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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ClO
2
 gas on pathogenic E.

coli and Salmonella spp. colonizing on the fruit surface of strawberries for export.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to

treat strawberries inoculated with pathogenic E. coli or Salmonella spp. with a combination of ClO
2
 gas concentrations

(10, 20, 30, 40, and 50 ppmv), RH (50, 70, and 90%), and treatment time (0, 5, 10, 20, and 30 min). Interaction

between the factors was observed to note that the reduced levels of microbial population were the highest when RH is

set at 90% with gas concentration- and treatment time-dependent manner. With RH and gas concentration fixed at

90% and 50 ppmv, the populations of E. coli and Salmonella spp. decreased by 2.07 and 2.28 log CFU/g when treated

for 20 min whereas population reduction by 0.5 and 0.7 log CFU/g were observed when treated for 5 min, respectively.

The results help establish most effective conditions for ClO
2
 gas treatment to enhance microbial safety of strawberries

f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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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과채류로서 미네랄, 비

타민 C가 풍부하고, 맛과 향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

기가 있다1-4). 특히 최근 들어 딸기는 내수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되는 수출용 딸기의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

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5). 

그러나 최근 들어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

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

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6-8). 미국

에서는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미국 식

품 현대화법을 제정하였고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실행을 위

하여 FDA가 제안한 다섯 가지 규칙 중의 하나가 농산물

안전기준이다9). 미국의 농산물안전기준은 생물학적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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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신선 과일과 채소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

여 미생물 오염 5대 경로 ① 농업용수, ② 가축분뇨를 이

용한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 ③ 작업자의 건강과 개인위

생, ④ 장비, 도구, 건물, 하수설비, ⑤ 가축과 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9). 이 기준은 미국

내 농가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품을 생산하

는 모든 농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9). 201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수입 농산물 식품안전 관리규정’

에서는 수출 상대국이 인도네시아로 농산물을 수출할 시

GAP 등 삼자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비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 농산물에 각종

위해요소를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대상 물질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뿐만 아니라

Salmonella spp., Eshcherichia coli도 해당되며 딸기는

Salmonella 불검출/25 g, E. coli는 20 CFU/g이하인 딸기만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7). 이들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농산물 안전성에 있어서 화학적 위해 요소뿐만 아니라 생

물학적 위해 요소의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식중독세균에 오염된 농산물

에 의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독제를 이용한 미생

물저감 기술을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0-11). 농

산물 중 미생물 제어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독제

중 하나가 이산화염소이다12). 이산화염소는 그동안 식품 소

독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수용성이 10배 정도 높고 유기물질과의 반응성이 약하여

반응부산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하

여 살균력도 약 3배 정도 높다13). 또한 이산화염소는 공기

중에서 쉽게 분해되어 소독제 처리 후 식품에 소독성분이

잔류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농산물에 적합한 소독제라 할

수 있다13). 농산물 중 미생물 제어에 사용되는 이산화염소

는 액체와 기체로 많이 이용되는데, 기체형태가 침투력이

높아 액체보다 더 살균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이산화염소의 살균효과는 농산물의 종류, 농도, 습도, 시

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다15-18). Mahmoud

등16)과 Bhagat 등17)의 연구에 따르면 딸기와 토마토에 이

산화염소 가스의 미생물 저감효과는 농도와 시간을 증가

시켰을 때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Han 등15)은 8 mg/L의

이산화염소로 부패미생물을 저감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습

도가 56%에서 94%로 증가할 때 미생물 저감효과는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딸기를 대상으로 상대습도

차이에 따른 살균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용 딸기 중 병원성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spp.를 제어하기에 적합한 이산화염소

처리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

고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료선정 및 전처리

딸기는 수출용으로 가장 널리 재배되는 ‘매향’(Fragarid

X ananassa Duch ‘Maehyang’)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경남 진주시 대평면에 위치한 북부농협에서 구입하였다.

이산화염소 처리에 앞서 딸기는 꼭지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1분 동안 세척하였다. 이후 무균상(22 ± 3oC)에서 화

염소독 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40분간 건조시켰다.

사용된 균주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병원성 E. coli 5종 (Entero-

hemorrh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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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시료 중 존재

하는 background microflora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rifampicin (R; Biosesang, Seongnam,

Korea)저항성을 유도하였다. Tryptic soy agar (TSA; OXOID,

Hampshire, UK)에서 균주 1 colony를 취하여 50 µg/mL의

rifampicin이 첨가된 10 mL luria bertani broth (LB; Oxoid,

Hampshire, UK)에 접종하고 37oC에서 24시간 진탕배양 하

였다. 이후 50 µg/mL의 rifampicin이 함유된 luria bertani

agar (LA, Oxoid, Hampshire, UK)에 접종하고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rifampicin 저항성 균을 얻었다. Rifampicin

저항성균은 20% glycerol을 함유한 50 µg/mL의 rifampicin

이 첨가된 tryptic soy broth (TSB-R)을 사용하여 −70oC에서

보관하였다.

균주 접종

딸기 중 이산화염소 효과 검정을 위하여 50 µg/mL의

rifampicin이 첨가된 tryptic soy agar (TSA-R)상에서 배양

한 rifampicin 저항성 균주를 각각 TSB-R에 접종하고 37oC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4,500 ×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Difco, MD, USA) 용액 10 mL을 가한 후 4,500 × g

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척하였다. 병원성 E. coli 5

종과 Salmonella spp. 3종은 같은 종별로 각각 1 mL씩 혼

합하고 8.0~9.0 log CFU/mL 수준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

다. 각각의 혼합 균액 100 µL을 30 g의 딸기(2~3개)에 접

종하였다. 접종 후 무균상에서 60분간 22 ± 3oC에서 건조

시켰다.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이산화염소 가스 공급장치(CA-300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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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gofarm, Gyeonggi, Korea)는 Fig. 1과 같다. 이산화염소

가스 생성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염소 가스는 배관을 통

하여 훈증실 내부로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산화

염소 가스 농도는 센서(ATi Series F12 Gas Transmitter,

Delph, UK)를 통해 조절하였고, 상대습도는 가습기에 습

도조절센서(DH-2341A, Ko Lobster, Busan Korea)를 연결

하여서 조절하였다. 병원성 E. coli 혹은 Salmonella spp.

가 접종된 딸기는 250 g plastic 포장용기에 90 g씩 옮겨

담은 후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실에 넣고, 상대습도 50, 70,

90%,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 10, 20, 30, 40, 50 ppmv (mg/

m3)에서 5, 10, 20, 30분간 처리하였다.

미생물 저감화 효과 측정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한 딸기 30 g을 stomacher bag에

넣고 D/E neutralizing broth (Difco, MD, USA) 120 mL를

가한 후 1분 동안 균질화 하였다. 이후 시료 1 mL를 취하

여 10진 희석한 후 농도별로 250 µL씩 50 µg/mL의 rifam-

picin이 함유된 TSA배지에 도말하고 37oC에서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균수를 계수 하였으며 최종균수

는 계수된 균수 ×희석배수로 산출하였다.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딸기의 색도변화 측정

과채류의 이산화염소 처리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

스와 리그닌과 같은 다양한 올리고당을 산화시켜 표백을

발생할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가 딸기의 색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미

생물 저감화 효과가 가장 높은 상대습도와 농도조건에서

5, 10, 20, 30분간 처리한 후 딸기를 20oC에서 5일 동안 저

장하면서 품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품질의 변화는 색도

계(CR-300,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 (lightness),

a (red-greenness), b (blue-yellowness)의 값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반복씩 2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관찰된

실험결과는 SAS 통계 프로그램(version 9.2, SAS Institute,

NC, USA)의 ANOVA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각각의 처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p < 0.05) 평균값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병원성 E. coli 저감화 효과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 상대습도 및 시간에 따른 이산

화염소 가스의 딸기 중 병원성 E. coli 제어효과를 구명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그 결과 이산화염소 농도, 상대습

도, 시간 세 요인 중 이산화염소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상대 습도였으며 상대습도가 높아질수록 저

감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p < 0.05). 병원성 E. coli

를 이산화염소 농도 50 ppmv에서 30분동안 처리하였을 때

Fig. 1. Chlorine dioxide gas (ClO2) machine used in this study.

A: ClO2 generation, B: Fumigation chamber, C: R.H controller, D: Concentratio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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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습도에 50%, 70%, 90%에서 저감화 효과는 각각 1.35,

1.59, 2.12 log CFU/g 수준으로 상대습도 50%보다 90%에

서 약 0.80 log CFU/g 수준 정도 저감화 효과가 높게 나타

났다(p < 0.05). 본 연구의 결과는 Han 등20)이 수행한 피망

에서 이산화염소 가스 저감화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

였다. Han 등20)은 처리농도 0.3 ppm (mg/L), 온도 15oC에

서 상대습도 55~95%로 증가할 때 1.90~4.00 log CFU/5 g

수준으로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저감화 효과를 얻

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05).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시 상

대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살균효과가 높아지는 이유는 상

대습도가 높아질수록 이산화염소의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

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1). 또한 Han 등20)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는 0.3 ppm의 적은 농도에서 본 연구의 50 ppmv

보다 높은 저감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ppm은 액체상에 물질이 존재하는 양으로 퍼센

트와 같은 개념이지만, ppmv는 부피단위로 부피당 물질이

존재하는 양을 나타낸 것으로 이산화염소 가스 1 ppm은

ppmv 단위로는 362 ppmv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18) Han 등20)이 처리한 0.3 ppm은 본 연구의

50 ppmv보다 고농도 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산화염소 가스의 농도에 따른 효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처리농도에 따른 효과

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습도 90%, 처리시간 30

분에서는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가 10, 20, 30, 40, 50 ppmv

으로 증가할 때 저감화 효과는 1.12, 1.52, 1.72, 1.76, 2.12

log CFU/g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5). 본 연구결과는 Park 등22)이 수행한 다른 상대습도

조건하에서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를 통한 시금치에 접종

한 E. coli O157:H7의 저감화 연구에서와 유사하였는데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대습도 50%에서는 이산화염

소 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상대습도

90%, 20분 처리조건에서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가 1, 5,

10, 30, 50 ppmv로 증가할 시 0.83, 2.36, 3.63, 5.78, 5.53

log CFU/g으로 저감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한 딸기에서 병

원성 E. coli의 저감효과는 50 ppmv에서 30분 처리시 2.1

log CFU/g인데 반해 Park 등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금치

에서 E. coli O157:H7의 저감효과는 5.00 log CFU/g 이상

의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산화염소에 대한 균주의

감수성과 작물표면 및 수분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처리시간에 따른 병원성 E. coli에 대한 이산화염

소 가스 처리효과는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처리시간에 따

른 효과는 증가하였는데 상대습도 90%, 이산화염소가스

농도 50 ppmv에서 처리시간 5, 10, 20, 30분으로 증가시켰

을 때 병원성 E. coli의 저감 수준은 1.27, 1.53, 2.07, 2.12

log CFU/g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이에 반해 상대습도 50%에서 저감화 효과는 0.85,

0.90, 1.08, 1.35 log CFU/g 수준으로 처리시간이 증가에 따

른 저감화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p > 0.05). 

이산화염소 가스의 병원성 E. coli에 저감효과는 상대습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성 E. coli

같은 경우 상대습도 90%, 처리농도 50 ppmv, 처리시간 20,

30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5). 따라서 병원

성 E.coli를 99% 저감하기 위해서는 상대습도 90%에서 이

산화염소농도 50 ppmv, 처리시간 20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Reduction of pathogenic E. coli on strawberries by differ-

ent concentration of ClO2 gas (10, 20, 30, 40, 50 ppmv) and time

(5, 10, 20, 30 min) at relative humidity (A) 50%, (B) 70%, (C)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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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Salmonella spp. 저감화 효과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Salmonella spp.의 저감화

효과는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화

염소 가스를 이용한 Salmonella spp.의 저감화 효과는 병

원성 E. coli와 같이 상대습도에 따른 효과가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p < 0.05). Salmonella spp.에서 처리농도 50

ppmv으로 30분동안 처리하였을 때 상대습도에 50%, 70%,

90%에서 저감화 효과는 각각 1.19, 1.81, 3.09 log CFU/g

수준이었고, 상대습도 90%와 50%를 비교하였을 때 약

2.00 log CFU/g정도 차이가 있었다(p < 0.05). Han 등23)은

스테인리스강에 Lactobacillus buchneri를 접종한 후 이산

화염소 가스를 농도 2~14 mg/L, 시간 5~120분, 상대습도

56~94%, 온도 9~31oC 조건으로 처리한 후 L. buchneri를

검출하였다. 그 결과 이산화염소가스 농도 8 mg/L, 처리시

간 10분에서 상대습도 56%, 68%, 93%조건으로 처리하

였을 때 56%, 63% 조건에서는 스테인리스강에서 L. buchneri

가 각각 3개, 2개의 샘플에서 검출되었지만 93%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보고하여 미생물 저감화에 상대습

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처리농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가스 저감화 효과는

병원성 E. coli와 같이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처리농도 증

가에 따른 저감효과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습도

90%, 처리시간 30분에서 이산화염소 가스를 10, 20, 30, 40,

50 ppmv으로 증가시키면서 저감화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Salmonella spp.는 각각 1.48, 1.76, 1.95, 2.70, 3.09 log

CFU/g 수준으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저감화 효과가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상대습도 50%에서는 0.77,

0.72, 0.66, 0.94, 1.19 log CFU/g 수준으로 처리 농도별 저

감화 효과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처리시간에 따른 Salmonella spp.의 이산화염소 가스 처

리효과를 비교한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습

도 50%에서는 처리시간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았지만 상대습도 90%에서는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염소의 처리효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Trinetta 등24)은 토마토 표면에 S. enterica를 접종한

후 처리시간에 따른 이산화염소 가스 저감효과를 구명하

였다. 2, 10 ppm 농도로 처리시간 10, 30, 60, 120, 180초

로 처리하였을 때 2 ppm에서 0.53, 0.50, 0.94, 1.25, 2.41

log CFU/cm2, 10 ppm에서 2.71, 2.92, 3.19, 3.86, 4.87 log

CFU/cm2 수준으로 저감되어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저감

효과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Salmonella spp.와 병원성 E. coli

의 저감화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습도 90%, 처리시

간 30분, 처리농도 10, 20, 30, 40, 50 ppmv에서 Salmonella

spp. 는 1.48, 1.76, 1.95, 2.70, 3.09 log CFU/g이고, 병원성 E.

coli는 1.12, 1.52, 1.72, 1.76, 2.12 log CFU/g으로 Salmonella

spp.에서 저감화 효과가 높게 나타냈다. Trinetta 등25)이 토

마토, 멜론, 딸기 중 이산화염소 가스를 이용한 S. enterica,

E. coil O157:H7 저감화 연구에서도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

리농도 10 ppm으로 180초 동안 처리하였을 때, S. enterica

에서는 토마토, 멜론, 딸기에서 저감효과가 각각 4.80, 4.00,

4.80 log CFU/cm2 수준이었고, E. coli O157:H7의 저감효과

는 각각 3.60, 2.90, 2.70 log CFU/cm2 수준으로 S. enterica

의 저감효과가 E. coli O157:H7의 저감효과 보다 높았다.

이는 균주 마다 이산화염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산화염소 가스의 식중

독세균 저감효과는 대상 미생물, 대상 농산물, 상대습도,

농도, 처리시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Reduction of Salmonella spp. on strawberries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ClO2 gas (10, 20, 30, 40, 50 ppmv) and time (5,

10, 20, 30 min) at relative humidity (A) 50%, (B) 70%, (C)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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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딸기 중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의한 색도변화

딸기 중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가 딸기의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 50 ppmv,

상대습도 90% 하에서 5, 10, 20, 30분간 처리 후, 색도계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의 값을 이용해

딸기의 품질상태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L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0일차에서는 29.0~36.9 수준이었고, 5일차에서는 28.7~32.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산화염소 가스 처

리구와 무처리구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 > 0.05). 

a값은 저장기간이 증가하여도 20.7~27.8 범위에서 큰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b값은 0일차에서 15.6~18.2 수준

이었고, 5일차에서는 12.4~13.6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 > 0.05). 또한 이산화염

소 가스 무처리구와 처리구 사이에서 a, b 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05). Mahmoud 등16)이

수행한 딸기에서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색도변화

에서도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구와 무처리구 사이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한편 Lee 등26)의 연구에서는 딸기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0, 70, 120, 170, 220 ppmv 수준으로 각각 처리하고 저장

후 딸기의 품질변화를 관찰한 결과 170 ppmv 이상일 때

딸기의 화탁 탈색이나, 부패율이 증가하는 품질저하 현상

이 나타났다. Lee 등22)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농도의

이산화염소는 딸기의 품질저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대습도 90%,

이산화염소 처리농도 50 ppmv, 처리시간 20분 이상 처리

하면 딸기 중 병원성 E. coli와 Salmonella spp. 를 99%이

상 저감화 할 수 있고, 딸기의 급격한 색도변화도 일어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산화염소 가스는 공기 중

에서 쉽게 분해되어 잔류성이 낮은 소독제이지만 수출 딸

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염소 처리에 따른 잔류농도

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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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수출 딸기 중 병원성 E. coli와 Salmonella

spp.를 제어하기 위하여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 상대습도,

시간에 따른 이산화염소 가스의 미생물 저감효과를 조사

하였다. 병원성 E. coli, salmonella spp.를 접종한 딸기에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10, 20, 30, 40, 50 ppmv), 상대습

도(50, 70, 90%), 처리시간(0, 5, 10, 20, 30분)에 대한 삼

요인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각 처리 조건 간의 상호작

용이 나타났으며 미생물 저감효과는 상대습도가 가장 높

은 조건인 90%에서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와 처리시간의

값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상대습도 90%,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 50 ppmv에서 처리시간에 따른 미

생물 저감화 효과는 5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 병원성 E.

coli와 Salmonella spp.이 각각 0.5, 0.7 log CFU/g 정도 감

소하였으나 20분간 처리하였을 때는 각각 2.07과 2.28 log

CFU/g 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 딸기 중

병원성 E. coli와 Salmonella spp.를 제어하기 위한 최적의

이산화염소가스 처리 조건을 확립한 결과로서 수출 딸기

의 미생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Table 1. Changes in the color (Hunter parameters) of strawberries

treated with ClO2 gas 50 ppmv during storage at 20 ± 1oC

Storage

(day)

Treatment 

time (min)
L2) a3) b4)

0

0 29.0 ± 6.31) 23.2 ± 5.3 15.6 ± 2.4

5 36.9 ± 4.6 20.7 ± 1.8 17.9 ± 2.4 

10 36.9 ± 2.0 23.5 ± 2.6 18.2 ± 1.3

20 33.9 ± 5.1 22.8 ± 3.0 17.5 ± 3.0

30 33.4 ± 1.0 25.6 ± 0.4 16.9 ± 1.3

1

0 32.8 ± 1.7 27.3 ± 1.3 17.1 ± 0.2 

5 31.3 ± 0.3 24.8 ± 2.6 15.4 ± 1.1 

10 30.9 ± 3.5 24.8 ± 2.1 15.6 ± 1.4 

20 32.9 ± 2.0 27.0 ± 0.9 16.3 ± 1.8 

30 30.5 ± 0.0 25.3 ± 2.8 15.1 ± 1.4 

3

0 33.4 ± 1.4 29.6 ± 0.7 15.9 ± 1.0 

5 31.4 ± 3.0 26.3 ± 1.0 14.4 ± 0.9 

10 30.3 ± 1.1 26.4 ± 1.0 13.8 ± 0.9 

20 30.7 ± 3.7 27.2 ± 3.0 14.1 ± 3.2 

30 30.7 ± 2.0 26.1 ± 5.3 13.4 ± 2.5 

5

0 32.3 ± 1.0 24.9 ± 8.3 13.6 ± 1.8 

5 29.5 ± 16.2 22.5 ± 13.2 12.6 ± 6.5 

10 28.7 ± 16.7 21.8 ± 15.9 12.5 ± 7.3 

20 30.2 ± 18.3 23.3 ± 16.4 12.4 ± 8.2 

30 32.0 ± 2.3 27.8 ± 16.9 13.4 ± 7.7 

1)Data on the same column for each day were compared and no sig-

nificant between treatment time were detected differences (p > 0.05). 
2)L = lightness 
3)a = red-greenness
4)b = blue-yello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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