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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a predictive model for the shelf-life of fish cake, fish cake was stored at 30, 35, or 40oC and pop-
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were determined during storage. Gompertz model parameters were determined
and their dependence on temperature formulated as a quadratic equation for applications toward shelf-life
prediction. The predicted shelf-life values for fish cake used in this study were 6.9, 5.5, and 3.8 days at 0, 4,
and 10

o
C, respectively. The shelf-life prediction equation was appropriate based on statistical analyses that reveal

accuracy and bias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ur prediction model is applicable for estimating the
shelf-life of fish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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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즉석식품 중 어묵은 어육에 식염 및 부재료를 첨가해 성형

한 가공식품으로써 원료의 사용범위가 넓어 어떤 소재라도

배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즉시 섭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간편 식품으로써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1). 그러

나 어묵은 포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이나 제조과정 시

살균되지 않은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하여 쉽게 변질된다(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합리적

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3), 어묵

의 경우 식품공전 상 유통기한 설정 시험에 산가, 휘발성

염기질소 측정 및 미생물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들에서 어묵의 저장 실험 시 산가와 휘발성 염기질

소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2,4,5), 이러한 결과로

부터 어묵의 유통기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인은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미생물학적인 요인이 어묵

의 유통기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다른 품질적인 요인보다도 미생

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을 제어함으로써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8).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최근 식품의 미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중 미생물의 증식

을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9-12). 예측미생물학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미생물의 성장패턴을 예측, 이로부터 특정 미생물

의 최대성장속도(maximum specific growth rate, μmax), 유

도기(lag time, LT)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수학적 모델에는 미생물의 성장을 표현하는 1차 모델과

미생물의 증식에 미치는 환경요인의 영향을 표현하는 2차

모델, 그리고 균의 종류와 증식조건 등을 입력함으로써 균의

성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3차 모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3,14).

식품의 유통기한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예측미생물학을 이용해 포장 생선류(15-17), 가금육(18) 등

다양한 식품군의 유통기한에 대한 예측모델을 연구해 왔는

데,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 가공식품인 어묵을 대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총 호기성균의 성장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고, 또한 유통기한 설정

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저장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어묵은 연육(66%), 소맥분, 정제염, 대두

단백, 대두유, glucono-δ-lactone, xylose, L-sodium gluta-

mate, potassium sorbate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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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served and predicted growth patterns of total aero-
bic bacteria in fish cake during storage.

대형마트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일정한 크기의 어묵 시료를 준비하기 위해 멸균 칼

(Surgical Blade, Father Safety Razor, Osaka, Japan)을 이

용해 5×7×0.3 cm의 크기로 자른 후 polyethylene bag(90× 
80 mm, thickness, 0.2 mm)에 포장하여 30, 35, 40oC에 각각

저장하여 실험하였다.

미생물 생육 측정

어묵 시료(10 g)를 멸균 bag에 넣고 3분 동안 stomacher

(MIX 2, AES Laboratoire, Combourg, France)에서 균질화

시켰다. 균질화된 시료는 멸균된 거즈를 이용하여 거르고

0.1% 멸균 펩톤수로 10배수 연속 희석한 후 배지에 분주하

여 미생물 수를 측정하였다. 총 호기성균을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여 37oC에서

2일간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로 계수하였다. 검출된 총

호기성균 수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나

타냈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Gompertz 모델의 적용

특정 온도에서 어묵의 저장시간에 따른 미생물 성장 속도

를 수학적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Gompertz model(식 1)을

사용하였고(12,19), 3반복을 통한 실험결과 값을 Graphad

PRISM version 5.01 프로그램(Prism,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생육 지표인 최대성장속

도(μmax)와 유도기(LT)를 계산하기 위한 parameter C, B, M

을 얻었으며, 이때 최대성장속도는 B·C/e로, 유도기는 M－

(1/B)로 계산하였다(20).

Log(Nt)=A＋C exp(-exp(-B(t－M))) (1)

t: 성장시간(h)

Nt: 성장시간에 따른 균수(CFU/g)

A: 초기 균수의 log 값

C: 초기 균수와 최대 균수의 log 값 차

B: 시간 M에서의 성장속도

M: 성장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의 시간

유통기한 예측모델 개발 및 적합성 평가

저장온도에 따른 미생물 수 증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Gompertz model을 적용해 계산된 최대성장속도와 유도

기를 온도별로 수학적 정량평가 모델인 secondary model에

적용한 후 Graphad PRIS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어진 매

개변수(B0, B1, B2)로부터 주어진 온도에서의 최대성장속도

와 유도기를 예측할 수 있는 quadratic equation(식 2)을 구

하였다(20-23).

Y=B0＋B1·T＋B2·T
2 (2)

B0, B1, B2: 상수

T: 온도

그리고 유통기한 예측모델 식을 얻기 위해 Gompertz

model 식 (1)을 변형시켜, 즉 식 (1)로부터 특정 미생물 수에

도달되는 시간인 t에 관해 변형시킨 식 (3)을 얻었고, 특정

온도에서의 Gompertz model parameter(C, B, M)들을 대입

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parameter A의 경우

는 초기 균수로써 1.21 log CFU/g으로 고정하였다.

SL(shelf-life, h)=M－{ln[-ln{(log(104)－A)/C}]/B} (3)

그리고 성장예측모델 및 유통기한 예측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적 지표로써 accuracy factor(Af)와 bias fac-

tor(B f)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12,24,25).

결과 및 고찰

저장온도에 따른 어묵에서의 총 호기성균 수의 변화

어묵에서 총 호기성균의 저장 온도에 따른 성장패턴을 확

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등을 절약하기 위한 accelerated

shelf-life testing을 위해서 실제 어묵의 저장온도보다 높은

30, 35, 40oC에서 72시간 동안 저장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

으로 균수를 측정한 결과, 저장 초기 총 호기성균 수가 1.21

log CFU/g에서 72시간 후 30, 35, 40oC에서 각각 4.91, 5.14,

8.26 log CFU/g으로 증식하였다(Fig. 1). 균수 측정 결과 30,

35
o
C에서는 미생물 수가 38시간 이후부터 거의 일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40oC의 경우 미생물 수가

38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8 log CFU/g 이상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묵에 존재하고 있는 균들의 최적 성

장온도가 40oC에 근접하여 미생물 수의 증가가 30, 35oC에서

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생물의 성장예측모델 개발에 이용되는 모델 식들은 대

상 식품 및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26). 따라서 미생물 성

장예측모델 개발 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인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각 온도 별로 총 72시간의 저장기간 중

어묵에서의 총 호기성균의 최대성장속도와 유도기를 계산

하였다(Table 1). 그 결과 저장온도가 높아질수록 미생물의

최대성장속도는 증가하여 40oC에서 0.146 h-1로 최대를 보였

고 반면에 유도기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oC에서

는 유도기가 최대 6.850 h로 나타나 어묵에서의 총 호기성균

의 최대성장속도와 유도기는 모두 온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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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served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and lag
time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fish cake and predicted val-
ues

Temperature
(
o
C)

μmax
1) LT2) R2

Predicted

μmax

Predicted
LT

30
35
40

0.121
0.136
0.146

6.805
6.113
0.773

0.9999
0.9993
0.9987

0.120
0.135
0.145

6.795
6.101
0.760

1)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h

-1
).

2)
Lag time (h).

Table 2. Predicted shelf-life of fish cake

Temperature (
o
C) Predicted shelf-life

1)
(days)

0
4
10

6.9
5.5
3.8

1)
Based on the equation, SL (shelf-life, h)=M－{ln[-ln{(log
(104)－A)/C}]/B}.

이가 있었다.

Gompertz model을 이용한 기존 연구들에서 미생물의 성

장예측모델은 병원성 미생물에 국한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27,28), 본 실험에서 적용된 총 호기성균의 경우도

기존의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도출된 결과들과 유사한 패턴

을 보였다. Park 등(29)은 김밥에서의 Listeria(L.) mono-

cytogenes의 최대성장속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Cho 등(23)도 훈제연어에서 L.

monocytogenes의 최대성장속도가 30
o
C에서 최대값인 0.45

h
-1
를 나타내어 온도가 증가할수록 최대성장속도가 증가하

였고, 반면 4oC에서 유도기가 257.2 h로 최대값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존 식품에서 생육 가능

한 병원성 미생물을 접종하여 그 성장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식중독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장패턴을 확

인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는

데, 본 실험 결과 수학적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의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예측모델의 도출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의 성

장패턴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장예측모델의 적합성 평가

저장온도 변화에 따른 어묵의 총 호기성균의 성장을 정량

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secondary model인 polynomial

model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B0, B1, B2로부터 주어

진 온도에서의 최대성장속도와 유도기에 관한 모델식을 얻

었다. 어묵의 총 호기성균의 최대성장속도에 대한 모델식은

Y=-0.05134＋0.008122T－0.00007951T2, 유도기에 관한 모

델식은 Y=-86.64＋5.903T－0.09295T
2
로 얻어졌으며, 이들

의 상관계수(R2)는 모두 0.999로 나타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econdary model로부터 얻어진 모델 식을 통해

얻어진 예측값(Table 1)을 이용하여 Af와 Bf를 계산해 모델

식의 통계적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Af는 측정된 실험값과

계산된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수치가 커질수록 예측모델이 부정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고 1에 가까울수록 모델 적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Bf 또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적합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1보다 클 경우 과대 예측된 것이며 1보다 작은 경우 과소

예측된 것으로 해석된다. 어묵의 계산된 Af와 Bf는 최대성장

속도의 경우 모두 1.000, 유도기의 경우 1.002, 0.997로 최대

성장속도와 유도기에 관한 모델 모두 적합성이 뛰어난 것으

로 판단된다.

유통기한 예측모델 식 개발 및 적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의 성장패턴에 따른 최대성장속도

와 유도기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유통기한 예측모델 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정 온도에서

의 미생물 성장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Gompertz model의

각 parameter(C, B, M)에 대한 quadratic equation을 얻었고,

유통기한 예측모델 식은 Gompertz model로부터 변형된 것

으로 Corbo 등(30)과 Raybaudi-Massilia 등(31)의 연구보고

에 기초하였다. 특정 저장 온도에서의 유통기한을 예측할

때, 각 식품의 부패 기준이 될 수 있는 최대 허용 미생물

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어묵의 경우 어육이 60% 이상을 차

지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어육의 부패 기준

이 될 수 있는 미생물 수를 최대 허용 미생물 수로 설정하였

다. 어육의 경우 4 log CFU/g 미만일 경우 신선하고, 4∼5

log CFU/g일 경우 초기 부패가 진행되며, 5 log CFU/g 이상

일 경우 부패하였다고 판단된다(32).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어묵은 어육 이외에 다양한 부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신선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기준을 4 log CFU/g으로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임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 35, 40oC에서 72시간 동안 측정된 균수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하지 않은 저장 온도인 0∼10oC에서

의 유통기한을 예측할 수 있는 변형된 모델 식을 얻었다.

Parameter A의 경우는 초기균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온도

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험 결과 얻어진 초기

균수 1.21 log CFU/g으로 고정하였으며, A를 제외한 각

Gompertz model parameter들의 식은 C=92.27－5.489T＋

0.08468T2, B=-1.116＋0.07291T－0.001095T2, M=164.8－

8.761T＋0.1294T
2
이었다. 특정 온도에서 이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C, B, M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예측 모델 식(식 3)에

대입하여 얻어진 예측된 유통기한은 0, 4, 10oC에서 각각 6.9,

5.5, 3.8일이었다(Table 2). 실제 비살균 어묵 제품의 경우

0∼10oC 저장 시 8일 미만의 유통기한을 갖는데, 본 실험

결과 예측된 유통기한은 0∼10oC에서 4∼7일로 계산되어 실

제 제시된 유통기한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묵의 경우, 제조 시에 합성보존제

가 첨가되기 때문에 실제 어묵의 유통 가능 기한과 본 연구

에서 예측된 유통기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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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측모델 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측값과 관

측값을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30, 35, 40oC

에서 총 호기성균이 4.28, 4.35, 4.30 log CFU/g 수준까지

증식한 시간인 38, 34, 24 h를 관측값으로 설정하였고, 4.30

log CFU/g을 최대 허용 미생물 수로 설정하여 유통기한 예

측모델 식에 대입한 후 각 온도에서 구한 38.44, 34.46, 24.61

h를 예측값으로 얻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관측값과 예

측값으로부터 Af와 Bf를 산출하여 예측모델 식의 통계적 적

합성을 평가하였는데, Af와 Bf 값이 1.008, 1.003으로 나타나

본 실험에서의 어묵의 유통기한 예측모델 식은 그 적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어묵의 유통기한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묵을 30, 35, 40oC

에서 각각 저장하면서 저장기간 중 총 호기성균 수를 측정하

였다.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최대성장속도와 유도기

를 구하였고, 각 parameter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식을 통해

유통기한에 관한 예측모델 식을 얻었다. 예측모델 식으로부

터 계산된 유통기한은 0, 4, 10
o
C에서 각각 6.9, 5.5, 3.8일이었

다. 이렇게 얻어진 예측모델 식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Af와

Bf 값을 산출한 결과, 각각 1.008, 1.003으로 나타나 예측모델

식의 적합성이 뛰어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유통기한예측 모델 식은 어묵의 유통기한 설정의 기

초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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