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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발효액의 발효기간 동안 식중독 세균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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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ulberry is considered a healthy food for antioxidants and many other beneficial nutrients. How-

ever, food safety concerns exist as this commodity scarcely passes through a sanitizing step due to the fragile nature

of mulberry fruits. Fermented mulberry wort is one traditional way to utilize and preserve mulberries by mixing with

sugars although hygienic practices are not often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te of

foodborne pathogens in fermented mulberry wort. Microbial population of inoculated E. coli in mulberry wort showed

a decreasing pattern as the fermentation progressed. A quicker decrease was observed in the mulberry wort mixed

with sugar at 1 to 0.8 ratio (w/w, mulberry: sugar) compared to 1 to 1 ratio, which could be due to the amount of acids

generated during the fermentation process. When fully-fermented mulberry wort was contaminated with foodborne

pathogens, they all decreased in population although their deceasing patterns varied depending on the species of tested

bacteria. Steep deceases in population of inoculated foodborne pathogens were observed when the fermented wort was

stored at 30oC in comparisons to the other storage temperature, 5 and 20oC, regardless of bacterial species. This study

necessitates the optimization of a sanitizing process during fermentation and storage of mulberry 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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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이 보편화되

면서 먹거리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농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중 기능성 기대효과

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발효식품이며, 이 중 하

나가 식물발효액이다. 대부분의 식물발효액은 식물체를 설

탕과 함께 섞어 일정기간 보관한 후 원료를 여과하여 얻

은 액체로 최근 항산화성1,2), 항비만3), 항암4)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식물발효액은 제조 공정이 채소, 과일 등 농

산물을 설탕에 재워서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하고자 하는

식품 보존법의 일종인 당절임(sugaring)과 거의 유사하지

만 설탕 농도 조절을 통해 원료 농산물에서 유래된 미생

물이 발효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

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절임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발효액, 효소액, 발효추출액, 발효음료, 효소음료, 발

효원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므로 식물발효

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정의가 필요한 상태이다5).

식물발효액에 대한 명칭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도 제조자

에 따라 다양하여 고농도의 설탕 때문에 발효가 이루어지

지 않거나 발효 기간이 매우 길어져 생산 및 제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발효액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

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의 과학화 및 표준화가 필요한 실

정이다. 특히, 발효액 제조가 대부분 소규모 농가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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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있어 발효액의 품질 및 상품성 향상뿐만

아니라 발효액 원료의 안전성 및 제조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 연구도 시급하다. 

식물발효액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주

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농산물에 오염된 식중독세균이

원인이 되어 대규모 식중독사고가 일어난 바 있었고, 이

로 인해 신선한 상태로 섭취되는 농산물이 가장 위험한

식품군으로 인식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6-8). 특히, 가

열 등 멸균 전처리 과정이 없이 직접 섭취되거나 가공품

제조 공정에 곧바로 원료로 투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

성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산물 재배 단

계부터 수확후 처리, 저장,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단

계에 걸쳐 농산물에 오염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현장적용

실천규범인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와 Good

Hygienic Practices (GHP) 적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다른 농산물에 비해 기능성이 많이 알려진 블루베

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로니아베리 등 베리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서

도 오디와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9,10). 베리류는 과실 특성상 상처 입거나 무르기 쉬

워 일부만 생과로 유통되고, 나머지는 냉동 유통되거나 음

료나 발효액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베리류 과피는 매우 연약하여 많은 소규모 농가

가 한 알 한 알 손으로 따서 채취하는 손 수확 방식을 적

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한 데다

가 더욱이 세척 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도 과실

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원물 그대로 가공품 제조에 사

용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되지 않

았거나 비의도적인 오염에 노출된 베리류 원물을 가공품

제조에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한 안전성 연구는 미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리류의 한 종류인 오디(Morus

alba, mulberry)를 대상으로 식중독세균에 오염된 원물을

발효액 제조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효기간에 따른 세균

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발효가 완료된 오디 발효액

이 식중독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보관온도에 따른 세

균수 변화도 조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위생적

인 오디 발효액 생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사용균주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E. coli 및 식중독세균 균주는

Escherichia coli (KACC 11930), E. coli O157:H7 (ATCC

43890),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9586), S. Enteritidis

(ATCC 4931), Staphylococcus aureus (ATCC 13565)이며,

오디 발효액 시료 중 존재 가능한 background microflora

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용 균주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자 rifampicin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11). Rifampicin 저항성 유도 과정은 대상 균주별

로 tryptic soy agar (TSA, Oxoid, UK)에서 하루 동안 배양

한 후 1 colony를 취하여 50 µl/mL 농도의 rifampicin (Bio-

sesang, Gyeonggi, Korea)이 함유된 tryptic soy broth (TSB,

Oxoid, UK) 5 mL에 접종하고 37oC에서 24시간 진탕 배

양하였다. 다시 배양액을 50 µL/mL 농도의 rifampicin이

함유된 TSA에 도말하고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rifam-

picin 항생제에 저항성인 단일 colony를 얻었다. 선발한 ri-

fampicin 저항성 균주는 50 µL/mL rifampicin 함유 TSB에

24시간 진탕배양하고 이 배양액에 glycerol 농도가 20%가

되도록 glycerol (Biosesang, Gyeonggi, Korea)을 첨가한 후

−70oC 초저온 냉동고에 저장하였다. 실험시에는 초저온보

관 균주를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한 후 50 µL/mL rifampicin

함유 TSA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1 colony

를 취하여 50 µL/mL rifampicin 함유 TSB에 접종하고 다

시 37oC에서 18시간 진탕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배양된 균

주는 3,134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은 버리고

균체 pellet만 취해 phosphate buffer saline (PBS)에 현탁

하여 생균수가 7~8 log CFU/mL이 되도록 희석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오디 발효액의 발효기간 중 E. coli, 대장균군 및 일반 호

기성세균 세균수 변화

멸균한 투명 유리병에 농가에서 구입한 냉동 오디 2 kg

을 넣고 rifampicin 저항성이 유도된 E. coli의 세균수가 약

7.0 log CFU/g이 되도록 오디에 균일하게 접종하였다. E.

coli을 접종한 방법과 동일하게 E. coli 대신 멸균수를 접

종한 음성 대조구를 두었다. E. coli 접종 1시간 후에 시

중에서 판매되는 백설탕을 발효액 원료인 오디 무게의

100%와 80%로 각각 첨가한 후 멸균한 스테인리스 국자

로 잘 섞어 20oC 배양기에서 발효가 되도록 보관하였다.

보관 후 0일, 4일, 7일, 11일, 2주, 3주, 4주, 6주, 8주, 10

주, 12주에 각각의 발효병으로부터 10 mL의 오디 발효액

시료를 채취하여 E. coli의 세균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발

효액이 미생물 생장과 증식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알기 위

하여 일반 호기성세균수 및 대장균군수도 같이 조사하였

다. 채취한 10 mL의 발효액 시료에 10 mL의 멸균된 0.1%

peptone water (PW)를 가하여 stomacher (Interscience,

Bagmixer 400VW, Nom la Bretèche, France)로 기기가 허

용하는 가장 강한 세기에서 2분 동안 균질화시키고, 이 중

1 mL을 취하여 9 mL의 0.1% PW에 10배씩 단계별로 희

석하였다. 희석액은 각각 50 µL/mL rifampicin 함유 TSA

에 0.25 mL씩 분주하여 도말하였다. 일반 호기성세균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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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희석액 1 mL을 Petrifilm aerobic

count plate (3M, MN, USA)에 분주하였으며, 대장균군 조

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희석액 1 mL을 Petrifilm E. coli/

Coliform count plate (3M, St. Paul, MN, USA)에 분주하

였다. 도말된 배지는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에

서 자란 집락(colony) 수를 계수하였다.

오디 발효액의 이화학적 특성 조사

오디 발효액의 수분활성도는 각각의 발효병에서 측정에

필요한 시료량을 취하여 수분계(Novasina AG, LabMaster

aw advanced, Lache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당도, pH, 총산도 분석을 위해서는 멸균한 국자를 이

용하여 오디 발효액을 떠낸 후 멸균거즈로 거른 여액을 분

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당도는 당도계(Atago, PAL-3, Tokyo,

Japan)로 측정하였으며, pH는 pH 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ORION STAR A211, Waltham, MA,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오디 발효액 여액을 탈이온

수에 5배 희석한 다음 0.01 N NaOH로 pH 8.2가 될 때까

지 적정한 후 소요된 0.01 N NaOH의 양을 citric acid 함

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오디 발효액의 보관기간 중 온도에 따른 E. coli 및 식중독

세균수 변화

시중에 판매되는 오디 발효액을 구하여 인위적으로 E.

coli 또는 식중독세균을 접종한 후 보관기간 동안 세균수

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항생제 rifampicin에 저항성이 유도

된 E. coli와 식중독세균인 E. coli O157:H7, S. Typhimurium,

S. Enteritidis, S. aureus를 사전 준비된 오디 발효액 9 mL에

각각의 균주를 1 mL씩 접종, 세균수가 6~7 log CFU/mL가

되도록 하여 멸균 튜브에 담고 밀봉하였다. 한 균주당

10 mL의 접종 발효액이 담긴 여러 개의 튜브를 준비하여

각 보관온도별 및 시료채취일별로 다른 튜브를 시료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접종된 오디 발효액을 냉장온

도인 5oC, 상온인 20oC와 30oC에 보관하면서 저장 후 0일,

1일, 2일, 4일, 7일, 10일, 14일에 E. coli와 식중독세균의

세균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날짜별로 채취한 10 mL

의 발효액 시료는 흔들어 잘 균질화시키고, 이 중 1 mL을

취하여 9 mL의 0.1% PW에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하는 방

법으로 여러 단계 희석하였다. 희석액은 각각 50 µL/mL

rifampicin 함유 TSA에 0.25 mL씩 분주하여 도말한 다음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에서 자란 집락(colony)

수를 계수하였다.

통계분석

시간에 따른 세균수의 변화와 오디 발효액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실험결과는 모두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과 표

준편차로 표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오디 발효액의 발효기간에 따른 E. coli, 대장균군 및 일반

호기성세균의 세균수 변화 

오디가 발효되는 동안 접종 E. coli의 세균수는 오디 원

물과 설탕을 무게비 1:1로 혼합한 처리구와 1:0.8로 혼합

한 처리구 모두에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A). 원물 무게 대비 설탕을 1:1로 첨가한 오디 발효액에

서는 E. coli 접종 후 8주부터 1 log CFU/mL이하로 검출

되다가 10주부터는 검출되지 않았다. 설탕을 1:0.8로 처리

한 처리구에서는 접종 후 2주부터 1 log CFU/mL이하로 검

출되다가 3주부터는 검출되지 않아 1:1 처리구보다 빠르게

E. coli의 세균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

coli을 포함한 일반 호기성세균도 오디 발효액이 12주 동

안 발효되는 동안 모든 처리구에서 세균수가 감소하였는데

Fig. 1A의 E. coli 세균수 변화 양상과 동일하게 1:0.8 처리

구에서 더 빨리 세균수가 감소하는 양상이었다(Fig. 1B). 

현재까지 식물발효액이 발효되는 동안 어떻게 미생물학

적 특성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특

히, 위생 및 안전성과 관련되는 발효기간 동안 오염지표 미

Fig. 1. Changes in microbial population of inoculated E. coli (A) and indigenous aerobic bacteria (B) in mulberry wort during fermenta-

tion with different sugar mixture ratio.



Microbial Population during Mulberry Fermentation 461

생물 또는 유해 미생물의 세균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상태이다. 다만 식물발효액의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

균활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는데, Lee 등12)

은 미나리 발효액이 in vitro에서 Vibrio와 Salmonella에 대

해 강한 생육저해 효과를 보이며, 발효기간이 길수록 항

균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Bae13)는 쇠비름 발

효액이 신생아 설사의 주요 원인균인 Campylobacter jejuni

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식물 발

효액은 설탕 등 당류의 삼투압에 의해 식물체로부터 얻은

추출물을 자체발효 또는 유산균이나 효모 등을 접종, 발

효시켜 얻는 식품으로서 식물추출물의 항균활성이 세균수

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삼투압 차이로 인해 hypertonic한 발효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균이 수분을 잃어 사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

탕을 원물의 무게 대비 1:1로 혼합한 처리구보다 1:0.8로

혼합한 처리구에서 더 빠른 세균수 감소 양상을 보였으므

로 삼투압뿐만 아니라 오디 발효액의 이화학적 특성 등

다른 요인이 세균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

단되었다. 

E. coli을 접종하지 않은 음성 대조구에서는 E. coli가 검

출되지는 않았지만 본래 오디 원물에 존재하고 있던 대장

균군과 일반 호기성세균은 오디 발효액 발효기간 동안 검

출할 수 있었다. 대장균군은 오디 발효액 발효기간 2주만

에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세균수가 감소하였고(Fig. 2A),

일반 호기성세균의 세균수도 12주의 발효기간 동안 1 log

CFU/mL 수준으로 감소하였다(Fig. 2B). 대장균군과 일반

호기성세균의 세균수 모두 Fig. 1에서 관찰한 결과와 같이

설탕을 1:0.8로 혼합한 오디 발효액에서 더 빠른 감소를 보

였다. Fig. 1과 2를 종합하여 볼 때, 설탕을 오디 원물 무

게의 100% 수준으로 혼합하는 것 보다는 80% 수준이 되

도록 하는 것이 오디 발효액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 바

Fig. 2. Changes in microbial population of indigenous coliforms (A) and aerobic bacteria (B) in uninoculated mulberry wort control with

different sugar mixture ratio.

Fig. 3. Changes of chemical properties of mulberry wort during fermentation; (A) water activity, (B) sugar content, (C) pH, and (D) total

acid content with different sugar mixtu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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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디 발효액의 발효기간 동안 이화학적 특성

오디 발효액의 수분활성도는 설탕을 1:1로 혼합한 처리

구에서 발효시작 직후 0.87 수준이었으나 1주일 후 0.84

수준으로 낮아진 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0.8

처리구에서는 1:1 처리구보다 조금 높은 0.91수준에서 시

작하여 1주일 후 0.88 수준으로 낮아진 후 유지가 되는

양상이었다(Fig. 3A). 설탕을 1:0.8로 혼합한 처리구는 1:1

처리구에 비해 설탕이 20% 덜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 만

큼 수분함량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당도의 경우에는 수

분활성도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1:1 처리구와

1:0.8 처리구의 차이는 수분활성도와 마찬가지로 설탕 함

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3B). pH는 두 처

리구 모두 pH 5 수준의 약산성에서 시작하여 1:1 처리구

의 경우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었고, 1:0.8 처리구의 경

우에는 pH가 4.5 수준까지 낮아지는 양상이었다(Fig. 3C).

이렇게 1:0.8 처리구에서 발효가 진행될수록 pH가 점차로

낮아지는 것은 총산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

다(Fig. 3D). 다른 연구에서도 식물발효액의 pH는 주로 약

산성으로 초기 발효가 시작되는 동안에는 조금 낮아지다

가 점차로 변화가 없었는데, 미나리 발효액은 발효초기 pH

4.6에서 발효 1개월 이후 pH 3.4로 낮아졌고12), 순무 발효

액은 당함량이나 발효온도에 상관없이 발효초기에 pH 6

이었다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낮아져 2주 후에는

pH 4 수준으로 유지되었다14). Kim 등14)은 본 연구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pH가 낮아지는 것이 총산도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시판 오디 발효액의 보관온도에 따른 오염 E. coli 및 식중

독세균의 세균수 변화

식물발효액은 원료의 오염뿐만 아니라 발효가 완료되어

Fig. 4. Changes in microbial population of inoculated E. coli (A), E. coli O157:H7 (B), S. Enteritidis (C), S. Typhimurium (D), and S.

aureus (E) in fully fermented mulberry wort juice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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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포장 등 제품화되는 최종 과정에서도 비위생적인 환

경 또는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세균 오염이 발생할 수 있

다. 식물발효액의 발효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효 과정이 완료된 시판 오디 발효액을 구

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즉, 시판중인 오디 발효액은

발효가 완료된 상태의 이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라고 가정하고, 구입한 오디 발효액에 E. coli 및 식중독

세균을 접종하여 발효액이 제품화되는 시점에서 세균에

오염되는 경우를 실험하였다. 

오디 발효액에 접종된 E. coli는 접종 2일후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4A). 특히, 30oC에서는 1일

만에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여 이후 검출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보관온도 5oC와 20oC에서는 접

종 2일까지는 세균수 감소가 급격하다가 이후 14일까지는

2~4 log CFU/mL 수준으로 완만하게 감소 또는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오디 발효액이 초기 발효가 되는 동안에는 E.

coli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에서 10주이었으므로(Fig. 1A) E. coli 접종 오디 발효

액의 온도별 보관실험도 2주 이상 진행하여 E. coli가 완전

히 사멸되는 시점까지 실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

려 식중독세균인 E. coli O157:H7도 E. coli와 마찬가지로

보관온도 30oC에서는 1일만에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세

균수가 감소하였고, 5oC에서는 초기 1 log 감소 후 세균수

가 유지되는 양상이었다(Fig. 4B). 보관온도 20oC에서는 2

주동안 계속적으로 세균수가 감소하여 초기 접종 세균수

수준 대비 4 log 정도 감소하였다. Salmonella spp.은 E.

coli와는 다른 감소 패턴을 나타냈는데 30oC에서는 Salmonella

spp.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는데 2일이 걸렸고,

보관온도 5oC와 20oC에서도 초기에 급격히 감소한 후 유

지가 되는 E. coli 세균수 변화 양상에 비해 Salmonella

spp.은 보관 7일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이후 세균수 감

소 추세가 급격해지는 양상이었다(Fig. 4C 및 4D). S.

Typhimurium의 경우에는 보관 2주만에 모든 보관온도에

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람 양

성균인 S. aureus도 Salmonella spp.과 유사한 세균수 감소

패턴을 보였지만 30oC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

까지 감소하는데 4일이 걸렸고, 5oC와 20oC에서도 세균수

감소 양상이 Salmonella spp.보다 완만하여 보관 14일까지

2~6 log CFU/mL 수준으로 계속 검출되어 완전히 사멸되

는데 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4E). 이는 세균의 종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수분활

성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균수가 감소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 aureus, E. coli O157:H7,

S. Typhimurium의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최소 수분활성도

는 0.86, 0.95, 0.95이고15), 시판중인 오디 발효액의 수분

활성도는 0.8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16), 본 연구에 사용된

5종의 식중독세균은 모두 실험의 발효액 조건에서 생존과

증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람 양성

균인 S. aureus는 두꺼운 peptidoglycan층을 보유하고 있어

서 그람 음성균 보다 수분활성도가 낮은 환경에 비교적

잘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 결과에서도 S.

aureus가 다른 세균보다 사멸 속도가 느린 경향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오디 발효액 보관온도에 따른 E. coli 및 식중독세균의

세균수 변화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오디 발효액을 제품으

로 제조할 때 소량 포장 후 30oC의 온도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 오디 발효액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30oC가 오디 발효액 제품

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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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오디를 포함한 베리류의 건강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생

산량 증가 및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베리류

과실의 특성상 상처 입거나 무르기 쉬워 생과로 유통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베리류

를 원료로 식물발효액을 제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소규

모 이루어져 원료의 안전성 및 제조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오디 발효액 제조에 사용되는 원

물이 유해 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와 발효액으로 소량 포

장되는 단계에서 유해 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오디 발

효액 발효과정 중 그리고 오염 발효액 보관과정 중 오염

세균의 세균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오디 발

효액이 발효되는 동안 원물에 접종된 E. coli는 시간이 지

나면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특히 오디 원물의 무게 대

비 100%로 설탕을 혼합한 처리구 보다는 80%로 혼합한

처리구에서 E. coli의 세균수 감소가 급격하였는데, 설탕을

원물 무게의 80%로 혼합하였을 때 발효과정 중 생기는 총

산도가 100% 혼합처리구보다 높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발

효액의 pH가 낮아지게 되어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

된다. 발효가 완료되어 발효액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식중독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접종 균주별로 조금씩

다른 세균수 감소 양상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보관시간

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이었고, 특히 30oC에서 보

관하였을 때에는 실험균주 모두 4일 이내에 사멸하였다.

따라서 오디 발효액 제품화시 소량 포장 후 30oC의 온도

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 오디 발효액의 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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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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