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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ochemical changes were investigated for the shelf-life extension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during 
storage with various pre-treatments with blanching, CAMICA-SD and DF-100 and treatments with citric acid 
and vitamin C. The pH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showed the range of 6.06～6.42 at 10oC, but showed 
higher ranges of 6.08～6.91 and 6.08～8.68 at 20 and 30oC, respectively. Browning index (a/b)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storage temperature, and the index at 10 and 30

o
C were 0.405 and 0.469 after 2 weeks, 

respectively. Browning index and viable cell number of CAMICA-SD pre-treatment showed little changes 
compared to pre-treatment with blanching or DF-100. When the cultured wild-ginseng roots were treated 
with 1.0% citric acid and 0.2% DF-100 after pre-treatments with CAMICA-SD, viable cell number was slightly 
increased to 4.9×102 CFU/g for 3 weeks storage at 10oC. The mixture of citric acid and DF-100 was also 
used to prevent the growth of microbiology and to reduce browning reaction, especially enzymatic browning 
reaction. The mixture might effectively extend shelf life of the cultured wild-ginseng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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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갈색화 반응은 식품의 가공, 장 과정 에 일어나는 여

러 가지 복잡한 변색반응이다. 이들 반응의 진행 정도는 가

공 는 장 식품의 품질과 직, 간 으로 계가 있기 

때문에 단히 요하다. 식품의 갈색화 반응은 polyphenol 

oxidase와 같은 효소가 참여하는 효소에 의한 갈색화 반응

과 효소의 참여 없이 일어나는 비효소 갈색화 반응으로 분류

된다(1,2). 그 에서 비효소  갈색화 반응은 maillard re-

action(3), caramelization(4), ascorbic acid oxidation(5)의 

세 가지 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갈색화 반응에 의하여 생성

된 갈색화 물질은 식품의 풍미를 개선하고, 색상을 개선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용성 갈색화물질의 

항산화활성이 보고되고 있다(6,7). 

산삼배양근과 유사한 형태의 수삼의 가공과정에서 일어

나는 갈색화 반응을 조사한 결과 수삼은 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2단계의 갈색화 반응을 거치게 되는데, 제조과정 

 100
oC 부근에서 증삼하고 일 건조 하는 제조 특성상, 

기 증삼과정에서 1단계로 효소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후 증삼  건조과정에서 2단계의 비효소  갈색화 반응

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난다(8,9). 이에 한 근거로 일반 으

로 효소에 의한 갈색화반응의 주효소인 polyphenol oxidase

는 산소분자의 존재 하에서 일어나는 데 이 효소는 주로 버

섯, 감자, 복숭아, 사과 등 과일이나 채소류에 고농도로 존재

하고 있으며 기질로서 tyrosine, ρ-cresol  catechol 등이 

이용된다(10-12).

일반 으로 polyphenol oxidase의 작용온도는 15～40
oC

부근이며, 열에 한 안정성이 약한 편으로 80oC에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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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열처리로 50%정도의 활성을 잃어버리며, 90oC에서는 

99% 이상이 실활된다(13,14).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poly-

phenol oxidase에 한 연구는 Park 등(15)에 의해서 상세히 

연구되었는데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삼에는 2종류의 

polyphenol oxidase(I, II)가 존재하며, isozyme I은 기질로서 

catechin, catechol을 isozyme II는 ρ-cresol과의 반응성이 

가장 크고 75oC에서 2시간 열처리 하 을 때 isozyme I, II의 

잔존활성은 각각 90  80%로 열에 한 안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삼의 가공과정  가

열 기에 발생하는 polyphenol oxidase에 의한 갈색화는 효

소의 열 항성이 낮은 계로 가열시 조기 실활되어 갈색화

에 기여하는 바가 고, 그 이후의 비효소  갈색화 반응인 

maillard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여겨지고 있다(16,17).

재 산삼배양근은 수확 후 그 로 는 열풍건조에 의한 

건품으로 공 되어 다양하게 가공되고 있다. 그러나 산삼배

양근의 배양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된 배양근은 장기간 보

 장하면서 유통하거나 산삼배양근을 그 로 공 하기 

해서는 장유통 의 품질유지를 필요로 한다. 산삼배양

근을 장기 장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은 갈변 상과 

미생물오염에 의한 부패 상이다. 따라서 수확후의 장성 

향상을 해서는 산삼배양근의 장 의 성분변화를 측정

함으로 변색의 원인을 악하고, 이를 토 로 갈색화 방지를 

해 산삼배양근을 멸균수, CAMICA-SD와 DF-100에 의

한 처리 효과를 비교하 으며, 처리효과가 우수한 

CAMICA-SD 처리후 갈변  미생물생육 억제를 한 방안

으로 구연산, 비타민C  DF-100을 첨가하여 장성 연장 

효과를 측정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산삼배양근은 CBN Biotech Co., Ltd.(Ochang, Chung-

buk, Korea)에서 제공받았고, 염소계살균제인 CAMICA- 

SD(Young Won Chemical Company, Seoul, Korea)과 항균

제로써 사용되는 자몽추출물 DF-100(Food Additive Bank, 

Ansung, Korea)를 각각 구입하여 처리 과정에 사용하

다. 한 장실험을 한 포장용기로는 산삼배양근의 소비

자 유통을 한 장성 검토를 해 250 mL 용량의 원형 

투명 라스틱(포장재질: PP, Lock & Lock, Yongin, 

Gyeonggi, Korea) 용기를 이용하 다. 

산삼배양근 처리 효과

공장에서 수확 후 장  산삼배양근은 오몀에 의하여 

품질변화를 일으키므로 살균 처리에 의한 효과를 비교하

기 하여 량의 5배에 해당하는 CAMICA-SD(500 ppm), 

DF-100(0.2%)용액  boiling water에 각각 10분간 침지한 

후, 다시 5배의 멸균수로 세척 후 ,탈수기(한일 Mini Spin 

Extractor, W-100T, Seoul, Korea)를 이용하여 1분 30  동

안 탈수하고, 장 의 안정성을 비교하 다. 

산미료, 산화방지제  미생물제어제 혼합용액의 침지

장에 한 효과 검토 

산삼배양근 처리과정  가장 효과 인 CAMICA-SD 

(500 ppm)용액에 10분간 침지한 다음 멸균수로 1회 세척후

하여 살균 처리 용액으로 사용하 고, 처리된 산삼배양

근을 각각 50 g씩 250 mL 라스틱용기에 넣은 다음, 구연

산, 비타민 C  미생물억제제로써 식품첨가물로 안정한 천

연물 DF-100을 첨가한 용액을 충진하여 장 실험을 하 다. 

구연산은 0.1%～1.0%, 비타민 C는 0.05%～0.2%첨가 실

험에 임하 고, 구연산과 DF-100의 병용 처리 효과를 측정

하고자 DF-100 0.2%에 구연산 0.1%, 0.5%와 1.0%를 각각 

첨가하여 장 의 성분변화를 측정하 다. 각 처리구별로 

산삼 50 g 량에 250 mL의 용액을 유리병에 충진하여 뚜껑

을 닫아 폐시킨 후 10
oC 냉장고에 장하면서 3주간 장 

품질을 조사하 다. 

산삼배양근의 성분변화 측정 

산삼배양근의 표면 색도를 측정하기 하여 배양근을 지

름 45 mm의 소형 petri dish에 충진한 후 표면에 색차계

(model CR-200, Minolta, Tokyo, Japan)를 착시킨 다음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Hunter scale에 의한 명도(L값), 

색도(a값, +: 색, -: 녹색), 황색도(b값, -: 황색, +: 청색)로 

나타내었고, 갈색화 지표로써 색(a)/황색(b)의 비율을 

용하 다. 이 때 사용한 표 백색 의 L, a, b 값은 각각 89.2, 

0.921  0.78이었다.

산삼배양근의 pH를 측정하고자 산삼배양근에 량 비 

5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mixer로 마쇄한 다음 여과지(What-

man No.2)를 이용하여 여과한 여액의 pH를 pH meter 

(Orion 520A,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균수 측정을 해 배양근 시료 5 g을 멸균 Pouch에 넣

은 다음, 멸균 생리식염수용액(0.85% Nacl) 45 mL를 붓고 

stomacher(promedia SH-II M, Tokyo, Japan)를 이용하여 

2분간 균질화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차례로 10배 희석액을 

조제한 다음 균수 측정에 사용하 다. 총 균수는 plate count 

agar 배지(Difco Lab., Detroit, MI, USA)에 종하여 35
oC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 후 발생한 colony수를 총 균수

(CFU/mL)로 하 다.

결과  고찰

산삼배양근의 장  품질변화

수확한 산삼배양근의 장  품질변화를 검토하기 하여 

제공된 250 mL 용량의 라스틱용기에 배양근 각 50 g씩을 

충진하여 10, 20, 30oC에 장하면서 미생물학  오염  갈색

화에 의한 품질변화지표로써 pH  색도변화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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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unter's color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during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s 

Temp.
(
o
C)

Storage time (day)

3 7 10 14

L a b  a/b L a b  a/b L a b  a/b L a b a/b

10
20
30

45.67
42.20
39.35

4.03
4.07
5.20

16.27
13.34
13.68

0.248
0.305
0.380

43.26
40.85
39.04

4.44
4.25
5.12

16.03
14.69
13.64

0.277
0.289
0.375

41.2
39.51
36.66

5.17
5.32
5.68

14.36
13.54
12.67

0.360
0.393
0.448

38.09
35.08
35.18

5.22
5.12
5.59

12.89
11.50
11.92

0.405
0.445
0.469

Initial values of Hunter's color of control sample just after harvesting were L (55.9), a (3.29), b (25.13), a/b (0.131).

Table 1.  pH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during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s 

Temp.
(oC)

Storage time (day)

3 7 10 14

10
20
30

6.12
6.52
7.80

6.36
6.91
7.77

6.16
6.60
8.66

6.06
6.57
8.68

Initial pH of control sample just after harvesting was 6.08.

산삼배양근의  장온도를 달리하여 장 기간  pH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장  효소  반응성과 

미생물  오염에 의한 품질변화가 을 것으로 상되는 

10
oC에서는 pH 범 가 6.06～6.42로써 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고 외 상 장상태도 비교  안정하

으나, 20
oC와 30oC의 경우에는 pH가 높아지면서 변색이 

심하게 나타났고, 포장용기의 개  시 이취가 증가하여 미생

물의 오염에 의한 변질 상이 나타났다. 

포장의 형태와 장온도를 달리하여 2주간 장하면서 갈

색화 반응을 찰한 결과(Table 2), 장기간  온도에 따른 

갈색화 반응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갈색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Hunter's color 값을 측정하고 갈색화의 

진행에 따라 a값과 b값의 비율인 a/b값이 변화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갈색화도의 지표로 사용한 

a/b는 토마토와 redder hue의 color intensity를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9). 토마토의 건조(20)와 토마토 가공 시 가

공정도에 따른 색의 변화 측정 시 가장 유의 인 지표(21)임

을 보고하 다.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색화 a/b값은 차 증가하여 

차 갈색으로 진해짐을 알 수 있었다. 한 장온도가 

높을수록 a/b의 값은 하게 증가하여 기에 수확한 산

삼배양근의 a/b값은 0.131이었는데 비하여, 2주 후의 a/b값

은 10
oC에서 30oC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0.405～0.469로 

상승하 다. 특히 냉장인 10oC의 경우는 갈색화의 정도가 

으나, 장온도가 20oC를 과할 경우 갈색화가 속히 

진행되어 장 3일차에서부터 a/b값이 기시료의 2배 값이 

넘는 변색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장온도의 하가 

필수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처리 방법에 따른 산삼배양근의 품질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산삼배양근의 장  미생물증식과 갈색화에 의한 품질

변화를 방지하고 안 하게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하여 미생물학 , 효소학  억제방안으로 멸균수, 살균제, 

미생물억제제를 이용한 처리시험에 의하여 미생물변화와 

색도변화를 조사하 다. 

처리방법에 따른 장  미생물의 변화

멸균수, 살균제  미생물 억제제가 첨가된 용액에 침지처

리하고, 멸균수에 의하여 세척 후 용기에 포장하여 10oC에서 

2주간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조구는 생산과정에서 오염된 미생

물에 의하여 장 8일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총

균수에서 1×105 CFU/g 이상이 됨으로써 보존성이 하됨을 

알 수 있었고, 멸균수 처리의 경우에는 세척효과로 인하여 

기의 미생물수는 낮았으나, 이후 차 증가하여 조구의 

수 까지 증가하여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한편 염소계 

살균제인 CAMICA-SD 처리수를 이용하여 침지 처리한 경

우에는 총균수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식하여 2주 후에는 

기오염수와 같이 증가하 으나, 비교  안정한 균수를 유

지하여 보존성의 연장 가능성을 보 다. 

CAMICA-SD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odium di-

chloroisocyanurate)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소독제로 기존 

염소계의 불안정성  사용상의 불편한 을 개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용 시 잔류물 없이 물에 용해되며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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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viable cell number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with various treatments during storage at 1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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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nter's color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with various treatments during storage at 10oC

Treatments

Storage time (day)

3 7 10 14

L a b  a/b L a b  a/b L a b  a/b L a b a/b

Control
Boiled water
CAMICA-SD
DF-100

53.29
55.90
55.96
51.10

4.87
3.29
5.79
4.11

24.01
25.13
26.91
19.66

0.203
0.131
0.215
0.209

38.55
44.66
55.96
51.10

4.34
4.24
5.79
4.11

12.12
15.23
26.91
19.66

0.358
0.278
0.215
0.209

40.83
47.59
59.40
47.95

5.47
5.00
5.71
4.94

16.17
22.58
27.44
19.50

0.338
0.221
0.208
0.253

33.26
33.08
48.88
39.35

4.17
3.79
5.52
3.63

10.33
12.11
18.37
12.11

0.404
0.313
0.300
0.300

Initial values of Hunter's color of control sample just after harvesting were L (55.9), a (3.29), b (25.13), a/b (0.131).

병원성 미생물에 해 신속한 살균을 할 수 있으며, 물에 

완 히 용해 가수분해 되어 차아염소산을 유리시켜 살균, 

소독, 표백에 직  여하는 고농도 염소로써 강력한 산화제

이며, 강력하고 효과 인 살균제이다. 식품 등의 살균소독, 

식품업체의 CIP, 농산물 가공업체, 어육 연제품등의 살균소

독에 사용하는 안 성이 확보된 살균제이다(22).

한 미생물억제제인 DF-100 처리한 경우 실험구에서는 

기 생육 해효과는 안정하 으나, 1주차 이후부터 차 

증가하여 장 2주차 이후에서는 보존성이 하됨을 알 수 

있었다. 

DF-100에 함유된 자몽종자추출물은 ascorbic acid, nar-

ingin  tocopherol 등을 함유하고 있어 각종 식품에 한 

항균  항산화작용이 뛰어나고 독성변패 산물의 생성을 억

제하여 식품의 신선도  유통기간을 늘려 다(23). 자몽종

자추출물은 천연식품보존제로서 LD값이 2,900 mg/kg로 독

성이 거의 없고, 부식성이 없으며, 열에 안정한 천연 유기 혼합

물로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안정한 천연 항균제이다(2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CAMICA-SD와 같은 살균제의 

사용 경우에는 조구에 비하여 2주차까지 보존성의 연장이 

가능하며, DF-100과 같은 미생물 생육 억제제의 경우에는 

1주차까지 보존성의 연장이 가능하여 살균제와 미생물 억제

제의 경우에는 생 인 처리와 함께 기 1～2주 동안 미생

물의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처리 방법에 따른 장  색도 변화

처리 방법에 따라 장 에 색도품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처리군 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산삼배양근을 용기에 넣어 10oC 장  색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14일차에 조구의 a/b값이 0.404이었으나 boiling 

water로 처리한 경우는 0.313으로써 블랜칭 처리 시에는 세

척에 의해 갈색화에 향을 주는 당류  아미노산류의 제거

효과로 조구에 비하여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AMICA-SD와 DF-100처리구의 a/b값은 0.300으로써 

장 14일차까지 비교  외 상 밝은 색상을 유지하면서 상

으로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pH 조 제와 미생물억제제 처리가 산삼배양근의 갈색화 

 미생물제어에 미치는 향 

이상의 결과에서 산삼 수확 후 냉장 장과정 에서 갈색

화의 진행과 함께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 보존성이 하되는 

것을 확인하 고, 첨가물의 사용에 의하여 CAMICA-SD처

리구와 DF-100처리구에서 갈색화와 미생물 제어효과를 확

인하 다. CAMICA-SD(500 ppm)용액으로 처리된 산삼

배양근을 각각 50 g씩 250 mL 라스틱용기에 넣고, 미생물

억제제로써 식품첨가물로 안정한 천연물 소재인 DF-100, 

pH조 제로서 산미료인 구연산, 산화방지제로써 비타민 C

를 각각 일정농도로 첨가한 용액을 충진하여 폐한 후, 

10oC에 3주간 장하면서 갈색화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품질변화를 검토하 다.

pH조 제와 미생물억제제 처리구별 장기간  pH  

총균수 변화

Table 4에서와 같이 장기간 의 pH는 용액에 담근 익

일에 측정한 값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 고, 이는 기에는 

산미료가 표면에 침투하 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삼

배양근의 생체와 동화되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처리구별로 3주간 장하면서 미생물 총균수의 변화를 조

사하 다. Fig. 2에서와 같이 조구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총균수가 차 증가하여 장기간의 증가에 따

라 총균수는 1.41×108 CFU/g으로 증가하여 오염에 의한 

부패가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구연산용액에 장

한 경우, 0.1% 구연산 용액에서는 다소 총균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0.5%이상의 용액에서는 완만한 증가를 이루어 

비교  안정되었다. 그리고 구연산과 DF-100을 혼합 사용

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제어가 뚜렷하여 1.0% CA와 0.2% 

DF-100을 사용한 용액에서는 3주 경과 후에도 미생물의 증

Table 4.  pH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with various 
treatments during storage at 10

o
C

Treatments
Storage time (day)

1 7 14 21

Control
CA 0.1%
CA 0.5% 
CA 1.0% 
Vt. C 0.05% 
Vt. C 0.1%
Vt. C 0.2% 
CA 0.1%＋DF-100 0.2%
CA 0.5%＋DF-100 0.2%
CA 1.0%＋DF-100 0.2%

6.19
4.02
3.11
2.76
5.02
4.67
4.11
4.03
2.94
2.57

5.94
4.58
3.29
2.84
5.65
5.34
4.34
4.46
3.16
2.92

5.75
4.55
3.25
2.79
5.41
5.31
4.44
4.39
3.18
2.69

5.88
4.18
3.08
2.77
5.68
5.47
3.56
4.31
3.80
2.65



1316 황종 ․유 원․박성선․고종호․오성훈․서형주․이상화

Table 5.  Hunter's color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with various treatments during storage at 10oC

Treatments

Storage time (day)

7 14 21

HL a b a/b HL a b a/b HL a b a/b

Control
CA 0.1% 
CA 0.5% 
CA 1.0% 
Vt. C 0.05%
Vt. C 0.1%
Vt. C 0.2%
CA 0.1%＋DF-100 0.2%
CA 0.5%＋DF-100 0.2%
CA 1.0%＋DF-100 0.2%

49.09
53.73
55.02
53.31
51.69
52.73
55.88
55.62
53.06
53.32

1.85
0.54
0.95
1.01
1.55
1.27
0.65
1.03
1.02
0.35

15.96
16.47
17.44
16.41
16.39
15.98
16.28
17.56
17.15
16.05

0.12
0.03
0.05
0.06
0.09
0.08
0.04
0.06
0.06
0.02

47.47
54.14
52.18
51.83
51.99
52.19
55.01
52.2
51.96
49.91

5.19
1.26
1.18
1.10
2.66
2.03
1.39
1.49
1.33
0.63

15.75
17.00
17.35
17.2
17.04
16.95
17.09
16.9
17.14
15.65

0.32
0.07
0.06
0.06
0.15
0.11
0.08
0.08
0.07
0.04

46.92
53.41
52.4
52.33
49.93
49.51
53.02
53.49
51.5
50.82

5.84
1.16
1.02
1.86
1.7
1.87
1.74
1.18
1.19
0.35

15.40
15.87
16.25
15.76
16.44
16.25
17.35
16.62
16.05
15.63

0.38
0.07
0.06
0.11
0.10
0.11
0.10
0.07
0.07
0.02

Initial values of Hunter's color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just after harvesting was L (55.9), a (0.69), b (17.13), a/b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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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viable cell numbers of cultured wild-ginseng 
roots with various treatments during storage at 10

o
C.

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4.9×102 CFU/g 수 으로써 

생 으로 안 한 상태를 유지하 다.

pH조 제와 미생물억제제 처리구별 장기간  색도 

변화

처리구별로 장하면서 3주간 색도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구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차 갈색화가 진

행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Table 5에서와 같이 21일 

경과 후에 조구의 경우 a/b값이 0.04에서 0.38로 증가하

으나, 비타민 C의 경우, 약간의 갈색화가 진행되어 비타민 

C의 농도가 0.05%～0.2%일 때, a/b 값이 0.1～0.11%로 약간 

증가하 으나, 구연산 농도 0.1～1.0% 범 에서 DF-100 

0.2%를 첨가한 경우에는 a/b값이 0.2～0.07 범 에서 안정되

어 변색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Maillard re-

action과 polyphenol oxidase를 효과 으로 제어하는데 필

요한 pH가 5이하로 보고되고 있다(24,25). 

따라서 구연산은 첨가에 의하여 pH 하효과와 함께 미생

물 생육제어제로서 DF-100을 정농도로 사용하면 미생물

의 오염을 억제하면서 장기간 산삼배양근을 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구연산 0.1%와 DF-100 0.2%를 첨가한 용

액에서 산삼배양근을 장한 경우는 색도변화 없이 미생물

으로 안정하여 산삼배양근의 장기 장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요   약

산삼배양근 수확 후 장 의 성분 변화를 측정하 으며, 

이를 토 로 장성 향상을 해 멸균수, CAMICA-SD와 

DF-100에 의한 처리  처리 후 산미료인 구연산, 산화

방지제로서 비타민 C 처리하여 장연장효과를 측정하

다. 10
oC 장  pH 범 는 6.06～6.36으로써 기 pH 6.08

에 비하여 변화가 었으나, 20
oC와 30oC의 경우에는 pH가 

6.91～8.68로써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변질과 함께 pH가 크

게 증가하 다. 갈색도 a/b 값 한 장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기값 0.131에 비하여 2주 후 10
oC와 30oC에서는 

각각 0.405와 0.469의 갈색도를 보여주므로써 온 장이 품

질유지에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멸균수, 살균제  

미생물 억제제가 첨가된 용액에 침지처리하고, 10oC에서 2

주간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염소계 살균제인 CAMICA-SD처리수를 이용 침지 처

리한 경우 비교  안정한 균수를 유지하여 보존성의 연장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CAMICA-SD(500 ppm)용액으로 처

리된 산삼배양근에 DF-100, 구연산, 비타민 C를 첨가하여 

10oC에 3주간 장 시 1.0% CA와 0.2% DF-100을 첨가한 

용액에 장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증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4.9×102 CFU/g 수 으로써 생 으로 안 한 상태

를 유지하 으며, 갈색도 a/b값도 조구의 경우 0.38로 크

게 증가한 반면 CA와 DF-100처리구는 0.02로써 기의 색

상을 그 로 유지하여 장안정성이 우수하 다. 따라서 구

연산 첨가에 의해 pH를 일정 범 로 조 하고 미생물 생육

제어제로서 DF-100을 정농도로 사용하면 미생물의 오염

을 억제하면서 장기간 산삼배양근을 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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