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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bial contamination of ice cream product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was determined using

ice bar, ice cream, ice milk and non-milk fat ice cream. Irradiation effect on enhancement of

microbiological safety was also investigated at doses of 1, 3, and 5 kGy. In all products, yeast and molds

were not detected, however, total aerobic and coliform bacteria were detected at 1~2 and 1~1.5 Log

CFU/g level,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ifferent flavor used in ice cream, total aerobic bacteria were

detected as 2.30, 2.90, and 3.32 Log CFU/g level in vanilla, chocolate, and strawberry ice cream,

respectively. Yeast and mold was not detected in vanilla ice cream but 2.30 and 2.70 Log CFU/g in

chocolate and strawberry ice cream, respectively. Coliforms were also detected 1~2 Log CFU/g in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Listeria inocua and Escherichia coli were detected from 3 commercial

samples but Salmonella spp. was not detected using API kit. Gamma irradia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 of the contaminated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and coliform population in the ice

cream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irradiation (5 kGy or less) is effective to ensure safety of ice cream.

(Key words : Ice cream, Microbiological safety, Gamma irradiation)

서 론.Ⅰ

아이스크림은 년 미국 내에서 처음 시판1851

용으로 생산이 시작되어 주로 미국에서 발달하
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 년 이전에는. 1900

아주 서서히 발달되었으나 년 이후부터 그1920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이후 가공 기술의 발
달로 아이스크림은 영양가치가 높은 년중 식품

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유아 및 청소년층뿐,

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선호하는 기호유제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채 등( , 1982)

아이스크림류는 원유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따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 빙과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혼합 살균하여 냉동한 것으
로 아이스크림 제품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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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스크림 및 빙과제품은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밀크류 저지방 아이스크림류 비유지방, ,

아이스크림류 샤베트 및 빙과류 등 종으로, 6

나눈다한( , 2005).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영양소 함량 중성, pH,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저장기간 때문에 미생물
에 오염될 소지가 크다 또한 아이스크림 제조.

공정 중 살균 냉동 및 경화 공정에서 대부분,

의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저온저장 및 유통으로 다른 식품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김 등( ,

그러나 등 은 아이스크림2004). Kanbakan (2004)

의 제품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오염정도를 측
정한 결과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약 3~5 log

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등CFU/g , Kozak

은 미국 내 시판되는 아이스크림류 제품(1996)

에서 상당수의 Listeria monocytogenes와 Yersinia

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 등 은spp. . (1998)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 유제품 전면 수입 개방,

에 있어서 병원성 미생물 추적 프로그램이 수,

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 식중독균으,

로 대두된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등과 같은 세균에 관한 실험적 정보가 빈약하
다고 지적하였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현재 국제기구(FAO/IAEA/

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그 건전성과 경WHO)

제성이 공인되어 현재 개국에서 여52 230 종의
식품에 대하여 식품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우리(FAO/IAEA/WHO Study group, 1999).

나라도 및 년에 차례에1987, 1988, 1991 1995 4

걸쳐 총 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었으며18

기존품목을 확대하여 복합조미식품류를 비롯한
개 품목이 년 월 추가로 허가되었다7 2004 5

특히 환자용 식품에 대한 조사(KFDA, 2004).

허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드 영국 네, ,

덜란드 및 크로아티아에서 허가되었으며 남아
프리카 등에서는 밀크쉐이크 분말을 년1988 5

월 허가하였다 또한 적절한 선량(IAEA, 2000). ,

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적 및 관,

능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서 유
래하는 식품기인성 미생물로부터의 위험을 상
당히 줄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위생화 방법이

다 방사선 조사의 가장 큰 장점(Byun, 1997).

중 하나는 식품 품온의 상승이 거의 없는 냉온
살균이어서 특히 아이스크림과 같은 최종 제품
의 저장온도가 제한되고 전통적 살균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는 라디칼 생성으로 인해
지방산화를 촉진시킴으로 지방 함유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그러나 식.

용유지 제조공정에서 지방산화의 촉진없이 방
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잔류 클로로필을 제거,

광산화 및 지방산화를 억제하는 기술이 국내에
서 개발되어 이러한 가공 중 품질저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등(Byun ,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학적 안전성 보존성 및 위생성 향상을 위하여,

시판 중인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미생물 오염도
를 검사하고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Listeria spp., Escherichia

coli 및 Salmonella 를 분리 및 동정하였다spp. .

또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
포도 및 감마선 조사효과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Ⅱ

재료 및 포장1.

실험 재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
크림 제품류 중 빙과류 종 아이스크림류(3 ), (3

종 아이스밀크류 종 및 비유지방 아이스크), (3 )

림류 종를 서로 다른 군데의 판매점에서 구(1 ) 4

입하였고 또한 같은 회사 제품으로 바닐라 쵸, ,

코 및 딸기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을 상기와 같
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

생물 분석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각각 10 씩g
취하여 멸균된 polyethylene bag(2 mL O2/m

2
/24h

at 0 ; 20℃ cm × 30 cm; Sunkyung Co. Ltd, Seoul,

에 넣은 다음 포장한 후 감마선 조사를Korea)

실시하였다 또한 시판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을 위해 서로 다
른 군데 회사 제품으로 바닐라 쵸코 및 딸기2 ,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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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2.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만 감마선 조사시설10 Ci, Co-60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을 이용하여 실온Co. Ltd., Ottawa, ON, Canada)

(14 ± 에서 분당1 ) 83.3℃ 의 선량율로 각각Gy 0,

및1, 3 5 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kGy .

감마선 조사 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아이
스크림의 저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흡수.

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
다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Dosimetry (IAEA)

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
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이내였다 조사, 2% .

된 아이스크림은 에서 및 주 동안20 0, 2 4－ ℃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적 안정
성을 조사하였다.

미생물 분석3.

감마선 조사 후 저장기간에 따른 아이스크림
의 미생물 검사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 효모,

및 곰팡이 그리고 대장균군을 측정하였다 즉, . ,

시료 10 에 멸균된 식염수g (0.85%, NaCl) 90

를 첨가하여mL Bag mixer
Ⓡ
(Model 400, Inter-

를 사용하여 초 동안 혼합한science, France) 120

후 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각각의10

배지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

배양방법으로 에서 세균은 일 효모 및37 2 ,℃

곰팡이는 에서 일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25 5℃

였다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석을 위해 사용.

한 배지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total

plate count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를 사용하였으며 효모 및 곰팡이 검출을USA) ,

위한 배지는 멸균된 를 멸균된10% Tartaric acid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에 첨가하여 이 되도록 조절한MD, USA) pH 3.6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장균군의 경우. eosin

methylene blu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를 사용하였다MD, USA) .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4.

(1) Listeria 의 분리 및 동정spp.

시료 25 에g buffered listeria enrichment broth

(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을 첨가하여 에서 시간 배양한 후mL 30 48℃

oxford medium(Oxoid, Basingstoke, Hampshire,

및England) palcam agar(Difco, Laboratories,

에 도말하여 에서 시간Sparks, MD, USA) 30 48℃

배양하였다 배양 후 나타난 집락을. 0.6% yeast

가 첨가된extract tryptic soy agar(Difco, Labor-

에 계대배양한 후atories, Sparks, MD, USA) 30

에서 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을48 catalase℃

검사 및 그람 염색을 통해 생화학적 검사를 한
후 API Listeria kit(API

Ⓡ 를, Biomeriux, France)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였다.

(2) E. coli의 분리 및 동정

시료 25 에g brain heart infusion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을 첨가mL

하여 에서 시간 배양한 후35 3 tryptone℃

phosphate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을 첨가하여 에서 시간England) 225 mL 44 20℃

배양하였다 그 다음. Levine’s eosin-methylene

blue agar(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및 MacConke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에 도말한 다음 에서 시간 배MD, USA) 35 20℃

양하여 나타난 집락을 검사 및 그람 염oxidase

색을 이용하여 생화학적 검사를 한 후 API

20E kit(API
Ⓡ 를 이용하여 최, Biomeriux, France)

종 확인하였다.

(3) Salmonella 의 분리 및 동정spp.

시료 25 에g lactose broth(Difco, Laboratories,

을 첨가하여 에Sparks, MD, USA) 225 mL 35℃

서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24 . 1 을 각각mL

tetrathionat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selenite cystine broth(Difco, Laboratories,

및Sparks, MD, USA) rappaport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10 과 혼합하mL

여 에서 시간 배양한 후35 24 bismuth sulphit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xy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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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ine desoxycholate agar(Difco, Laboratories,

및Sparks, MD, USA) hektoen enteric agar(Difco,

에 도말하여Laboratories, Sparks, MD, USA) 35

에서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나타난 집24 .℃

락을 nutrient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에 순수분리하여 에서 시간MD, USA) 35 24℃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을 검사 및 그람oxidase

염색을 통해 생화학적 검사를 한 후 API 20E

kit(API
Ⓡ 를 이용하여 최종, Biomeriux, France)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5.

모든 실험은 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2 ,

결과들은 에서 프로그램된SPSS software(1970)

을 수행하고 유의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적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간 차이를 Duncan

의 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multiple range test

(p<0.05).

결과 및 고찰.Ⅲ

시판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1.

국내 유통 중인 아이스크림 및 빙과제품의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편의상 빙과류 종3 ,

아이스밀크류 종 아이스크림류 종 및 비유3 , 3

지방 아이스크림류 종으로 분류하여 일반 호1

기성 미생물 효모 및 곰팡이 그리고 대장균군, ,

수 측정 결과를 에 나타냈다 모든 제품Table 1 .

에서 효모 및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약
1~2 Log 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되CFU/g

었으며 특히 아이스크림류에서 가장 많은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나타났다 대장균군의 경우. A

와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제품F

에서 1~1.5 Log 이 검출되었다 감마선 조CFU/g .

사에 의한 미생물의 살균효과를 살펴보면 대부
분의 제품에서 3 의 감마선 조사로 미생물kGy

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및 제품은C, D I 3 kGy

조사 후에도 이 검출된 것을 확인1 Log CFU/g

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국내 아이스크림 제.

품류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으며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미생2.

물 오염도 평가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생물 분포가
높았던 아이스크림류 중 가장 대중적인 향인
바닐라 쵸코 및 딸기 아이스크림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를 하였다 앞의 연구 결.

과 3 조사 후에도 미생물이 검출되어 조사kGy

선량을 및 로 하여 실험을 진행0. 1, 3 5 kGy

하였다.

바닐라 쵸코 및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변화는 에 나타내었다Table 2 .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이 검출되2.30 Log CFU/g

었고 및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3 5 kGy .

고 비 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약 0.3

이 증가하였으며 조사구의 경우 검Log CFU/g

출되지 않았다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2.90

이 검출되었고 에서는 검출되Log CFU/g 5 kGy

지 않았다 또한 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이 검출되었고 에서3.32 Log CFU/g 5 kGy

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및 에서는. 0 1 kGy

저장기간 동안의 미생물 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에서는 약 증식하, 3 kGy 1 Log CFU/g

였다.

바닐라 쵸코 및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효모,

및 곰팡이의 변화는 에 나타내었다 바Table 3 .

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효모가 검출되지 않았
으나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2.30 Log CFU/g

이 검출되었으며 저장기간 동안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2.70 Log CFU/

이 검출되었고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g 5 kGy .

그리고 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바닐라 쵸코 및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대장,

균군의 변화는 에 나타내었다 바닐라Table 4 .

아이스크림에서 1.70 Log 이 검출되었고CFU/g 3

및 5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kGy .

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이0.3 Log CFU/g



Kim et al. ; Microbial Contamination of Commercial Ice Cream

－ －871

증식하였으나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이 검2.23 Log CFU/g

출되었으며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5 kGy .

한 저장기간에 따라 증식하0.4~1.3 Log CFU/g

였다 딸기 아이스크림은 검출. 2.40 Log CFU/g

되었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0.4~1.0 Log CFU/g

증식하였다.

이와 같이 바닐라 쵸코 및 딸기 맛 아이스,

크림의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약 2~3 log CFU/

이 검출되어 아이스크림이 미생물에 오염되어g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the ice cream products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0－
o
C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 mold coliform

Water ice

A

0 1.30±0.05
2)

－
1)

－

1 1.00±0.07 － －

3 1.00±0.05 － －

B

0 1.00±0.09 － 1.00±0.12

1 1.00±0.05 － 1.00±0.09

3 － － －

C

0 1.84±0.05 － 1.17±0.15

1 1.81±0.03 － 1.00±0.07

3 1.69±0.11 － 1.00±0.15

Ice milk

D

0 1.30±0.09 － 1.60±0.22

1 1.17±0.07 － 1.00±0.17

3 1.07±0.05 － 1.00±0.09

E

0 2.00±0.05 － 1.69±0.09

1 1.54±0.07 － 1.39±0.05

3 － － 1.00±0.07

F

0 1.39±0.15 － －

1 1.00±0.12 － －

3 － － －

Ice cream

G

0 1.90±0.05 － 1.39±0.11

1 1.30±0.09 － 1.00±0.09

3 － － －

H

0 2.04±0.07 － 1.39±0.07

1 1.30±0.09 － 1.39±0.11

3 － － 1.00±0.15

I

0 2.07±0.15 － 1.87±0.09

1 2.06±0.12 － 1.60±0.14

3 2.04±0.07 － 1.30±0.15

Non milk-fat

ice cream
J

0 1.54±0.05 － 1.30±0.12

1 1.39±0.09 － －

3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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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of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a storage at 20－
o
C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2.30±0.05 2.65±0.07
2)

2.60±0.12

1 2.00±0.10 － －

3 －
1)

－ －

5 － － －

Chocolate 0 2.90±0.05 3.08±0.20 3.00±0.02

1 2.85±0.07 2.48±0.05 2.40±0.17

3 2.70±0.15 2.18±0.09 2.00±0.05

5 － － －

Strawberry 0 3.32±0.23 3.20±0.21 3.23±0.15

1 3.00±0.12 3.08±0.09 2.98±0.27

3 1.95±0.20 2.90±0.10 2.90±0.02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Table 3. Yeast and mould population of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storage at 20－ o
C

Species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
2)

－ －

1 － － －

3 － － －

5 － － －

Chocolate 0 2.30±0.05
1)

－ －

1 2.00±0.09 － －

3 1.48±0.12 － －

5 － － －

Strawberry 0 2.70±0.07 2.48±0.09 2.40±0.10

1 2.30±0.04 － －

3 1.70±0.15 － －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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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등 은 미생물이. Pryke (1995)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식품의 기준으로 Bacillus

의 경우 500 이하CFU/g , Staphylococci 및 Strep-

tococcus viridans은 1,000 이하라고 보고CFU/g

하였다 등 은 바닐라 딸. Adeil Pietranera (2003) ,

기 및 복숭아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
물을 측정한 결과 각각 1.6 × 10

5
, 4.7 × 10

5 및
1.6 × 10

5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등. Kamat

은 아이스크림을 상태에서 방사선(2000) 72－ ℃

조사하였을 때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 효모 및,

곰팡이와 대장균군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비
조사구의 경우 각각 5.5 × 10

6
, 3.4 × 10

5 및 2.0

× 10
3이 검출된 반면 5 에서는kGy 10 이CFU/g

하의 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등 은 면역결핍환자용 아이스크림Kamat (1989)

과 치즈 개발시 1 의 저선량 조사로 대부분kGy

의 병원균을 제거하였으며 관능적 품질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등 은. Kozak (1996) Listeria

monocytogenes의 경우 다른 보다bacteria 0℃

이하에서 더 오래 남아있어 오염된 유제품 섭

취 시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Listeriosis

고하였다 김 은. (1998) Listeria의 경우 포자생성
균을 제외한 세균 중 냉동 건조 열에 비교적, ,

강한 저항력을 가지며 내염성 및 저온성으로,

인하여 식품산업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시판 아이스크림의 병원성 미생물 분리

및 동정

시판 아이스크림의 Listeria spp., E. coli 및
Salmonella 의 분리 및 동정 결과는spp. Table 5

에 제시하였다.

아이스크림의 Listeria spp 분리 및 동정 시.

험에서 사의 딸기향 사의 바닐라 쵸코 및A , B ,

딸기향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로 추정되는 집
락이 나타나 검사 및 을catalase gram staining

시행하였다 검사는 모두 양성이었으나. Catalase

그람 염색 결과 사의 딸기향 아이스크림을 제B

외하고 모두 그람 양성 및 단간균 형태였다

Table 4. Coliform bacterial count of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storage at 20－
o
C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1.70±0.07 2.04±0.20
2)

2.00±0.10

1 1.30±0.04 － －

3 －
1)

－ －

5 － － －

Chocolate 0 2.23±0.23 3.22±0.10 3.20±0.11

1 2.08±0.15 2.60±0.07 2.60±0.15

3 1.70±0.09 2.18±0.05 2.00±0.07

5 － － －

Strawberry 0 2.40±0.05 2.81±0.10 2.85±0.20

1 1.70±0.09 2.30±0.07 2.40±0.11

3 1.00±0.05 2.18±0.09 2.30±0.15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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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ot shown). API Listeria kit(API
Ⓡ
, Biomeriux,

를 이용한 최종 확인 결과 사의 딸기France) A

향 사의 바닐라 및 쵸코향 아이스크림에서, B L.

inocua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이스크림의 E. coli 분리 및 동정 시험을
위해 유제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장관출혈
성 대장균(enterohemorrhage E. coli 검출, EHEC)

법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그 결과 사 및. A B

사의 아이스크림에서 E. coli로 의심되는 집락
이 발견되어 검사 및 그람 염색을 시행oxidase

한 결과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검사는oxidase

음성으로 나타났고 그람 염색에서는 그람 음,

성 및 간균 형태였다 최종 확(data not shown).

인을 위해 API 20E kit(API
Ⓡ
, Biomeriux, France)

을 사용한 결과 사의 아이스크림에서A E. coli

가 검출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아이스크림의 Salmonella 의 분리 및 동정spp.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서 Salmonella 의심 집락
이 나타나 검사 및 그람 염색을 시행하oxidase

였다 모든 제품에서 검사는 음성으로. oxidase

나타났으며 그람 음성 및 간균 형태였다 (data

그러나not shown). API 20E kit(API
Ⓡ
, Bio-

을 이용한 동정 결과meriux, France) Salmonella

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spp. .

실험 결과 아이스크림에 병원성 미생물인,

Listeria 및spp. E. coli에 오염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이는 아이스크림을 저장하는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내 잔존하는 저온성 세균이
증식함과 동시에 아이스크림 제조과정시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
된다 등 은 년 동안 스위스에서 유. Pak (2002) 10

제품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가4.9% L. mono-

cytogenes에 오염되어 위생관리가 철저히 요구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등 은. Kozak (1996) L.

monocytogenes는 동물과 농장 환경에서부터 제
품 생산과정이나 제조과정 및 저장온도까지 쉽
게 오염되어 식품으로 전염이 될 우려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등 은 인도에서 시. Warke (2000)

판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오염실태를 알아본
결과 L. monocytogenes 및 Yersina 이 잔존한spp.

반면 Salmonella 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spp.

하였다 또한 등 은 터키에서 시. Kuplulu (2004)

판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에서 Brucella 을 분spp.

리 및 동정한 결과 5.4 × 10
2 이 검출되어MPN/g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시의 위생적인 문제 해결
이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적 안
전성 보존성 및 위생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위해 아이스크림에 대한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
물 변화 및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한 결과 아이
스크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잔존하는 저온성
세균의 증식과 제조 및 유통과정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어 아이스크림에 대한 위생관
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5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아이스kGy

크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
과적이라 생각된다.

Table 5. Identification of microorganism in two commercial ice cream products

L. inocua E. coli Salmonella spp.

A

Vanilla － + －

Chocolate － + －

Strawberry + + －

B

Vanilla + － －

Chocolate + － －

Strawberry － － －

+ : present, － ; 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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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Ⅳ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보존성 및,

위생성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판 중
인 아이스크림 제품류 및 다른 향을 가진 아이
스크림의 미생물 분포도 및 감마선 조사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시판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

spp., E. coli 및 Salmonella 의 오염 여부를spp.

알아보았다 시판 중인 아이스크림 제품류 중.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밀크류 및 비유지, ,

방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분포도 결과 모든
제품에서 효모 및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약 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검1~2 Log CFU/g

출되었으며 대장균군은 이 검1~1.5 Log CFU/g

출되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의 감마선. 3 kGy

조사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
에서 조사로 이 생존하여3 kGy 1 Log CFU/g

좀 더 높은 선량이 요구되었다 서로 다른 향.

을 첨가한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포도 결과
바닐라 쵸코 및 딸기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

성 미생물의 경우 각각 및2.30, 2.90 3.32 Log

이 검출되었으며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CFU/g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쵸코
및 딸기는 각각 및 이 검2.30 2.70 Log CFU/g

출되었다 대장균군의 경우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 으로 가장 낮게 검출되었으1.70 Log CFU/g

며 쵸코 및 딸기 아이스크림은 및2.23 2.40

이 검출되었다 감마선 조사에 따라Log CFU/g .

미생물의 수는 감소하였으며 로 조사하5 kGy

였을 때는 검출되지 않았다 에서 주간. 20 4－ ℃

저장 기간에 따른 미생물 수의 변화는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병원성 미생물 검출 결과 L.

inocua 및 E. coli는 각각 종씩 검출되었으나3

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이Salmonella .

스크림 제조 및 유통과정 시 위생관리가 철저
히 요구되며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하의 감마선 조사 기술5 kGy

을 적용하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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