한다. 그러나, 식중독 사고 발생 

후 긴급 대응 미생물 위해평가를 하기에 앞서 원인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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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용량-반응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을 경우(예: 

Bacillus cereus) 해당 식중독 세균의 최소 감염량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소 감염량 적용 시 용량-반응 모델

을 적용하였을 때와는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섭취하게 될 세균수만 나타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해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 대체 적용

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이때, 시뮬레이션 구동 조건은 

‘최종 섭취 세균 수 > 최소 감염량 ⇒ 1: 식중독에 걸린다’, 

‘최종 섭취 세균 수 < 최소 감염량 ⇒ 0: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이며, 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위해도를 추정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데이터(1 또는 0)의 특성으

로 인해 위해도 추정 시 위해도가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

가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도록 한다.

III. 결론

긴급하게 미생물학적 위해평가를 수행해야 할 경우 데

이터 갭은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섭취량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1회 제공량을 활용하고 예측모델이 없는 

경우엔 식품매질이 유사하거나 이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식품에 대해 개발된 예측모델을 활용하고 용량반응모델

이 없는 경우엔 최소감염량 활용을 통해 긴급하게 위해평

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밀한 위해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본을 소비하여 데이터 갭

이 정확하게 보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또는 식

중독 사고마다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나 변수가 다양하므

로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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