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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of effective sanitization method of sprout vegetable for 
microbiological safety.
 Methods : Sanitization treatments were performed by dipping the sprout into chlorine and vinegar water. Microbial analysis 
were composed of the total plate count(TPC) and coliform group count(CGC).
 Result : Among chlorine water sanitization, the microbial reduction was largest in 100ppm chlorine water, and its TPC and 
coliform group count decreased to 6.01 log CFU/g and 5.06 log CFU/g. The effective dipping time in 100ppm chlorine water 
treatment was 5.97 log CFU/g and 5.91 log CFU/g for 30min and 60min, in which TPC were below the microbiological safety 
limits of 6.00 log CFU/g. Coliform group counts were decreased to 5.44, 5.46, 5.42 log CFU/g in the dipping the spouts for 
30min, 60min and 90min. As a result of sanitizing alfalfa spout by vinegar water, a microbial counts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and the dipping time.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vinegar water was 2% for TPC(6.00 log CFU/g) 
and 1% for coliform group count(5.20 log CFU/g). With 1% vinegar water treatment, TPC became below the microbiological 
safety limits in all samples and in particular, the sample treated for 60min and 90min(4.93, 4.54 log CFU/g). While coliform 
group counts were decreased to 3.91 log CFU/g in the dipping the sprouts for 90min, those were still beyond the permitted 
limit. 
 Conclusion : To secure the food safety of food service facilities including kindergarten feeding, it is considered that along 
with the systematic study of effective disinfection method for microbiological control at the preconditioning level of spout 
vegetable within the range of secured maleficence to human body, and the study regarding the measures to lower the initial 
microbiological pollution of spout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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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기는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성장이 급격히 진행되

는 시기로서 이때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충분한 영양공급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Hammond 등, 1994; O,Brien 등, 2000; O,Brien 등, 2001; 

Wright & Radiclife, 1992). 1980년  이후 유아교육에 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보육시설

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 9월 현재 전국 보육시

설의 수는 26,903개이며, 930,252명의 아동들이 보육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에는 반

드시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에는 적당한 영양공급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증가로 인해, 웰빙

(well-being)의 핵심인 건강에 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

서 식품의 소비패턴도 종전의 칼로리 및 영양성 위주에서 

건강지향성과 편이성으로 바뀌어 가면서, 육식보다 채식,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샐

러드류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품 소재별로는 과·

채류의 비중이 점차 증 되고 있으며, 신선한 식품에 한 

수요도 급신장하고 있다(KFDA, 2007; KASC, 2004; Ryu, 

2001). 이러한 신선 채소류에 한 관심과 더불어 새싹채

소의 다양한 효능이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새싹채소의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새싹채소의 비타

민·미네랄 함량은 다 자란 채소의 3∼4배에 이르며 필수아

미노산, 불포화지방산 및 식이섬유소 등도 풍부한 고영양 

저칼로리 식품으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체중감량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5; Dziezak, 1986; 

Wright & Radiclife, 1992). 

유치원 급식은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

예절을 기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급식의 중요성

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급식은 다른 단체급식과

는 달리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를 상

으로 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ADA, 

1997). Jang과 Kim(2003)의 연구에서도 전국 부분의 공·

사립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립은 초등학교 

급식시설과 식당을 이용하는 반면 사립은 자체적으로 준

비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한 식사를 각 반 교실에서 급식

하고 있어 위생관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2000년에 국내 단체급식에 HACCP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

력으로 2003년부터 모든 학교 급식시설에 HACCP시스템

을 확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한국생활안전연합

(Korean Association for Safety Communities)이 전국 보육시

설 100곳을 조사한 결과, 급식관리가 60점 만점에 31.2점

으로 집계되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급식관리 

평가항목별로는 식재료관리 1.2/5점 및 급식경영관리 2.3/7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관리기준의 제시와 아울러 

식품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 및 전문적

인 급식관리자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을 포함한 단체급식에서 제공되는 반찬류 중 두

번째로 사용빈도가 높은 생채류는 가열조리 없이 그 로 

제공되기 때문에 생채소류가 식중독균이나 다량의 미생물

에 오염되었을 경우 식품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집계한 최근 식중

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식중독 환자의 65.7 %, 

2007년에는 74.5 %의 환자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하였고 

규모 또한 형화되고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의 발생 

건수의 75.3 %, 발생 환자수의 86.6 %가 학교나 유치원 

급식소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과채류 및 그 가공식품

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2007년에만 전체 발생 건수의 

2.6 %, 환자수의 5.1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생채소·과일의 미생물 오염 및 증식, 이들로부터 

병원성 미생물이 조리종사자의 손이나 기구에 간접적으로 

유입되어 조리과정 중 교차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Ha & Kim, 2000; Park 등, 2001; Vijayakumar 

& Wolf-Hall, 2002; Woo 등, 2004).

미국, 일본, 유럽 시장에서의 발아채소 생산량은 매년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 샐러드 등으로 날로 

섭취됨으로써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2006년 9월 오염된 신선 시금치로 인한 장균 

O157:H7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3명이 사망해 전 세계에 

이슈가 되어 주변국에 미국산 신선 시금치의 수입 금지조

치가 내려지기도 했으며(Kim 등, 2003), 양상추와 각종 샐

러드로부터 장균 O157:H7의 감염에 의한 다수의 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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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사고발생이 보고되었다(Kim 등, 2000; Kim 등, 2007). 

일본의 경우, 1998년에 새싹채소 중 무싹에 존재하는 

Salmonellae와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Aeromonas hydrophia 등에 의해 6,000명 이상의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1992년부터 2000년에 걸쳐 영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1,518건 중 85건(5.6 %)은 샐러드·생채소·과일

의 섭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Norwalk-like 

virus나 Salmonella가 원인인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Lee & Jang, 2004; Yang 등, 2003).

이와 같은 식중독의 원인인 새싹채소의 오염은 주로 종

자가 생산되는 밭과 발아가 이루어지는 공정에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재배형태에 의해 발생한

다. 따라서 유치원급식에서의 새싹채소 이용 시 전처리단

계에서 가시적인 살균효과를 부여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

성 확보 방법에 한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

이다(Kim 등, 2004). 최근에는 높은 농도의 염소 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에 한 우려로 인해 염소를 체할 

소독제로서 식초수에 한 연구(Zhang과 Farbe, 1996)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전해수(Song, 2001), 오존수(Dee, 

1997; Hwang 등, 2005; Kim 등, 1999) 등 여러 소독제의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분의 연구들이 생채소 소독에 관한 연구

에 한정되어 있어 생채소 중 초기 미생물 오염수준이 높

은 새싹채소에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Lee 등(2005)에 의해 polyphenol과 식

이섬유소 함량이 현저히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된 알팔파

를 상으로 염소수와 식초수를 사용하여 소독의 농도, 침

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저감 효과에 있어 효과적인 소독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알팔파 새싹채소는 유치원에 납품하는 부산 반여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생산지 직송으로 당일 수확된 것

을 구입하여 1시간 이내로 실험실로 옮긴 후 4 ℃ 냉장고

에 보관하면서 외관 상태와 모양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것

을 선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염소소독

염소 용액은 현재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아 학교나 유치

원 급식소에서 생채소 소독시 이용되고 있는 Y사의 유효

염소 4 %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소독

방법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

생관리 지침서에서 제시한 100 ppm 농도의 염소수에 5분

간 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염소수의 농도와 침지 시간을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염소수의 농도에 따른 소독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50, 

100, 150 ppm의 염소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새싹채소

의 소독 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다음 소독한 후 

먹는 물로 헹군다는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지침

서의 기준과 염소소독 전 예비세척을 통해 소독효과가 우

수하다는 연구들(Lee 등, 2005; Lim 등, 1997; Marchetti 등, 

1992)을 참고하여, 알팔파 새싹을 소독하기 전 수도수로 

30초씩 3회 세척한 후 각 농도별로 5분씩 침지한 다음, 수

도수를 끓여 식힌 멸균수로 1회 헹굼 처리하였다. 마지막

으로 야채용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었다.

염소수 침지 시간에 따른 소독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알

팔파 새싹채소를 수도수로 30초씩 3회 세척한 후 염소수 

100 ppm 농도에 5분, 30분, 1시간, 1시간 30분씩 침지한 

다음, 멸균수로 1회 헹굼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야채용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었다. 각 단계에 사용

된 침지수량은 재료의 15배로 하였다.

3. 식초소독

식초수의 농도에 따른 소독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판 합성식초(총산농도 6 %)를 이

용하여 농도 0.5 %, 1 %, 2 %의 식초수를 제조하여 사용

하였다. 먼저 수도수로 30초씩 3회 세척한 알팔파 새싹채

소를 각 농도별로 5분간 침지한 다음, 수도수를 끓여서 식

힌 멸균수로 헹굼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야채용 탈수기

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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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수의 침지 시간에 따른 소독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실험과 식초농도 1 % 이상에서는 식중독 병원균이 검

출되지 않았다는 연구(Ackers 등, 1998)를 참고하여 1 %의 

식초농도에 알팔파 새싹채소를 5분, 30분, 1시간, 1시간 30

분씩 침지한 다음, 멸균수로 1회 헹굼 처리하였다. 마지막

으로 야채용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었다. 각 

단계에 사용된 침지수량은 재료의 15배로 하였다.

4. 미생물학적 분석

미생물학적 분석은 식품공전(ME와 HRD, 2004)의 실험

법을 기준으로 총균, 장균군에 해 실시하였다. 시료의 

채취 및 실험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배지는 121 ℃
에서 15분간 가압 멸균하여 무균 처리하였다. 조구로서

는 세척하기 전 원재료로 하였다.

5. 총 균수(일반세균수, Total plate count)

시료는 각각 10 g씩 무균상태로 취하여 무균백

(stomacher sterile bag)에 담고 0.85 % 멸균 NaCl 용액 90 

㎖를 가하여 10배 희석시켜서 Stomacher를 이용하여 2분 

30초간 230 rpm으로 균질화했다. 균질화된 시료는 10-1의 

실험원액으로서 이 중 1 ㎖를 취하여 9 ㎖의 0.85 % 멸균 

NaCl 용액으로 단계별로 희석하였다. 각 단계 희석액 0.1

㎖ 씩을 응고된 표준한천배지(Standard plate count agar, 

Difco)에 3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도말하였다. 분주한 

petri dish는 거꾸로 하여 36±1 ℃ 배양기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colony counter를 사용하여 1평판 당 30∼300개

의 colony를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집락수(Colony form 

units/g: CFU/g)를 계산하였다.

6. 대장균 군수(Coliform group count)

3단계 희석액(1, 0.1, 0.01 ㎖) 시험관을 3개씩 사용하여 

최확수법(most probable number : MPN)에 의하여 계산하였

으며, gas의 생성 유무를 알기 위해 듀람발효관(fermentive 

tube)을 사용하였다.

7. 미생물의 안전 기준치

유치원급식에 제공되는 음식의 미생물적 기준은 식품공

전에서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관

리 지침서에서 제시한 권장허용치에 준하였다. 새싹채소 

같은 생채소나 과일이 함유된 음식에 해 총균수 6.00 

log CFU/g 미만, 장균군수 3.00 log CFU/g 미만으로 규

정하고 있다.

8. 통계분석

미생물학적 분석은 3회 반복 측정한 평균치로 나타내었

다. 분석 결과는 SPSS(v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산분석(ANOVA)한 후, p＜0.05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시

료에 해서 각각 Turkey,s multiple range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염소수 농도별 소독효과

알팔파 새싹채소의 염소수 농도에 따른 미생물적 제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그림 1과 같다. 알팔파 새싹 원재

료의 미생물 오염도는 총균수 7.26 log CFU/g, 장균 군

수 6.94 log CFU/g으로 나타났다. 총 균수의 경우, 수도수 

처리구에서 6.75 log CFU/g으로 나타나 0.51 log scale 정도

의 감균효과를 보였으며, 염소수 50 ppm 처리구는 6.89 

log CFU/g, 100 ppm 처리구는 6.01 log CFU/g, 150 ppm 처

리구는 6.11 log CFU/g으로 나타나 각각 조구에 비해 

0.37, 1.25, 1.15 log scale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ppm 처리구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여 생채소의 미

생물 안전 기준치인 6.00 log CFU/g 미만을 만족하는 수준

을 나타내었다. 

장균 군수의 경우, 수도수 처리구에서 6.58 log CFU/g

으로 나타나 0.36 log scale의 감균효과를 보였으며, 염소

수 50 ppm 처리구는 5.94 log CFU/g, 100 ppm 처리구는 

5.60 log CFU/g, 150 ppm 처리구는 5.92 log CFU/g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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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조구에 비해 각각 1.0, 1.34, 1.02 log scale씩 

감소하였다. 총 균수와 마찬가지로 100 ppm 처리구에서 

장균 군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생야채의 

미생물 안전 기준치인 3.00 log CFU/g 미만의 수준에는 휠

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SD
F p

NW TW A B C
TPC 7.26±0.07 6.75±0.06 6.89±0.06 6.01±0.08 6.11±0.08 3.922 .027*
CGC 6.94±0.20 6.58±0.04 5.94±0.06 5.60±0.05 5.92±0.04 2.759 .014*

*p<.05

표 1. 염소수 농도에 따른 미생물제어 분석

그림 1. 염소수 농도에 따른 미생물제어 분석. 
NW : 씻지않은 처리구, TW : 수도수 처리구, A : 염소

수 50 ppm 처리구, B : 염소수 100 ppm 처리구, C :
염소수 150 ppm 처리구.

 

2. 염소수 침지 시간별 소독효과

알팔파 새싹의 염소수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적 제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총 균수의 경우 

7.56 log CFU/g, 5분 침지 시 6.13 log CFU/g, 30분 침지 시 

5.97 log CFU/g, 60분 침지 시 5.91 log CFU/g, 90분 침지 

시 6.24 log CFU/g으로 조구 비 각각 1.43, 1.62, 1.65, 

1.32 log scale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지 시간 5분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미생물 안전 기준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침지 시간 60분일 때 감

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균 군수의 경우 

7.05 log CFU/g, 5분 침지 시 5.70 log CFU/g, 30분, 60분, 

90분 침지 시 5.44, 5.46, 5.42 log CFU/g으로 조구 비 

각각 1.35, 1.61, 1.59, 1.63 log scale정도의 감균효과를 나

타냈지만 미생물 안전 기준치인 3.00 log CFU/g 미만의 수

준을 휠씬 초과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팔파 새싹채소의 총 균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염소수 100 ppm에 5분 침지 시 1.43 log 

scale, 30분, 60분, 90분 침지 시 1.62, 1.65, 1.32 log scale 

정도로 감균되었으나 여전히 미생물 안전기준치를 초과하

는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샐러드의 세척소독 시 염소

수 침지 시간 증가에 따른 사멸효과의 증거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Kim과 Kim(2005)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M±SD
F p

NW A B C D
TPC 7.56±0.23 6.13±0.10 5.97±0.19 5.91±0.16 6.24±0.11 3.167 .012*
CGC 7.05±0.13 5.70±0.18 5.44±0.23 5.46±0.21 5.42±0.20 4.641 .032*

*p<.05

표 2. 염소수 100 ppm의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제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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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초수 농도별 소독효과

알팔파 새싹을 수도수로 3회 세척 후 0.5 %, 1 %, 2 %

의 식초농도로 5분간 소독 처리한 후 멸균하여 식힌 물로 

헹군 후 미생물 제어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총 균수의 경우 원재료에서 7.67 log CFU/g 이었으나, 수

도수 처리구는 7.26 log CFU/g, 0.5 % 식초수 처리구는 

6.74 log CFU/g, 1 % 식초수 처리구는 6.25 log CFU/g, 2 

% 식초수 처리군은 6.00 log CFU/g으로 나타나 식초수의 

초산농도가 0.5 %에서 2 %로 증가함에 따라 0.93∼1.67 

log scale 정도로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 % 농도에서는 생채소의 미생물 기준치에 만족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균 군수의 경우 원재료에서 

6.37 log CFU/g 이었으나, 수도수 처리구에서 5.65 log 

CFU/g으로 나타나 조구 비 0.72 log scale의 감균효과

를 보였으나 식초수 처리구에서 5.63, 5.20, 5.46 log CFU/g

으로 나타나 조구 비 0.74, 1.17, 0.91 log scale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SD
F pNW TW A B C

TPC 7.67±0.16 7.26±0.13 6.74±0.11 6.25±0.12 6.00±0.13 2.704 .016*
CGC 6.37±0.09 5.65±0.18 5.63±0.20 5.20±0.14 5.46±0.14 2.596 .029*

*p<.05

표 3. 식초수 농도에 따른 미생물제어 분석

그림 2. 염소수 100 ppm의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

물제어 분석. NW : 씻지않은 처리군, A : 염소수

100 ppm에 5분 침지, B : 염소수 100 ppm에 30분
침지, C : 염소수 100 ppm에 60분 침지, D : 염소

수 100 ppm에 90분 침지.

그림 3. 식초수 농도에 따른 미생물제어 분석. NW
: 씻지않은 처리구, TW : 수도수 처리구, A : 0.5 
% 식초수, B : 1 % 식초수, C : 2 % 식초수.

4. 식초수 침지 시간별 소독효과

식초수에 의한 새싹채소의 효과적인 침지 시간을 조사

하기 위해 식초수 농도실험을 통해 총 균수 및 장균 군

수의 감균에 해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된 1 % 농도

의 식초수에 세척한 알팔파 새싹을 5분, 30분, 60분, 90분 

침지 후 멸균수로 헹군 후 미생물 제어효과를 살펴본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총 균수의 경우 원재료에서 7.00 log 

CFU/g, 5분 처리군은 5.81 log CFU/g, 30분 처리구는 5.67 

log CFU/g, 60분 처리구는 4.93 log CFU/g, 90분 처리구는 

4.54 log CFU/g 으로 나타나, 침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구 비 각각 1.19, 1.33, 2.07, 2.46 log scale 씩 감소

하여 모든 처리구에서 생채소 미생물 안전 기준치를 만족

시키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침지 시간이 60분 이상 경과

되었을 때 감균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침지 시간이 가장 

긴 90분 처리구가 가장 낮은 균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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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F p

NW A B C D
TPC 7.00±0.17 5.81±0.17 5.67±0.08 4.93±0.16 4.54±0.08 1.236 .044*
CGC 6.68±0.14 5.19±0.19 4.36±0.17 4.20±0.17 3.91±0.05 1.733 .023*

*p<.05

표 4. 염소수 100 ppm의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제어 분석

 

그림 4. 1 % 식초수의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제어 분석. NW : 씻지 않은 처리군, A : 1 %
식초수에 5분 침지, B : 1 % 식초수에 30분 침지,
C : 1 % 식초수에 60분 침지, D : 1 % 식초수에

90분 침지.

장균 군수는 원재료의 경우 6.68 log CFU/g, 5분 처리

구는 5.19 log CFU/g, 30분 처리구는 4.36 log CFU/g, 60분 

처리구는 4.20 log CFU/g, 90분 처리구는 3.91 log CFU/g 

으로 나타나 조구 비 1.49, 2.32, 2.48, 2.77 log scale 

정도의 감균효과를 나타냈고, 특히 침지 시간이 60분 이상 

경과하면서 2.48 log scale 이상의 감균효과를 보였으며 90

분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미생물 안전 

기준치인 3.00 log CFU/g 미만의 수준을 여전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알팔파 새싹채소를 상으로 염소수와 식초

수를 사용하여 소독의 농도,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저

감효과에 있어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구와 처리구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팔파 새싹채소에 한 염소소독 시 염소농도를 달리

하여 미생물 검사에서는 100 ppm 염소수 처리구에서 감

균효과가 높아 총 균수와 장균 군수가 가장 낮은 수치

를 나타냈다. 반면 50 ppm 처리군에서의 미생물 감균효과

는 미미했으며 150 ppm 처리구에서는 100 ppm 처리구보

다 총 균수와 장균 군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샐러드를 상으로 염소수 소독에 의한 최적의 

세척조건 확립에 한 Kim과 Kim(2005)과 Kim과 

Ko(2004)의 연구에서 염소농도가 50 ppm에서 150 ppm으

로 증가한다고 해서 총 세균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모두 

유사한 오염도를 나타낸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서 생야채와 과일 소독으로 제시된 염소수 농도인 100 

ppm에서 새싹채소의 제균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알팔파 새싹채소의 총 균수의 변화분석에서는 염소수 

100 ppm에 5분 침지 시 1.43 log scale, 30분, 60분, 90분 침

지 시 1.62, 1.65, 1.32 log scale 정도로 감균되었으나 여전

히 미생물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샐러드의 세척소독 시 염소수 침지 시간 증가에 따

른 사멸효과의 증거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Kim과 

Kim(2005)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식초수 농도별 소독효과 조사에서는 총 균수의 경우 초

산 농도가 높을수록 균수 저감효과가 높게 나타나 2 % 농

도에서 가장 효과가 높았지만, 장균 군수의 경우는 1 %

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5; 

Kim 등, 2003).

식초수 침지 시간별 소독효과 조사에서는 식초수의 침

지 시간이 증가할수록 총 균수와 장균 군수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특히 침지 시간이 60분 이상 

경과하면서 2.07 log scale 이상의 높은 감균효과를 나타냈

다(Choi, 2005; Kim 등, 2007).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새싹채소의 비위생적인 재배환

경으로 인해 초기 미생물 오염도가 심각하여, 현재 유치원



대한통합의학회지 제4권 제4호

 116 

급식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염소수와 식

초수를 이용해 다양한 소독방법을 실시하였으나 초기 미

생물 오염수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소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싹채소의 전처

리 단계에서 인체 유해성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인 소독방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

싹채소의 초기 미생물 오염도를 낮추는 방안에 한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유치원 급식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

싹채소의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모색하고 실용 가능한 방

안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알팔파 새싹채소를 상으로 염소수와 식초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각 소독제의 농도 및 침지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제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총 균수와 장균 군수

를 측정하였다.

알팔파 새싹채소를 염소수로 소독한 결과, 염소농도 

100 ppm 처리구에서 감균효과가 가장 커서 총 균수는 

6.01 log CFU/g, 장균 군수는 5.60 log CFU/g의 수준을 

나타냈다.

100 ppm의 염소수에 효과적인 침지 시간을 조사한 결

과, 알팔파 새싹채소의 총 균수는 30분과 60분 침지 시 

5.97, 5.91 log CFU/g으로 생채소 미생물 안전 기준치(6.00 

log CFU/g 미만)를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장균 군

수의 경우 30분, 60분, 90분 침지 시 5.44, 5.46, 5.42 log 

CFU/g이었으나 생채소 미생물 안전 기준치보다는 휠씬 

높았다. 

알팔파 새싹을 식초수로 소독한 결과, 총 균수의 경우 초

산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식초수 2 % 농도에서 6.00 

log CFU/g으로 안전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장균 군수는 1 

% 농도에서 5.20 log CFU/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산농도 1 % 식초수의 침지 시간별로 소독한 결과, 총 

균수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생채소 미생물 안전 기준치

를 만족하였고, 특히 60분과 90분 처리 시 4.93, 5.45 log 

CFU/g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균 군수는 90분 처리 시 

3.91 log CFU/g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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