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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microbial growth patterns on Korean foods containing

collagen. Samgyetang, Ugultang, Odolbyeboguem, Jeonyak, and Jokbal were inoculated with Staphylococcus aureus

and Salmonella spp., and incubated at 4oC (6 days), 10oC (6 days), 20oC (3 days), and 30oC (36 h). Cell counts of S.

aureus and Salmonella spp. were enumerated on mannitol salt agar and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 respectively.

Of the 5 foods, S. aureus and Salmonella cell counts decreased (P < 0.05) only in Jeonyak. To understand this reduction

in cell growth on Jeonyak, extracts of ingredients such as clove, cinnamon, pepper, ginger, and jujube were examined to

determine minimal bactericidal concentrations (MBC; AU/mL). Clove (3.13 AU/mL), cinnamon (50 AU/mL), pepper

(25 AU/mL), and ginger (50 AU/mL) extracts display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and clove and cinna-

mon extracts display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almonella. The results indicate that Jeonyak has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and Salmonella, and clove and cinnamon are the primary antimicrobial agents in thi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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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음식문화를 중요 요소로 인식하

여 음식문화와 더불어 음식상품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맛과 영양 면에

서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하여 아직까지

한식의 체계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하

지만,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과 동시에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와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2,3). 건강식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식

의 영양학적, 건강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고,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건강식이며 품질 좋은 식품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

콜라겐은 동물의 표피, 힘줄, 뼈 등에 다량 함유되어 산

또는 알칼리 처리 후 열수 추출에 의해 유도 단백질인 젤

라틴이 된다5). 콜라겐의 주된 생산은 돼지 피부, 소의 가

죽 또는 소의 뼈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6,7). 원래 콜라겐

은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상승시키는 기능으로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콜라겐의 경구 섭

취가 관절 혹은 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

되고 있으며8), 미용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

능성 식품인 콜라겐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콜라

겐에 관한 연구는 콜라겐의 기능성이나 콜라겐을 추출하

는 방법을 조사한 연구에 국한되었다.

한식은 대체적으로 조리과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료준비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예로 비빔밥의 경우 다양한 재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위해 요인 발생 가능성이 크다. 차갑게 제공되는

물냉면의 미생물 분석 결과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수가

기준치보다 초과로 검출되어 이들 음식이 위생적이지 못

하다는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9). 또한 제육볶음에 대해서

도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taphylococcus,

Escherichia coli, Vibrio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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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밝혀졌다10).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족발에서 1.7 × 103CFU/g 정도의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콜라겐 함유량이 높은 한식메뉴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콜라겐 함유 식품의 제조

삼계탕

손질된 영계(500 g)의 뱃속에 인삼(10 g), 마늘(20 g), 은행

(6 g), 찹쌀(40 g), 대추(4 g)를 넣어 준비하고, 1 L의 물을

100oC로 끓여 청주(100 mL)와 닭발(500 g)을 넣고 20분 동

안 육수를 우려냈다. 육수에 엄나무(2 g), 황기(5 g), 산뽕

나무(2 g), 가시오가피(2 g), 당귀(5 g)의 한약재와 뱃속에

재료를 채워 넣은 영계를 함께 넣어 50분 동안 100oC에

서 가열하여 준비했다. 

어글탕

건북어 껍질 50 g을 25oC의 물에 60분간 담가 불린 후

비늘을 긁어내고 칼집을 넣어 손질했다. 다진 쇠고기(200 g),

숙주(100 g), 으깬 두부(100 g)를 다진 마늘(15 g), 다진 파

(25 g), 깨소금(5 g), 참기름(15 g), 간장(10 g), 소금(1 g)으로

양념하여 준비하고, 손질된 건북어 껍질 안쪽에 밀가루 1 g

을 묻힌 후 준비된 소 20 g을 얇게 펴서 올렸다. 밀가루

1 g을 다시 묻히고 계란 5 g을 겉 표면에 묻혀 150oC의 프

라이팬에서 앞뒤로 1분씩 지져낸 다음 3 × 5 cm 크기의 장

방형으로 썰고 맑은 장국에 담아 준비했다. 

오돌뼈
 

볶음

오돌뼈(1.5 kg)에 고추장(140 g), 간장(75 g), 고춧가루

(50 g), 물엿(90 g), 설탕(36 g), 청주(30 g), 다진 마늘(75 g),

다진 파(20 g), 참기름(15 g), 생강즙(5 g), 간 사과(200 g)의

양념을 하여 180oC의 프라이팬에서 8분 간 볶은 다음 양

파(300 g), 고추(80 g), 대파(30 g), 마늘(50 g)을 첨가하여 5

분간 더 볶아 준비했다. 

전약

우족 2 kg을 10oC의 물에 3 시간 동안 담가 핏물을 빼

고 냄비에 우족과 정향 (2 g), 통계피(30 g), 통후추 (3 g),

생강(50 g)을 넣어 80 g에서 3시간 동안 가열 한 후, 고아

진 우족에 건대추 100 g과 물 900 g을 넣고 80oC에서 24시

간 끓인 후 걸러내어 만든 대추고(700 g)와 꿀(900 g)을 넣

어 1 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틀에 부어 성형하고 지단(10 g),

석이채(5 g), 대추채(10 g)를 고명으로 얹어 5oC 냉장고에서

3 시간 동안 굳혀 준비했다. 

족발

돈족 2 kg을 10oC의 물에 3 시간 동안 담가 핏물을 제

거했다. 2 L의 물에 월계수잎(5 g), 통후추(10 g), 된장(25 g)

을 넣어 가열하고 끓기 시작하면 핏물을 제거한 돈족과 소

주(200 g)을 넣고 30분간 끓인 후 10oC 물에 헹구어 주었

다. 물 1 L에 감초(5 g)를 넣어 30 분간 끓인 다음 통후추

(10 g), 물엿(150 g), 간장(300 g), 설탕(100 g), 양파(100 g),

사과(100 g), 건고추(5 g), 찬물에 헹궈 준비해둔 돈족을 넣

고 약불에서 1시간 30분간 조려주었다. 불을 끄기 전에 참

기름(200 g)을 넣고 돈족을 식혀 준비했다. 

접종원 준비

Staphylococcus aureus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S. aureus NCCP10768, NCCP-

10778, NCCP11596, NCCP13236, NCCP10862 총 5개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받았으며, 5개 균주를 혼합

하여 사용하였다. S. aureus 선택배지인 mannitol salt agar

(MSA;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형성된 S.

aureus의 집락을 백금이로 떼어내어 tryptic soy broth (TSB;

Difco) 10 mL에 접종 후 35oC에서 24시간 배양했다. 배양

액 0.1 mL을 10 mL의 TSB에 다시 접종하여 35oC에서 24

시간 재배양한 후, 원심분리(1,912 × g, 4oC, 15분)하여 상

등액은 버리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

0.2 g KH2PO4, 1.5 g Na2HPO4, 8.0 g NaCl, 0.2 g KCl/ 1 L

증류수)을 이용하여 cell pellet을 세척하여 주었다. 이를 2

회 반복하였으며, PBS를 사용하여 S. aureus 접종원이 대

략 6 log CFU/mL 되도록 10진 희석법을 이용하여 희석하

였다.

Salmonella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Enteritidis NCCP-

14545, NCCP14546, Salmonella Agona NCCP12231, Sal-

monella Typhimurium NCCP10725, NCCP10747 총 5개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 받아 균주를 혼합하여 사용

하였다. Salmonella 선택배지인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 (XLD; Difco)에 형성된 Salmonella 집락을 백금이로

떼어 TSB 10 mL에 접종한 후 35oC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액의 0.1 mL을 10 mL의 TSB에 재접종하여

35oC에서 24시간 동안 재배양한 후, 원심분리(1,912 × g,

4oC, 15분)하여 상등액은 버리고 PBS를 이용하여 cell pellet

을 세척했다. 이를 2회 반복하였으며, PBS를 사용하여

Salmonella 접종원이 대략 6 log CFU/mL이 되도록 10진

희석법을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콜라겐 함유 식품의 저장 및 미생물 분석

시험관(15 mL)에 삼계탕, 어글탕을 각각 5 g씩 담고,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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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팩에 족발 15 g, 오돌뼈, 전약은 25 g씩 담아 시료를 준

비했다. 준비된 시료에 Salmonella, S. aureus 0.1 mL씩 각

각 접종하여 세균수의 최종 농도가 4 log CFU/g이 되도록

한 후 마사지 하여 균질화 했다. 균질화 된 시료는 4, 10,

20 및 30oC에서 각각 6일, 6일, 3일, 36시간 동안 저장했

다. 저장 중인 시료의 멸균 팩에 0.1% 펩톤수를 가하여 2

배 희석한 뒤 균질화 하여주고 0.1% 펩톤수로 단계별로

희석하여 일반 세균은 tryptic soy agar (TSA, Difco), S.

aureus는 MSA, Salmonella는 XLD agar에 각각 분주하여

평판도말 하고 35oC에서 24시간 배양 후 전형적인 집락을

확인했다.

전약재료에 대한 최저살균농도 측정

전약 제조 시 첨가되는 대추, 정향, 계피, 후추, 생강에

대해 항균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추, 정향, 계피는 건조

된 것을 사용했으며, 후추는 분말형태, 생강은 껍질을 제

거한 과육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재료를 20 g 취하여 증류

수 180 ml을 가해, 2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였고, 추출액의

농도를 100 AU/mL로 하였다. 

각각 추출액(100 AU/mL)의 0.1 mL을 microtiter plate에

서 TSB 0.1 mL과 혼합하여 100, 50, 25, 12.5, 6.25, 3.13,

1.56, 0.78, 0.39, 0.20, 0.10, 0.00 AU/mL이 되도록 희석했

다. 준비된 S. aureus와 Salmonella 접종원을 각각 희석된

농도에 0.1 mL씩 접종한 후 35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했다. 배양 후 멸균된 면봉을 이용하여 접종한 시료를 TSA

에 도말하고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을 확

인하여 S. aureus와 Salmonella에 대한 최저살균농도를 측

정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general linear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LS mean은 pairwise t-test를 이용하여 P < 0.05 수

준에서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콜라겐 함유 식품의 저장 및 미생물 분석

콜라겐 함유 식품 5가지를 다양한 온도에 저장하며 세

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4oC에 6일 동안 저장한 결과

삼계탕, 어글탕, 오돌뼈, 전약, 족발 모두 S. aureus, Sal-

monella 세균수가 저장기간 동안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Fig. 1). 위해세균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아 4oC의 저장온도는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것으

로 사료된다. 10oC의 경우에도 4oC와 동일하게 6일 동안

저장하면서 48시간마다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10oC에 저

장된 삼계탕, 족발은 S. aureus, Salmonella의 세균수가 약

9 log CFU/ml까지 성장하였고(Fig. 2), 어글탕의 경우 S.

aureus가 7 log CFU/g까지 성장하였다(P < 0.05) (Fig. 2).

하지만 어글탕의 Salmonella는 초기 세균수 약 5 log CFU/

g에서 저장 6일 후 1.3 log CFU/g로 약 3.5 log CFU/g가 감

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P < 0.05), 오돌뼈와 전약은

세균수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2). 10oC의 저장결과

각각의 콜라겐 함유 식품마다 세균의 생장패턴이 다르게

관찰되었으나, 삼계탕과 족발의 경우 다른 식품에 비해 생

장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10oC와 같이 저온에서 미생

물의 생장이 가능한 식품으로 사료된다. Park 등12)의 연구

에서는 삼계탕을 4oC에 저장할 경우 마늘의 항균활성에

의해 세균의 생장이 저해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

의 결과로 보아 마늘의 항균활성이 저온저장인 10oC에서

는 세균이 마늘의 항균활성에 저항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온도 20oC에서는 3일 동안 저장하며 세균

수를 측정하였다. 삼계탕, 어글탕, 족발은 S. aureus, Sal-

monella 모두 9 log CFU/g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Fig. 3). 오돌뼈의 경우에도 S. aureus,

Fig. 1. Populations of Staphylococcus aureus (A) and Salmonella

(B) in Samgyetang(■), Ugultang(□), Odolbyeboguem(●), Jeonyak

( ○ ), and Jokbal ( ◆ ) during storage at 4oC for 14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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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onella 모두 성장하지만,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최

대 생장균수도 낮게 관찰되었다. 전약은 S. aureus와 Sal-

monella의 경우 생장의 변화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P ≥ 0.05)

(Fig. 3). 전약에서 위해세균이 생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0oC에서 가장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콜라겐 함유 식품

으로 사료된다. 30oC에서는 36시간 동안 저장하였고, 20oC

와 동일하게 삼계탕, 어글탕, 족발은 S. aureus, Salmonella

모두 약 9 log CFU/g까지 급격한 속도로 세균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Fig. 4). 오돌뼈의 경우 20oC와

마찬가지로 다른 콜라겐 함유 식품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

리게 관찰되었으나 2개의 식중독세균수 모두 생장하는 패

턴을 보였다. 하지만, 전약의 경우 위해세균 S. aureus,

Salmonella가 초기균수보다 36시간 저장 후 각각 1.6 log

CFU/g, 1.8 log CFU/g의 감소량을 보였다(P < 0.05) (Fig.

4). 저장온도 20oC와 30oC의 결과를 봤을 때 전약에 접종

한 위해세균이 생장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사멸하는 것으

로 보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콜라겐 식품이라고 사료

된다. 

Fig. 4. Populations of Staphylococcus aureus (A) and Salmonella (B) in Samgyetang(■ ), Ugultang(□ ), Odolbyeboguem(●), Jeonyak(○), and

Jokbal ( ◆ ) during storage at 30oC for 36 h.

Fig. 2. Populations of Staphylococcus aureus (A) and Salmonella (B) in Samgyetang( ■ ), Ugultang( □ ), Odolbyeboguem(● ), Jeonyak(○ ), and

Jokbal ( ◆ ) during storage at 10oC for 144 h.

Fig. 3. Populations of Staphylococcus aureus (A) and Salmonella (B) in Samgyetang(■ ), Ugultang(□ ), Odolbyeboguem(●), Jeonyak(○), and

Jokbal ( ◆ ) during storage at 20oC for 7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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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콜라겐 함유 식품을 다양한 온도에 저장하여 미

생물 분석한 결과를 미루어 보아 다른 콜라겐 식품과 달

리 전약만 고온 저장온도에서도 위해세균의 활성이 관찰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전약

제조 시 항균성이 있는 재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전약에 함유된 재료들의 항균성을 측정하였다. 

전약재료의 항균활성

전약에 첨가된 정향, 대추, 계피, 생강, 후추에 대한 항

균활성을 실험한 결과 Salmonella의 경우 정향과 계피

50 AU/mL에서 세균의 사멸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추,

생강, 후추는 Salmonella에 대한 항균력이 없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Table 1). S. aureus를 노출시킨 경우에는 정향

3.13 AU/mL에서 세균의 사멸이 확인되어 가장 항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후추로 25 AU/mL에서

세균 사멸이 관찰되었다. 가장 항균력이 높은 정향은 물과

메탄올과 같은 극성용매 추출물에서 Escherichia coli, S.

aureus, Pseudomonas aeroginosa에 강한 항균력을 나타냈

다. 이는 메타올 추출물에존재하는 eugenol성분들과 물 추

출물 존재하는 수용성 페놀성분들의 강한 항균력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13). 계피와 생강은 50 AU/mL에서 S. aureus

의 사멸이 확인되었으며, 대추는 항균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하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삼계탕에

첨가된 대추가 4oC에서 저장되는 동안 대장균군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11) 전약에 첨가된 경

우에는 대추에 의한 S. aureus와 Salmonella 생장에 대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Son 14)은 메탄올로 추출한 후추

추출물이 S. aureus에 대해 항균효과를 나타내고, 생강 추

출물은 B. cereus에 대해 강한 항균력을 보였다고 보고하

고 있다. 계피 추출물 또한 S. aureus,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등 많은 식중독 균에 대한 억제효과가 나

타나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약용식물 추출

물에 대한 항미생물 활성 연구에서도 생약재 중 정향이

강한 항균성을 보여 미생물에 의한 변패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서 천연 보존료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6). 

각종 항신료들이 Gram 음성균보다 Gram 양성균에 대하

여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연구17,18)들을 토대

로 본 연구에서도 Gram 양성균인 S. aureus가 상대적으로

Gram 음성균인 Salmonella에 비해 전약에 첨가된 재료들

에 의해 많이 제어되어 정향, 대추, 계피, 후추의 항균활성

은 Gram 음성세균보다 Gram 양성세균에 대해 더욱 효과

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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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콜라겐 함유량이 높은 한식메뉴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

해 평가를 위해 S. aureus와 Salmonella를 삼계탕, 어글탕,

오돌뼈 볶음, 전약, 족발에 접종하여 다양한 저장온도에서

세균수를 관찰하였다. 4oC의 저장온도에서는 5가지 콜라겐

함유식품에서 세균의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고, 10oC의 경

우 삼계탕과 족발이 다른 식품에 비해 세균이 생장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저장온도 20oC에서는 전약을 제외한 나

머지 식품에서 세균이 생장하였고, 30oC에서도 전약만 세

균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가지 콜라겐 함유

식품 중 전약만 고온 저장온도에서 위해세균의 활성이 관

찰되지 않고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약에 첨

가된 정향, 대추, 계피, 생강, 후추에 대한 항균활성을 실

험하였다. 그 결과 정향, 계피, 후추, 생강이 S. aureus에

Table 1.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the ingredients formulated in Jeonyak against Salmonella and Staphylococcus aureus

Microbiology Ingredient
Concentration (AU/mL)

100 50 25 12.5 6.25 3.13 1.56 0.78 0.39 0.20 0.10 0.00

Salmonella

Clove - - + + + + + + + + + +

Cinnamon - - + + + + + + + + + +

Pepper + + + + + + + + + + + +

Ginger + + + + + + + + + + + +

Jujube + + + + + + + + + + + +

S. aureus

Clove - - - - - - + + + + + +

Cinnamon - - + + + + + + + + + +

Pepper - - - + + + + + + + + +

Ginger - - + + + + + + + + + +

Jujube + + + + + + + + + + + +

+: growth

-: no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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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항균성을 보였고, Salmonella에 대해서는 정향과 계

피만 항균력이 나타났으며, 대추는 항균능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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