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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atural origin of propionic acid in rice cakes by

investigating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microflora and their production of propionic acid in the Joraengyi rice

cake during storage period. The experiment was done in two stages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 the rice cake fresh

and contaminated with cocktail propionibacterium. The propionic acid production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stor-

age time and temperature by GC-FID (Gas chromatograph with flame ionization detector). During the storage of the

fresh Joraengyi rice cake without alcohol at 30oC, about 95 mg/L of propionic acid was detected in 1st week, 330 mg/

L in 4th week, 850 mg/L in 6th week, 970 mg/L in 8th week, and 1,040 mg/L in 12th week. During the storage of the

Joraengyi rice cake which was contaminated with cocktail propionibacterium at 30oC, about 100 mg/L was detected

from the rice cake with alcohol in the 1st week, 270 mg/L in 2nd week, about 470 mg/L in 4th week, and 660 mg/L in

8th week. This study demonstratesd the natural production of propionic acid during storage of the Joraengyi rice cake.

To prevent the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manage hygiene and store it at refrigerated temperature or

below 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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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가공식품 매출은 급성장 중인데, 그 중 떡

류가 1조 4,551억원(3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가공떡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8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하였으며, 주로 소매채널에서 유통

되고 있다. 가공떡 중에서는 떡볶이떡이 약 7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다3).

떡류는 수분함량이 높고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이라 변

질되기 쉬운 곡류가공식품이다. 또한 구입 후 별도의 조

리과정 없이 섭취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식품군(Potentially

Hazardous Foods, PHFs)에 해당한다4). 2014년 한국소비자

원5)이 실시한 위생실태조사에서도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류의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조랭이떡은 무게당 표면적

이 넓어 외부환경에 쉽게 오염되고 미생물 생장도 빠른

위험성이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허

용되지 않거나 허용량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검출될 경우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도 되고 있다6). 또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20세 이상 남녀 5,983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식중독균(7.9%)보다도

식품첨가물(9.6%)을 더욱 우려한다고 응답했다7). 하지만

프로피온산과 벤조산, 소브산 등 일부 보존료는 인위적으

로 첨가하지 않더라도 가공·유통·저장 중 원료 유래 또

는 미생물의 발효과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8-16).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정보 1,386건 중 프로피온산이 약 63%(87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7).

프로피온산은 치즈, 버터, 빵류 등에 사용되어 곰팡이의

성장을 제어하고 시럽, 사과 소스 및 신선한 과일에서는

세균과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보존료이다18). 프로피온산

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

정하고 있지 않으며19), 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도 발암성이 없는 첨가물로 인정할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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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의 많은 국가에

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으며21), 국내에서는 빵류와

잼류, 치즈류에 국한되어 허용되고 있다22). 하지만 프로피

온산은 임의로 첨가하지 않더라도 치즈, 된장, 식초 등의

많은 발효식품에서 천연유래로 검출되며23-26), 쌀가공품인

쌀국수23)와 많은 곡류가공식품21)에서도 검출된다. 

본 연구는 떡류에 존재하는 자연균총의 생장특성과 이

에 따른 프로피온산의 생성량을 조사하여 떡류에서 프로

피온산의 천연유래를 입증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미생물 생육실험

조랭이떡은 주정처리된 제품과 처리되지 않은 제품을

(주) 송학식품(파주,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제공받아 사용

하였다. Cocktail Propionibacterium을 임의로 오염시킨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Cocktail

Propionibacterium은 사전연구인 Park 등27)의 조랭이떡 미

생물 군집 분석 결과로 조사된 프로피온산 생성균을 사용

하였다. 약 5 Log10CFU/mL 수준에서 Cocktail한 후 10 g

당 100 μL를 접종한 조랭이떡은 각각 20oC와 30oC에서 8

주간(3, 7, 14, 21, 28, 42, 56일) 혐기조건에서 저장하였

고, 신선한 조랭이떡은 각각 30oC와 40oC에서 12주간(14,

28, 42, 56, 84일) 호기조건에서 저장하였다.

저장 후 조랭이떡을 잘게 자르고 0.1% peptone water (PW,

Oxoid, USA) 90 mL와 함께 Filter bag (Sigma-Aldrich, St.

Louis, USA)에 넣고 stomacher (Bagmixer 400, Interscience,

France)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이 후 고형물을 제외한

100 μL를 취하여 Tryptic soy agar (TSA, Difco., Detroit,

MI, USA)에 접종 후 37oC에서 24시간 동안 호기배양하여

일반세균수를 측정하였다. 

프로피온산 분석

시약
 

및
 

표준품

실험에 사용된 물은 비저항치가 18.2 Ω .cm인 3차 증류

수를 이용하였다. 표준물질인 propionic acid (99.5%)와

trans-Crotonic acid (98%)는 Sigma-Aldrich (St. Louis,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 외 분석에는 Acetone (for HPLC,

GC and residue analysis, 99.9%), Sodium chloride (99%,

Sigma-Aldrich, St. Louis, USA), 인산 (85%, Wako, Japan),

Ethyl ether(대정화금사, Shiheung, Korea)를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조제

프로피온산 0.2 g을 정확히 취하여 아세톤 100 mL에 녹

여 표준원액으로 하고, 이를 1, 2, 3, 5, 15, 30, 60, 120,

240, 480, 960, 1920 mg/L 수준이 되도록 아세톤으로 희

석하여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로는 trans-

crotonic acid를 사용하였고, 표준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의

최종농도가 100 mg/L 수준이 되도록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용액
 

조제
 

및
 

기기분석

프로피온산 분석은 Son 등26)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시료 5 g을 conical tube에 정밀히 취하고, 0.05 M 인산 10

mL, NaCl 2 g, trans-crotonic acid (2000 mg/L) 1 mL를 가

한 후 30분간 초음파 처리하고10분간 voltexing 하였다. 여

기에 Ethyl ether 20 mL를 가한 후 2분간 voltexing하여 추

출하였다. 층 분리가 완료된 후 ethyl ether 층을 취하여

0.2 μm PVDF filter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lifornia, USA)로 filtering한 후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였

다. 기기분석에는 Agilent 6890 GC-FID (Gas chromatograph

with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사용하였는데, 그 분석조

건은 Table 1과 같다.

Results and Discussion

시험법 유효성 검증

프로피온산 표준용액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은

GC-FID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7.3분으로 확인되었고, 프로

피온산의 직선성은 상관계수(R2) 값이 0.9996로 우수한 직

선성을 나타내었다.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24 μg/

mL, 0.73 μg/mL로 측정되었고, 회수율은 74.68-100.1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분석법이 타당하다는 증거가 된다. 분석결과 중 불검

출은 정량한계에 희석배수를 곱한 값을 적용하였는데, 희

석배수 4배를 적용하여 2.93 μg/mL이하를 불검출(not

detected, ND)로 처리하였다. 시험법은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의 ‘식품 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

인’28)에 따라 검증하였다.

저장 중 조랭이떡의 프로피온산 생성량

신선한 조랭이떡의 저장 중 주정 처리한 떡에서는 8주

Table 1. The analytical conditions of the GC-FID for propionic acid

Instruments GC (Agilent 6890, USA) with FID

Column
HP-FFAP

(30.0 m × 320 μm × 0.25 μm)

Injector temperature 180oC

Detector temperature 230oC

Oven temperature
80oC → 10oC ↑ → 150oC (5 min) 

→ 20oC ↑ → 230oC

Injection volume 1 μL

Carrier gas flow rate 1 mL/min (N2)

Split ratio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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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프로피온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12주차에는 30oC에

서 약 40 mg/L, 40oC에서 약 50 mg/L이 형성되었다. 주정

처리하지 않은 떡에서는 30oC 보관 시 2주만에 약 100 mg/

L이 생성되었으며, 4주 후에 약 330 mg/L, 6주 후에 약 850

mg/L, 8주 후에 약 970 mg/L, 12주 후에 약 1,040 mg/L의

프로피온산이 검출되었다. 40oC에서는 30oC와 비슷한 수

준의 미생물의 생장이 관찰됐지만, 프로피온산 생성량은

2주 후에 약 70 mg/L, 6주 후에 약 80 mg/L, 12주 후에 약 90

mg/L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Table 2, 3).

Cocktail한 프로피온산 생성균을 오염시킨 조랭이떡은

30oC에서 세균이 3일만에 약 7 Log10CFU/g 수준까지 성장

했으며, 주정처리 조랭이떡에서도 1주 후에 약 100 mg/L,

2주 후에 270 mg/L, 4주 후에 약 470 mg/L, 8주 후에 약

660 mg/L의 프로피온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oC

Fig. 1.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pionic acid production of the microflora in the fresh Joraengyi rice cake during storage at 30oC (A)

and 40oC (B).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pionic acid production of

the microflora in the fresh Joraengyi rice cake during storage at 30oC

Storage 

period

(day)

Bacterial population 

(Log10CFU/g)

Propionic acid production 

(mg/L)

With alcohol
Without 

alcohol
With alcohol Without alcohol

0 2.04 ± 0.28 2.86 ± 0.20 ND1) ND

14 7.39 ± 0.21 7.09 ± 0.48 ND 94.52 ± 0.790

28 7.19 ± 0.20 7.76 ± 0.38 ND 327.35 ± 12.04

42 7.33 ± 0.03 7.70 ± 0.24 ND 856.91 ± 26.83

56 6.18 ± 0.59 6.95 ± 0.43 ND 971.32 ± 1.990

84 5.60 ± 0.17 3.78 ± 0.20 41.14 ± 0.42 1047.73 ± 11.43

1)ND; Not detected (< 2.93 mg/L).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pionic acid production of

the microflora in the fresh Joraengyi rice cake during storage at 40oC

Storage 

period

(day)

Bacterial population 

(Log10CFU/g)

Propionic acid production 

(mg/L)

With alcohol
Without

alcohol
With alcohol

Without

alcohol

0 2.04 ± 0.28 2.86 ± 0.20 ND1) ND

14 6.62 ± 0.51 7.24 ± 0.19 ND 69.48 ± 3.59

28 6.97 ± 0.49 7.27 ± 0.20 ND 78.81 ± 1.47

42 7.34 ± 0.30 7.31 ± 0.40 ND 79.93 ± 8.69

56 7.71 ± 0.13 7.53 ± 0.14 ND 89.17 ± 7.53

84 6.79 ± 0.44 6.41 ± 0.10 49.50 ± 0.09 89.76 ± 6.16

1)ND; Not detected (< 2.93 mg/L).

Fig. 2.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pionic acid production of the microflora in the Joraengyi rice cake which was inoculated by cock-

tail Propionibacterium during storage in the anaerobic jar at 20 (A) and 30o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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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정처리와 관계없이 8주간 프로피온산이 생성되

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Fig. 2, Table 4, 5).

본 연구에서 조랭이떡 내의 미생물은 20, 30, 40oC 모

두에서 2주만에 7-8 Log10CFU/g 수준으로 생장했으나, 20oC

와 40oC에서는 프로피온산이 생성되지 않거나 100 mg/L

미만의 낮은 농도가 생성되었다. 프로피온산 생성균인

Propionibacterium spp.의 생육 최적온도인 30oC29-33)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프로피온산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랭이떡의 균총에는 사전연구인 Park 등27)

의 연구결과와 같이 프로피온산 생성균이 존재하며, Kusano

등33)의 연구와 같이 Propionibacterium spp.는 포도당을 이

용하여 프로피온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탄

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떡류 제품에서는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떡류 중 프

로피온산의 사용은 허용돼 있지 않으나 천연유래 발생의

경우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문헌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문헌상의 농도 내에서 허용이 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저장 중 조랭이떡에 존재하는 자연균총의 생

장특성 및 프로피온산 생성능을 조사하여 떡류에서 프로

피온산의 천연유래를 입증하고자 한다. 실험은 저장 중 신

선한 조랭이떡과 cocktail Propionibacterium을 오염시킨 조

랭이떡 두 가지를 약 3개월까지 저장하여 진행하였다. 저

장온도와 저장기간에 따른 조랭이떡에서의 프로피온산 생

성량을 측정하였으며, 프로피온산 분석은 GC-FID (Gas

chromatograph with Frame ionization detector)를 사용하였

다. 30oC에 저장한 주정처리하지 않은 신선한 조랭이떡에

서는 1주만에 프로피온산이 약 95 mg/L 검출되었고, 4주

후에 약 330 mg/L, 6주 후에 약 850 mg/L, 8주 후에 약

970 mg/L, 12주 후에 약 1,040 mg/L이 검출되었다. Cocktail

Propionibacterium에 오염시킨 조랭이떡은 30oC에서 1주만

에 프로피온산이 약 100 mg/L이 검출되었고, 2주 후에 270

mg/L, 4주 후에 약 470 mg/L, 8주 후에 약 660 mg/L이 검

출되었다. 본 연구는 조랭이떡에 존재하는 자연균총인 프

로피온산 생성균이 조랭이떡 저장 중 프로피온산을 생성

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떡류 중 천연유래 프로

피온산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20oC

이하에서의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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