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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iform group, Salmonella typhimurium and Staphylococcus were analyzed for eliminating of microorganism 
spore which could be embeded in honey and eradication of studied for heat resistance of thermoacidophilic bacteria 
was studied for marketing of honey after producing honey drink. The method for analyzing of heat resistance 
thermoacidophilic bacteria was membrane-seperated cell culture with 0.45 μm micro-filter and vacuum aspirator. 
The results of bacteria, coliform group, Salmonella typhimurium and Staphylococcus was negative, but normal method 
such as sterilization with electrolyzed water, normal micro-filter,  high-temperature heating and microwave did not 
have effect on heat resistance thermoacidophilic bacteria. Also, absolute type micro-filter of 0.45 μm and 0.8 μm 
microfilteration showed higher effect on heat resistance thermoacidophilic bacteria than micro-filter of normal type, 
showing negative results at all treatments.

Key words：heat resistance of thermoacidophilic bacteria, electrolyzed water, absolute type micro filter, nominal 
type micro filter

서   론
1)

양 은 직 으로는 각종 양 산물의 생산을 통하여 

경제  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간 으로는 

각종 농작물의 화분매개를 통하여 농업 증산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양 산물은 자연산 감미료, 보건식품 

 의약품으로서의 역할 등을 하고 있으며, 공업  재료로

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1). 이런 벌꿀은 다양한 식품첨가

물 이용을 한  도성이 있는 감미물질로서 이것이 다시 

꿀벌에 의하여 진화되고 벌통에서 산성반응을 나타내며 

glucose와 fructose로 되고 때로는 복잡한 탄수화물, 무기질, 

색소  화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원료로 

그 수요가 확 되고 있다(2,3). 재 생산되고 있는 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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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토종꿀은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4). 그러나 국내 양 업체

의 경우 세하여 벌꿀 채취 후 보   품질 리가 제 로 

되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5). 본 연구는 벌꿀 채취 후 

장, 처리 공정  유통 과정 에 발생될 수 있는 내열호

산성균 군의 제균에 한 선행 연구와 양 을 활용한 희석

음료 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는 꿀의 다양한 제조방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열호산성균을 제균 하는 방법으로써 

양 을 취 하는 생산자, 처리공장, 유통업체 등에서 기

존 설비나 가공  포장라인에 nominal type filter와 absolute 

type filter를 용한 내열호산성균의 제균 공정  설비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일반 미생물 제균법, 일반 필터 그리고 

제균용 마이크로 필터를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

었다.  



한국식품 장유통학회지 제15권 제5호 (2008)732

재료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령 농산에서 구입한 잡화 꿀로 당도 78 Brix° 이상으로 

한국양 회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며, 실험에 사용한 시

약은 모두 시약  이상으로 사용하 다.

벌꿀  미생물 제균 처리

본 실험은 벌꿀 에 내포되어 있는 미생물 제균에 한 

실험으로 식품 공  상에 있는 미생물 실험법에 의거하여 

실험하 다(6). 선행 연구로 벌꿀에 일반세균과 장균 군

을 측정하 으며, 본 실험에서는 식 독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는 살모넬라균과 포도상구균과 벌꿀 음료에 함유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내열성호산성균종의 제균에 한 실험을 

하 다. 

제균 방법으로는 micro filter, 해산화수, microwave 조

사, 고온 가열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필터 시스템(Fig. 1)은 microfiltration system (삼연 엔지니어

링, 한국)을 이용하 으며, 실험에 1.0 μm nominal type filter 

(Proflow, PTI technologies, USA)와 0.45 μm absolute type 

filter (clariflow, PTI technologies, USA)를 사용하 으며

(Fig 2), microfilter의 재질은 Poly-ABSO으로 지름은 10 inch 

이었다. 해수를 사용한 제균 실험에서는 해수 제조장

치 (HBS-3000, 한바이오, 한국)를 이용하여 HClO 농도 각 

80, 100, 120 ppm의 해수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Microwave 

조사에 의한 제균은 가정용 자 인지(M-M209CR, LG 

자, 한국)를 사용하여 10 sec 간격으로 microwave를 조사

하 으며, 고온 열처리는 120℃의 고온 용기에서 희석배수

  

Fig. 1. Micro filtration system and micro filter(nominal, absolute 
type). 

에 따른 가열시간  냉각시간으로 하 으며, 모든 처리구

는 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벌꿀  미생물 분석

벌꿀의 미생물의 변화는 조군과 실험군을 분리하여 

미생물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시료는 10배의 0.85% NaCl 

용액을 첨가한 후 stomacher(stomacher 400 circulator, 

Seward, UK)로 1분간 균질 화를 하 다. 각 시료는 1 mL을 

취하여 단계 희석하여 pouring culture method에 의해 수행

하 으며(7), 실험에 사용한 배지는 장균군 측정은 CM 

배지(Chromocult, Merck, Germany), 살모넬라균은 XLT4 

agar, 포도상구균은 Baird parker agar(Oxoid, UK)를 이용하

여 배양을 하 다. 일반세균과 살모넬라균은 37℃에서 각

각 48 hr과 72 hr을,  장균군과 포도상구균은 35℃에서 

24 hr 배양시킨 후 형성된 colony를 colony forming 

unit(cfu/g)로 표시하 다. 

벌꿀의 내열호산성균의 실험은 Y.S.G Broth [(Yeast extract 

broth, Bacto, France), (Soluble starch, Showa chemical, 

Japan), (Glucose, Sigma, USA)]를 HCl을 이용하여 산도를 

조정 한 후 시료를 10% 첨가하여 45℃에서 72 hr을 

pre-incubation을 하여 증균을 하 다. 배양된 미생물은 

Y.S.G Broth와 agar가 혼합된 배지에 1 mL씩 분주하여 45℃

에서 120 hr을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 수를 측정하여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표시하 다(8).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막 분리 여과를 이용한 벌꿀

의 내열호산성균 군 실험은 Y.S.G Broth가 혼합되어진 배지

를 미리 제조한 후 0.85% NaCl 용액에 10%를 첨가한 후 

Stirrer(PC-420, Corning, USA)를 이용하여 교반한 후 

Aspirator (A-3S, EYELA, Japan)를 이용하여 진공 가압상태

의 조건에서 0.45 μm membrane filter (HVLP04700, 

Millipore , Ireland)를 이용하여 여과시킨 후 미리 제조한 

배지에 배양한 후 45℃에서 72 hr을 배양시킨 후 필터에 

형성된 colony수를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표시하 다.

수분과 당도 측정

벌꿀의 수분의 변화는 각 처리구별로 항량이 되어진 수

기에 시료 약 5 g를 취하여 dry oven(한국종합기기제작소, 

한국)을 이용하여 AOAC(9)에 나와 있는 105℃ 건조법을 

이용하 으며, 각 시료는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그리고 당도의 경우 각 처리구별로 시료의 총량에서 0.3 

g를 취한 후 Refractometer (Pr-32α, ATAGO, Japan)를 이용

하여 각 3회 반복하여 측정 한 후 평균값을 구하 다. 

결과  고찰

벌꿀의 성분은 주로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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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조성은 fructose, glucose가 90% 이상으로 부분을 

차지하며 산도 한 매우 높은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다(10). 

높은 당 성분으로 인한 삼투압과 낮은 pH로 생육 최  pH 

범 가 7.2-7.4인 일반 병원균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보고하

으며 최근에는 꿀의 항균 활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14). 본 연구에서 꿀의 미생물 실험 결과

도 장균군,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된 반면(Table 2) 내열호산성균의 경우 2.87 log 

cfu/g로 나타났다. 내열호산성균은 pH 0.7~3.0 그리고 5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어지는 미생물로 벌꿀이 식

품첨가물로 사용되어질 경우 생장가능성 때문에 제균에 

한 연구가 요구되어 여러 가지 살균방법으로 실험을 실

시하 다.

Table 1. Physicochemical components of honey

Physicochemical components

Moisture content (%) Soluble solid (Brix°) pH

17.63±0.29 76.13±0.19 3.50±0.03

Table 2. Microorganism examination of raw honey          

        (unit: Log cfu/g)

Microorganisms 

Coliform counts Salmonella Staphylococcus Thermoacidophilic 
counts

N.D. N.D. N.D. 2.87±0.00

살균수로 많이 이용된 해수 이온수(15-17)를 꿀에 첨가

하여 내열호산성균의 제균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Fig.2에 

나타나 있다. 해수의 농도를 80ppm과 100ppm으로 달리

하여 각각 5와 10%를 꿀에 첨가하여 살펴 본 결과 기균수

는 2.84 log cfu/g로 나타났으며 처리구들은 2.83~2.86  log 

cfu/g 수 으로 일반 인 농산물이나 반 가공식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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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rmoacidophilic counts in honey with different treatment.

C : Raw honey.
EW-1 : Honey 95%+Electrolyzed water 5% (80 ppm).
EW-2 : Honey 95%+Electrolyzed water 5% (100 ppm).
EW-3 : Honey 90%+Electrolyzed water 10% (80 ppm).
EW-4 : Honey 90%+Electrolyzed water 10% (100 ppm).

효과와는 다르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꿀이 가지고 있는 높은 당 함유와 해 이온수 제조시 내열

성에 미치는 pH가 6.2-6.5로써 세균의 내열성에 의한 생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50 까지 10 sec 단 로 조사하여 

내열호산성균의 제균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Fig. 3에 나타

나 있다. Microwave의 살균 원리는 식품에 함유된 물 분자

나 그 밖의 극자 물질이 기장의 교류에 따라 회 하면

서 마이크로 를 열에 지로 환시키는 발열 살균과 마이

크로  계의 교환에 따른 기  효과로 나 어지며 육가

공품 제품, 제빵, 포도주, 우유 등에 용하여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18-21). 본 실험 결과 기균수 

2.00±0.04 log cfu/g 으며 30  microwave 조사 후 1.96 

log cfu/g 로 가장 낮은 수 을 나타났으나 양 의 처리공

정  꿀 상품의 품질이나 생산효율을 고려할 때 처리 

방법으로는 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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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thermoacidophilic counts in honey by microwave 
irradiation time.

CT:Raw Honey 90%+Electrolyzed water 10% (100 ppm).

식품 에 미생물 제균의 방법으로 흔히 용되는 살균

법인 고온 가열 살균방법에  (22-23)의한 제균 결과 기 

2.87±0.02 log cfu/g에서 가열 후 2.04±0.05 log cfu/g 으로 

14.58% 수  감소를 보 다. 하지만 수분함량은 20% 수  

감소하 으며 당도는 9% 수  증가하여 고온 가열시 성분

이 변하는 결과를 보 다(Table 3). 이에 수분을 첨가한 후 

수분 량에 의한 제균 실험을 하 으며 결과는 Fig. 4와 같다. 

수분 첨가 후 원상태까지 농축을 하여 제균 실험을 한 결과 

Table 3. Thermoacidophilic counts chemical components in honey 
with high temperature heating

Treatment1) Microorganism
(Log cfu/g)

moisture content 
(%)

soluble solid 
content
(Brix°)

C 2.87±0.02 31.46±1.02 66.23±0.05

H 2.04±0.05 25.14±0.20 72.16±0.15

1)
C: Control (Honey 90%+Electrolyzed water 10%).

 H: Heating sterilization at 110℃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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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rmoacidophilic counts in honey with different treatment.

  W-5% : Vacuum concentration after adding distillation water 5%.
  W-10% : Vacuum concentration after adding distillation water 10%.
  W-15% : Vacuum concentration after adding distillation water 15%.
  W-20% : Vacuum concentration after adding distillation water 20%.
  W-25% : Vacuum concentration after adding distillation water 25%.
  W-30% : Vacuum concentration after adding distillation water 30%.

첨가된 수분함량이 많을수록 농축 시간이 길어졌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미생물이 약간 감소하 지만 공정 추가, 생산

효율성  품질을 고려할 때 고온 가열 방법으로는 내열호

산성균의 제균 방법으로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

었다. 

Micro Filter를 이용한 제균 실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1.0 μm pre-filter 통과시료(MF-1)는 1.81±0.13 log 

cfu/g 으로 기균수 2.06±0.05 log cfu/g에 비해 44.8% 수

을 0.8 μm micro filter(nominal type)를 용한 경우 64.6% 

수 의 감소를 보 다. Absolute type의 경우  0.8, 0.45 μm 

micro filter 이용시 모두 균이 검출되지 않아 제균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꿀의 처리공정에

서 활용이 가능하며 Micro Filter의 경우 세척 세재를 이용한 

재활용성이 가능하여 추가 인 비용이나 시설 투자 없이 

내열호산성균을 제균할 수 있다. 

Table 4. Thermoacidophilic counts in honey by different filtration 
methods  

(unit: Log cfu/g)

Treatments

Raw MF-1 MF-2 MF-3 MF-4 H-EW-1

2.06±0.05 1.81±0.13 1.63±0.03 N.D. N.D. N.D.
1)MF-1:Filtration of honey by 1.0 μm micro filter system. (nominal type).
 MF-2 :Filteration of honey by 0.8 μm micro filter system. (nominal type).
 MF-3:Filtration of honey by 0.8 μm micro filter system. (absolute type).
 MF-4:Filtration of honey by 0.45 μm micro filter system. (absolute type).
 EW-1:Honey 80%+Electrolyzed water 20% (0.45 μm filtration).

요   약

본 연구는 벌꿀의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미생물의 포자

의 제균에 한 연구로 선행연구로 일반세균, 장균군,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을 분석하 으며, 벌꿀 음료 제조 

후 유통 에 문제시 되어지고 있는 내열호산성균의 제균에 

한 연구결과이다. 분석을 한 내열호산성균 실험법은 

진공감압기를 이용하여 0.45 μm micro filter를 이용한 막 

분리 배양법을 이용하 다. 미생물 실험 결과 일반세균, 

장균군,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

났으며, 내열호산성균 제균을 하여 식품의 일반 살균법

을 용한 결과 농도별 해수 살균, 오존수 살균, 자외선 

살균, 일반 마이크로 필터 처리, 고온 가열 살균, microwave 

살균 등 모든 제균 방법에서 균이 제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한 제균 처리에서도 

일반 (nominal type) 필터를 사용하 을 경우 44.8~64.5%의 

제균 효과를 나타낸 반면 absolute type의 필터를 사용하

을 경우 0.45, 0.8 μm 마이크로 필터의 사용 시 모든 처리구

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제균 효과가 다른 살균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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