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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microbial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raw materials of Saengsk
(brown rice, barley, carrot, potato, Angelica utilis Makino and kale) during storage after treatment with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 To confirm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the treatment washing solutions as
well as the physicochemical changes in chromaticity, we stored the raw materials of Saengsik for 5, 10, 15,
20, 25 and 30 days at storage temperatures of 4, 10, 15, 20, 25 and 30oC in a shelf-life study. The effects of
microbial inhibition were higher in carrot treated with SAEW than in that treated with NaOCl, as indicated
by a 1.75 log CFU/g reduction. Moreover, a 1.54 log CFU/g reduction of total coliforms was achieved in brown
rice in response to SAEW treatment, which was higher than NaOCl treatment at all storage temperatures and
periods. The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values of the raw materials of Saengsik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SAEW treatments, except for Angelica utilis Makino and kale, whereas SAEW treatment resulted
in decreased chromaticity values when compared to the NaOCl treatment. Overall,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
ence (p<0.05) between the efficacy of the SAEW and NaOCl treatm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ashing
with SAEW is an effective method to reduce the microorganisms and enhance the shelf-life of raw materials
of Saengsik; therefore, it can be effectively used to sanitize ingredients of Saengik without affecting the other
properties during storage.

Key words: Saengsik,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 sodium hypochlorite water (NaOCl), chroma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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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

라(1)에 있어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장

애 요인으로 서구화된 식생활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각종 성인병과 만성질환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그 연령층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 최근에는

질병 치료보다 질병 예방을 위해 식생활 개선이 절실히 요구

(3-5)되고 있으며, 그중 생식(Saengsik)은 건강기능성 또는

영양보충용, 식사대용, 다이어트식품 등으로 개발 및 연구되

면서(6,7) 서구적 식생활을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꾸는데

이바지하고 있다(8).

생식이란, 주로 식물성 원료를 분말, 과립, 액상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영양소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

화 등을 최소화 하도록 가열하지 않고 저온 건조 또는 동결

건조하여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

다(9). 생식의 시장규모는 2000년 900억원에서 2002년 2,000

억원, 2005년에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한

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10여개 국가에

1,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한국 고유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다(10).

그러나 제조과정 중 기능성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대부분 가열살균공정이 없이 동결건조방법을 사용하

고 있으며(11), 생식 원료들은 재배에서 가공까지 비가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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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오염원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크다(12). 이런 미생물 오염은 생식의 품질 저하

뿐만 아니라 섭취 시에도 단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유해미생물이 혼입되어 위생학적 문

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가 중

요하다고 하겠다(13).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만과

체질개선 기능 등 생식 유용성에 관한 연구(14,15)는 일부

보고되었지만 생식제품과 그 원료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9,16).

최근에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가열 살균

방법으로 전해수를 적용하여 식품산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곡류 및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와 인체에 무해한 장점을 가지

고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17-20). Rahman 등(21), Jeong 등(22), Yoo와 Jang(23)

은 각각 시금치, 딸기, 콩나물을 전기분해수로 세척하여 살

균 효과와 저장 중 품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반 세척수보

다 표면 세정 및 살균효과가 있었으며 높은 관능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아염

소산나트륨수(sodium hypochlorite water, NaOCl)와 미산

성 전해수(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를 사

용하여 생식원료의 저장 중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생식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와 유통

기한 및 규격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생식 제품의 저

장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전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현미(brown rice), 보리(barley), 당근

(carrot), 감자(potato), 신선초(Angelica utilis Makino), 케

일(kale)은 (주)이롬(춘천)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4
o
C cold

lab chamber(CL-02, Jeio Tech Co., Seoul, Korea)에 보관하

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생식원료의 불가식 부위는 제거하

고 상처가 없는 부분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중 현미

는 14시간 동안 물에서 불리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미를 제

외한 나머지 시료는 흐르는 수돗물(tap water, TW)에서 2회

세척 후 불순물과 물기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전기분해수 제조

전기분해수는 미산성 전해수 생성장치(model BC-360,

Cosmic Round Korea Co., Seongnam, Korea)를 사용하여

전류 2.7 A, pH 6.3～6.5, 유효염소(ACC) 10～30 mg/L, ORP

780～880 mV인 무격막 전기분해수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생식원료의 저장

생식원료는 TW 세척, 차아염소산나트륨수(NaOCl, 150

mg/L) 세척, SAEW(HOCl, 30 mg/L)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TW 세척은 전처리 과정에서 2회 세척 후 1회

더 세척하여 사용하였고,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세척은 NaOCl

150 mg/L에 10분간 침지하였으며, SAEW 세척은 HOCl 30

mg/L에 3분간 침지하여 사용하였다. 세척이 완료된 시료는

clean bench(model 1300 series A2,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 내에서 무균적으로 건조하여 멸균팩

(BagLight PolySilk, Interscience, St. Nom, France)에 밀봉

하여 각 온도별(4, 10, 15, 20, 25, 30oC) 및 저장기간(0, 5,

10, 15, 20, 25, 30일)에 해당하는 incubator(BF-600GC,

Biofree, Seoul, Korea)에 저장하였다. 각 저장온도에 따라

5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세균수 변화 측정

일반세균수는 식품공전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

다(24). 저장 온도와 기간에 따른 각각의 시료 10 g을 멸균팩

(Whirl-pak, NASCO, Modesto, CA, USA)에 넣은 뒤 살균

한 0.85% 생리식염수 90 mL를 가하고 2분 동안 stomach-

er(Bagmixer 400 VW, Interscience, Rockland, MA, USA)로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시료 용액에서 일반세균수를 측정

하기 위하여 균질액을 십진 단계 희석하여 plate counting

agar(PCA, Difco Co., Detroit, MI, USA) 배지에 도말한 후

35±2oC에서 24±2시간 배양 후 균수를 측정하여 log CFU/

g으로 표시하였다(23). 각 온도별 저장기간 5일 간격으로 30

일간 측정하여 일반세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장균군 변화 측정

대장균군은 식품공전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24). 각각의 시료 10 g을 멸균팩에 넣은 뒤 살균한 0.85%

생리 식염수 90 mL를 가하고 2분 동안 stomacher로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된 시료 용액 1 mL를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Petrifilm, 3M, St. Paul, MN, USA)에 접종한 후, 35～37oC

에서 24±2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붉은 집락 중 주위에 기포

를 형성한 집락수를 계산하고, 그 평균 집락수에 희석 배수

를 곱하여 대장균군수를 산출하였다. 각 온도별 저장기간

5일 간격으로 30일간 측정하여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측정하

였다.

색도 변화 측정

생식원료의 저장온도와 기간에 따른 색도 측정은 각 온도

별 5일 간격으로 30일간 분석하였다. 생식원료의 색도는 색

도색차계(CR-310,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

(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의

값으로 나타내었다(25). 그리고 모든 시료에 대하여 5회 반

복 측정하였고, 그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값들의 평

균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SPSS Inc., Chicago,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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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total viable cell counts (log CFU/g) of brown rice and barley during storage at 4oC and 15oC

Saengsik
Storage

temperature
(
o
C)

Treatment
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Brown
rice

4
TW
NaOCl
SAEW

3.56±0.31a2)
3.45±0.11ab
3.20±0.09b

3.84±0.10a
3.67±0.09ab
3.30±0.12b

3.95±0.16a
4.43±0.11b
3.43±0.21c

4.26±0.03a
4.67±0.11b
3.67±0.08

4.59±0.09a
5.01±0.11b
4.01±0.10c

5.21±0.01a
5.01±0.11a
4.36±0.20b

5.62±0.02a
5.34±0.13a
4.57±0.21b

15
TW
NaOCl
SAEW

3.56±0.31a
3.45±0.11ab
3.20±0.09b

5.56±0.10a
5.31±0.11a
4.80±0.23b

7.60±0.09a
7.20±0.03b
6.50±0.06

>9a

8.81±0.13b
7.90±0.13c

－
>9
>9

－
－
－

－
－
－

Barley

4
TW
NaOCl
SAEW

5.10±0.21a
4.85±0.09a
3.24±0.12b

6.10±0.13a
5.32±0.09b
3.49±0.1c

6.49±0.14a
6.35±0.14a
4.05±0.16b

7.03±0.18a
6.88±0.10a
4.55±0.09b

7.90±0.12a
7.50±0.36a
5.23±0.24b

8.96±0.09a
8.55±0.08b
6.18±0.16c

>9
a

>9a

8.23±0.11b

15
TW
NaOCl
SAEW

5.10±0.21a
4.85±0.09a
3.24±0.12b

>9a

8.94±0.02b
7.26±0.17c

－3)

>9
>9

－
－
－

－
－
－

－
－
－

－
－
－

1)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유무를 one-way ANOVA(analy-

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Turkey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식원료의 저장 중 일반세균수 변화

현미와 보리: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곡류의

생식원료인 현미와 보리를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

까지 일반세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온도 20oC 이상

에서 10일 이후에는 모든 원료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저장온도별 세척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4oC와 15oC(Table 1)에서 일반세균

수를 측정하였다(10, 20, 25, 30oC의 결과 미제시). 저장 전(0

day) TW로 세척한 현미와 보리는 각각 3.55±0.12, 4.99± 
0.22 log CFU/g을 나타낸 반면 NaOCl 처리구에서는 각각

3.45±0.11, 4.85±0.09 log CFU/g으로 0.10, 0.14 log CFU/g

의 감소효과 나타내었다. SAEW 처리구에서는 각각 3.20± 
0.09, 3.24±0.12 log CFU/g으로 TW 처리구보다 0.35, 1.75

log CFU/g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SAEW의 처리는 NaOCl

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 미생물 저감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미보다는 보리에서 높은 살균력을 나타내었

다. Chang 등(26)은 현미와 보리를 전해수(ACC 57～72

ppm)로 세척한 경우, 대조구인 차아염소산소다수(ACC 65

ppm)로 세척하였을 때 현미는 0.50 log CFU/g, 보리의 경우

약 2.0 log CFU/g 정도 더 살균효과가 강하게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기분해수가 제조될 때 생성된 HOCl은 강한

살균력을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며 이는 물 속에서 해리되지

않고 cell membrane을 통해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해리되어 HCl과 활성산소로 분해된다. 이때, HCl은

세포 내 pH를 낮추어 세포가 생육하기 어렵게 유도하고, 활

성산소는 세포 내 효소와 반응하여 불화성화를 유도함으로

써 살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27,28).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저장온도에서 일정한 저

감효과를 나타내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다. 4
o
C에서

NaOCl 및 SAEW로 세척한 현미는 TW로 세척한 현미보다

각각의 저장기간별 평균 0.60, 0.64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증가하였고, 15
o
C에서는 0.27, 0.86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다. 보리는

4
o
C에서 0.30, 2.23 log CFU/g, 15

o
C에서는 0.16, 1.80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였으며, 현미와 보리 모두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더 낮은 일반세균수

를 나타내면서 증가하였다.

당근과 감자: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구근류인

당근와 감자를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일반세

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온도 25
o
C 이상에서 저장기

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원료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저장온도별 세척수의 효

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4
o
C와 20

o
C(Table 2)에서 일반세균수

를 측정하였다(10, 15, 20, 25, 30
o
C의 결과 미제시). 구근류인

당근과 감자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NaOCl 처리

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보다 높은 살균력을 나타냈다.

저장 전(0 day) TW로 세척한 당근와 감자는 각각 4.30±0.31,
4.54±0.31 log CFU/g을 나타낸 반면 NaOCl 처리구에서는

각각 3.59±0.09, 4.45±0.15 log CFU/g으로 0.71, 0.09 log

CFU/g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SAEW 처리구에서는 각

각 2.05±0.10, 3.80±0.15 log CFU/g으로 TW 처리구보다

2.46, 1.15 log CFU/g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Izimi(29)는

당근과 감자 등의 야채를 절단한 후 ACC 15～50 ppm의 강산

성 전해수로 세척한 결과, 2.5 log CFU/g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10～30 ppm으로 사용한 본 실험의 전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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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total viable cell counts (log CFU/g) of carrot and potato during storage at 4
o
C and 20

o
C

Saengsik
Storage
temperature
(oC)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Carrot

4
TW
NaOCl
SAEW

4.30±0.31a2)
3.59±0.09b
2.05±0.10c

4.39±0.09a
3.62±0.16b
2.09±0.12c

4.48±0.18a
3.68±0.13b
2.30±0.19c

4.95±0.16a
3.78±0.03b
2.40±0.16c

5.12±0.14a
3.97±0.17b
2.80±0.13c

5.39±0.13a
4.12±0.13b
2.95±0.10c

5.58±0.15a
4.23±0.13b
3.10±0.16c

20
TW
NaOCl
SAEW

4.30±0.31a
3.59±0.09b
2.05±0.10c

4.68±0.15a
4.23±0.23a
3.02±0.13b

5.81±0.19a
5.80±0.09a
4.50±0.21b

6.70±0.19a
6.88±0.18a
5.20±0.09b

7.82±0.20a
7.62±0.13a
5.72±0.18b

8.69±0.17a
8.50±0.14a
6.23±0.22b

>9a

8.90±0.14a
7.32±0.11b

Potato

4
TW
NaOCl
SAEW

4.54±0.31a
4.45±0.15a
3.80±0.15b

4.67±0.15a
4.52±0.12a
3.90±0.13b

5.03±0.14a
4.88±0.13a
4.55±0.08b

5.19±0.11a
5.15±0.13a
4.68±0.16b

5.31±0.09a
5.18±0.09a
4.90±0.14b

5.49±0.08a
5.34±0.21a
5.12±0.16a

5.79±0.03a
5.71±0.19a
5.31±0.14b

20
TW
NaOCl
SAEW

5.10±0.21a
4.85±0.09a
3.24±0.12b

5.12±0.13a
5.12±0.11a
4.18±0.24b

6.01±0.15a
5.78±0.14a
4.80±0.30b

7.13±0.25a
6.80±0.31a
5.12±0.14b

7.46±0.10a
7.38±0.11a
5.78±0.04b

8.43±0.09a
8.03±0.19a
6.60±0.16b

8.95±0.18a
8.90±0.15a
7.70±0.24b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0

1

2

3

4

5

6

7

8

9

0 5 10 15 20 25 30

(a)

0

1

2

3

4

5

6

7

8

9

0 5 10 15 20 25 30

Storage time (days)

TW
NaOCl
SAEW

(b)

Fig. 1. Change in total viable cell counts of carrot during
storage at (a) 4

o
C and (b) 20

o
C.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감자보다는 당근

에서 더 높은 살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SAEW 처리가

NaOCl 처리보다 살균효과가 뛰어나다는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른 생식원료보다 당근과 감자에서 살균력이

높은 이유는 원료 자체가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해수가 가해져 살균력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SAEW와 NaOCl의 살균효과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uzuki(30)는 비

가열 살균 방법 중의 하나인 강산성 전해수로 무순을 세척한

결과, Escherichia coli O157:H7에 대한 살균효과가 거의 없

으며 이는 E. coli O157:H7이 무순의 조직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표면 살균능을 지닌 전해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의 경우도 원료의 종류에 따라 표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살균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저장온도에서 일정한 저

감효과를 나타내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다. 4
o
C에서

NaOCl 및 SAEW로 세척한 당근은 TW로 세척한 당근보다

각각의 저장기간별 평균 1.03, 2.36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증가하였고(Fig. 1), 20
o
C에서는 0.21, 1.85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

다. 감자는 4oC에서 0.11, 0.54 log CFU/g, 20oC에서는 0.19,

1.54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였으며, 당근과 감자

모두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더 낮은 일반세

균수가 나타나면서 증가하였다. 당근과 감자에서는 초기 균

수가 다른 생식원료보다 낮았기 때문에 저장기간이 길었으

며, 외형적 상태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25, 30
o
C에서 저장

기간 15일 이후에는 싹이 나고 부패 정도가 심했고, 상품의

원료로서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균수 측정을

하지 않았다.

신선초와 케일: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엽채류

의 생식원료인 신선초와 케일을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일반세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온도 20
o
C

이상에서 10일 이후에는 모든 원료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저장온도별 세척

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4
o
C와 15

o
C(Table 3)에서 일

반세균수를 측정하였다(10, 20, 25, 30oC의 결과 미제시). 신

선초와 케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다른 원료보

다 부패 및 외형적 변화의 정도가 빠르게 일어났다. 신선초

와 케일에서도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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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total viable cell counts (log CFU/g) of Agelica utilis Makino and kale during storage at 4oC and 15oC

Saengsik
Storage
temperature
(oC)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Angelica
utilis
Makino

4
TW
NaOCl
SAEW

4.90±0.16a2)
4.89±0.18a
4.63±0.63a

5.40±0.13a
5.39±0.13a
5.24±0.12a

6.20±0.25a
5.88±0.13ab
5.59±0.12b

6.54±0.21a
6.32±0.14ab
6.05±0.18b

6.85±0.05a
6.90±0.14a
6.65±0.28a

7.65±0.06a
7.50±0.14a
6.88±0.05b

－
－
－

15
TW
NaOCl
SAEW

4.90±0.16a
4.89±0.18a
4.63±0.63a

7.89±0.11a
7.67±0.02a
7.10±0.17b

>9
>9
>9

－3)

－
－

－
－
－

－
－
－

－
－
－

Kale

4
TW
NaOCl
SAEW

4.26±0.09a
4.24±0.19a
4.12±0.03a

4.63±0.06a
4.52±0.13a
4.38±0.12a

5.21±0.12a
5.02±0.16a
4.76±0.11b

5.78±0.12a
5.76±0.16a
5.24±0.11b

6.20±0.08a
5.99±0.24ab
5.71±0.21b

6.38±0.05a
6.00±0.10b
5.59±0.13c

－
－
－

15
TW
NaOCl
SAEW

4.26±0.09a
4.24±0.19a
4.12±0.03a

8.50±0.16a
8.25±0.24a
7.56±0.19b

>9
>9
>9

－
－
－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Not measured.

높은 살균력을 나타냈지만 저장온도 15
o
C 이상에서는 10일

만에 모두 부패가 이루어져 더 이상 균수를 측정하지 않았

다. 저장 전(0 day) TW로 세척한 신선초와 케일은 각각

4.90±0.16, 4.26±0.09 log CFU/g을 나타낸 반면 NaOCl 처

리구에서는 각각 4.89±0.18, 4.24±0.19 log CFU/g으로 0.01,

0.02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얻었다. SAEW 처리구에서는

각각 4.63±0.06, 4.12±0.03 log CFU/g으로 TW 처리구보다

0.27, 0.14 log CFU/g 감소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NaOCl보다 SAEW의 처리가 효과적이었다. 두 원료 모두

비슷한 살균효과를 나타내었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저장온도에서 일정한 저

감효과를 나타내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다. 4
o
C에서

NaOCl 및 SAEW로 세척한 신선초는 TW로 세척한 신선초

보다 각각 평균 0.11, 0.42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

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고, 15
o
C에서는 0.12, 0.53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일반세균수가 증가하였

다. 케일은 4oC에서 0.16, 0.44 log CFU/g, 15oC에서는 0.14,

0.54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였으며, 신선초와 케일

모두 NaOCl 처리와 SAEW 처리의 살균 효능은 비슷하였

다. 다른 생식원료보다 신선초와 케일과 같은 엽채류는 엽육

조직이 얇고, 매우 연약하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크기 때

문에 산화반응이 다른 원료에 비해 쉽게 일어나며 조직의

파괴, 병균침입, 시듦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생식원료로서 유통기간 중 주의를 요구하는 작물이다. 이러

한 특징 때문에 본 실험에서도 빠른 품질변화를 나타낸 것으

로 판단된다(31).

실험에 사용한 생식원료 모두 미생물 초기균수 분석결과

평균 10
4
～10

6
CFU/g의 일반세균수, 0～10

4
CFU/g의 대장

균군수가 검출된 Kim 등(32)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

냈으며 저장 전 0일에서 TW와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의 대부분에서 초기 균수가 낮았다. 하지만 Koh와

Kim(33)은 생식원료인 감자, 당근, 케일, 신선초의 전처리

공정 중 세척 후 침지 단계에서 HOCl 용액으로 처리하여

미생물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TW 처리보다 0.5, 0.5, 1.3,

2.8 log CFU/g 감소하여 HOCl 용액에 침지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더 좋았고, 전반적으로 구근류보다 엽채류에서 살균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실험과 대조적이었다. Park

등(34)은 녹즙의 저장기간 중 일반세균수는 증류수 세척 방

법에서 저장 24시간 만에 식품공전에서 기준치로 제시한 10
5

CFU/mL보다 높은 균수를 보인 반면 전기분해수 세척방법

에서 저장 4일이 지나도 10
5
CFU/mL 이하의 균수가 유지됨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세척 이후 일반세균수에 대한

살균 및 제균 효과에 의하여 녹즙의 저장성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실험에서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해수 세척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생식 원료의 초기 일반세균수를 억제할 수 있

었고, 저장 중 TW나 NaOCl로 세척하는 방법에 비하여

SAEW로 세척하는 것이 낮은 일반세균수를 유지시킴으로

써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식원료의 저장 중 대장균군 변화

현미와 보리: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현미와

보리를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저장온도별 세척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4oC와 15oC(Table 4)에서 측정하였

다(10, 20, 25, 30
o
C의 결과 미제시). 저장 전(0 day) TW로

세척한 현미와 보리는 각각 3.01±0.08, 4.23±0.20 log CFU/
g을 나타낸 반면 NaOCl 처리구에서는 각각 2.95±0.08,
3.90±0.13 log CFU/g으로 0.06, 0.33 log CFU/g의 감소효과

를 나타냈다. SAEW 처리구에서는 각각 2.05±0.15, 2.85± 
0.18 log CFU/g으로 TW 처리구보다 0.96, 1.38 log CFU/g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SAEW의 처리는 NaOCl의 처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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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total viable coliforms counts (log CFU/g) of brown rice and barley during storage at 4
o
C and 15

o
C

Saengsik
Storage
temperature
(oC)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Brown
rice

4
TW
NaOCl
SAEW

3.01±0.16a2)
2.95±0.18a
2.05±0.15b

3.13±0.11a
3.05±0.09a
2.24±0.06b

3.33±0.09a
3.22±0.13a
2.30±0.07b

3.92±0.14a
3.84±0.05a
2.60±0.07b

4.62±0.12a
4.45±0.11a
3.21±0.08b

5.04±0.06a
4.86±0.02a
3.45±0.08b

5.43±0.14a
5.40±0.06a
3.90±0.15b

15
TW
NaOCl
SAEW

3.01±0.16a
2.95±0.18a
2.05±0.15b

5.30±0.11a
4.88±0.14b
3.35±0.06c

7.61±0.08a
6.30±0.01b
5.90±0.03c

>9a

>9
a

7.56±0.14b
－3)

－
>9

－
－
－

－
－
－

Barley

4
TW
NaOCl
SAEW

4.23±0.20a
3.90±0.13b
2.85±0.18c

4.45±0.13a
4.05±0.05b
3.02±0.11c

4.64±0.15a
4.10±0.13b
3.20±0.27c

4.89±0.24a
4.55±0.17a
3.64±0.11b

5.31±0.31a
4.90±0.13a
4.15±0.19b

5.57±0.16a
5.20±0.15b
4.31±0.14c

6.24±0.28a
5.77±0.14b
4.60±0.13c

15
TW
NaOCl
SAEW

4.23±0.20a
3.90±0.13b
2.85±0.18c

6.27±0.16a
5.80±0.24a
4.50±0.21b

8.67±0.24a
8.12±0.11b
7.35±0.17c

>9
>9
>9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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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total coliform counts of brown rice during
storage at (a) 4oC and (b) 15oC.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교했을 때보다 대장균군 저감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현미보다는 보리에서 높은 살균력을 나타내었다. Chang

등(26)은 현미와 보리를 전해수(ACC 57～72 ppm)로 세척

한 경우, 대조구인 차아염소산소다수(ACC 65 ppm)로 세척

하였을 때 1.0～2.0 log CFU/g 정도 살균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Koseki

등(35)은 E. coli O157:H7과 Salmonella spp.를 오염시킨

lettuce를 강산성전해수(ACC 40.3±1.5 ppm)로 5분간 세척

한 결과, 1.3～1.4 log CFU/g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SAEW의 처리가 NaOCl의 처리보다 1.05 log

CFU/g의 대장균군수를 감소시킨 결과와 비교했을 때 Chang

등(26)과 Koseki 등(35)의 실험 결과가 살균력이 다소 강하

게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된 전해수의 ACC(10～30

ppm)가 낮거나 혹은 야채 종류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저장온도에서 일정한 저

감효과를 나타내면서 대장균군수가 증가하였다. 4oC에서

NaOCl 및 SAEW로 세척한 현미는 TW로 세척한 현미보다

각각 평균 0.10, 1.25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대장균군수가 증가하였고(Fig. 2), 15oC에서는 0.60, 1.54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대장균군수가 증가하였

다. 보리는 4
o
C에서 0.45, 1.37 log CFU/g, 15

o
C에서는 0.45,

1.49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였으며, 현미와 보리

모두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더 낮은 대장균

군수가 증가하였다.

당근과 감자: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당근과 감

자를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대장균군수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결과 미제시). 저장 전 0 day에서 세 처리구

모두 <1 log CFU/g으로 대장균군수를 측정할 수 없었다.

높은 저장온도에서나 긴 저장온도에서 대장균군을 검출하

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기 대장균군수가 없거나 매우 낮은

균수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형적 변화가 일

어나는 시점인 저장기간 20일 이후에는 대장균군수를 측정

하지 않았다. Kim 등(3)은 선식과 생식의 원료에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감자와 당근에서 <2 log CFU/g의 비

교적 낮은 대장균군수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Chang

등(9)의 시판생식의 제조공정 및 최종제품의 미생물 분포에

대해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ND(not detected) 또는 낮은

대장균군수를 나타내어 본 실험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대장

균군수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처리구마다 비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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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in total viable coliforms counts (log CFU/g) of Agelica utilis Makino and kale during storage at 4oC and
15oC

Saengsik
Storage
temperature
(
o
C)

Treatment
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Angelica
utilis
Makino

4
TW
NaOCl
SAEW

4.23±0.16a2)
4.13±0.17a
3.43±0.15b

4.74±0.22a
4.65±0.16a
3.85±0.14b

5.36±0.14a
5.12±0.12a
4.20±0.11b

6.23±0.09a
5.90±0.11a
4.63±0.19b

6.82±0.26a
6.66±0.14a
5.16±0.15b

7.53±0.13a
7.12±0.11b
5.90±0.12c

－
－
－

15
TW
NaOCl
SAEW

4.23±0.16a
4.13±0.17a
3.43±0.15b

7.26±0.23a
7.04±0.25a
6.41±0.13b

8.90±0.13a
8.79±0.11a
8.50±0.28a

>9
>9
>9

－
－
－

－
－
－

－
－
－

Kale

4
TW
NaOCl
SAEW

2.31±0.16a
2.03±0.08a
<1b

2.46±0.21a
2.05±0.27a
<1b

2.58±0.09a
2.23±0.13a
<1b

2.75±0.08a
2.24±0.16b
<1c

2.97±0.11a
2.56±0.18b
2.01±0.16c

3.41±0.13a
2.80±0.14b
2.34±0.11c

－
－
－

15
TW
NaOCl
SAEW

2.31±0.16a
2.03±0.08a
<1
b

3.68±0.12a
3.56±0.13a
2.89±0.19b

6.25±0.16a
5.96±0.15ab
5.66±0.15b

－
3)

－
－

－
－
－

－
－
－

－
－
－

1)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가능했지만 당근과 감자의 생식원료에서 대부분 대장균군

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초와 케일: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신선초

와 케일을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대장균군수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엽채류인 신선초와 케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다른 원료보다 부패 및 외형적 변화의

정도가 빠르게 일어났다. 신선초와 케일에서도 NaOCl 처리

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보다 높은 살균력을 나타냈지만

저장온도 15
o
C 이상에서는 10일 만에 모두 부패가 이루어져

더 이상 균수를 측정하지 않았다(Table 5). 저장 전(0 day)

TW로 세척한 신선초와 케일은 각각 4.23±0.16, 2.31±0.16
log CFU/g을 나타낸 반면 NaOCl 처리구에서는 각각 4.13± 
0.17, 2.03±0.08 log CFU/g으로 0.10, 0.28 log CFU/g의 감

소효과를 얻었다. SAEW 처리구에서는 각각 3.43±0.15, <1
log CFU/g으로 TW 처리구보다 신선초는 0.80 log CFU/g,

케일은 약 1.31 log CFU/g 이상 감소효과를 얻었다. SAEW

의 처리는 NaOCl과 비교했을 때보다 대장균군 저감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초와 케일에서의 살균 효능

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저장온도에서 일정한 저

감효과를 나타내면서 대장균수가 증가하였다. 4oC에서 NaOCl

및 SAEW로 세척한 신선초는 TW로 세척한 신선초보다 각

각의 저장기간별 평균 0.22, 1.29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증가하였고, 15oC에서는 0.14, 0.68 log CFU/g의

감소효과를 유지하면서 대장균수가 증가하였다. 케일은 4oC

에서 0.43, 1.02 log CFU/g, 15oC에서는 0.23, 0.69 log CFU/g

의 감소효과를 유지하였으며, 신선초와 케일 모두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더 낮은 대장균군수가 증가하

였다.

Koh와 Kim(33)은 생식원료인 감자, 당근, 케일, 신선초의

전처리 공정 중 세척 후 침지 단계에서 HOCl 용액으로 처리

하여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TW 처리보다 각각

0.4, 0.5, 2.1, 0.7 log CFU/g의 감소효과를 나타냈으며, HOCl

용액에 침지하는 것이 살균효과가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세균수와 마찬가지로 구근류보다 엽채류에서 살

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본 일반세균수 변화 실험에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대장균군수 변화 실험에서는 비

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생식원료의 저장 중 색도 변화

현미와 보리: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현미와

보리를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색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Table 6, 7). 그중 4, 10, 20oC(15, 25, 30oC의 결과

미제시)에서 측정한 결과 현미의 경우에는 저장온도가 높고

저장기간이 늘어날수록 빠르게 발아가 되면서 전체적인 외

부표면의 밝기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 처리구

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p<0.05). 이 결과는 같은 곡류인

쌀을 전해수로 처리하여 무처리구와 비교했을 때 색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Onishi 등(36)의 연구결과와 비

슷하였다.

당근과 감자: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당근와

감자를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색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Table 8, 9). 그중 4, 15, 25
o
C(10, 20, 30

o
C의 결과

미제시)에서 측정한 결과 당근과 감자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

질수록 L, a, b 값 모두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각

처리구별에서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p<0.05).

신선초와 케일: TW, NaOCl 및 SAEW로 세척한 신선초

와 케일을 각 온도별로 5일 간격으로 30일까지 색도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10, 11). 그중 4, 10, 20
o
C(15, 25, 30

o
C의

결과 미제시)에서 측정한 결과 신선초와 케일 모두 저장기간



Table 6. Change in Hunter L, a, b value of brown rice during storage at 4, 10 and 20
o
C

Storage
temperature
(oC)

Hunter's
color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4

L
TW
NaOCl
SAEW

88.38±0.57a2)
88.99±0.45a
88.98±0.70a

88.38±1.83a
90.61±0.52a
89.86±1.62a

88.31±0.78ab
89.46±0.92b
84.89±1.71a

97.54±0.86a
97.09±0.02a
96.79±0.30a

102.43±0.25a
101.30±0.73a
100.37±0.52a

102.30±0.45a
104.41±0.36a
102.41±0.82a

107.97±1.25b
104.37±0.39a
102.72±0.52a

a
TW
NaOCl
SAEW

19.29±0.56a
19.86±0.25a
20.15±0.04a

18.10±0.22a
17.69±1.35a
18.89±0.46a

20.49±0.33a
19.44±0.73a
20.32±0.25a

15.56±0.02a
18.34±0.00b
19.75±0.31c

15.95±0.32a
17.02±0.19a
18.67±0.41c

13.60±0.01a
15.83±1.07a
17.47±0.37a

14.34±0.13a
16.15±0.50a
17.35±0.68a

b
TW
NaOCl
SAEW

52.51±0.19b
49.89±0.47a
49.03±1.06a

51.01±1.19a
51.59±1.06a
52.37±0.11a

56.68±0.54a
59.44±0.19b
58.66±0.75b

56.50±0.31a
87.59±0.02b
58.63±0.01c

55.12±0.13a
56.92±0.49a
58.61±0.09c

57.22±0.26a
58.07±0.61a
59.69±0.24a

5.35±0.09a
56.9±0.75a
60.35±0.51a

10

L
TW
NaOCl
SAEW

88.38±0.57a
88.99±0.45a
88.98±0.70a

91.53±0.33b
90.35±0.15a
89.61±0.50a

92.26±0.53b
91.51±0.38ab
90.55±0.54a

102.60±0.44c
96.10±0.21b
93.75±0.32a

106.13±0.23a
103.05±0.16a
102.08±0.73a

－
3)

－
－

－
－
－

a
TW
NaOCl
SAEW

19.29±0.56a
19.86±0.25a
20.15±0.04a

17.49±1.52a
17.73±1.01a
18.25±0.23a

15.36±0.31b
14.14±0.31a
16.04±0.15b

14.99±0.03b
14.39±0.03a
15.58±0.21c

11.80±0.09a
12.37±0.31a
13.69±0.32a

－
－
－

－
－
－

b
TW
NaOCl
SAEW

52.51±0.19b
49.89±0.47a
49.03±1.06a

51.48±0.26b
47.16±0.59a
48.53±0.79a

55.39±0.17b
54.14±0.23a
55.36±0.31b

55.95±0.49c
52.53±0.03a
54.98±0.01b

55.27±0.29a
53.36±0.04a
53.79±0.14a

－
－
－

－
－
－

20

L
TW
NaOCl
SAEW

88.38±0.57a
88.99±0.45a
88.98±0.70a

93.99±0.61a
95.99±0.73b
90.85±0.43c

101.34±0.26b
100.84±1.00b
98.83±0.49a

－
－
－

－
－
－

－
－
－

－
－
－

a
TW
NaOCl
SAEW

19.29±0.56a
19.86±0.25a
20.15±0.04a

15.88±0.61a
17.13±0.32ab
18.31±0.25b

11.95±0.76b
10.20±0.10a
12.19±0.43b

－
－
－

－
－
－

－
－
－

－
－
－

b
TW
NaOCl
SAEW

52.51±0.19b
49.89±0.47a
49.03±1.06a

48.41±1.60a
50.26±1.15a
49.83±1.16a

49.82±0.60a
50.23±0.85a
54.17±0.93b

－
－
－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Table 7. Change in Hunter L, a, b value of barley during storage at 4, 10 and 20oC

Storage
temperature
(
o
C)

Hunter's
color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4

L
TW
NaOCl
SAEW

79.43±0.29a2)
78.71±0.12a
80.77±0.43b

84.64±0.11c
83.63±0.29b
82.21±0.06a

83.17±0.23a
84.42±0.14b
83.48±0.12a

87.56±0.43c
84.27±0.20a
85.91±0.48b

90.75±0.45b
88.35±0.31a
88.45±0.28a

91.55±0.25a
92.83±0.44a
88.45±0.28a

93.46±0.17a
94.91±0.08b
95.65±0.26c

a
TW
NaOCl
SAEW

7.61±0.18a
8.85±0.03b
7.40±0.15a

7.70±0.09b
8.63±0.17c
6.64±0.42a

8.24±0.13a
9.18±0.39b
9.45±0.33b

8.53±0.32b
7.78±0.13a
9.80±0.03c

7.45±0.34a
8.44±0.11b
9.59±0.09c

9.21±0.20b
8.10±0.03a
7.92±0.01a

8.27±0.19b
6.68±0.47a
7.38±0.34ab

b
TW
NaOCl
SAEW

23.51±0.30c
22.31±0.08b
20.36±0.02a

27.47±1.44a
24.93±0.84a
24.17±1.35a

26.17±0.03a
27.92±0.02b
33.88±0.11c

30.12±0.46b
27.25±0.46a
33.88±0.11c

29.61±0.13c
28.27±0.03a
29.02±0.27b

33.31±0.13c
31.73±0.52b
30.49±0.28a

36.55±0.42c
34.39±0.03b
32.25±0.05a

10

L
TW
NaOCl
SAEW

79.43±0.29a
78.71±0.12a
80.77±0.43b

88.38±0.20b
85.89±0.36a
85.52±0.20a

89.64±0.20ab
88.06±0.36a
91.17±1.04b

92.46±0.26c
89.48±0.14a
90.61±0.38b

98.57±0.36c
95.80±0.25b
93.71±0.08a

－
3)

－
－

－
－
－

a
TW
NaOCl
SAEW

7.61±0.18a
8.85±0.03b
7.40±0.15a

9.42±0.23a
9.84±0.24a
12.21±0.33b

8.45±0.07a
8.25±0.50a
7.86±0.08a

6.36±0.10b
6.37±0.29b
5.58±0.02a

7.39±0.20b
7.28±0.29b
6.36±0.32a

－
－
－

－
－
－

b
TW
NaOCl
SAEW

23.51±0.30c
22.31±0.08b
20.36±0.02a

24.35±0.43a
25.71±0.79a
27.27±1.76a

30.51±0.29a
30.35±0.87a
32.97±0.17b

40.99±0.63a
38.81±0.21b
37.67±0.07b

43.73±0.14b
40.72±0.43a
40.74±0.82a

－
－
－

－
－
－

20

L
TW
NaOCl
SAEW

79.43±0.29a
78.71±0.12a
80.77±0.43b

100.66±0.29b
99.53±0.43b
95.61±0.40a

101.83±0.33a
107.44±0.13c
104.55±0.39b

－
－
－

－
－
－

－
－
－

－
－
－

a
TW
NaOCl
SAEW

7.61±0.18a
8.85±0.03b
7.40±0.15a

3.78±0.17a
4.77±0.68ab
5.91±0.41c

3.39±0.22a
4.82±0.51b
6.24±0.52c

－
－
－

－
－
－

－
－
－

－
－
－

b
TW
NaOCl
SAEW

23.51±0.30c
22.31±0.08b
20.36±0.02a

30.09±0.05c
27.91±0.48b
26.42±0.41a

40.37±0.41b
38.33±0.65a
37.45±0.44a

－
－
－

－
－
－

－
－
－

－
－
－

1)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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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 in Hunter L, a, b value of potato during storage at 4, 15 and 25
o
C

Storage
temperature
(oC)

Hunter's
color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4

L
TW
NaOCl
SAEW

80.13±0.17b2)
79.93±0.16b
78.02±0.23a

79.59±0.30a
79.28±0.79a
77.37±0.59a

76.61±0.29b
75.29±0.10b
71.97±1.10a

83.17±0.49b
82.75±0.01b
76.84±0.07a

79.02±0.38b
78.26±0.10b
75.58±0.29a

79.00±0.54c
77.08±0.00b
75.58±0.29a

76.71±0.47a
75.92±0.02a
76.53±0.62a

a
TW
NaOCl
SAEW

-3.75±0.18a
-3.97±0.26a
-4.10±0.28a

-3.24±0.32a
-3.53±0.36a
-3.45±0.24a

-3.05±0.32a
-3.01±0.06a
-2.87±0.52a

-2.86±0.08b
-2.75±0.00b
-4.09±0.12a

-3.51±0.25a
-3.50±0.21a
-4.36±0.39a

-4.24±0.31b
-3.93±0.00b
-5.10±0.05a

-5.36±0.17b
-6.76±0.15a
-6.14±0.03a

b
TW
NaOCl
SAEW

27.46±0.78a
27.73±0.69a
26.43±0.38a

29.06±0.50b
29.26±0.62b
26.41±0.57a

30.09±0.69a
33.08±1.70ab
35.24±0.59b

32.02±0.65a
31.98±0.48a
30.41±0.22a

32.44±0.73c
30.56±0.24a
30.46±0.01a

31.67±0.47a
32.85±0.05b
31.27±0.01a

33.58±0.66a
33.41±0.23a
32.54±0.03a

15

L
TW
NaOCl
SAEW

80.13±0.17b
79.93±0.16b
78.02±0.23a

80.39±0.12a
80.84±0.22a
81.83±0.20b

75.94±0.45b
75.39±0.18ab
74.74±0.26a

78.60±0.28a
79.48±0.24b
78.98±0.01ab

79.44±0.29c
78.51±0.32b
76.55±023a

－
3)

－
－

－
－
－

a
TW
NaOCl
SAEW

-3.75±0.18a
-3.97±0.26a
-4.10±0.28a

-3.58±0.03a
-3.68±0.12a
-3.24±0.12b

-2.67±0.21a
-2.69±0.28a
-2.43±0.17a

-2.87±0.14b
-3.42±0.17a
-2.61±0.06b

-4.34±0.26a
-3.74±0.19ab
-3.28±0.28b

－
－
－

－
－
－

b
TW
NaOCl
SAEW

27.46±0.78a
27.73±0.69a
26.43±0.38a

30.84±0.55b
27.59±0.33a
30.13±0.36b

36.87±0.54b
35.00±0.12a
34.98±0.27a

38.46±0.91b
38.64±0.17b
35.68±0.02a

40.39±0.22b
37.16±0.83a
35.70±0.31a

－
－
－

－
－
－

25

L
TW
NaOCl
SAEW

80.13±0.17b
79.93±0.16b
78.02±0.23a

81.96±0.53a
82.32±0.09a
82.33±0.41a

80.31±0.13a
78.36±0.27a
78.43±1.38a

－
－
－

－
－
－

－
－
－

－
－
－

a
TW
NaOCl
SAEW

-3.75±0.18a
-3.97±0.26a
-4.10±0.28a

-4.21±0.14a
-3.57±0.18ab
-3.64±0.19b

-5.50±0.20b
-5.68±0.30b
-6.21±0.10a

－
－
－

－
－
－

－
－
－

－
－
－

b
TW
NaOCl
SAEW

27.46±0.78a
27.73±0.69a
26.43±0.38a

41.83±0.49b
40.10±1.09ab
39.48±0.36a

48.66±0.47b
43.18±0.55a
42.31±0.72a

－
－
－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Table 9. Change in Hunter L, a, b value of carrot during storage at 4, 15 and 25oC

Storage
temperature
(oC)

Hunter's
color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4

L
TW
NaOCl
SAEW

101.85±0.45b2)
100.61±0.19a
102.89±0.49b

99.60±0.22a
101.24±0.31b
99.03±0.49a

102.61±0.28b
98.41±0.96a
98.18±0.28a

101.19±0.42a
103.72±0.53b
102.93±0.61b

104.37±0.15c
100.74±0.35b
98.66±0.08a

102.07±0.58a
100.39±0.35a
104.34±0.08b

100.54±0.23a
95.17±3.65a
97.52±0.08a

a
TW
NaOCl
SAEW

75.22±0.88a
75.82±1.45ab
79.37±1.25b

77.61±1.09a
75.53±1.01a
78.29±0.64a

77.15±0.58c
68.91±0.48a
71.39±1.11b

70.50±0.71a
71.58±0.37a
72.46±1.56a

73.57±0.56b
73.09±0.80b
70.41±1.06a

74.91±0.70b
76.94±0.61c
67.08±0.32a

72.28±1.03a
75.91±0.95b
70.41±1.49a

b
TW
NaOCl
SAEW

125.64±0.69a
132.15±0.39c
129.65±0.63b

129.48±0.73a
138.37±1.77c
133.54±1.20b

131.35±0.91a
129.20±1.19a
130.20±1.40a

133.54±0.64c
128.50±0.80b
121.89±1.08a

125.97±0.72a
129.53±1.12b
125.02±0.63a

131.62±1.59a
133.24±1.10a
134.92±1.47a

127.86±0.81a
130.83±1.50a
127.55±1.27a

15

L
TW
NaOCl
SAEW

101.85±0.45b
100.61±0.19a
102.89±0.49b

104.49±0.35b
105.57±0.38b
101.86±0.45a

101.85±1.14b
102.15±0.59b
98.81±0.73a

101.81±1.16a
104.51±0.38b
106.26±0.21b

99.41±0.24a
100.55±0.27b
103.23±0.27c

－3)

－
－

－
－
－

a
TW
NaOCl
SAEW

75.22±0.88a
75.82±1.45ab
79.37±1.25b

76.55±0.50a
74.65±1.62a
75.68±1.94a

71.43±0.32b
67.41±1.64a
71.68±1.18b

73.99±0.66a
74.77±0.68a
76.79±2.62a

72.22±0.50a
72.99±0.64a
74.07±0.77a

－
－
－

－
－
－

b
TW
NaOCl
SAEW

125.64±0.69a
132.15±0.39c
129.65±0.63b

131.30±1.06b
123.86±2.30a
147.27±1.33c

133.12±0.42c
127.58±0.88b
124.47±1.27a

128.80±1.16b
119.82±2.53a
120.39±1.46a

135.60±0.91b
135.42±0.61b
131.09±0.72a

－
－
－

－
－
－

25

L
TW
NaOCl
SAEW

101.85±0.45b
100.61±0.19a
102.89±0.49b

105.09±0.99b
105.09±0.84b
101.68±0.43a

104.68±0.32c
10280±0.71b
99.39±0.17a

－
－
－

－
－
－

－
－
－

－
－
－

a
TW
NaOCl
SAEW

75.22±0.88a
75.82±1.45ab
79.37±1.25a

78.81±0.32a
83.04±1.43b
78.95±0.41a

75.81±0.88a
78.44±0.74b
76.15±0.63ab

－
－
－

－
－
－

－
－
－

－
－
－

b
TW
NaOCl
SAEW

125.64±0.69a
132.15±0.39c
129.65±0.63b

134.26±1.04b
130.76±0.99a
127.53±1.30a

141.71±1.02b
131.44±0.70a
131.18±1.23a

－
－
－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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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nge in Hunter L, a, b value of Angelica utilis Makino during storage at 4, 10 and 20oC

Storage
temperature
(oC)

Hunter's
color

Treatment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4

L
TW
NaOCl
SAEW

2.25±0.70a2)
2.49±0.42a
3.15±0.49a

5.64±0.13c
4.55±0.36b
1.79±0.35a

8.14±0.78b
7.09±0.76b
3.55±0.26a

15.85±0.73c
13.07±0.54b
6.11±0.24a

30.21±0.33c
20.26±0.43b
13.31±0.38a

40.75±080b
39.68±0.91b
21.82±0.96a

－
－
－

a
TW
NaOCl
SAEW

-11.80±0.97b
-15.05±0.55a
-16.70±0.72a

-9.63±0.52c
-12.72±0.52b
-15.29±0.81a

-11.34±0.98b
-16.71±0.78a
-15.93±0.66a

-8.01±0.61b
-10.71±0.94a
-12.09±0.20a

-6.13±0.46b
-7.08±0.48b
-10.40±0.43a

-3.80±0.19b
-7.38±0.42a
-7.26±0.66a

－
－
－

b
TW
NaOCl
SAEW

14.25±0.32a
12.90±1.07a
12.88±0.78a

16.33±0.38a
17.62±0.50b
15.41±0.60a

25.24±0.36c
23.34±0.35b
18.90±0.50a

37.59±0.85b
36.57±0.45b
33.54±0.57a

46.81±0.66b
38.69±0.76a
39.14±0.46a

53.16±0.43c
48.25±0.27b
42.91±0.28a

－
－
－

10

L
TW
NaOCl
SAEW

2.25±0.70a
2.49±0.42a
2.25±0.70a

8.28±0.09b
6.41±0.09ab
8.28±0.09b

14.59±0.75ab
11.28±0.45a
14.59±0.75ab

30.24±0.44c
26.25±1.02b
30.24±0.44c

－3)

－
－

－
－
－

－
－
－

a
TW
NaOCl
SAEW

-11.80±0.97b
-15.05±0.55a
-16.70±0.72a

-13.37±0.48b
-17.28±0.23a
-16.90±0.71a

-8.05±0.34b
-8.32±0.33b
-11.02±0.24a

-2.76±0.50b
-4.09±0.56b
-7.22±0.49a

－
－
－

－
－
－

－
－
－

b
TW
NaOCl
SAEW

14.25±0.32a
12.90±1.07a
12.88±0.78a

37.70±0.73c
31.73±1.11b
28.11±0.67a

52.22±0.74c
48.50±0.82b
45.41±0.60a

60.96±1.08c
55.44±0.69b
50.45±0.28a

－
－
－

－
－
－

－
－
－

20

L
TW
NaOCl
SAEW

2.25±0.70a
2.49±0.42a
3.15±0.49a

41.32±1.01c
35.11±0.89b
23.28±0.85a

－
－
－

－
－
－

－
－
－

－
－
－

－
－
－

a
TW
NaOCl
SAEW

-11.80±0.97b
-15.05±0.55a
-16.70±0.72a

-2.24±0.41b
-5.40±0.39a
-5.45±0.78a

－
－
－

－
－
－

－
－
－

－
－
－

－
－
－

b
TW
NaOCl
SAEW

14.25±0.32a
12.90±1.07a
12.88±0.78a

52.72±0.71c
49.20±1.15b
43.23±0.30a

－
－
－

－
－
－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Table 11. Change in Hunter L, a, b value of kale during storage at 4, 10 and 20
o
C

Storage
temperature
(oC)

Hunter's
color

Treatment
1)

Storage time (days)

0 5 10 15 20 25 30

4

L
TW
NaOCl
SAEW

42.26±0.37b2)
42.23±1.02b
39.25±0.85a

51.45±0.74b
50.27±0.39b
45.51±0.64a

57.98±0.64c
55.11±0.37b
45.61±0.67a

67.27±0.25c
60.15±0.76b
53.77±0.65a

70.38±0.15c
65.99±0.73b
60.66±0.65a

77.71±0.85c
75.32±0.28b
69.09±0.65a

－
－
－

a
TW
NaOCl
SAEW

-9.95±0.15b
-12.04±0.37a
-12.43±0.29a

-8.83±0.27b
-10.88±0.25a
-11.03±0.56a

-6.99±0.45b
-6.21±0.16b
-8.45±0.46a

-5.83±0.57ab
-5.56±0.30b
-6.84±0.20a

-3.32±0.23b
-3.83±0.25ab
-4.57±0.40a

-1.80±0.42b
-4.56±0.24a
-3.78±0.34a

－
－
－

b
TW
NaOCl
SAEW

22.69±0.32a
21.63±0.76a
20.91±0.59a

25.75±0.59b
23.06±0.36a
21.62±0.82a

39.69±0.41c
38.25±0.55b
33.08±0.42a

47.34±0.56b
49.45±0.55c
43.13±0.45a

55.35±0.40c
52.38±0.45b
47.46±0.24a

61.14±0.56c
58.67±0.46b
49.39±0.93a

－
－
－

10

L
TW
NaOCl
SAEW

42.26±0.37b
42.23±1.02b
39.25±0.85a

61.04±0.64c
58.09±0.61b
53.37±0.49a

68.69±0.71c
64.40±0.61b
61.57±0.88a

75.62±0.18c
72.94±0.27b
67.36±0.63a

－3)

－
－

－
－
－

－
－
－

a
TW
NaOCl
SAEW

-9.95±0.15b
-12.04±0.37a
-12.43±0.29a

-6.65±1.61a
-7.68±1.56a
-8.15±0.41a

-1.96±0.59c
-3.07±0.03b
-6.15±0.13a

-2.01±0.67b
-3.98±0.56a
-5.05±0.26a

－
－
－

－
－
－

－
－
－

b
TW
NaOCl
SAEW

22.69±0.32a
21.63±0.76a
20.91±0.59a

45.86±0.62b
39.37±0.30a
40.81±0.57a

66.15±0.71c
60.48±0.35b
52.49±0.71a

73.43±0.34c
68.01±0.32b
63.33±0.69a

－
－
－

－
－
－

－
－
－

20

L
TW
NaOCl
SAEW

42.26±0.37b
42.23±1.02b
39.25±0.85a

64.85±0.59b
63.37±0.38b
59.01±0.70a

－
－
－

－
－
－

－
－
－

－
－
－

－
－
－

a
TW
NaOCl
SAEW

-9.95±0.15b
-12.04±0.37a
-12.43±0.29a

-1.79±0.15c
-3.06±0.36b
-5.15±0.18a

－
－
－

－
－
－

－
－
－

－
－
－

－
－
－

b
TW
NaOCl
SAEW

22.69±0.32a
21.63±0.76a
20.91±0.59a

49.91±0.25b
48.99±0.94b
39.13±0.78a

－
－
－

－
－
－

－
－
－

－
－
－

－
－
－

1)
TW, tap water; NaOCl, sodium hypochlorite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d water.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raw materials of Saengsik and storage
temperatures at p<0.05.

3)
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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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어질수록 다른 생식 원료보다 L, a, b 값 모두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각 처리구별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W 처리구와 NaOCl 처리구보다 SAEW

처리구에서 색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생식원료보다 SAEW 처리가 효과적으로 신선초와 케일에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배추의 주요한 녹색 색소인

chlorophyll이 저장온도가 높아질수록, 저장기간이 늘어날

수록 녹갈색의 pheophytin이나 갈색인 pheophorbide 등 물

질이 생성되면서 a값이 증가되었고, 반대로 4oC에서 진행한

시료에서 chloropyllase는 5
o
C 이하에서 활성이 떨어져 녹색

이 변화되는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a값이 최저로 나타났

다고 보고된 바 있다(37). b값은 4oC에서 진행한 시험구가

제일 낮게 나타났고 20
o
C 이상에서 실시한 시험구에서는 높

은 온도와 긴 저장기간에 따른 chlorophyll의 변화에 의하여

높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처리구 사이에 5%의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SAEW는 다른 처

리구에 비해 품질변화의 속도를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Chang 등(9)은 생식제조업체의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일

반세균, 대장균군, 식중독 세균 등을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

수가 106 CFU/g을 초과하는 제품이 약 40%였으며 대장균군

의 경우 약 80%의 제품에서 검출되어 위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 등(3)의 생식원료와 제품에

관한 미생물 변화 연구를 보면 원료에 비해 제품의 총균수가

약 1 log CFU/g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장

균군수의 변화 역시 1 log CFU/g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 결과로 미루어보아 제조과정 이전의 전처리 과정에

서 적은 총균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식 제조과정 중 2차 오염에 의해 미생물수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2차오염이 대부분 분쇄과정에서 발생한

다는 결과로 보아 분쇄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3,9).

Chang 등(26)은 생식공장을 선택하여 공장위생, 종업원 개

인위생 및 제조공정을 개선한 후 공장개선의 미생물학적 효

과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분쇄과정 후 일반세균수는 104

CFU/g에서 10
3
CFU/g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장균군 역시 감

소되거나 검출되지 않아 원료의 비가열 세정살균과 지속적

이고 청결한 공장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비가열 공정이라는 생식의 특성상 전해수의 살균효과가

떨어지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에서 검출되는 위해미생

물은 최종 제품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원료에

따른 살균처리 지침을 위한 database 축적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전기분해수 세척 방법은 무세척, TW 및

NaOCl로 세척한 생식원료에 비하여 생식원료의 초기 일반

세균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장 중 미생물 생육 및 품질

변화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SAEW와 같은 전기분해수

세척 처리가 생식원료의 품질 유지 및 저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생식 원료(현미, 보리, 당근, 감자, 신선초,

케일)를 미산성 전해수(SAEW)로 처리한 후 미생물 저감효

과와 색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수돗물(TW)과 차아염소산나

트륨수(NaOCl), SAEW 처리 간의 미생물 저감 효과와 색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저장온도(4, 10, 15, 20, 25, 30oC)

와 저장기간(5, 10, 15, 20, 25, 30일) 동안 유통기한 연구로서

생식 원료를 저장한 후 변화를 확인하였다. 일반세균수는

생식원료 중 당근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감효과를 나타냈으

며 SAEW 처리가 NaOCl 처리보다 1.75 log CFU/g 더 감소

하였다. 대장균군수는 보리에서 SAEW의 처리가 NaOCl 처

리보다 1.54 log CFU/g 더 감소하여 생식 원료 중 가장 효과

적인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신선초와 케일에서 SAEW 처

리는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값을 저하시켜 품질의

변화를 유지시킨 반면, 그 밖의 생식원료에서는 SAEW와

NaOCl 처리구간 효능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SAEW와

NaOCl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p<0.05)를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생식원료에 SAEW의 처리는 미생물학적으로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수를 저감화시켜 저장기간 연장과 색

도의 불변 효과를 나타냈으며 다른 품질의 변화 없이 생식의

원료를 효과적으로 위생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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