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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ulturable (VBNC) C. jejuni on Smoked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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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film cells and viable but non-culturable (VBNC) state may play a role in the survival of Campylobac-
ter jejuni under un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C. jejuni biofilm cells and VBNC cells on smoked duck. The transfer of C. jejuni biofilm cells to smoked duck 
and its ability to resuscitate from biofilm and VBNC cells on smoked duck was investigated. Transfer experiments 
were conducted from C. jejuni biofilm cells to smoked duck after 5 min, 1 h, 3 h, and 24 h contact at room temperature, 
and the efficiency of transfer (EOT) was calculated. In addition, smoked duck was inoculated with C. jejuni biofilm 
and VBNC cells and then stored at 10, 24, 36, and 42°C to examine the cells' ability to resuscitate on smoked ducks. 
The 5 min contact time between C. jejuni biofilm cells and smoked duck showed a higher EOT (0.92) than the 
24 h contact time (EOT=0.08), and the EOT decreased as contact time increased. Furthermore, C. jejuni biofilm cells 
on smoked duck were not recovered at 10, 24, and 36°C, and C. jejuni VBNC cells were not resuscitated at 42°C. 
Although the resuscitation of C. jejuni biofilm and VBNC cells was not observed on smoked duck, microbial criteria 
of C. jejuni is needed in poultry and processed poultry products due to risk of its survival and low infectious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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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국민소득의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영향에 의해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몸에 좋다고 인식되고 있는 흰 살 육류인 오리

고기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가정에서도 

오리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가정 내 오리고

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축산 가공품 수

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매년 육류 및 가공품에 의한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2). 가금류에서의 Campylobacter의 감염은 매우 빈번하

게 발생하며 도계과정에서 장내에 존재하던 균이 육계로 전

이되는데, 이때 식중독 발생의 주원인은 날 닭고기를 다룰 

경우 다른 음식으로 교차오염 되거나 불충분한 가열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Campylobacter jejuni

는 매우 소량인 500개 정도의 균수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6,7) 가금류에서의 C. jejuni 생존력에 대한 이해는 

식품안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Campylobacter는 그람 음성의 만곡형 또는 나선형의 간

균이나 공기 노출, 건조, 낮은 pH(pH<5.0), 열처리, 냉동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균들이 점차 구형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는다(8). 이러한 특성을 보인 Campylobacter는 

세포막이 온전하고 호흡 등의 대사활성은 유지하나 일반적

인 실험실 배양조건에서는 성장하지 못해 살아있으나 집락

을 이루지 못하는 세포의 상태 viable but non-culturable 

(VBNC)이 된다(9). 이러한 변화는 생장 중 정지기에서 정상

적인 일로써 다른 curved 또는 vibrioid 균주(Helicobac-

ter pylori, Vibrio vulnificus) 및 Escherichia coli에서도 

관찰되었다(10-12). 한편 이렇게 구형으로 변형된 VBNC 

상태의 C. jejuni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잘 살아남

으며, 특히 낮은 온도에서 식품 가공 처리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3-15). VBNC 상태의 Cam-

pylobacter균으로 오염된 것을 섭취 시 장내에서 다시 나선

형으로 바뀌어 활성을 가짐으로써 장염을 일으키며, horse 

blood, hemin 및 charcoal 등의 산소 억제 물질 첨가, 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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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건의 배양 등은 나선형으로의 회복을 증가시킨다는 보

고가 있으나(16,17), VBNC 상태의 C. jejuni를 섭취 시 장

내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더 필요하다(18). VBNC 상태의 Campyl-

obacter는 감염 가능성에 있어서 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문제이며, Campylobacter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에서 VBNC 상태의 Campylobacter균의 회

복 및 증식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생물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일시적

인 변화 혹은 돌연변이를 통해 적응하거나 생물막(biofilm) 

등을 형성한다(19). Biofilm은 미생물이 분비한 polysac-

charide의 matrix 구조 속에 형성된 미생물들의 3차원적 

구조물로써 biofilm이 표면에 부착하면 extracellular poly-

saccharide(EPS)의 합성을 촉진해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유전자 변형 등에 의해 성숙

한 biofilm이 된다. 그러나 biofilm 내부가 기아상태가 되면 

세포는 이탈하게 되며 다시 부유 상태의 미생물로서 존재하

게 된다(20). C. jejuni는 일반 호기적인 환경에서는 증식이 

불가능하며 사람 간의 전이 또한 불가능하지만, C. jejuni에 

의한 오염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감염률 또한 높다는 것은 

의문이나 이는 C. jejuni가 biofilm을 형성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며 유지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C. jejuni의 

biofilm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biofilm 

형성 표면에서 C. jejuni의 증식 여부 및 구조를 확인하는 

연구(21), C. jejuni가 biofilm을 형성하는 환경 요인을 분석

하는 연구(22), C. jejuni 단일 및 혼합 균주의 biofilm 형성 

구조를 비교한 연구(23,24)가 있다. 또한, biofilm을 형성하

는 표면 및 재료에 의한 biofilm 생성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25), biofilm에서 C. jejuni의 생육력과 배양성을 확인

하고 형성된 biofilm을 측정하는 연구(26) 등 biofilm 형성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형성된 biofilm이 

식품에 노출되었을 때 전이 및 노출 후의 증식 가능성을 조

사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훈제오

리에서 C. jejuni, Salmonella Typhimurium, Listeria mo-

nocytogenes의 성장특성을 비교하고 biofilm 상태 또는 

VBNC 상태의 C. jejuni가 교차오염에 의한 전이특성 및 훈

제오리에서의 재증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균주 및 균액의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 Campylobacter jejuni(ATCC 

33291)와 Salmonella Typhimurium(ATCC 13311)은 한

국미생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

ganisms, KCCM, Seoul, Korea)에서, Listeria mono-

cytogenes(ATCC15313)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아 각 0.16% agar가 첨가된 

Brucella broth(BB; BD, Sparks, MD, USA), Brain heart 

infusion broth(BHI; BD), yeast extract 0.6%가 첨가된 

Tryptic soy broth(TSB; BD)에 20% glycerol을 첨가하여 

-80°C에 보관하였다. 매 실험 시 각각의 균주 10 μL를 C. 

jejuni는 10 mL의 0.16% agar가 첨가된 BB에 접종하여 

36°C에서 24시간 동안 100 rpm으로 배양하였으며, S. 

Typhimurium과 L. monocytogenes는 각각 BHI broth와 

0.6% yeast extract가 첨가된 TSB에 접종하여 36°C에서 

24시간 동안 140 rpm으로 배양하였다. 

훈제오리에서 식중독 균의 생육 변화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훈제오리는 오리업계에서 높은 시장 점

유율을 보이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훈제오리는 제

조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입고된 시료를 구입하였으며 2시

간 이내에 실험장소로 운반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훈제

오리는 끓는 물에서 1분간 가열처리 후, clean bench에서 

10 g씩 petri dish에 무균적으로 담고 각 시료에 미리 준비

된 균주 C. jejuni,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현

탁액을 100 μL씩 접종하여 초기균의 농도가 각각 3.0±0.5 

log CFU/g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27). 각각의 오리샘플은 

실제 유통/판매되는 상태에 따라 진공 포장하여 각각 10, 15, 

24°C의 온도에 저장하며 C. jejuni,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의 증식 및 생존을 조사하였다. C. jejuni,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의 생육 변화 측정은 

샘플링한 각 시료를 stomacher로 2분간 균질화한 후 9 mL

의 0.1% 펩톤수로 단계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적당한 농

도의 희석액을 Modified Charcoal Cefoperazone Deox-

ycholate Agar(mCCDA; Oxoid Ltd., Basingstoke, UK),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XLD; BD) 및 Palcam 

agar(Oxoid Ltd.) 배지에 spiral plater(Whitley automatic 

spiral palter; Don Whitley Scientific, West Yorkshire, 

UK)로 각각 분주하고, mCCDA는 42°C 미호기 조건(5% 

H2, 10% CO2, 85% N2)의 인큐베이터(miniMACS, Don 

Whitley Scientific)에서 2~3일간 배양하였으며, XLD 및 

Palcam agar는 36±1°C에서 각각 24~48시간 배양 후 형

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표

시하였다(28).

C. jejuni biofilm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C. jejuni biofilm을 형성하기 위해 7.6× 

2.6 cm2 규격의 슬라이드 글라스가 이용되었으며, 슬라이드 

글라스 전체 표면적 중 약 7 cm2를 접촉 표면적으로 이용하

였다. Biofilm을 형성하기에 앞서 슬라이드 글라스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슬라이드 글라스를 아세

톤으로 세척 및 소독하여 중성세제에 1시간 동안 담근 후 

멸균 증류수로 세제를 제거하고 70% 알코올을 이용하여 건

조하였다. 살균과정 이후 멸균 증류수에 세척하고 60°C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후 121°C에서 15분간 고온고압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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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멸균 처리하여 준비하였다(29).

준비된 균주 현탁액은 0.16% agar가 첨가된 멸균 Bru-

cella broth(BB)에 접종하여 초기 농도가 4.0±0.5 log CFU 

/mL가 되도록 하였다. 준비된 균액 15 mL가 첨가된 50 mL

의 conical tube에 멸균된 슬라이드 글라스를 넣어 42°C 

미호기 조건(5% H2, 10% CO2, 85% N2)의 인큐베이터(mini 

MACS, Don Whitley Scientific)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실험에 사용하기에 앞서 느슨하게 부착되었거나 부착

되지 않고 부유하는 균주를 제거하기 위해 배양 후 0.1% 

멸균 펩톤수 45 mL로 세척하였다. 세척한 슬라이드 글라스

는 15 mL의 멸균 BB가 첨가된 50 mL comical tube에 수직

으로 넣고 같은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충분히 biofilm을 형

성하기 위해서 본 과정을 9일 동안 3회 반복하였다(30,31). 

이 과정을 통해 슬라이드 양쪽 면에 biofilm을 형성하였다.

Biofilm으로부터 훈제오리로의 전이 및 재증식 가능성

형성된 biofilm으로부터 교차오염에 의해 식품에 전이된 

C. jejuni가 다시 증식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petri dish

에 무균적으로 담은 훈제오리 위에 양쪽 면에 biofilm이 형

성된 슬라이드 글라스를 부착시키고 그 위에 다시 훈제오리

를 올려 의도적으로 훈제오리가 C. jejuni biofilm cells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고기가 포개어 있음을 가정하여 무게 

약 100 g 정도의 물체를 올려놓고 압력을 가하여 부착된 훈

제오리 노출면의 초기 균수가 약 4~5 log CFU/g 또는 4~5 

log CFU/surface가 되게 하였다. 이때 노출시간은 접촉 직

후(5분), 1시간, 3시간, 24시간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형성된 biofilm으로부터 훈제오리를 노출해 전이된 집락수

를 계수하여 전이율(efficiency of transfer, EOT)을 다음

과 같이 계산하였다(32).

Efficiency of transfer (EOT)＝
CFU on destination

CFU on source

또한, 9일간 배양하여 형성된 biofilm을 0.1% 멸균 펩톤

수로 세척한 후 멸균된 swab용 면봉을 이용하여 biofilm을 

제거하고 10 mL의 0.1% 멸균 펩톤수가 담긴 conical tube

에 옮겨 1분간 vortex 하며 섞어주었다. Biofilm cells을 접

종한 훈제오리는 실제 유통/판매되는 상태에 따라 진공 포장 

후 각각 10, 24, 36°C의 온도에 24시간 동안 저장하여 C. 

jejuni biofilm cells의 증식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Biofilm 

cells이 전이된 훈제오리 및 biofilm cells 접종 후 1일간 

배양한 훈제오리는 각각 멸균백에 옮겨 담고 시료와 같은 

양의 0.1% 멸균 펩톤수를 가하여 stomacher로 2분간 균질

화한 후 9 mL의 0.1% 펩톤수로 단계별 희석하여 사용하였

다. 적당한 농도의 희석액을 mCCDA(Oxoid Ltd.) 한천배지

에 spiral plater(Whitley automatic spiral palter; Don 

Whitley Scientific)로 각각 분주하고, 42°C 미호기 조건

(5% H2, 10% CO2, 85% N2)의 인큐베이터(miniMACS, Don 

Whitley Scientific)에서 2~3일간 배양 후 형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표시하였다. 

VBNC 상태의 C. jejuni 생육력 및 재증식 가능성 

훈제오리에서 VBNC 상태의 C. jejuni의 증식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VBNC 상태의 C. jejuni를 실

험에 앞서 준비하였다. VBNC 상태의 C. jejuni 실험에 사용

된 균주는 앞서 진행된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여 초기 

농도가 4.0±0.5 log CFU/mL가 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온(10°C) 저장방법으로 VBNC 상태를 유

도하였으며,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배양성

(culturability)과 생육력(viability)을 확인하였다(15). VBNC 

상태로 유도된 C. jejuni의 배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생

물 시료를 일정량 취한 후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mCCDA 

(Oxoid Ltd.) 배지에 spiral plater(Whitley automatic spi-

ral palter; Don Whitley Scientific)로 각각 분주하고, 42°C 

미호기 조건(5% H2, 10% CO2, 85% N2)의 인큐베이터

(miniMACS, Don Whitley Scientific)에서 2~3일간 배양 

후 형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으

로 나타내었다. VBNC 및 biofilm cells의 생육력은 LIVE/ 

DEAD BacLight bacterial viability kit(Invitrogen, Mo-

lecular Probes, Eugene, OR, USA)을 사용하여 확인하였

다. 시료에 1.5 μL의 SYTO9(3.34 mM)와 1.5 μL의 propi-

dium iodide(PI; 20 mM) 염색액을 처리한 후 상온의 어두

운 곳에서 15분 이상 반응시킨 다음 Fluorescence Micro-

scope(Nikon Eclipse Ti; Nikon Instruments Inc., Mel-

ville, NY, USA)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는 녹색으로, 손

상된 세포는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33).

훈제오리에서 VBNC 상태 C. jejuni의 재증식 가능성을 조

사하기 위해 훈제오리에 살아있으나 배양성이 없는 VBNC

로 확인된 C. jejuni 균액을 100 μL씩 접종하였다. 각 시료는 

실제 유통/판매되는 상태에 따라 진공 포장하여 각각 42°C

의 온도에 24시간 동안 저장하여 VBNC 상태로 유도된 C. 

jejuni의 증식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저장 후의 시료는 멸균

백에 옮겨 담고 0.1% 멸균 펩톤수를 가한 후 stomacher로 

2분간 균질화하여 mCCDA(Oxoid Ltd.) 한천 배지에 spiral 

plater(Whitley automatic spiral palter; Don Whitley 

Scientific)로 각각 분주하고, 42°C 미호기 조건(5% H2, 

10% CO2, 85% N2)의 인큐베이터(miniMACS, Don Whitley 

Scientific)에서 2~3일간 배양 후 VBNC 유도된 C. jejuni의 

재증식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통기한 내 훈제오리에서 고 위험군 병원성 식중독균의 

증식 및 생존 가능성 조사

국내외 오리육의 위생실태 연구에 따르면 Campylobacter 

spp., Salmonella spp. 및 L. monocytogenes를 비롯한 다

양한 미생물들이 유통과정에서 오리육 및 오리 유래의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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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and survival of pathogens in smoked duck meat 
at (A) 10°C, (B) 15°C, and (C) 24°C. ●: C. jejuni, ■: S. Typhi-
murium, ▲: L. monocytogenes. 

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38). 최

근 서울시에 있는 대형마트정육점과 정육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리 60수에서 Campylobacter균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오리 6수(10%)에서 Campylobacter가 검출되었는데 분리

된 Campylobacter균은 colony PCR을 통하여 C. coli(4)와 

C. jejuni(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독성유전자 Cdt A/ 

B/C 양성이며 nalidixic acid, ciprofloxacin, enrofloxacin 

등에 높은 내성을 보였다(39).

본 연구에서 가금류의 주요 식중독 세균인 Campylobacter 

spp.,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를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훈제오리고기를 10, 15, 24°C에서 유통기한 동안 

저장하면서 관찰한 미생물의 증식 및 생존 결과는 Fig. 1과 

같다. 10°C에서 저장한 훈제오리에서의 C. jejuni는 느린 

속도로 감소하여 30일 이내에 사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S. Typhimurium은 약 12일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다가 이후 서서히 증식하여 최종 저장기간 30일 이내에서

는 약 1 log CFU/g 증가하였으며, L. monocytogenes는 

저장 3일 후부터 증식하여 약 15일 이내에 최대증식수준까

지 증식하였다(Fig. 1A). 이는 식육가공품 중 진공 포장하여 

10°C에 저장한 폭찹에서 저장 35일 이후 S. Typhimurium

과 L. monocytogenes가 각각 약 5.5와 8.0 log CFU/g 이

상의 수준까지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

였다(40). 따라서 훈제오리에서의 S. Typhimurium과 L. 

monocytogenes의 미생물학적 기준규격이 현재의 음성

(41)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15°C와 24°C에서 C. jejuni는 사멸하였으며, S. Typhi-

murium와 L. monocytogenes는 저장기간 내에서 성장속

도에 차이가 있으나 최대 수준까지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15°C에서 S. Typhimurium은 저장 3일 후 증식하기 시작하

여 약 12일 째 최대증식수준에 도달하였으며, L. mono-

cytogenes는 저장 12시간 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시

작하여 저장 5일 만에 최대증식수준에 도달하였다(Fig. 

1B). 그러나 24°C에서 S. Typhimurium와 L. monocyto-

genes의 증식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대증식수준

이 S. Typhimurium이 약 1 log CFU/g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 1C). 

반면 10, 15, 24°C에서 C. jejuni는 훈제오리에서 각각 

약 30, 12, 10일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온보다 냉

장 온도에서 더 잘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m-

pylobacter가 4°C의 습도가 적절한 미호기 조건에서 2~4

주, -20°C에서는 2~5개월간 생존 가능하나 상온에서는 수

일 내에 사멸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13), 그리고 대표적인 

가금류인 닭고기 패티에서 C. jenuni는 실온보다 냉장 온도

에서 더 잘 생존한다는 연구(42)와 유사한 결과였다. 축산물

가공품 중 햄류로 분류되는 훈제오리의 유통온도는 10°C이

며 유통기한이 약 3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Campylobacter

의 초기 오염 수준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500 CFU/g 수준 

이하에서는 유통기한 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축산식품에 대해 C. jejuni에 대한 기준규

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낮은 온도에서 

C. jejuni는 저항성이 증가하고 살아있으나 배양은 불가능한 

상태(VBNC)로 적절한 조건에서 회복되어 병원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3). 

또한, S. Typhimurium과 L. monocytogenes의 경우 일

반적인 유통/보관 온도인 10°C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 특

히 가공품 및 RTE 식품은 적절한 가열처리 없이 소비할 경

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품 제조 단계에서

부터 위생적인 제조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가금류 가공품에서 microwave를 이용한 미생물 저감화 연

구(43)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최종 공정과

정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훈제오리 및 오리육 가공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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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iciency of transfer from C. jejuni biofilm to smoked
duck meat as a function of exposure time.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성 식중독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온도 설정 및 안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 jejuni biofilm cells에서 훈제오리로의 전이

슬라이드 글라스에 형성된 C. jejuni biofilm에서 훈제 오

리육으로의 전이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biofilm에 접촉 및 

노출시간(5분, 1시간, 3시간, 24시간)을 고려하여 전이율을 

분석하였다(Fig. 2). 선행연구에 따르면 C. jejuni에 오염된 

닭가슴살에서 양상추로의 전이율은 온도에 따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에서는 온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실온의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C. jejuni biofilm이 형성된 슬

라이드 글라스에서 훈제 오리육으로의 전이율은 노출시간

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

으로 5분에서 가장 높은 전이율이 나타났고 24시간에서 가

장 낮은 전이율을 나타내었다. 비록 균주의 차이는 있으나 

L. monocytogenes biofilm이 식품에 노출되었을 때 전이

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L. monocytogenes에 오염된 

컨베이어벨트 및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식품접촉면에서 돈

육으로의 전이율이 초기에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32). 또한, 본 연

구에서 3일 간격으로 9일 동안 형성한 biofilm을 LIVE/ 

DEAD BacLight 염색시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슬라이

드 글라스에 형성된 C. jejuni biofilm의 균주들은 살아있는 

상태였으며(Fig. 3), 살아있는 상태로 biofilm을 형성한 균

들 또한 부유하는 상태의 균들과 같은 양상을 보임으로써 

식품으로 전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면에 오염된 미생물

이 식품으로 전이될 확률은 접촉표면의 미생물 농도, 표면물

질에 대한 미생물의 부착력에 좌우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

다(44). 특히 표면 자유에너지 및 습윤성을 갖는 표면에서 

부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 및 

유리와 같은 친수성 재질의 표면에서 biofilm의 형성 및 미

생물의 부착이 잘 일어난다(45,46). 본 연구에서 훈제 오리

육은 수분 함량이 많아 C. jejuni biofilm에 단시간 노출된 

경우 슬라이드 글라스보다 전이율이 높았으나, 실온 및 산소

의 노출에 민감한 C. jejuni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가 진행되어 전이율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훈제오리에서 C. jejuni biofilm의 재증식 가능성

부적절한 세척 및 소독에 의해 쉽게 형성되는 biofilm은 

식품에 노출되어 전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 jejuni biofilm cell을 4~5 

log CFU/g 정도로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훈제오리육을 진공 

포장하여 10, 24, 36°C에 1일간 저장하면서 C. jejuni bio-

film의 증식 가능성을 관찰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훈제오

리의 일반 유통/보관 온도인 10°C와 실온, 그리고 일반적으

로 C. jejuni가 증식 가능한 온도인 36°C에서 저장하였으나, 

C. jejuni biofilm은 모든 온도에서 재증식이 불가능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C. jejuni biofilm은 24°C보다 10°C

에서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C. jejuni가 상온에

서보다 냉장 온도에서 더 잘 살아남는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13). 한편 살아있는 상태의 C. jejuni의 경우 36 

°C에서 증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제 오리육에 전이된 

후 진공포장 상태의 혐기적 조건에서 36°C에서 1일간 배양

한 C. jejuni biofilm은 재증식하지 않았다. 이는 훈제오리육

의 포장상태가 진공포장상태이나 C. jejuni 성장 최적조건인 

미호기성의 까다로운 성장 조건이 되지 못했으며 항균 효과

를 보이는 훈제공정이 성장을 저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이 높은 오리육의 특성상 높은 

온도에서 보관함에 따라 부패가 진행되어 지방 산패 및 휘발

성 염기 질소 생성, pH 변화 등이 수반하였을 것으로 예상한

다. 그러나 장내에서 생존가능성이 높은 C. jejuni의 특성

(47)을 고려할 때 식품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C. jejuni bio-

film 전이의 위험성에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에서 biofilm의 

재증식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최근 소

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육 및 훈제오리 제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오리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Pérez-Rodríguez 등(48)은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

로 교차오염과 전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C. jejuni biofilm은 

본 연구 결과 냉장 온도에서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산업과 가정에서 기구 및 용기의 세척･소독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biofilm의 생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biofilm을 관리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훈제오리에서 VBNC 상태의 C. jejuni cell의 재증식

본 연구에서 10°C에 저장한 C. jejuni는 훈제오리육뿐만 

아니라 일반 영양배지인 brucella broth에서 저장 20~30일 

이내에 배양성 감소 및 사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5A). 본 연구에서는 배양성이 감소하여 사멸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 20일 저장의 C. jejuni를 LIVE/DEAD BacLight 염

색시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살아있지만 배양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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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urvival of C. jejuni under aerobic condition in bru-
cella broth at 10°C and (B) confocal images of LIVE/DEAD
BacLightTM assay of VBNC C. jejuni after 20 days for cell via-
bility, containing a mixture of viable (green) and dead (red)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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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ocal images of LIVE/DEAD BacLightTM assay of 
C. jejuni biofilm after (A) 3 days, (B) 6 days, and (C) 9 days 
for cell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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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scitation from C. jejuni biofilm on vacuum packaged
smoked duck mea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VBNC 상태를 확인하였다(Fig. 5B). 또한, 10°C에서 유도

한 VBNC 상태의 C. jejuni를 훈제오리육에 오염시킨 후 진

공포장하여 42°C에 1일간 저장하며 VBNC 상태의 C. jeju-

ni의 재증식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나 최적 증식 온도인 42°C

에서도 재증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식품

이 훈제오리로서 이미 훈제가공식품의 경우 보존제가 첨가

되어 있거나 훈제에 의한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VBNC 

상태의 C. jejuni의 재증식 가능성을 연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식품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VBNC Campylobac-

ter균으로 오염된 것을 섭취 시 장내에서 다시 나선형으로 

바뀌어 활성을 가짐으로써 장염을 일으킨다는 보고(16)와 

상반되게 병아리에서 VBNC 상태의 C. jejuni의 회복은 불

가능한 것으로 보고(18)되는 결과도 있어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VBNC 상태의 Campylobacter의 감염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동물이나 영양배지에서 VBNC 상태

의 C. jejuni의 회복 및 재증식 가능성을 관찰한 선행 연구와 

달리 식품에서 VBNC의 존재, 회복, 재증식 가능성을 관찰

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므로 다양한 식품군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 가금류의 주요 병원성 식중독 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훈제오리육을 진공포장 조건에서 10, 15, 24°C에 

저장하면서 유통기한 동안 관찰한 미생물의 증식 및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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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ampylobacter jejuni는 저장기간 이내에 사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almonella Typhimurium과 Listeria 

monocytogenes는 균주의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훈제오리의 유통온도는 10°C이며 

유통기한이 약 3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초기 오염 수준이 

Campylobacter 균주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하게 되는 균수 

500 CFU/g 수준 이하에서는 유통기한 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낮은 온도에서 저항성이 증가하며 

살아있으나 배양은 불가능한 상태인 VBNC 상태의 C. jeju-

ni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건에서 회복되어 병원성을 일으

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C. jejuni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 또한, S. Typhimurium과 L. monocytogenes의 경

우 일반적인 유통/보관 온도인 10°C에서도 증식이 가능하

며, 특히 가공품 및 RTE 식품은 적절한 가열처리 없이 소비

할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품 제조 단

계에서부터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 

jejuni biofilm cells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훈제오리육을 

진공포장 하여 일반 유통/보관 온도인 10°C와 실온, 그리고 

일반적으로 C. jejuni가 증식 가능한 온도인 36°C에서 저장

하였으나, C. jejuni biofilm cell은 훈제오리에서는 모든 온

도에서 재증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10°C

의 저온에서 유도한 VBNC 상태의 C. jejuni를 훈제오리에 

인위적으로 오염시키고 혐기적 조건에서 42°C에 1일간 저

장하며 VBNC 상태의 C. jejuni의 재증식 가능성을 분석하

였으나, 최적 증식 온도인 42°C에서도 재증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biofilm을 형성한 C. jejuni도 

VBNC 상태의 C. jejuni는 살아 있으나 훈제오리에서의 증

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훈제오리에서의 C. jejuni의 

위험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C. jejuni의 

경우 매우 적은 양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C. jejuni 

biofilm 및 VBNC의 특성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성을 포함하

는 동시에 유통/보관 온도인 냉장 온도에서 더 잘 살아남는

다는 점에서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교차오염과 전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

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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