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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treatment method for reducing microbial contamination on

Daruma (a semi-processed product of seasoned and dried squid) by combination of strong acidic hypochlorous water

(SAHW) and ultrasonic waves (UW). The available chlorine concentration,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ORP) and

pH of SAHW were 69.67 ± 0.58 ppm, 1071.33 ± 4.16 mV and 2.79, respectively. The 1.49 log CFU/g of viable cell

count and 1.32 log CFU/g of Staphylococcus aureus was reduced, and Escherichia coli was reduced below detection

limit when the Daruma was treated with 20 times (w/v) of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SHS) for 120 min. The 3.62

log CFU/g of viable cell count and 3.22 log CFU/g of Staphylococcus aureus was reduced, and Escherichia coli was

reduced below detection limit when the Daruma was treated with 20 times (w/v) of SAHW for 120 min. The antibac-

terial effects of SAHW were stronger than those of SHS at same available chroline concentration. SAHW treatment

after washing strongly alkalic electrolyzed water (SAEW) showed better bactericidal effects than SAHW treatment

only. The 4.0 log CFU/g of viable cell count was reduced, S. aureus was reduced below regulation limit (Log

2.0 CFU/g), and E. coli was reduced below detection limit when the Daruma was treated with 20 times (w/v) of

SAHW for 90 min after washing with 20 times (w/v) of SAEW for 60 min. The viable cell number was reduced below

detection limit and S. aureus was reduced below regulation limit when the Daruma was treated with 20 times (w/v) of

SAHW for 60 min in ultrasonic washer. E. coli was reduced below detection limit when the Daruma was treated with

20 times (w/v) of SAHW for 10 min in ultrasonic was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bination of SAHW and UW

may be a good technique to reduce the microbial contamination in dar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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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오징어는 오징어육을 조미, 건조한 가공식품으로 간

식, 술안주, 밑반찬 등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있는 식품 중의 하나로, 주로 전국 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급식업체로 공급되며 일부는 미국, 일본 등

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조미오징어는 제조공정이 복

잡하고 원료에서 최종 생산제품까지 대부분의 작업이 수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1) 가공공정 중 미생물 오염에

의한 위생적 품질의 저하, 저장 및 유통 중 미생물에 의

한 품질열화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

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2). 특히 Choi 등3)은 원료로 쓰이

는 오징어 반가공품(Daruma, 오징어 생물을 할복 처리한

후, 수세, 자숙, 냉각, 탈수, 1차 조미, 건조, 냉동숙성 과

정을 거친 가공품, 이하 반가공품)의 미생물 오염도가 높

아 최종제품의 미생물학적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바 있으며, 최근 제조원가상승, 경기저하 등의 이유

로 중국, 멕시코, 페루 등으로부터 조미오징어의 원료인

반가공품을 다량 수입하고 있는데4) 이 또한 높은 미생물

오염도가 문제가 되고 있어 반가공품의 미생물 저감화 대

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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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가

열 살균방법으로서 전기분해수(이하 전해수)에 의한 살균

이 식품산업현장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해수는 희석 식

염용액(0.2% 이하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유격막 전해조

에서 전해하여 양극측으로부터 얻어지는 강산성차아염소

산수 (유효염소농도 20-60 ppm, pH 2.7 이하)와 2-6%의

염산을 무격막 전기분해조 안에서 전해하여 얻어지는 미

산성차아염소산수 (유효염소농도 10-30 ppm, pH 5.0-6.5)

가 있으며5-7),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

cytogenes, Salmonella enteritidis, Campylobacter jejuni,

Enterobacter aer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등의 병원

세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11). 또한 채소12-14), 가축10,15)에서 미생물 저감화 및

유리, stainless steel 용기, 세라믹 등의 표면소독에도 효과

적이라고 보고11)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품산업현장에

서 살균제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으며16-19), 일본 후생성에서는 2002년 6월 전해

수를 식품첨가물 (살균제)로 인정한 바 있으며19), 우리나

라는 2007년 11월 강산성차아염소산수(Strong acidic

hypochlorous water 이하 SAHW)와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로 인가20)한 바 있다. 

그러나 강산성차아염소산수 또는 미산성차아염소산수 단

독으로는 미생물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유기산을 비롯한 화학적 처리, 마이크로웨이브, 초음파와

같은 물리적 처리를 병용하는 살균기술이 연구되고 있

다21,22). Park21) 등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에 1%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의 병용처리를 통해 양상추 중 총균

수와 L. monocytogenes의 수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단독

처리에 비해 1.0 log CFU/g 내외의 상승효과를 나타내었다

고 보고한 바 있으며, Zhou 등22)은 시금치에 E. coli

O157:H7을 접종하고 각종 소독제와 초음파를 결합 처리

했을 때 소독제를 단독 처리하는 것보다 상승효과가 있음

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및 초음파의 병용에 의한 미생물 제어에 관

한 연구는 많지만 오징어 반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제어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미오징어의 주원료인 반가공품을 대

상으로 강산성차아염소산수(SAHW) 단독 처리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와 초음파의 병용에 의한 미생물 저감효과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료 채취 및 전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수입산 오징어 반가공품은 강릉 지역

에 있는 조미오징어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무균적으로 채

취한 후, 얼음을 채운 ice box에 담아 1시간 이내에 실험

실로 운반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식품공전23)의 방법에 준하여 멸균 가위와 핀셋을 이용

하여 시료 25 g을 멸균 stomacher bag에 취해 9배 양의 멸

균인산완충희석액(Butterfield's Phosphate Buffered Dilution

Water)과 혼합한 후 stomacher 400 (Seward Co. England)

으로 균질화 하여 미생물 분석의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강산성차아염소산수 처리에 의한 반가공품의 미생물 저감

효과 분석

강산성차아염소산수(SAHW)와 강알칼리성전해수(Strong

alkalic electrolyzed water, 이하 SAEW)의 제조 및 물성 측

정은 0.2% NaCl 용액 60 L를 격막식 전해수 생성장치

DIPS-4KII (Wonjinenc Co., Ansan, Korea)와 연결된 물탱

크에 넣고 전압 8.8 V, 전류 17.1 A, 유속 4.8 L/min로 전

기분해한 후, 양극에서 생성된 강산성차아염소산수(SAHW)

와 음극에서 생성된 강알칼리성전해수(SAEW)의 유효염

소농도, 산화환원전위(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pH를 측정하였다.

유효염소농도는 유량에서 10 mL를 추출하여 탈이온수

로 100배 희석하여 휴대용 염소측정기(Pocket colorimeter,

HACH Co., Colorado, USA)로 측정하였다. ORP와 pH는

유량에서 300 mL를 취하여 pH/ISE meter (Istek co.,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미생물수 측정은 식품공전 중 미생물 시험법23)의 방법

으로 정량 분석하였다. 즉 일반세균(Total plate count)은

Plate count agar (Difco, Detroit, USA)를 이용하여 표준평

판법으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Baird-

Parker agar (Difco, Detroit, USA)를 이용하여 황색포도상

구균 정량시험법으로, 대장균(Escherichia coli)은 EC medium

(Difco, Detroit, USA)을 이용하여 대장균 정량시험법인 최

확수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강산성차아염소산수 처리에 의한 반가공품의 미생물 저

감효과 분석은 반가공품이 처리수에 완전히 침지될 수 있

는 용량인 중량대비 10, 20배의 SAHW에 반가공품을 각

각 30, 60, 90, 120분간 침지 처리한 후, 멸균 증류수로 세

척한 다음 미생물 (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수

를 측정하였으며, 음성대조구로는 수도수(Tap Water, 이하

TW)를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구로는 같은 유효염소농도

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Sodium hypochlorite solution, 이

하 SHS)을 사용하였다. 

SAEW와 SAHW 순차처리에 의한 반가공품의 미생물 저감

효과 분석

반가공품 중량대비 10, 20배의 SAEW에 반가공품을 각

각 30, 60분간 1차 침지한 후 멸균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이어서 반가공품 중량대비 10배, 20배의 SAHW에 반가공

품을 각각 30, 60, 90, 120분간 2차 침지한 후, 멸균 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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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세척한 다음 미생물 (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 대

장균)수를 측정하였으며, 음성대조구로는 TW를 사용하였

으며, 양성대조구로는 같은 유효염소농도의 SHS를 사용

하였다. 

SAHW와 초음파(UV)를 병용처리한 반가공품의 미생물 오

염도 저감효과 분석 

반가공품과 SAHW를 1:20 비율로 초음파 세정기 4020P

(500 W, 60 Hz, KODO Co., Seoul, Korea)에 넣은 뒤 10,

30, 60분간 초음파(ultrasonic waves, 이하 UW) 처리하였

다. 그리고 멸균증류수로 세척한 뒤 미생물 (일반세균, 황

색포도상구균, 대장균)수를 측정하였으며, 음성대조구로는

TW를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구로는 같은 유효염소농도

의 SHS를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처리수의 물성

0.2% NaCl 용액 60 L를 격막식 전해수 생성장치와 연

결된 물탱크에 넣고 전압 8.8 V, 17.1 A, 유속 4.8 L/min로

SAHW와 SAEW를 생산하고 그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SAHW의 유효염소농도는 69.67 ± 0.58

ppm, ORP는 1071.33 ± 4.16 mV, pH는 2.79 ± 0.05이었고,

SAEW의 유효염소농도는 4.67 ± 0.41 ppm, ORP는 −366.33

± 9.07 mV, pH는 12.47 ± 0.35이었다. 그리고 대조구로 사

용한 SHS의 유효염소농도는 70.67 ± 0.32 ppm, ORP는

769.67.33 ± 9.50 mV, pH는 7.81 ± 0.01이었으며, TW의 유

효염소농도는 0.20 ± 0.20 ppm, ORP는 511.33 ± 8.08 mV,

pH는 7.08 ± 0.03이었다.

조미오징어 반가공품에 대한 SAHW의 미생물 저감 효과

SAHW에 오징어 반가공품을 침지 처리하였을 때 나타

난 미생물 저감효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수입산

오징어 반가공품은 냉동상태이며, 해동은 빙초산(99.85%)

과 소독제(CAMICA-SD, 유효염소 64% 이상)를 첨가한 중

량대비 10배 정도의 수도수에서 약 8시간 침지, 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SAHW의 살균력을 고려하여 최장 120분

간 침지, 해동하였다. 음성대조구로 사용한 TW의 경우,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에 대하여 저감효과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대조구로 사용한 SHS의 경

우, 중량대비 10배의 SHS에 120분간 침지하였을 때, 일반

세균은 1.49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1.43 log CFU/g

감소하였으며, 20배의 SHS에 120분간 침지하였을 때는 일

반세균은 1.49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1.32 log CFU/

g 감소하였으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SHS에 의한

Table 1. Properties of treatment water

Type
Available

chlorine (ppm)

Oxidation-reduc-

tion potential (mV)
pH

SAHW1) 69.67 ± 0.585) 1071.33 ± 4.16 2.79 ± 0.05

SAEW2) 04.67 ± 0.41 −366.33 ± 9.07 12.47 ± 0.35

SHS3) 70.67 ± 0.32 769.67 ± 9.50 7.81 ± 0.01

TW4) 00.73 ± 0.25 511.33 ± 8.08 7.08 ± 0.03

1)Strong acidic hypochlorous water.
2)Strong alkalic electrolyzed water. 
3)Sodium hypochlorite solution.
4)Tap water. 
5)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analyses.

Table 2. Microbial reduction effect of SAHW on imported Daruma

Treatment Viable cell 

count

(Log CFU/g)

S. aureus

(Log CFU/g)

E. coli

(Log MPN/

100 g)Water Rate1) Time 

(min)

Not treatment 5.99 ± 0.055) 5.31 ± 0.06 2.69 ± 0.00

TW2) 1:10 30 5.89 ± 0.05 5.30 ± 0.04 2.80 ± 0.01

60 5.97 ± 0.03 5.21 ± 0.06 2.62 ± 0.17

90 5.71 ± 0.03 5.23 ± 0.08 2.31 ± 0.36

120 5.26 ± 0.06 5.25 ± 0.05 2.18 ± 0.05

1:20 30 5.93 ± 0.03 5.28 ± 0.02 2.62 ± 0.20

60 5.58 ± 0.03 5.26 ± 0.06 2.52 ± 0.25

90 5.32 ± 0.04 5.25 ± 0.10 2.26 ± 0.05

120 5.18 ± 0.10 5.19 ± 0.10 2.07 ± 0.17

SHS3) 1:10 30 5.23 ± 0.08 4.96 ± 0.03 2.69 ± 0.17

60 5.00 ± 0.08 5.10 ± 0.12 1.89 ± 0.10

90 5.10 ± 0.07 3.90 ± 0.03 1.66 ± 0.11

120 4.54 ± 0.07 3.87 ± 0.03 < 1.26

1:20 30 5.03 ± 0.07 4.96 ± 0.03 2.58 ± 0.10

60 4.96 ± 0.03 4.68 ± 0.03 1.91 ± 0.24

90 5.58 ± 0.03 4.12 ± 0.04 1.85 ± 0.03

120 4.07 ± 0.10 3.96 ± 0.08 < 1.26

SAHW
4) 1:10 30 5.46 ± 0.05 4.91 ± 0.02 2.50 ± 0.02

60 5.02 ± 0.05 5.09 ± 0.09 1.85 ± 0.07

90 4.04 ± 0.04 4.64 ± 0.06 1.27 ± 0.02

120 3.20 ± 0.13 3.56 ± 0.06 < 1.26

1:20 30 5.26 ± 0.11 4.96 ± 0.04 1.27 ± 0.02

60 5.31 ± 0.10 4.26 ± 0.11 1.29 ± 0.02

90 3.27 ± 0.06 3.56 ± 0.06 < 1.26

120 2.31 ± 0.05 2.07 ± 0.09 < 1.26

1)Volume ratio of Daruma to treatment water.
2)Tap water. 
3)Sodium hypochlorite solution.
4)Strong acidic hypochlorous water.
5)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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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저감효과는 1 log CFU/g 수준으로 Sharma16)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오징어 반가공품 중량대비 10

배의 SAHW에 120분간 침지한 경우, 일반세균은 2.69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1.74 log CFU/g 감소하였으

며, 20배의 SAHW에 120분간 침지한 경우, 일반세균은

3.62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3.22 log CFU/g 감소하

였으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 SAHW가 같은 유효염소

농도의 SHS보다 살균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미오징어 제조사업장에서 반가공품 소독에 많이 사용

하는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SHS, 유효염소 100

ppm)이다. SHS는 주로 식품산업에서 미생물학적 품질관

리와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소독제이다. 그러나 살균력에 한계(약 1~2 log 감소)

가 있으며16) Trihalomethane (THM)과 같은 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서도 보고하고 있다13-15). 따라서 오징어

반가공품 해동시 강산성차아염소산수(SAHW)는 SHS를 대

Table 3. Microbial reduction effect by combination of SAHW and SAEW on imported Daruma

Treatment of SAEW1) Treatment of SAHW2)
Viable cell count

(Log CFU/g)

S. aureus

(Log CFU/g)

E. coli

(Log MPN/100 g)Rate3) Time (min) Rate4) Time (min)

No treatment 6.81 ± 0.02 6.55 ± 0.08 2.43 ± 0.12

1:10 30 1:10 30 5.08 ± 0.04 5.78 ± 0.09 2.18 ± 0.27

60 4.38 ± 0.10 4.99 ± 0.08 1.77 ± 0.15

90 3.86 ± 0.07 4.92 ± 0.04 1.90 ± 0.30

120 3.26 ± 0.10 3.71 ± 0.08 1.71 ± 0.10

1:20 30 4.93 ± 0.03 5.64 ± 0.07 2.09 ± 0.18

60 4.11 ± 0.12 4.92 ± 0.04 1.75 ± 0.13

90 3.39 ± 0.04 4.25 ± 0.08 1.62 ± 0.03

120 2.29 ± 0.03 3.51 ± 0.07 < 1.26

60 1:10 30 3.94 ± 0.02 5.68 ± 0.04 1.79 ± 0.13

60 4.26 ± 0.06 4.95 ± 0.03 1.29 ± 0.02

90 3.81 ± 0.06 4.34 ± 0.07 1.26 ± 0.00

120 2.97 ± 0.03 3.26 ± 0.11 < 1.26

1:20 30 4.55 ± 0.05 5.54 ± 0.08 1.29 ± 0.02

60 3.96 ± 0.03 4.77 ± 0.05 1.27 ± 0.02

90 2.98 ± 0.07 4.12 ± 0.10 < 1.26

120 2.26 ± 0.08 3.25 ± 0.11 < 1.26

1:20 30 1:10 30 4.62 ± 0.06 5.62 ± 0.05 1.69 ± 0.12

60 4.02 ± 0.05 4.87 ± 0.04 1.29 ± 0.02

90 3.53 ± 0.04 4.24 ± 0.09 < 1.26

120 2.80 ± 0.05 3.40 ± 0.09 < 1.26

1:20 30 4.31 ± 0.09 5.44 ± 0.06 1.27 ± 0.02

60 3.46 ± 0.05 3.53 ± 0.05 1.30 ± 0.00

90 3.02 ± 0.11 2.75 ± 0.04 < 1.26

120 2.11 ± 0.06 1.87 ± 0.08 < 1.26

60 1:10 30 4.38 ± 0.08 5.40 ± 0.10 1.29 ± 0.02

60 3.46 ± 0.08 4.10 ± 0.07 < 1.26

90 3.05 ± 0.11 3.50 ± 0.01 < 1.26

120 2.64 ± 0.09 1.89 ± 0.05 < 1.26

1:20 30 3.22 ± 0.12 4.88 ± 0.05 < 1.26

60 3.02 ± 0.14 3.42 ± 0.05 < 1.26

90 2.73 ± 0.07 1.98 ± 0.02 < 1.26

120 1.89 ± 0.05 1.79 ± 0.04 < 1.26

1)Strong alkaline electrolyzed water. 
2)Strong acidic hypochlorous water. 
3)Volume ratio of raw squids to SAEW. 
4)Volume ratio of raw squids to SAHW.
5)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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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좋은 비가열 살균제로 사료된다.

SAEW와 SAHW 순차처리에 의한 조미오징어 반가공품에서

의 미생물 저감효과

SAHW 단독 처리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미생물 저감효

과를 얻을 수 없었기에 조미오징어 반가공품을 SAEW에

1차 침지 처리한 후, SAHW에 2차 침지 처리하여 미생물

저감효과를 조사하였다(Table 3). 무처리 반가공품의 일반

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6.81, 6.55 log CFU/g이었

으며, 대장균은 log 2.43 MPN/100 g이었다. 오징어 반가공

품 중량 대비 20배의 SAEW로 30분 처리한 후, 중량 대

비 20배의 SAHW로 120분간 처리하였을 때, 일반세균수

는 약 4.7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규제치(log 2.0

CFU/g 이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

았다. 오징어 반가공품 중량 대비 20배의 SAEW로 60분

처리한 후, SAHW로 처리하였을 때는 중량대비 10배, 120

분 처리, 중량대비 20배, 90분 처리로 일반세균수는 약

4.0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규제치 이하로 감소하였

으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AHW로만 처리하였을 때의 살균효과

(Table 2)보다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SAEW는 강알

칼리성으로 표면세척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SAEW

로 처리한 후, 강산성의 SAHW로 처리하면 살균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17,24).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SAEW

가 오징어 반가공품 표면의 유기물을 제거하여 SAHW의

살균효과를 상승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신 등24)은

콩나물, 무순과 같은 채소의 경우, SAEW로 30초간 세척

후 SAHW로 30초간 처리하여도 각각 2.50 ± 0.13, 2.19 ±

0.13만 감소하였고 4 log CFU/g 이상의 균이 잔존하고 있

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uzuki17)는 E. coli O157:H7를 오염

시킨 무순을 SAHW로 살균한 결과, E. coli O157:H7에 대

한 살균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그 이유로서 E. coli O157:H7

가 무순의 조직 안으로 침투하여, 표면살균효과를 지닌

SAHW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살균

대상물의 종류 또는 그 표면구조에 따라 SAHW의 살균력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강산성 전기분해수와 초음파 처리를 병용한 반가공품의 미

생물 오염도 저감 효과

초음파는 동공화에 의해 생성된 기포 파열 시 발생되는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cell lysis를 일으켜 효소나 미생

물을 불활성화 시키는데, 다른 고압과 가열 등 다른 살

균방법과 함께 병용할 경우에 효소활성 억제에 더욱 효

과적이나 단독 처리로는 효과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징어 반가공품에 대한

SAHW의 미생물의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UW를 병

용하여 미생물 저감효과를 조사하였다(Table 4). 즉 초음

파 세정기에 오징어 반가공품과 중량대비 20배의 TW,

SHS, SAHW를 각각 넣어 UW 처리한 후 미생물 오염도

를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의 경우, TW와 SHS로 각각 60

분간 처리하였을 때는 3.07, 3.22 log CFU/g가 감소하였으

나 SAHW로 60분간 처리한 경우는 검출한계(< 1.00 log

CFU/g) 이하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TW와 SHS로 각각 60분간 UW

처리하였을 때, 처리 전에 비하여 각각 1.51, 3.38 log CFU/

g 감소하였으나 규제치 이상 검출되었다. 그러나 SAHW

로 60분간 UW 처리하였을 때는 4.34 log CFU/g가 감소,

규제치 이하로 나타나 가장 좋은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대장균의 경우, TW로 60분간 UW 처리하였을 때는 검

출이 되었지만, SHS로 60분간 UW 처리하였을 때는 검출

한계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SAHW로 처리하였을 때는 10

분간 처리로도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여 SAHW와 UW

의 병용이 조미오징어 반가공품 미생물 저감화에 가장 효

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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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강산성차아염소산수(SAHW)와 초음파(UW)

를 병용한 조미오징어 반가공품의 미생물 오염도 저감 기

Table 4. Microbial reduction effect by combination of ultrasonic

waves and SAHW on imported Daruma

Treatment Viable cell 

count 

(Log CFU/g)

S. aureus 

(Log CFU/g)

E. coli 

(Log MPN/

100 g)Water Rate1) Time 

(min)

No treatment 6.27 ± 0.20 6.06 ± 0.18 2.72 ± 0.18

TW2) 1:20 10 6.32 ± 0.54 5.98 ± 0.42 1.87 ± 0.10

30 6.12 ± 1.02 6.14 ± 0.31 1.63 ± 0.03

60 3.20 ± 0.86 4.55 ± 0.19 1.40 ± 0.17

SHS3) 1:20 10 5.07 ± 1.24 5.17 ± 1.08 1.49 ± 0.20

30 4.83 ± 0.61 4.23 ± 0.52 1.29 ± 0.02

60 3.05 ± 1.12 2.68 ± 1.08 < 1.26 ± 0.00

SAHW4) 1:20 10 5.04 ± 1.14 3.59 ± 1.30 < 1.26 ± 0.00

30 2.04 ± 0.25 2.01 ± 0.29 < 1.26 ± 0.00

60 < 1.00 ± 0.00 1.72 ± 0.22 < 1.26 ± 0.00

1)Volume ratio of raw squids to treatment water was 1:20. 
2)Tap water. 
3)Sodium hypochlorite solution.
4)Strong acidic hypochlorous water.
5)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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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SAHW의 유효염소농도는 69.67 ± 0.58 ppm, ORP는

1071.33 ± 4.16 mV, pH는 2.79 ± 0.05이었다. 

오징어 반가공품을 중량대비 20배의 SHS에 120분간 침

지하였을 때 일반세균은 1.49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1.32 log CFU/g 감소하였으며, 대장균은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였다. 오징어 반가공품 중량대비 10배의 SAHW에

120분간 침지한 경우, 일반세균은 2.69 log CFU/g, 황색포

도상구균은 1.74 log CFU/g 감소하였으며, 20배의 SAHW

에 120분간 침지한 경우, 일반세균은 3.62 log lCFU/g, 황

색포도상구균은 3.22 log CFU/g 감소하였으며, 대장균은 검

출되지 않아 SAHW가 같은 유효염소농도의 SHS보다 살

균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SAHW 단독 처리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미생물 저감효

과를 얻을 수 없었기에 조미오징어 반가공품을 SAEW에

1차 침지 처리한 후, SAHW에 2차 침지 처리한 결과, 오

징어 반가공품 중량 대비 20배의 SAEW로 60분 처리한

후, SAHW로 처리하였을 때는 중량대비 10배, 120분 처

리, 중량대비 20배, 90분 처리로 일반세균수는 약 4.0 log

CFU/g, 황색포도상구균은 규제치(log 2.0 CFU/g 이하) 이

하로 감소하였으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초음파 세정기에 오징어 반가공품과 중량대비 20배의

TW, SHS, SAHW를 각각 넣어 UW 처리한 후 미생물 오

염도를 조사한 결과, SAHW로 60분간 처리하였을 때 일

반세균은 검출한계(< 1.00 log CFU/g)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은 규제치 이하로 감소하여 가장 좋은 저

감효과를 나타내었다. 대장균의 경우, SAHW 10분간 처

리로도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여 SAHW와 UW의 병용

이 조미오징어 반가공품 미생물 저감화에 가장 효과가 좋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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