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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부추에서 이산화염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의 식중독세균 저감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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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icrobial reduction effect of chlorine di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in Korean chive. Korean chive inoculated with foodborne pathogens at the level of approxi-

mately 7~8 log CFU/g wa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hlorine dioxide (3, 4, 10, 25 and 100 ppm and

sodium hypochlorite (100, 150 and 200 ppm) for 5, 10, 30 and 60 minutes. The treatment of 150 ppm sodium

hypochlorite and 50 ppm chlorine dioxide for 30 min reduced the number of total bacteria in Korean chive up to 2.0

log CFU/g. Reduction of microbial levels was observed for all concentrations of sanitizers but their effectiveness did

not correspond to their concentration. Due to the quality degradation, 50 ppm chlorine dioxide was not appropriate for

Korean chive. Most effective reduction of microbial levels was observed when Korean chive were treated with 9 times

more sanitizer in volume. For field application, the treatment of 150 ppm sodium hypochlorite showed 2.7 and 4.0 log

CFU/g reductions for numbers of total bacteria and coliforms, respectively. Therefore, washing with sodium

hypochlorite of a ratio of 1:9 (Korean chive : 150 ppm sodium hypochlorite (w/v)) for 30 minutes can reduce the num-

ber of foodborne pathogen in Korean 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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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로 육식보다는 채식, 가공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있다1). 특히 웰빙(well-being)의 영향으로 샐러드, 새싹비

빔밥 등의 신선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2). 조

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소비가 대폭 증가하

면서 신선농산물이 원인이 된 식중독발생보고 건수가 증

가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3). 국내에서는 농산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어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농산물 중 식중독균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

으로 Escherichia coli,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Clostridium perfringens와 같은 식중독균이 검출되

고 있어 국내 엽채류도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4-6). 

특히 부추는 일반세균수 1.6 × 107 CFU/g, 대장균군 9.8 ×

106 CFU/g으로 타 농산물에 비하여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식중독 세균인 C. perfringens(23.1%)와 E. coli(7.7%)도 검

출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이다6). 또한 부

추는 겉절이 등 생식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식중독세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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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멸시키거나 또는 그 수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

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것

이 식중독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다7,8). 이에 최근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

는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려는 제도인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도입

을 권장하고 있다9).

GAP 제도를 시행하는데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수확 후 관리 부분이다. 엽채류는 수확 후

2~3시간 내에 예냉처리를 하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확 직후에 농가인근에서 예냉, 세

척, 포장할 수 있는 위생적인 수확 후 처리시설이 필요하

다. 이에 농가에서 영양부추에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수

확 후 처리시설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영

양부추 중 위생지표세균과 식중독세균을 조사한 결과 냉

수를 이용하여 예냉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위생적인 수확 후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현

장에서 저비용으로 식중독세균을 저감화 할 수 있는 기술

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산물 중 식중독세균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비

가열 처리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전해수, 유기산,

이산화염소(ClO2) 및 UV-C, 전자선, 감마선 조사 등이 있

다10-13). 이들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술은 주로 차아염

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등 살균성이 있는 화학소독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14).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다루기 쉽고 가

격이 저렴하여 식품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이

며, 미국의 경우 과일과 채소의 수확 후 미생물 오염을 제

거하기 위하여 50~200 ppm의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15). 이

산화염소는 그동안 식품 소독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수용성이 10배 정도 높고 유기

물과의 반응성이 약하여 처리후 반응부산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살균력도 약 3배 정도 높다. 또한 이산화염소는 공

기 중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소독제 처리 후 식품에 소독

성분이 잔류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농산물에 적합한 소독

제라 할 수 있다16).

소독제의 효과는 농산물의 종류, 소독제의 농도, 처리시

간, 농산물과 소독제 비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

려져 있다17-20). Mahmoud 등18)과 Trinetta 등19)의 연구에 따

르면 딸기와 토마토에 처리된 이산화염소 가스의 미생물

저감효과는 농도와 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높아진다고 보

고하였다. Beuchat 등21)은 상추와 소독제의 비율을 1 : 100,

1 : 10, 1 : 4, 1 : 2로 처리했을 때 상추와 소독제 비율이 감

소할수록 소독제 속의 잔류염소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이산화염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의한 식중

독세균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소독제

의 최적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추에

대한 이산화염소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수의 효과를 분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증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양부추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이산화염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한

영양부추 중 식중독세균 저감기술을 확립하였고, 확립된

최적조건을 현장에 적용하여 현장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이산화염소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영양부추 중 식중독세

균 저감화 효과

실험균주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균주는 병원성 E. coli 5종

(Enterohemorrhagic E. coli ATCC 43895, Enteropathogenic

E. coli NCCP 13715, Enterotoxigenic E. coli NCCP 13718,

Enteroinvasive E. coli NCCP 13719, Enterohemorrhagic E.

coli NCCP 13721)과 Salmonella spp. 3종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9586, Salmonella Typhi ATCC 19946,

Salmonella Enteritidis ATCC 43174), Bacillus cereus 3종

(KCCM 40138, ATCC 10876, ATCC 13016), Staphylococcus

aureus 3종 (ATCC 23235, ATCC 27664, ATCC 13565)이다.

시료 중 존재하는 background microflora의 생육을 억제

하기 위해 rifampicin 항생제를 사용하고자 실험균주는

rifampicin 저항성을 유도하였다. Rifampicin 저항성 유도

는 tryptic soy agar (TSA; 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상에서 배양한 각 균주를 1 loop 취하여 50 µL/

mL의 rifampicin (R; Biosesang, Sungnam, Gyeonggi, Korea)

이 함유된 luria bertani (LB) broth (Oxoid, Bashingstoke,

Hampshire, England)에 접종하고 37oC에서 24시간 진탕 배

양하였다. 이후 50 µL/mL의 rifampicin이 함유된 LB aga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에 접종하고 37oC

에서 24시간 배양하여 rifampicin 저항성 균주를 얻었다.

Rifampicin 저항성 균주는 20% glycerol을 함유하는 tryptic

soy broth-rifampicin (TSB-R)를 사용하여 −70oC에서 보관

하였다. 사용 시에는 상온에서 해동한 후 10 µL를 취하여

7 mL의 TSB-R에 넣은 후 E. coli, Salmonella spp., S.

aureus는 37oC, B. cereus는 30oC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이후 1차 배양액 1 mL을 200 mL의 TSB-R에 접종

하고 E. coli, Salmonella spp., S. aureus는 37oC, B. cereus

는 30oC에서 2차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은 4,500 ×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시험균을 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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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생균수가 7~8 log CFU/mL가 되도록 희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살균소독제
 

준비

영양부추 중 식중독세균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이산화염

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물로 희석한 이산화염소수와 차

아염소산수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먼저 이산화염소수

는 이산화염소수 생성장치(CA200, Purgofarm,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조제하였으며, 실험시 유효염소의 농도

는 3, 5, 10, 25, 50, 100 ppm으로 하였다. 차아염소산나트

륨수는 교육부 지침서에 제시된 공식(100 ppm/1,000,000

× 100/소독제의 유효농도 ×물의 양)에 의하여 첨가할 차아

염소산나트륨 용액량을 산출하였다. 실험시 유효염소의 농

도는 100, 150, 200 ppm로 하였다.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처리 바로 직전에 제조하여 사용하

였다. 이산화염수소와 차아염소산수에 존재하는 유효염소

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조사 사용매뉴얼에 따라 유

효염소농도측정기(HI 95771 Chlorine DPD, LaMotte, MD,

USA)를 사용하였다.

실험균주
 

접종
 

및
 

살균소독제
 

농도별
 

처리효과

영양부추 100 g을 멸균팩에 넣고 실험균주별로 앞서 준

비한 균액 500 mL을 가하여 10분간 침지한 후 멸균된 철

제 그물망에 영양부추를 일렬로 펼쳐놓고 2시간 건조한

것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균주가 접종된 영양부추 60 g

을 농도별로 제조된 이산화염소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수 540 mL에 넣고 10분간 반응시켰다. 미생물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살균소독제와 10분간 반응시킨 영양부추

20 g을 취하여 Dey Egley Neutralizing broth (Difco Labo-

ratories, Detroit, MI, USA) 80 mL을 넣고 stomacher로 2

분간 처리하였다. 그중 1 mL을 취하여 십진희석하고 각

희석액을 250 µL씩 취하여 TSA-R 배지에 도말하였다. 이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세균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살균소독제 처리가 미생물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

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양부추 중 일반세균

수, 대장균군수, E. coli 세균수를 조사하였다. 각 처리구

별로 채취한 영양부추로부터 시료를 25 g씩 취하여 0.85%

생리식염수 225 mL과 혼합하고 stomacher에서 2분간 균

질화 하였다. 균질화 된 시료 1 mL를 취하여 십진 희석한

후 희석액별로 일반세균수 측정용 AC PetrifilmTM (3M, St.

Paul, MN, USA)에 접종하고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대장균군 및 E. coli 세균수의 측정은 Coliform/EC

PetrifilmTM (3M, St. Paul, MN, USA)을 이용하였으며 각

각의 희석액 농도별로 1 mL씩 취하여 Petrifilm에 접종하

고 37oC에서 24시간 배양 후 기포를 가진 red colony는

대장균군으로 그리고 기포를 가진 blue colony는 E. coli

로 인정하여 계수하였다. 최종균수는 전형적인 집락을 보

이는 균주 ×희석배수로 계산하였다22).

살균소독제
 

농도별
 

처리시간
 

결정

살균소독제 농도별 최적 처리시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산화염소수의 유효염소 농도는 5, 10, 25, 50 ppm로 준비

하였고,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 농도는 100, 150 ppm로

준비하였다. 각각의 살균소독제 농도별로 5, 10, 30, 60분

간 처리하고 살균소독 효과를 비교하였다. 미생물 저감효

과 확인 방법은 앞의 살균소독제 농도별 처리효과 실험과

정과 동일하다.

영양부추에
 

처리되는
 

소독제양
 

결정

실험균주가 접종된 영양부추를 차아염소산수 (유효염소

150 ppm)에 침지하여 10분간 처리하였으며 소독제 처리양

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양부추와 소독제의 처

리비율을 각각 1 : 2, 1 : 4, 1 : 9, 1 : 19로 하여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확립된 미생물 저감법의 현장 적용

살균소독제
 

처리

확립된 영양부추의 미생물 저감기술을 농가단위 소규모

수확 후 처리시설이 설치된 경기도 양주시 영양부추 생산

농가 2곳에 적용하였다. 물 70 L에 4~5% 차아염소산나트

륨 385 mL을 첨가하여 유효염소가 약 150 ppm이 되도록

살균소독제를 만든 다음, 영양부추 100단(150 g/단)을 침

지하여 30분간 처리하였다. 처리후 잔류하는 살균소독제

를 제거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에 1분 동안 3회 세척하였

다. 대조구로 살균소독제를 처리하지 않는 같은 지역 소

재의 영양부추 생산농가 2곳을 선정하여 그 곳에서 생산

되는 영양부추의 미생물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살균소독

제 처리농가와 비처리 대조구 농가에서 각각 영양부추를

5단씩(300 g/단)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살균소독제

처리가 미생물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한 지표로서 앞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영양부추

중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E. coli 세균수를 조사하였다. 

관능평가

살균소독제 처리 후 물로 3회 세척한 영양부추를 4oC저

온창고에서 30일간 보관하면서 신선도 및 이취발생을 정

도를 육안으로 평가하였다. 50% 이상 변질되고 이취가 강

할 경우 1점, 30% 이상 변질되고 이취가 날 경우 2점,

5~10%가 변질되고 이취발생하기 시작할 경우 3점, 이취

발생은 없으나 시드는 등 약간의 외관상 신선도가 떨어지

기 시작할 경우 4점, 신선하고 이취 발생 없을 경우 5점

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4점까지는 상품으로 가치가 있

는 시점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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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으며 관찰된 실험결과

의 처리간 효과는 SAS 통계 프로그램(version 9.1, SAS

Institute, NC, USA)의 분산분석(ANOVA procedure)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p < 0.05 수준에서 처리효과가 유의적

인 경우에는 Tukey's HSD test를 이용하여 평균간 다중비

교를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이산화염소의 농도에 따른 식중독세

균과 일반세균의 저감화 효과

소독제의 농도별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아염소

산나트륨 100, 150, 200 ppm과 이산화염소 3, 5, 10, 25,

50, 100 ppm을 영양부추에 10분 동안 처리하였으며 처리

한 후 미생물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2와 같

다. 먼저 일반세균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150, 200 ppm

처리 하였을 때, 0.7, 1.5, 1.8 log CFU/g으로 감소하였으나

(p < 0.05),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과 200 ppm 처리구

사이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산화염소 3, 5,

10, 25, 50, 1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0.8, 0.8, 0.8, 1.3,

1.5 log CFU/g으로 감소하였으나(p < 0.05), 이산화염소 3,

5, 10, 25 ppm 처리구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Vandekinderen 등23)은 부추에서 차아염소산

나트륨 20, 200 ppm 처리 시 일반세균수가 각각 0.8, 1.0

log CFU/g 수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배추에

서 차아염소산나트륨 200 ppm 처리 시 2.0 log CFU/g 감

소되었으며, 양상추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ppm 처리

시 1.8 log CFU/g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된바 있다24,25). 이산

화염소의 경우 상추와 깻잎에서는 이산화염소 30 ppm 처

리시 각각 3.6, 3.0 log CFU/g이 감소하였고26), 레드치커리

와 청경채에서는 이산화염소 50 ppm 처리시 각각 1.4, 1.2

log CFU/g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27).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농산물마다 소독제의 효과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농산물의 표면구조,

미생물의 부착능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중독세균의 경우 B. cereus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2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2.1, 2.4 log CFU/g으로, 이산화

염소 3, 5, 10, 25, 50, 1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1.8, 1.8,

1.8, 2.0, 2.1, 2.3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p < 0.05). E.

coli도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2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2.4, 2.8 log CFU/g으로, 이산화염소 3, 5, 10, 25, 50, 1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2.1, 2.0, 2.4, 2.5, 2.4, 2.5 log CFU/

g으로 감소하였다(p < 0.05). 하지만 각 처리구 사이에 효

과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Salmonella spp.는 차아

염소산나트륨 100, 2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2.0, 2.1 log

CFU/g으로, 이산화염소 3, 5, 10, 25, 50, 100 ppm로 처리

하였을 때 1.5, 1.7, 1.6, 1.6, 2.0, 2.0 log CFU/g으로 감소

하였다(p < 0.05). 또한 S. aureus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2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1.9, 1.9 log CFU/g으로, 이산화

염소 3, 5, 10, 25, 50, 100 ppm로 처리하였을 때 1.8, 1.9,

1.9, 2.1, 2.7, 2.8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p < 0.05). 결

과적으로 식중독세균은 일반세균수 보다는 낮은 농도에서

저감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ppm

과 200 ppm 간의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산화

염소의 경우도 3~25 ppm까지는 농도 간 두드러지는 효과

차이는 없었다. Lee 등28)은 양상추에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ppm 처리시 E. coli O157:H7은 0.6 log CFU/g, S.

Typhimurium은 1.45 log CFU/g, S. aureus은 0.9 log CFU/g

감소를 확인하였다. Park 등29)의 연구에서도 배추에서 차

아염소산나트륨 100 ppm, 이산화염소 100 ppm의 처리에

따라 E. coli는 3 log CFU/g 이상, S. Typhimurium은 차아

염소산나트륨 100 ppm에서 1.8 log CFU/g의 감소를 보였

으며, 이산화염소 100 ppm처리 시에는 4 log CFU/g 이상

감소를 확인하였다. B. cereus의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ppm 처리 시 3.2 log CFU/g, 같은 농도의 이산화염소

처리시 B. cereus가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균력이 우

수하였다. S. aureus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농도의 차아염

소산나트륨 처리 시 2.3 log CFU/g, 이산화염소 처리 시

3.5 log CFU/g의 감소효과를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 유사

Fig. 1.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 of sodium hypochlorite (A) and chlorine dioxide (B) of on total aerobic number of bacterial in

Korean chiv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bars labeled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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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식중독세균에 있어 높은 살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일반세균수와 식중독세

균에 대한 저감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아염소산나트

륨 150 ppm, 이산화염소 50 ppm 이상 처리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이산화염소의 농도 및 시간에 따른 식

중독균과 일반세균의 저감화 효과

영양부추 표면에 오염된 일반세균과 식중독세균 4종에

대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이산화염소의 처리 농도와 시간

에 따른 저감화 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Fig. 3과 4와 같다.

일반세균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에서 5분, 10분,

30분, 60분 처리시 각각 1.3, 1.9, 2.1, 2.6 log CFU/g으로

감소하였으므로(p < 0.05), 2 log CFU/g이상의 저감화 효과

를 보기위해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에서 30분이

상의 처리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이산화염소 50 ppm에

서 5분, 10분, 30분, 60분 처리시 각각 1.1, 1.7, 2.0, 2.2

log CFU/g으로 감소되었다(p < 0.05). 하지만 이산화염소

Fig. 2.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 of sodium hypochlorite (A, C, E, G) and chlorine dioxide (B, D, F, H) concentration on number

of foodborne pathogen inoculated in Korean chiv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bars labeled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

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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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ppm 이하에서는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는 하나(p < 0.05), 2 log CFU/g이상 감소되지 않았으

며, 2 log CFU/g이상 저감화 효과를 보려면 50 ppm에서 30

분의 처리가 필요하다. 식중독세균은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에서 5분간 처리시 B. cereus은 2.3 log CFU/g, E.

coli는 2.1 log CFU/g, S. aureus은 2.8 log CFU/g, Salmonella

spp.의 경우 1.9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처리

시간 증가에 따른 뚜렷한 저감화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산화염소의 경우에는 50 ppm에서 5분간 처리시 B. cereus

은 2.3 log CFU/g, E. coli는 2.1 log CFU/g, S. aureus은 2.0

log CFU/g, Salmonella spp.의 경우 1.8 log CFU/g으로 감

소하였으며, 처리시간에 따른 저감화 효과는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동일하게 뚜렷한 저감화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이산화염소의 처리

시 처리 시간에 비해 처리 농도에 따른 저해효과의 차이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9-32). 따라서 영양부추의 미생

물 저감화를 위해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 이산화

염소 50 ppm에서 30분 이상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채

소류의 이산화염소 처리는 갈변반응 또는 표백으로 인하

여 관능적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3),

Park 등29)의 연구에서 이산화염소 처리시 배추의 품질 저

하가 야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산화염

소 50 ppm 처리 후 저장을 했을 때 무처리보다 빨리 상

품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보여, 현장 적용은 어렵다고 판

단된다.

영양부추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의 처리 비율에 따른 식

중독세균과 일반세균의 저감화 효과

Beuchat 등21)의 연구에서 양상추와 세척수의 비율에 따

른 유효염소량을 측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세척수가 양

상추의 무게의 10배보다 적을 경우 유효염소량이 급감하

여 세척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

양부추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저감화를 위해서 최적의 영

양부추와 소독제의 비율을 결정하고자 연구하였다. 영양

부추와 소독제 처리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영양부추와

소독제의 비율을 1 : 2, 1 : 4, 1 : 9, 1 : 19로 처리하고 미생

물 저감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세균수는 차

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을 처리하였을 때 1 : 2, 1 : 4, 1 : 9,

1 : 19일 경우 각각 1.9, 1.8, 2.4, 2.3 log CFU/g으로 감소

하여(p < 0.05), 차아염소산나트륨은 1 : 9정도의 비율에 침

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중독세균은

영양부추와 소독제 비율에 대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1). Kim 등34)의 연구에서도 들깻잎 세척

Fig. 3. Effects of treatment time of chlorine di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on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Korean chiv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Fig. 4. Effects of treatment time of chlorine di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on number of foodborne pathogen inoculated in Korean

chiv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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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독수의 비율을 1 : 25 이상 처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경제성과 저감화 효과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하여 1 : 9의 비율의 처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영양부추의 미생물 저감기술 현장 적용

개발된 영양부추의 미생물 저감기술이 현장 적용 가능

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 영양부추 농가 2

곳을 선정하여 개발된 미생물 저감기술을 적용하였다. 대

조군으로 소독제를 처리하지 않는 관행농가 2곳에서 수확

후 처리단계별 영양부추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적용 농가에서는

이물질제거한 후와 세척, 포장한 후에 영양부추의 일반세

균수는 A농가의 경우 세척 후, 0.8 log CFU/g의 감소효과

만 있었으며, B농가의 경우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을 처리한 농가의 경우 모두 감

소하였으며(p < 0.05), 약 2.7 log CFU/g이 감소하였다. 대

장균군도 일반세균과 유사하게 비적용 농가에서는 이물제

거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

으나(p > 0.05),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을 처리한 농가

에서는 각각 2.0, 3.1 log CFU/g 정도 감소하였다(p < 0.05).

농가 간 처리효과의 차이는 영양부추에 잔존하는 유기물

수준 차이로 판단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유기물의 정

Fig. 5. Effects of sodium hypochlorite on the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A) and coliform (B) in Korean chiv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bars labeled with the same letter within one group farm locatio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1. Effects of sodium hypochlorite ratio on the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foodborne pathogen in Korean chive

Ratio of sodium hypochlorite (Korean chive : NaOCI (w/v))

Control 1:2 1:4 1:9 1:19

Total aerobic bacteria 6.3 ± 0.2A* 4.4 ± 0.3B 4.4 ± 0.2B 3.9 ± 0.1C 3.9 ± 0.2C

B. cereus 6.5 ± 0.5A 3.7 ± 0.4B 3.7 ± 0.4B 3.3 ± 0.8B 3.6 ± 0.3B

E. coli 6.1 ± 0.3A 3.5 ± 0.2B 3.5 ± 0.2B 3.6 ± 0.3B 3.5 ± 0.3B

Salmonella spp. 5.9 ± 0.1A 4.2 ± 0.2B 4.0 ± 0.4B 3.8 ± 0.1B 4.0 ± 0.5B

S. aureus 6.9 ± 0.1A 4.2 ± 0.3B 4.0 ± 0.4B 4.0 ± 0.2B 4.2 ± 0.4B

* Mean ± standard devation

Values o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2. Overall quality of Korean chive treated with sodium hypochlorite during storing for 30 days at 4oC

days

3 6 9 12 15 18 21 24 27 30

Non treatment 5 5 5 4.5 4 3.5 3 3  2 1 

Treatment with NaOCI 5 5 5 5 4.5 4 3.5  3  2 1 

1: Decayed over 50%, off-odor; 2: Decayed over 30%, off-odor; 3: Decayed 510%, started off-odor; 4: Initial wilting, natural odor; 5:

Fresh, natural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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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소독효과가 차이가 나며 흙, 이물이 많이 제거

하지 않으면 소독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독

제 처리 전에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면 소독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영양부추를 소독처리한 후 관능검사를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독제 처리

구에서는 18일간, 무처리구에서는 15일간 품질이 유지되

어 소독제 처리로 인한 상품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영양부추와 차아염소산나트륨수의 비

율은 1 : 9,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 150 ppm수준으로 30분

간 처리하고 물로 3회 세척하여 유통한다면 보다 안전한

부추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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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영양부추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이산화염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하여 미생물

의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영양부추와 소독제의 비

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양부추

에 E. coli, Salmonella spp., S. aureus, B. cereus을 7.0 log

CFU/g 정도로 접종 한 후 이산화염소는 3, 5, 10, 25, 1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은 100, 150, 200 ppm에서 5, 10,

30, 60분간 처리하였으며, 또한 유기물이 이산화염소와 차

아염소산나트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양부추와 소독제를 1 : 2, 1 : 4, 1 : 9, 1 : 19 비율로 처리

하여 소독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독제의 농

도에 따른 저감효과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 이산화

염소 50 ppm으로 30분간 처리시 일반세균수는 2.0 log CFU/

g 정도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식중독세균은 차아염소

산나트륨 100 ppm, 이산화염소 3 ppm에서 약 2.0 log CFU/g

정도 감소효과를 보였다. 한편, 이산화염소의 경우 50 ppm

으로 30분간 영양부추를 처리할 경우 탈색 등 상품성이

저하되어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영양부

추와 소독제 처리 비율에 따른 미생물 저감효과는 일반세

균의 경우 1 : 4에 비하여 1 : 9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저감

효과를 보였다(p < 0.05). 확립된 기술을 영양부추 생산농

장에 적용한 결과 일반세균수의 경우 2.7 log CFU/g, 대장

균군의 경우 4.0 log CFU/g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영양부추를 세척이후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ppm에서 1 : 9

정도의 비율로 30분간 침지하면 미생물 안전성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부추의 공급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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