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젖소 원유의 미생물 오염은 유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원유의 일반세균수(total bacterial count) 검사는 

우유의 생산과 저장과정 중의 위생 및 유질 상태를 평가하는 국

제적인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Desmeasures와 Gueguen, 

1997).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6월 1일부터 고품질 원유생산

을 위해 세균수에 의한 유대차등지급제를 실시해왔다. 그 후 원

유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에는 5개의 위생등급

(1A, 1B, 2, 3, 4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원유의 위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어 2020년에는 전체 원유의 99.41%가 세균수 1등급(10만 

CFU/mL)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하여 3등급 이상(25만 CFU/

ml)은 0.12%를 나타내었다(Kang 등, 2020;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 

세균 집락을 측정하는 방법인 표준평판배양법(standard 

plate count Method; SPC)은 전 세계적인 표준방법으로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법은 검사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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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bacteria count is significantly important factor for hygienic quality in raw milk. BactoScan 
FMTM and BactoCount IBCTM are the automated instru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total bacte-
rial count in raw milk. They have been used after calibration by standard plate count (SPC) method 
in South Korea since 2000.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for total bacterial counter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milk quality and the change of milk quality grade. Therefore, this study was evalu-
ated the conversion mode of the two machines by SPC method. We collected 921 bulk-tank milk 
samples throughout the concentration range of 1,000∼1,000,000 CFU/mL from June 2020 to Octo-
ber 2021. As a result, when compared by the SPC value,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otal bacterial 
count in BactoScan below 10,000 CFU/mL and above 200,000 CFU/mL and in BactoCount above 
100,000 CFU/mL, respectively. Therefore, the conversion factor for BactoScan and the conversion 
equation for BactoCount were newly adjusted based on SPC value, and then the correlation coef-
ficients (R2) was 0.85 or higher. In addition, the correlation (R2) between BactoScan and BactoCount 
was 0.91, which means the results were high positive correla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
tribute to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automated instruments for determining of total bacterial 
count in raw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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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결과를 알 수 있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다량의 시료를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Bolzoli 등, 2017). 세균을 직접 계

수하는 직접 현미경법은 15분 정도면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므로 표준평판배양법에 비하면 신속하다. 하지만 생균과 사균을 

모두 계수한 결과이며, 아주 적은 양의 시료를 취해야 하므로 실

험 결과의 반복성이 떨어지고, 다량의 원유 중 세균수를 검사하

기 어려워 원유의 미생물수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는 한계가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박토스캔(BactoScan) 및 박토카운트(BactoCount) 등의 검

사장비는 원유의 미생물을 형광 물질로 염색하여 형광현미경

을 통해 연속적으로 세균을 세는 자동화된 미생물 계수장치이

다. 이러한 세균수 검사장비는 검사 시작 후 신속하게 검사 결과

를 알 수 있으므로 다량의 시료를 검사하는 데 많이 사용하나, 

장비가 비싸고 생균과 사균이 동시에 측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ISO, 2003; ISO, 2013; Walter와 Thomas, 2016; Bolzoli 등, 

2017; Madden 등, 2017). 그러므로 이러한 장비들은 생균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평판배양법에 기초하여 국가별 원유 세균

수 위생등급 및 유질 수준을 고려한 보정식(coversion system)

을 설정한 후 사용하고 있다(Cunningham 등, 1988; IDF, 

1998; Gunasekera 등, 2000; Suhren과 Walte, 2000; Gu-

nasekera 등, 2003; ISO, 2003, IDF, 2004; ISO/IDF, 2013; 

Madden 등, 2017).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세균수 검사의 표준검사법인 표준평판

배양법에 기초하여 박토스캔은 1993년과 2000년에 유대 지급 

등급에 맞게 최소 200개 이상의 냉각기 집합유를 활용하여 15

개의 세균수 구간(5천∼2백만 CFU/mL)에 대한 보정계수(con-

version factor)를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농림축산

검역본부, 2020). 박토카운트IBC의 경우에는 2019년에 국내 

일부 원유검사실시기관, 집유장, 유가공장 등에 도입된 후 박토

스캔FC 검사법에 기초하여 변환방정식(conversion equation)

을 마련하여 유대지불 및 원유 품질 검사에 활용하고 있다(농림

축산검역본부, 2021).

국내산 원유의 세균수 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었고, 국내 위

생 등급(3만∼50만 CFU/mL)의 변화에 따라 세균수 검사장비

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정계수 또는 변환방정식에 대

한 재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국내 목장 집합유를 대상으로 표준평판배

양법과 박토스캔FC 및 박토카운트IBC 자동화장비와의 비교검

사를 실시하여 보정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실험설계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국내 세

균수 위생등급 수준을 고려한 유대지불 세균수 검사를 위하여 

경북동물위생시험소에 제공된 목장 집합유 1,200개 시료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박토스캔FC로 일

차 검사를 완료한 시료 중 세균수 1천∼100만 CFU/mL의 시료

들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일일 50∼100개 정도의 시료를 선별

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원유검사실에 냉장상태로 신속하게 운

송하여 3가지 검사법으로 각각 1회씩 세균수 검사를 실시하였

다. 2020년에는 표준평판배양법에 기초하여 박토스캔과 박토카

운트의 현재 보정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600여개의 

시료를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새롭게 설정한 보정식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600여개의 시료를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로 세

균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세균수 검사

표준평판배양법 (Standard plate count) 

원유 중 일반세균수 검사는 IDF Standard 100B(1991)에 기

초하여 표준평판배양법으로 실시하였다. 즉, 채취한 원유 시료

액 1 mL과 희석액(멸균생리식염수) 9 mL을 혼합한 후 10진 희

석하여 각 단계 희석액(10−2, 10−3, 10−4)을 멸균 페트리디쉬 2

매에 1 mL씩 무균적으로 주입하였다. 그 후 45℃로 유지한 표

준한천평판배지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천천히 회전하

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시료와 배지를 잘 섞어 응고시킨다. 확산 

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 mL

를 가하여 중첩시킨 다음 응고시킨 페트리디쉬는 거꾸로 뒤집어 

30℃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확산 집락이 없고 1개의 

평판 당 15∼300개의 집락을 생성한 평판의 집락수를 계산하여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자동화장비(박토스캔 및 박토카운트)

박토스캔(BactoScan FCTM, Foss Electric A/S Hillerod, 

Denmark)과 박토카운트(BactoCount IBCTM, Bentley In-

struments Inc., Chaska, USA)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

병과에 보유 중인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방

법대로 원유 중 세균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장비가 적정 운

용 상태인지를 매 검사시마다 평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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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세균질병과에서 제조한 정도관리용 표준시료 3종(low 4만, 

medium 8만, high 16만 CFU/mL)을 매회 사용하여(Kang 등, 

2020), 장비 내 허용오차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원유 중 세

균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표준평판배양법, 박토스캔, 박토카운트 장비를 이용하여 세

균수를 CFU/mL 단위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log 값으로 변환

하였다. 보정계수 및 변환방정식 평가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

여 3가지 결과값 중 1개 이상의 결과에서 0.4 log unit 이상의 

차이를 보인 시료는 자료 분석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통계 분석

에 사용된 시료수는 총 921개였으며, 측정된 세균수 구간별 시

료수는 Table 1에서와 같이 10,000 CFU/mL 미만이 477개로

서 전체의 51.8%로 가장 많았고 100,000 CFU/mL 초과가 97

개(10.5%)로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세균수 측

정 결과를 엑셀프로그램(Excel plus 2019; Microsoft Corp., 

Redmond, WA)을 활용하여 세균수 구간(3.0∼6.0 log unit 

CFU/mL)별로 일치도를 분석하였고 표준평판배양법과 자동화

검사법간의 회귀분석 및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표준평판배양법에 기초하여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의 현행 

보정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473개 시료에 대하여 세균수 구

간별 일치도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준평판배양법

과 장비간 상관성(R2)에 있어서는 모두 0.85 이상으로 전체적으

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Fig. 1에서와 같이 세균수 4.0 

log unit 이하에서는 SPC 평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비 측

정값이 약간 높게, 세균수 5.0 log unit 이상에서는 SPC 평균

값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비 측정값이 약간 낮게(0.07∼0.08 

log unit)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SPC 세균수 평

균값에 기초하여 Table 2에서와 같이 박토스캔의 경우에는 5천 

CFU/mL 이하의 경우에는 1천 CFU/mL까지 측정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추가로 신설하고, 5천∼20만 CFU/mL 구간은 기존

과 동일하게, 20만∼100만 CFU/mL 구간은 변경하고, 100만 

CFU/mL 이상의 구간은 삭제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raw milk samples used in this study by 
BactoScan FC method

Range of total bacterial count  
(CFU/mL) No. of samples (%)

<10,000 477 (51.8)
10,000∼50,000 272 (29.5)
50,000∼100,000 75 (8.1)
>100,000 97 (10.5)
Total 921 (100)

Fig. 1. Comparison of trend of total bacterial count before (current) and after (new) the adjustment of conversion system of BactoScan 
FC and BactoCount IBC based on SPC (Standard plate cou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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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토카운트의 경우에는 SPC 평균값에 기초하여 세균수 4.0∼

6.0 log unit 구간에서 0.07∼0.08 log unit 값을 올리기 위하

여 현행 변환방정식인 Log10*1.18005(IBC)−0.955679에서 

Log10*1.18005(IBC)−0.875679으로 편차(bias) 값을 약간 조

정하였다(Fig. 2). 보정식을 조정한 후 표준평판배양법과 장비

간(박토스캔/박토카운트) 일치도와 상관성에서도 각각 0.8595, 

0.8610으로 모두 0.85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

였다. 또한 4.0 log unit 이하와 5.0 log unit 이상의 세균수 구

간의 일치율도 높아졌으며(Fig. 1),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 두 

장비간 상관성(R2)은 변경 전(0.8599)에 비하여 변경 후 0.9134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Fig. 3).

고    찰

일반세균수는 시료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 표준한천배지 내에

서 발육할 수 있는 중온균의 수를 말한다. 원유 중의 일반세균수 

검사는 30±1℃에서 약 72시간 배양한 후 세균, 효모, 곰팡이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며 원유의 미생물학적 품질의 지표로서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Regulation EC, 2004). 원유의 일

반세균수 검사에 있어서 flow cytometry 기법에 기초한 박토스

캔과 박토카운트 자동화 장비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대지불 원유

검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각국의 세균수 위

생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목장 집합유를 이용해 일반세균수의 표

준검사법인 표준평판배양법으로 보정된 후 사용되고 있다(ISO, 

2013; Walter와 Thomas, 2016; Bolzoli 등, 2017; Madden 

등, 2017).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에서는 박토스캔 또는 박토카운

트 장비에 대한 보정식 설정 후 위생등급 및 유질의 변화에 따라

서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박토스캔의 경우에 

3.8천∼49만 CFU/mL 구간에 15개의 보정계수를, 독일에서는 

1만∼78만 CFU/mL 구간에 16개의 보정계수를, 스위스에서는 

3천∼70만 CFU/mL 구간에 15개의 보정계수를 각각 설정하

Table 2.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adjustment of conversion factor in BactoScan FC

Section of 
bacterial 

count

Conversion factor

RemarkCurrent New

IBC*/mL CFU†/mL IBC/mL CFU/mL

1 - - 3,000 1,000 Foundation
2 22,000 5,000 22,000 5,000 Maintenance
3 37,000 9,000 37,000 9,000 〃

4 57,000 20,000 57,000 20,000 〃

5 74,000 31,000 74,000 31,000 〃

6 103,000 44,000 103,000 44,000 〃

7 149,000 65,000 149,000 65,000 〃

8 184,000 86,000 184,000 86,000 〃

9 235,000 120,000 235,000 120,000 〃

10 372,000 201,000 372,000 201,000 〃

11 548,000 300,000 548,000 266,000 Adjustment
12 861,000 429,000 861,000 365,000 〃

13 1,402,000 586,000 1,477,000 631,000 〃

14 2,305,000 866,000 2,141,000 1,018,000 〃

15 4,318,000 1,373,000 - - Delete
16 12,963,000 2,000,000 - - 〃

*IBC: individual bacterial counts, †CFU: colony-forming units.

Fig. 2. Adjustment of conversion equation (IBC→CFU) in Bacto-
Count IBC <current; Log10*1.18005(IBC)−0.955679→new; Log10* 
1.18005(IBC)−0.87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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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균수 유대지불 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박토카운트의 경우

에는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등 14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10년 

동안 9,500개 시료를 활용하여 변환방정식을 설정한 후 세균수 

검사에 활용하고 있다(ISO, 2003; ISO/IDF, 2004; Bolzoli 등, 

2017;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국내의 경우에도 1993년 위생등급제가 시행된 후 박토스캔 

8000 장비가 도입되어 표준평판배양법에 기초한 보정계수가 설

정되어 원유검사에 사용되었다. 박토스캔 FC 장비가 2000년에 

도입된 후에 박토스캔 8000 장비에 기초하여 설정된 보정계수

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산 원유의 세균수가 지

속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의 고품질 우유 생산에 대한 요구로 

1996년에는 4등급의 기준이 100만 CFU/mL 초과에서 50만 

CFU/mL 초과로 변경되었다. 2010년에는 전체 생산된 원유의 

0.1%가 50만 CFU/mL 이상을 나타냈으나, 2020년에는 전체 

생산된 원유의 0.03%가 50만 CFU/mL 이상이었으며, 99.41%

가 10만 CFU/mL 미만으로 생산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21). 일부 유업체에서는 세균수 최고 기준을 1만 CFU/mL 미

만으로 적용하여 프리미엄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유질

개선 및 낙농산업 여건의 변화로 원유 세균수 검사장비의 보정

계수 또는 변환방정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목장 집합유를 사용하여 표준평판

배양법과 박토스캔FC 및 박토카운트IBC 장비 측정값과 비교검

Fig. 3. Comparison of regression between automatic bacterial counters and SPC method before (current) and after (new) the adjustment 
of conversion system of BactoScan FC and BactoCount 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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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한 바, 표준평판배양법과 장비간 상관성에 있어서는 

모두 0.85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세균수 4.0 

log unit 이하에서는 SPC 평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비 측정

값이 0.07 log unit 이하의 범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세균수 5.0 log unit 이상에서는 SPC 평균값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비 측정값이 0.08 log unit 이하의 범위에서 전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균수 검사장비의 반복

성과 재현성의 권장기준(ISO 16140)이 각각 0.09 log 미만과 

0.16 log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두 장비간 세균수 차이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SO, 2003). 하지만 국내 유대지불 

기준인 4.0∼6.0 log unit 구간에서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 장

비간 일치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보정계수 및 변환방

정식에 있어서 1만 미만과 20만 이상의 세균수 범위에서 약간

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박토스캔의 

경우에는 세균수 5천 CFU/mL 이하의 경우에는 1천 CFU/mL

까지 측정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추가로 신설하고, 20만∼

100만 CFU/mL 구간은 변경하였다. 박토카운트의 경우에

는 SPC 평균값에 기초하여 세균수 4.0∼6.0 log unit 구간에

서 0.07∼0.08 log unit 값을 올리기 위하여 현행 변환방정식

인 Log10*1.18005(IBC)−0.955679을 Log10*1.18005(IBC)−

0.875679으로 편차를 약간 조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보정식의 

개선이 필요했던 4.0 log unit 이하와 5.0 log unit 이상의 세

균수 구간에서 SPC 평균값과 박토스캔 및 박토카운트 측정값에 

있어서 매우 일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유검사실

시기관 및 유업체 등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박토스캔

과 박토카운트 두 장비간 상관성(R2)에 있어서 변경 전(0.8599)

에 비하여 변경 후 0.9134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확인 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ISO의 권장기준인 0.80 이상을 만족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ISO, 2003).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집합유를 사용하여 표

준평판배양법 및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 장비간 비교검사를 통

하여 신규로 조정한 보정식은 원유검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현행 원유 위생등급 제도와 유질 수준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내 목

장 집합유를 대상으로 표준검사법인 표준평판배양법과 자동화

검사장비(박토스캔FC, 박토카운트IBC)와의 비교검사를 수행하

여 보정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표준평판배양법에 기

초하여 현재의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 보정식은 0.85 이상으

로 양호한 상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세균수 4.0 log unit 이하

에서는 SPC 평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비 측정값이 약간 높

게, 세균수 5.0 log unit 이상에서는 SPC 평균값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장비 측정값이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박토스캔은 세균수 5천 CFU/mL 이

하는 1천 CFU/mL까지 측정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신설하

고, 5천∼20만 CFU/mL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만∼100

만 CFU/mL 구간은 변경하고, 100만 CFU/mL 이상은 삭제하

였다. 박토카운트의 경우에는 표준평판배양법 값에 기초하여 세

균수 4.0∼6.0 log unit 구간에서 0.7∼0.8 log unit 값을 올리

기 위하여 현행 변환방정식인 Log10*1.18005(IBC)−0.955679

를 Log10*1.18005(IBC)−0.875679으로 편차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 두 장비간 상관성(R2)에 있어서 

0.8599에서 0.9134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신규로 조정한 박토스캔과 박토카운트의 보정식은 

현행 원유 위생등급 제도와 유질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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