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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 식중독세균 검출을 위한 전처리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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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stablish sample preparation method for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from lettuce, perilla

leaves, cucumber, pepper, and cherry tomato, the influences of diluent composition, processing time, and proportion

of diluent to sample were examined. Each produce was inoculated with 6.0 log CFU/cm2 of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Typhimurium,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and Bacillus cereus. Each pro-

duce was treated with 0.1% peptone water, and D/E neutralizing broth. Processing time of produce was 30, 60, 90, and

120s, and the proportion of diluent to sample was 2 : 1, 4 : 1, 9 : 1, and 19 : 1. The number of bacteria after treatment

of D/E neutralizing broth was higher than that of 0.1% peptone water (P < 0.05). In cherry tomato, the population of

S. typhimurium recovered from treated with D/E broth was higher than that recovered from treated with 0.1% peptone

water by 1.05 log CFU/cm2 (P < 0.05). No difference in numbers of pathogens was observed in processing time. Optimum

proportion of diluent to perilla leaf, iceberg lettuce, cucumber, green pepper, and tomato was 9 : 1, 4 : 1, 2 : 1, 2 : 1, and 2 : 1,

respectively. These data suggest that D/E neutralizing broth should be recommend as diluent, and the diluent volume

applied to produce should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produce surface area per weigh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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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소득증가와 생활수준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조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소비가 대폭 증

가하고 있다1). 비가열 농산물은 여러 가지 생리기능성이 유지

되는 장점이 있으나 농산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제어되지 않

는 문제가 있다2). 특히 엽채류는 표면적이 넓고 생산 과정 중

주변환경과 접촉 빈도가 높아 유해미생물에 오염되기 쉬우며

최근에는 엽채소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발생이 국내외적으로 보

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농산물과 관

련된 식중독이 82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엽채소와 관련된 사

고는 28건이었다3). 엽채류에 의한 식중독사고의 예로는 미국에

서 2006년에 Escherichia coli O157:H7에 오염된 시금치가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들 수 있으며 이 사고로 199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명이 사망하였다4). 그 외에도

영국에서 발생한 Salmonella Thompson에 오염된 상추로 인한

식중독과 덴마크에서 발생한 Salmonella Anatum에 의해 오염

된 바질에 의한 식중독 등이 있다5). 또한 국내에서는 농산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농산물에서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spp.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국내에

서도 농산물의 유해미생물 관리가 시급하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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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하

게 세균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생화학적·면역학적·분자생물학적 원리에 기초한 다양한 진

단기술들이 개발되어왔다. 진단기술들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요

인 중 하나가 시료 전처리이다8). 하지만 시료 전처리가 분석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은 식품과 달리

중량당 표면적, 표면의 성질, pH 등이 다양하여 FDA메뉴얼이

나 식품공전상에서 추천하는 25 g의 시료에 225 ml의 전처리

용액을 가하여 균질화하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

다8,9). 또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을 분석하기 위한 전처

리법은 분석기관, 연구자마다 전처리용액, 전처리기기(stomacher,

pulsyfier, sonication, handshaking, rubbing), 전처리시간, 전처리

용액과 시료의 비율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국가간, 실험실간 비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10-13). 이에 Burnett8)

등은 농산물의 표면특성, 내부 구성물질, pH등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로 전처리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중 식중독세균 분석의 정확성

을 제고하고 전처리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면의 성질과 pH

가 서로 다른 농산물 5종 (들깻잎, 양상추, 오이, 고추, 토마토)

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처리용액, 전처리시간, 전처리용액과 시

료의 비율을 결정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준비

엽채류와 과채류의 전처리법에 확립에 사용된 균주는 E. coli

O157:H7 (ATCC 43889),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9585),

B. cereus (ATCC 10876), S. aureus (ATCC 23235), Listeria mono-

cytogenes (ATCC 19111)를 사용하였다. 각 균주는 시료 중 존

재하는 background microflora의 생육을 억제하고자 대상 균주

를 rifampicin 저항성을 유도하였다. Rifampicin 저항성 유도는

tryptic soy agar (TSA; 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에서 배양 균주 1 loop 취하여 50 µl/ml의 rifampicin (R; Biosesang,

Sungnam, Gyeonggi, Korea)이 함유된 7 ml의 luria bertani broth

(LB, Oxoid, England)에 접종하고 37oC, 24시간 진탕배양하였

다. 이후 50 µl/ml의 rifampicin이 함유된 luria bertani agar (LA;

Oxoid, England)에 접종하고 37oC, 24시간 배양하여 얻었다.

Rifampicin 저항성균는 20% glycerol을 함유하는 TSB-R에 현

탁하여 −70oC에서 보관하였다. 사용 시에는 상온에서 해동한

후 10 µl를 취하여 7 ml의 TSB-R에 넣은 후 E. coli O157:H7,

S. Typhimurium, S. aureus는 37oC, B. cereus, L. monocytogenes

는 30oC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고 4,500 × g,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5 ml의 0.1% peptone water에 2번 세척한 후 최종 E. coli

O157:H7, S. Typhimurium, S. aureus L. monocytogenes는 O.D600

1, B. cereus는 O.D600 2가 되게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현탁하였다. 이후 10

배 희석하여 생균수가 108 CFU/ml이 되게 조정하였다. 

시료 준비

전처리법 확립을 위한 농산물은 깻잎, 양상추, 오이, 고추, 토

마토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시료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마

트에서 구입하였다. 양상추는 외엽과 중심부를 제거한 후 멸균

된 수술용 메스로 5 × 5 cm로 절단한 것 8장 (무게 20 g, 면적 200

cm2), 들깻잎은 4장 (무게 8.5 g, 면적 450 cm2), 오이는 3.5 ~

4.0 cm 지름의 것을 35 g (면적 47 cm2)이 되게 절단한 것, 고추

는 무게 15 g 2개 (면적 11.3 cm2), 방울토마토는 무게 10 g 3개

(면적 70 cm2)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증류수로 5분

세척, 30분 물빼기 한 후 마이크로핏펫으로 1.5 µl/cm2로 표면에

접종하였다. 이후 후드에서 1시간동안 건조시켰다. 

처리용매에 따른 회수율 비교

처리용매에 따른 회수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식중독균이 접종

된 양상추, 들깻잎, 오이, 고추, 토마토를 stomacher백에 넣고

0.1% peptone water, D/E broth를 각각 100, 225, 50, 120, 70 ml

의 0.1% peptone water를 가한 다음 stomacher로 1분간 균질화

시킨 후 1 ml을 취하여 9 ml의 0.1% peptone water로 희석하였

다. 각 희석농도에 대하여 200 µl씩 TSA-R agar에 접종한 후 E.

coli O157:H7, S. Typhimurium, S. aureus는 37oC, B. cereus, L.

monocytogenes는 30o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집락을 계수

하였다.

처리시간에 따른 회수율 비교

전처리 시간에 따른 회수율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 식중독은

처리용매에 따른 식중독균 회수율 실험에서 회수율이 가장 높

은 S. aureus와 회수율이 가장 낮은 S. Typhimurium을 대상으

로 하였다. 처리시간에 따른 회수율 비교를 위하여 먼저 접종된

양상추, 들깻잎, 오이, 고추, 토마토를 stomacher백에 넣고 D/E

broth를 각각 100, 225, 50, 120, 70 ml을 가한 다음 stomacher로

30초, 60초, 90초, 120초간 균질화 시켰다. 이후 1 ml의 검액를

취하여 9 ml의 0.1% peptone water로 희석한 후 각 희석농도에

대하여 200 µl씩 TSA-R agar에 접종한 후 37oC, 24-48시간 배

양한 후 집락을 계수하였다.

시료중량과 전처리용액의 비율에 따른 회수율 비교

농산물은 중량 당 면적의 편차가 식품보다 월등이 크다. 따

라서 전처리용액 비율을 결정하기 전에 농산물의 무게 당 면

적을 서로 비교하였다. 대상 농산물은 들깻잎, 양상추, 오이, 고

추, 방울토마토이며 들깻잎과 양상추는 한 장씩 엽면적계(Li-

3100C, Li-Cor, Lincoln, NE, USA)에 올려 측정하였고 오이는

필링하고 그것을 종이위에 올려 똑같이 그린다음 그린 그림을

엽면적계에 올려 측정하였다. 또한 고추와 토마토는 2조각으로

세로로 절단한 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린다음 그린 그림을

엽면적계에 올려놓고 측정하였다. 

시료 중량과 전처리용액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S. aureus

와 S. Typhimurium이 접종된 각 시료를 stomacher bag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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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broth를 무게의 1 : 2, 1 : 4, 1 : 9, 1 : 19를 가한 다음 sto-

macher로 1분간 균질화 시킨 후 1 ml의 시료를 취하여 9 ml의

0.1% peptone water로 희석한 후 각 희석농도에 대하여 200 µl

씩 TSA-R agar에 접종한 후 37οC, 24-48시간 배양한 후 집락

을 계수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으며 관찰된 실험결과는 SAS

통계 프로그램(version 9.1, SAS Institute, NC, USA)의 ANOVA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각각의 처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p < 0.05) 평균값은 Tukey test를

통하여 다중비교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처리 용매 및 처리시간에 따른 농산물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회

수율 비교

처리 용매에 따른 농산물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회수율 비교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산물 종류, 처리용매 및

식중독균에 따라 회수율의 차이가 있었다(P < 0.05). 농산물별로

는 양상추에서 17.8% ~ 129.2%로 가장 높았고, 방울토마토에서

0.9% ~ 75.0%로 가장 낮았다. 또한 식중독세균별로는 S. aureus,

L. monocytogenes가 S. Typhimurium, E. coli O157:H7보다 높

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렇게 낮은 회수율의 원인은 식중독균들

이 농산물과의 결합강도, 농산물 중의 essential oil, 페놀성물질

등의 항균물질, 균주 접종 후 건조에 의한 사멸이라고 보고하

고 있다8,9,14,15). Kim15) 등은 낮은 회수율의 원인을 구명하고자

농산물의 구성 성분과 접종 후 건조과정이 회수율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Kim15) 등은 양상추, 고추, 오이,

들깻잎, 방울토마토 추출물에 E. coli O157:H7, S. Typhimurium,

B. cereus, S. aureus, 및 L. monocytogenes을 각각 접종하여 농

산물의 성분이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울토마토 외에 다른 농산물 추출물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고 방울토마토 추출물에서 식중독세균이 약간 감소하여

방울토마토의 낮은 pH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15). 또한 5종의 농산물에 5종의 식중독세균을 접종한 후 상

대습도 40%와 90%에 농산물을 저장하면서 접종 후 건조가 회

Table 1. Effect of diluent composition on recovery of E. coli O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B. cereus, and S. aureus

from perilla leaf, iceberg lettuce, cucumber, green pepper, and cherry tomato 

Produce Pathogens

0.1% Peptone water D/E neutralizing broth

Bacteria recovered

(log CFU/cm2(1))
Recovery yield (%)

Bacteria recovered

(log CFU/cm2)
Recovery yield (%)

Perilla leaf

S. Typhimurium 3.64 ± 0.11a(2) 02.2 4.13 ± 0.11b 6.6

E. coli O157:H7 3.75 ± 0.02a 03.3 4.25 ± 0.12b 10.8

L. monocytogenes 5.03 ± 0.03a 035.0 5.08 ± 0.07a 40.3

S. aureus 5.47 ± 0.08a 050.8 5.59 ± 0.06a 68.2

B. cereus 4.44 ± 0.03a 005.7 5.13 ± 0.04b 27.8

Iceberg lettuce

S. Typhimurium 4.72 ± 0.15a 029.1 4.65 ± 0.13a 24.4

E. coli O157:H7 4.69 ± 0.20a 024.3 4.51 ± 0.27a 17.8

L. monocytogenes 5.47 ± 0.05a 111.9 5.42 ± 0.11a 99.5

S. aureus 6.11 ± 0.13a 129.2 5.88 ± 0.10a 96.6

B. cereus 5.29 ± 0.14a 032.0 5.49 ± 0.09a 49.6

 Cucumber

S. Typhimurium 4.41 ± 0.10a 012.9 5.08 ± 0.07b 57.9

E. coli O157:H7 4.11 ± 0.11a 006.4 4.29 ± 0.26a 11.9

L. monocytogenes 5.24 ± 0.04a 065.4 5.26 ± 0.03a 68.5

S. aureus 5.99 ± 0.06a 119.2 5.79 ± 0.04a 75.6

B. cereus 5.17 ± 0.13a 023.9 5.18 ± 0.30a 28.2

Green pepper

S. Typhimurium 4.29 ± 0.15a 009.2 4.67 ± 0.10b 23.4

E. coli O157:H7 4.02 ± 0.15a 005.1 4.30 ± 0.06b 9.4

L. monocytogenes 5.26 ± 0.06a 069.3 5.37 ± 0.02b 87.4

S. aureus 5.82 ± 0.08a 082.1 5.75 ± 0.02a 68.8

B. cereus 4.45 ± 0.09a 004.5 4.80 ± 0.15b 10.4

Cherry tomato

S. Typhimurium 3.22 ± 0.21a 000.9 4.25 ± 0.44b 16.2

E. coli O157:H7 3.50 ± 0.05a 001.5 4.34 ± 0.25b 10.9

L. monocytogenes 4.15 ± 0.21a 005.6 4.76 ± 0.10b 22.2

S. aureus 5.80 ± 0.09a 075.0 5.69 ± 0.12a 59.7

B. cereus 3.97 ± 0.17a 001.6 4.82 ± 0.10b 10.5

(1)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SD).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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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90% 상대습도에

서는 2시간동안 세균의 종류, 농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높은

회수율을 보인데 반해 40% 상대습도에서 1시간 내에 들깻잎,

토마토에서 S. Typhimurium, E. coli O157:H7, B. cereus가 2

log CFU/g 정도 사멸하였다15). 이렇게 농산물에 따른 회수율의

차이는 농산물종류에 따라 표면에서 건조되는 속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Burnett8) 등은 보고하였다. 또한 S. aureus와 L.

monocytogenes이 E. coli O157:H7과 S. Typhimurium보다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은 S. aureus와 L. monocytogenes와 같은 그

람양성균은 그람음성균에 비하여 두꺼운 peptidoglycan층을 가

Table 2. Effect of treatment time on recovery of E. coli O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B. cereus, and S. aureus from

perilla leaf, iceberg lettuce, cucumber, green pepper, and cherry tomato

Produce Pathogens Treatment time (s)
Bacteria recovered

(log CFU/cm2(1))
Recovery yield (%)

Perilla leaf

S. aureus

030 4.86 ± 0.03a(2) 28.3 

060 4.79 ± 0.05a 23.4

090 4.76 ± 0.03a 22.1 

120 4.81 ± 0.02a 25.0 

S. Typhimurium

030 3.40 ± 0.06a 00.8 

060 3.40 ± 0.12a 00.9 

090 3.46 ± 0.03a 01.0 

120 3.44 ± 0.08a 00.9 

Iceberg lettuce

S. aureus

030 5.02 ± 0.03a 60.6

060 4.95 ± 0.08a 51.9 

090 5.04 ± 0.06a 64.0 

120 5.03 ± 0.06a 62.5 

S. Typhimurium

030 5.12 ± 0.05a 49.8 

060 5.09 ± 0.09a 46.9 

090 5.15 ± 0.09a 56.1

120 5.21 ± 0.03a 61.8 

Cucumber

S. aureus

030 4.71 ± 0.07a 63.3

060 4.72 ± 0.08a 61.3

090 4.77 ± 0.08a 74.9

120 4.80 ± 0.08a 75.7

S. Typhimurium

030 4.36 ± 0.30a 13.6

060 4.24 ± 0.06a 07.7

090 4.24 ± 0.07a 07.6

120 4.33 ± 0.06a 09.3

Green pepper

S. aureus

030 4.88 ± 0.12a 38.3 

060 4.92 ± 0.02a 40.1 

090 4.88 ± 0.05a 37.2 

120 4.87 ± 0.07a 35.5 

S. Typhimurium

030 5.00 ± 0.02a 40.0 

060 5.00 ± 0.04a 39.7 

090 5.01 ± 0.02a 41.4 

120 4.98 ± 0.04a 37.8 

Cherry tomato

S. aureus

030 4.45 ± 0.15a 23.8 

060 4.44 ± 0.19a 24.0 

090 4.39 ± 0.19a 20.4 

120 4.54 ± 0.10a 27.5 

S. Typhimurium

030 3.96 ± 0.05a 03.6 

060 3.96 ± 0.07a 03.6 

090 3.95 ± 0.09a 03.5 

120 3.99 ± 0.07a 03.9 

(1)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SD).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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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 건조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16). 따

라서 농산물에 식중독균을 접종하여 실험하는 경우에는 접종

후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 용매에 따른 농산물에서 회수율을 비교한 결과, 양상추

에서는 균주에 관계없이 유의차가 없었으며 S. aureus는 시료

에 관계없이 유의차가 없었으나(P > 0.05) 오이의 경우 S.

Typhimurium에서만 D/E broth 처리시 0.67 log CFU/cm2정도 회

수율이 높았다(P < 0.05). 또한 고추의 경우 S. aureus를 제외하

고 타 세균에서는 약 0.3 log CFU/cm2 정도 D/E broth 처리시

회수율이 높았으며 토마토의 경우 S. aureus를 제외하고 타 세

균에서는 0.61 ~ 1.13 log CFU/cm2정도 D/E broth처리시 회수

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토마토의 경우 stomacher 처리후

pH가 4.3 이였으나 D/E broth처리 후 6.25로 pH가 중화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E broth는 건조와 산 스트레스를 받

은 세균들을 일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산물의 전처리시간에 따른 농산물 중 병원성미생물

회수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따라서 시간은 병원성미생물의 회수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처리 용액과 농산물의 비율에 따른 병원성미생물 회수

율 비교

농산물은 농산물의 무게에 따른 표면적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깻잎은 55.4 cm2/g, 양

상추는 12.0 cm2/g, 오이는 1.0 cm2/g, 고추는 3.4 cm2/g, 토마토

는 1.8 cm2/g 으로 g 당 면적이 10 ~ 20배 이상 차이가 있어 농

산물은 식품과 달리 g당 표면적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공전법17)으로 25 g을 취해서 225 ml의 전처리용액을

가할 경우 들깻잎과 같이 표면적이 큰 시료는 전처리용액과 충

분히 접촉하지 못하여 부착된 미생물이 전처리용액 속으로 분

리되지 못하고, 토마토와 같이 면적이 적은 시료는 지나치게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중 식중독세

균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시 시료와 전처리 용액의 최적 비

율을 적용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전처리 용액과 농산물의 비율을 결정하고자

농산물 5종에 대하여 전처리 용액과 농산물의 비율에 따른 병

원성 미생물의 회수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깻잎과 D/E broth의 비율을 1 : 2, 1 : 4, 1 : 9, 1 :

19로 각각 처리하였을 때 회수된 S. aureus의 수는 4.08, 4.31,

4.71, 4,71 log CFU/cm2, S. Typhimurium수는 2.78, 3.08, 4.04,

3.89 log CFU/cm2로 1 : 9까지는 희석비율이 증가할수록 회수

된 세균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양상추의 경

우는 시료와 D/E broth의 비율이 1 : 2, 1 : 4, 1 : 9, 1 : 19일 때

회수된 S. aureus의 수는 4.90, 5.34, 5.31, 5.27, 이었고, S.

Typhimurium은 4.79, 5,14, 5.15, 5.29 log CFU/cm2로 양상추의

경우는 1 : 4, 1 : 9, 1 : 19 처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

> 0.05). 한편, 오이, 고추, 토마토와 같이 g 당 표면적이 적은

농산물은 처리간 회수된 세균수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 > 0.05). 따라서 시료와 전처리용액의 최적의 비율은 들깻잎

1 : 9 양상추 1 : 4, 오이, 고추, 토마토는 1 : 2로도 충분할 것으

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농산물 중 식중독세균 검출을 위한 시료 전처리

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처리용액, 전처리 시간, 전처리용액과

Fig. 1. Relationship of weight versus surface area of perilla leaf (A), iceberg lettuce (B), cucumber (C), green pepper (D), and cherry

tomat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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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비율에 따른 회수율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상추,

들깻잎,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에 E. coli O157:H7, S. Typhi-

murium, L. monocytogenes, S. aureus, B. cereus를 6.0 log CFU/

cm2로 접종하고 0.1% 펩톤수와 D/E broth로 처리하였다. 또한

처리시간은 30, 60, 90, 120초, 시료와 전처리용액의 비율은 1 :

2, 1 : 4, 1 : 9, 1 : 19로 각각 처리하였다. 그 결과, D/E broth로

처리하였을 때 0.1% 펩톤수로 처리하였을 때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식중독균의 회수율이 높았다(P < 0.05). 특히 방울토마토의

경우, D/E broth로 처리한 구의 S. Typhimurium의 수는 0.1%

펩톤수로 처리한 구 보다 1.05 log CFU/cm2 높았다(P < 0.05). 또

Table 3. Effect of proportion of sample to diluent on recovery of E. coli O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B. cereus, and S.

aureus from perilla leaf, iceberg lettuce, cucumber, green pepper, and cherry tomato

Produce Pathogens
Sample : diluent

(g : ml)

Bacteria recovered

(log CFU/cm2(1))
Recovery yield (%)

Perilla leaf

S. aureus

1 : 2 4.08 ± 0.04a(2) 7.5 

1 : 4 4.31 ± 0.10b 12.8 

1 : 9 4.71 ± 0.15c 32.9 

01 : 19 4.71 ± 0.02c 31.9 

S. Typhimurium

1 : 2 2.78 ± 0.23a 00.1 

1 : 4 3.08 ± 0.07a 00.1 

1 : 9 4.04 ± 0.21b 01.4 

01 : 19 3.89 ± 0.05b 00.8 

Iceberg lettuce

S. aureus

1 : 2 4.90 ± 0.06a 18.0 

1 : 4 5.34 ± 0.09b 48.6 

1 : 9 5.31 ± 0.04b 45.9 

01 : 19 5.27 ± 0.05b 41.1 

S. Typhimurium

1 : 2 4.79 ± 0.12a 14.7 

1 : 4 5.14 ± 0.18b 35.3 

1 : 9 5.15 ± 0.10b 34.2 

01 : 19 5.29 ± 0.15b 50.2 

Cucumber

S. aureus

1 : 2 5.01 ± 0.03a 37.0 

1 : 4 4.89 ± 0.10a 27.7 

1 : 9 4.80 ± 0.06a 22.2 

01 : 19 4.79 ± 0.07a 21.6 

S. Typhimurium

1 : 2 4.69 ± 0.13a 09.8 

1 : 4 4.70 ± 0.01a 09.7 

1 : 9 4.57 ± 0.08a 07.4 

01 : 19 4.64 ± 0.09a 08.6 

Green pepper

S. aureus

1 : 2 5.27 ± 0.09a 50.0 

1 : 4 5.17 ± 0.09a 40.5 

1 : 9 5.17 ± 0.10a 40.5 

01 : 19 5.14 ± 0.15a 37.4 

S. Typhimurium

1 : 2 4.80 ± 0.03a 18.8 

1 : 4 4.77 ± 0.11a 18.0 

1 : 9 4.71 ± 0.01a 15.4 

01 : 19 4.75 ± 0.09a 17.0 

Cherry tomato

S. aureus

1 : 2 4.60 ± 0.04a 24.6 

1 : 4 4.58 ± 0.02a 23.6 

1 : 9 4.45 ± 0.03a 17.6 

01 : 19 4.70 ± 0.04a 31.6 

S. Typhimurium

1 : 2 4.72 ± 0.14a 09.6 

1 : 4 4.59 ± 0.10a 07.6 

1 : 9 4.87 ± 0.10a 14.4 

01 : 19 4.61 ± 0.16a 07.8 

(1)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SD).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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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들깻잎, 양상추, 오이, 고추, 토마토와 전처리용액의 최적 비

율은 1 : 9, 1 : 4, 1 : 2, 1 : 2, 1 : 2였다. 한편, 처리시간에 따른

회수율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볼 때 농산물 중 식중독균 검출을 위한 전처리용액은 D/E

broth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표면적에 따라 시료와 전처리

용액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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