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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microbial contamivation semisulcospira libertine and effect of sedimentation treat-

ment of major bacterial and fungal pathogens were investigated. The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s,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and yeast and mold present in raw and water-dipped Semisulcospira libertine were enu-

merated using the standard plate count methods on using the standard plate method on potato dextrose agar (PDA),

3M Petrifilm for coliforms / E. coli, 3M Petrifilm for S. aureus, and plate count agar (PCA), respectively. In analysis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raw Semisulcospira libertine, the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s, and yeast and mold

were monitored as 6.40, 2.70, and 6.79 log
10

CFU/g, respectively. Both E. coli and S. aureus were not detected (detec-

tion limit: 10 CFU/g). However, Semisulcospira libertine dipped in ground water for 3 hours had higher contamina-

tion levels of all natural indigenous microorganisms than raw Semisulcospira libertine. Especially, E. coli was

detected as 2.46 log
10

CFU/g in the ground water-dipped Semisulcospira libertine. The total aerobic bacteria in the

ground water-dipped Semisulcospira libertine was not significantly reduced (p>0.05) compared to that in the raw

Semisulcospira libertine. Moreover, coliform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in all water-dipped Semisulco-

spira libertine. Only fungi were slightly reduced (less than 0.2 log) (p>0.05) in the tap water-dipped Semisulcospira

libertine by comparison with the raw Semisulcospira libert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use of chem-

ical sterilizing agents and other physical methods in the washing stage will be necessary for the microbial reduction

in raw Semisulcospira libertine because the use of sediment removal treatment by ground or tap water did not affect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the raw Semisulcospira liber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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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는 우리나라의 강, 호수, 계곡 등에 널리 서식하

고 있는 민물고둥류로서 옛날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기

호도가 높은 유용 수산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삶

아서 가식부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탕, 찜 무침으로 조리

하여 식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며, 소화에 도

움을 주고 간을 보호하며 빈혈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 또한, 동의보감 및 본초강목에서는 간염, 간경

화, 지방간의 치료와 개선에 좋고, 신경통 완화, 숙취해소,

갈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2,3). 다슬기의 경

우 국내에서 연간 2000여 톤이 소비되고 절반이상이 수입

에 의존한다. 국내 생산량은 2014년 기준 737톤이며, 추

정 생산량과 품종별 실태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다

슬기 생산 금액을 추정하면 약 148억원으로 판명되었다4).

지역별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40억 원대를 형성하

고 있으며,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는 내수면 어업 대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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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지정하고 생산량을 늘려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있

다5). 그러나 다슬기는 생활하수, 농약 등 수질오염과 무분

별한 하천정비 등으로 인해 자연산 다슬기의 생산량이 급

격히 줄어들고, 최근 과도한 채집으로 그 수가 더욱 줄어

들고 있다. 최근 제약 및 식품가공회사들도 다슬기로부터

약리 물질 추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슬기의 생산량이

일정하게 확보 가능하다면 다슬기 가공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된다6).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다슬기 양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슬기는 서식환경, 특성,

종, 개체에 따라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내부에 잔존하는 경

우가 많아 다슬기 양식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제

거하고자 해수처리, 담수처리 및 염도를 조정한 담수처리

방법 등7,8) 다양한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9), 최근에 들어서야 양식 기술의 발달로 다슬기 양식 사

업이 가능 해졌다. 효능과 부가가치에 따라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다슬기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그 생리적

특성 및 다슬기 자체의 성분 특성, 기능성과 관련되어 국

내산 7종 다슬기 추출물의 생리활성 특성 비교10), 한국산

다슬기의 식품학적 성분 및 품질 특성11), 시판 국내산 및

수입산 다슬기의 일반 성분 및 지방산 조성12), 한국산 다

슬기류 5종의 항산화 활성13), 다슬기 효소가수분해물의 항

당뇨 활성 연구14)등에 집중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그

러나, 실제 다슬기를 이용한 식품 가공에 중요한 위생학

적 측면에서의 미생물 오염도에 대한 연구와 그 저감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다슬기를 활

용한 다양한 이용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다슬기 손질 방법인 해감 제거 공정에 대

한 위생학적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해감 제거”란 바

닷물 등에서 자라는 생물로부터 흙과 유기물이 썩어 생기

는 냄새나는 찌거기 등을 뱉어내게 하는 공정으로 다슬기,

조개, 바지락 등 어패류에 주로 이용되는 전처리 과정이

다15). 실제 다슬기 원료를 이용하는 가공식품 제조 현장에

서는 다슬기 원료의 해감 제거 공정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슬기의 종묘생산 및 양성에도 지하수

가 사용된다6). 그러나 재래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원료 다

슬기를 구매시 해감 제거의 방법으로 가정용수인 상수를

사용한다. 다슬기의 해감 제거시, 물에 담긴 다슬기가 생

육조건과 같은 환경이 되면 머금고 있던 토사를 배출하면

서 이물질이 제거되고, 중금속 등의 화학적 오염물질을 배

출되게 되므로 해감 처리는 다슬기의 손질시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15) 그러나 아직까지 다슬기 해감 제거 공정과

관련된 미생물 저감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채취한 다슬기 중 잔존

하는 자연균총(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진균, 황색포

도상구균)의 정량적 오염도를 분석하고 해감 제거(지하수

및 상수)에 따른 자연균총의 저감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슬기 원료는 한 식품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섬진강 1급수 청정수역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자연산 원료 다슬기를 지하수와 상수에 3시간

동안 해감 제거하였다. 다슬기 원료와 해감 제거한 다슬

기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실험실로 가져와 사용하였다. 시

료로 사용된 다슬기의 무게와 길이는 각각 1.05(±0.49) g,

2.18(±0.47) cm이었다.

시료 준비

다슬기 원료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를 위해 다슬기(껍데

기 및 속 알맹이) 5 g에 멸균된 생리식염수 45 mL을 첨가

하여 믹서기(MX-4300A, everhome)를 사용하여 30초간 균

질화 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또는 상수로 해감 제거한 다

슬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균질화하여 사용하였다.

일반 세균

일반 세균 실험은 주입 평판 법(pour plate method)에 따

라 다슬기 및 해감을 제거한 다슬기 원료를 각각 10진 희

석법으로 희석한 후 희석액 1 mL을 petri dish에 분주하고

45-50oC정도로 식힌 plate count agar (PCA, Difco

Laboratories, USA)를 petri dish에 부어서 혼합해준다. 미

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평판배양법으로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15-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log10CFU/g으로 나타냈다.

대장균군 및 대장균

대장균군 및 대장균은 다슬기 원료와 해감 제거한 다슬

기를 각각 대장균군/대장균 3M Petrifilm (Coliform/E.coli

Count Plate, 3M Korea)에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후 희석

액 1 mL를 접종하고 35oC에서 24±2시간 동안 배양하여 대

장균군은 붉은 집락 중 기포를 형성한 집락을 계수하고, 대

장균은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푸른 집락의 수를 계수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다슬기 원료를 황색포도상구균용 3M

Petrifilm (Staph Express, 3M Korea)에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후 희석액 1 mL를 접종하고 36±1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적자색으로 나타난 집락을 계수하였다. 이 때

검은색, 푸른색 등의 집락은 Disc를 삽입하여 35oC에서 1-

3시간 더 배양 후 분홍색 영역을 생성하는 집락을 계수하

였다.

효모 및 곰팡이

효모 및 곰팡이는 다슬기 원료와 해감을 제거한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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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후 희석액 1 mL을 petri dish

에 분주하고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Laboratories, USA)에 도말하였다. 미생물 증식은 25oC에

서 5-7일간 배양한 후 표준한천평판배양법에 따라 15-300

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log10CFU/g으로 나

타냈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으며 관찰된 실험 결과

는 SPSS 25 (IBM SPSS Statistic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실험군

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p<0.05) 각각

의 3반복 실험에 의한 평균값을 다중위검정법(Duncan

Multiple-Range Test)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다슬기 원료 중의 미생물 오염도 분석

원료 다슬기의 미생물 오염도 분석은(Table 1) 과 같다.

일반세균수는 식품의 안전성, 보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항목인데, 일반세균 실험 결과 다슬기 원료

에 6.40 log10CFU/g로 측정되었다. Solberg 등(1990)에 따

르면 미생물적 안전기준치가 일반세균수 6 log10CFU/g이

하 기준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세균 수 6.40

log10CFU/g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16). 일반적으로 식품에

7~8 log10CFU/g 정도의 일반세균이 존재할 경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식품과의 복합적인 작용 또는 면역기능

이 약한 사람에게는 병원성이 없는 세균이라 할지라도 식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17). 대장균군

은 식품의 Shigella spp., Salmonella spp., Escherichia spp.,

Vibrio 등과 같은 장내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

는데, 대장균군 실험결과 다슬기 원료에는 2.70 log10CFU/g

로 측정되었다18). Solberg 등(1990)이 제시한 대장균군

3 log10CFU/g 이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그

이하로 검출되었지만 기준치에 가까워 장내 병원성세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위생적 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16). 미생물 독소를 생산하여 그 독소에 의한 피해

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곰팡이와 부패의 원인이 되어 보존

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효모는 다슬기 원료 중 진균검사를

통하여 6.79 log10CFU/g로 측정되었다18). 다슬기 원료 중

의 진균의 오염도는 물 중의 곰팡이와 관련된것으로 간주된

다. 물에서 Saprolegnia, Achlya, Aphanomyces, Calyptratheca,

Thraustotheca, Leptolegnia, Pythiopsis 및 Leptomitusgenera의

8종의 곰팡이 속(Species)이 흔히 관찰되고 있다19). 이들은

물이나 토양 중의 식물체 또는 동물체에 부생성을 나타내

는데 이 8종을 흔히 물곰팡이(water mold)라고 한다. 이 중

Saprolegnia spp., Achlya spp., 및 Aphanomyces spp. 이 세

가지 속이 다슬기를 포함한 담수 패류에서 발견되는 물곰

팡이병 원인 진균이다19,20). 본 연구에서 검출된 다슬기의

진균 또한 Saprolegnia spp., Achlya spp., 및 Aphanomyces

spp.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이라 예상된다. 특히,

S. prasitica는 독성이 강하여 ‘Winter kill’의 원인체이며

50%이상의 폐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국내의 담수 패류와 관

련된 수생 진균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추

후 다슬기와 연관된 수생진균(곰팡이)에 관한 연구도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20). 장독소를 생성해 독소형 식중독의

주 원인균이며, 위장 염증을 유발하여 환경에 대한 저항

성이 커서 자연계에 널리 존재해 식품에서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다슬기 원료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Table 2)18).

다슬기 원료의 해감 처리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

해감 제거 공정이란 이미 어패류 및 담수 패류를 깨끗

한 물에 담가 바닷물 등에서 흙과 유기물이 썩어 생기는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자연의 다슬기는 숨을 쉬거나

먹이를 먹기 위해 물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과정에서 껍질

내부에 토사를 축적하게 된다. 그래서 다슬기를 먼저 깨

끗한 물에 담가두면, 다슬기가 깨끗한 물만 들이마셨다가

Table 1. Microbial contamination analysis of Semisulcospira libertine

Mean ±SD of bacterium (log
10

CFU/g)

Total aerobes Coliforms E. coli Yeast & Mold S. aureus

Non-treated 6.40±0.08 2.70±0.08 ND 6.79±0.02 ND

ND (not detected) at <10 CFU/g for E. coli or S. aureus.

Table 2. Effect of sediment removal treatment on S. aureus in Semisulcospira libertine

Mean ±SD of bacterium (log
10

CFU/g)

Non-treated Treated with underground water Treated with tap water

S. aureus ND ND ND

ND (not detected) at <10 CFU/g for 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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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게 되므로 다슬기 내부의 토사가 밖으로 배출된다21,22).

다슬기의 해감 제거 공정이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자연균

총(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진균)의 저감화 효과가 있

는지 Fig. 1, 2, 3 및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지하수로 해감

을 제거한 다슬기의 경우 일반세균이 원료 다슬기보다 유

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상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는

원료 다슬기와 같은 수치였다(p<0.05). 대장균군의 경우

지하수 및 상수로 해감을 제거한 다슬기는 원료 다슬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p>0.05). 또한, 지하

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는 원료 다슬기에서 검출되지 않

Fig. 1 Effect of sediment removal treatment on total aerobic bac-

teria in Semisulcospira libertin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b)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at the 5% level of probability.

Fig. 2 Effect of sediment removal treatment on coliforms in Semi-

sulcospira libertin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b)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at the 5% level of probability.

Fig. 3 Effect of sediment removal treatment on E. coli in Semisul-

cospira libertine.

N.D (not detected) at <10 CFU/g for E.coli.

Fig. 4 Effect of sediment removal treatment on yeast and mold in

Semisulcospira libertin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at the 5% level of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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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대장균도 검출되었다. 상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의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진균류(효모 및 곰팡이)는 지

하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가 원료 다슬기보다 유의적으

로 높게 검출되었으며(p>0.05), 상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

기는 원료 다슬기보다 유의적으로 적게 검출되었다(p>0.05).

다슬기의 해감 제거 공정은 다슬기 체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다슬기를 지하수 또는 상수에 3시간 담가 놓는 방법

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실제 다슬기 산업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지하수에 의한 다슬기의 해감을 제거하는 공정

이 오히려 미생물학적으로는 품질 저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지하수에 대한 미생물 분석시, 일반세균수가 1.28

log10CFU/mL로 검출되었으며, 특히 장마철에는 지하수 오

염의 우려가 높다는 Kim (2012)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

하수로 다슬기의 해감을 제거하는 공정이 오히려 더 높은

미생물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23). 또한, 본 연구 결과 상수로 다슬기의 해감을 제

거하는 공정 역시 위생학적으로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12)

의 연구를 통해서 단순 물세척만으로 식중독세균을 제거

하기 어렵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24,25).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바지락의 초기 균수가 약 3.28 log10CFU/g이였으

나, 바지락을 12시간 동안 해수가 담긴 수조에서 해감을

제거한 결과 최대 4.1 log10CFU/g로 초기 균수보다 더 오

염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Song(2001)의

바지락의 토사 배출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Song(2001)

은 해수를 유수시키지 않고 12시간 해감을 제거할 때에는

2~24% 폐사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초기 대장균

수는 38~60 CFU/g이였으나, 12시간 해감 제거 후에는 검

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21). 그리고, Song(2001)의 동

죽의 토사 배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동죽의 초기 균수

는 약 4.26 log10CFU/g이었던 것이 48시간 이후 약 5.4

log10CFU/g으로 증가되었으며, 대장균군 및 분변계 대장균

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22). 본 연구에서 지하수 및 상

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 중 상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

의 진균류를 제외하고는 원료 다슬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해

감 제거에 사용되는 물의 미생물학적 오염과 해감 제거

공정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슬기가 폐사하면서 부패취

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선진외국에서는 속효성의 살균력과 인체에 무

해한 전해수를 이용한 표면 살균 처리 및 세정 기술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26). 따라서, 지하수와 상수를 이

용하는 해감 제거 공정만으로는 다슬기의 미생물학적 안

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화학적 살균소독제 및 기타

물리적 방법 등을 활용한 미생물학적 제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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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슬기 중의 자연균총의 정량적 오염도

분석과 해감 제거 공정(지하수, 상수)에 따른 저감화 효과

를 조사하였다. 다슬기 중의 일반세균, 대장균군과 대장균,

진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적 검출을 위해 표준평판

법을 사용하여 각각 plate count agar (PCA), potato

dextrose agar (PDA), 대장균군/대장균용 3M Petrifilm 및

황색포도상구균용 3M Petrifilm에 도말하여 집락을 계수

하였다. 지하수와 상수 처리에 따른 이들 균의 저감화 정

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다슬기 원료 중의

미생물 오염도 분석시, 일반세균, 대장균군 및 진균은 각

각 6.40, 2.70 및 6.79 log10CFU/g로 조사되었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한계: < 1

log10CFU/g). 그러나, 지하수로 해감 제거한 다슬기의 경

우, 분석된 모든 미생물의 정량적 오염도가 원료 다슬기

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특히 원료 다슬기에서 불검출

이었던 대장균도 2.46 log10CFU/g 검출되었다. 상수로 해

감 제거한 다슬기의 일반세균은 유의적으로 저감화 되지

않았으며(p<0.05), 대장균군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p>0.05). 진균만이 약간의 저감화(0.2 log 이

하)를 유의적으로 보였다(p>0.05). 본 연구결과 지하수와

상수를 이용해서 해감 제거하는 공정만으로는 다슬기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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