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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에 접종된 Bacillus cereus 포자의 저감화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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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urdle techniques on the reduction of Bacillus cereus spores in Doenjang and Gochujang were
investigated. In our system, Bacillus cereus spores were artificially inoculated into Doenjang and Gochujang.
Hurdle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were additives (3% ethyl alcohol-0.03% oregano extract), Joule heating
(95

o
C for 5 min), and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for 5 min at 45

o
C). Additive-Joule (AJ) and additive-Joule-

pressure (AJP) treatments for Doenjang resulted in a 2.80 log and 3.74 log reduction, respectively, while treat-
ments for Gochujang resulted in a 4.71 log and 5.60 log reduction, respectively. This suggests a high synergistic
effect of Joule heating with additive treatment in Doenjang and Gochujang. A combination of hurdles such as
additives, Joule heating, and hydrostatic pressure also kept Bacillus cereus spore counts low during storage
at 30

o
C. Therefore, Bacillus cereus spores inoculated into Doenjang and Gochujang can be effectively reduced

through combined treatments, including AJ or 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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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장류에서 Bacillus(B.) cereus 균이 식품안전을 위협

하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식품위생법 제 7조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장류 1 g당 104 이하로 기준치가 정해

져 있어 이의 제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1).

B. cereus는 32～40oC의 중온성, 그람양성, 호기성, 10%

내염성 및 내열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자를 생성하며 식중

독을 일으키는 유해균이다(2). B. cereus의 영양세포(vege-

tative cell)는 된장 등 고염 농도의 장류에 접종하고 난 후에

극한 환경으로 인해 검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포자(spore)의 경우에는 접종 후에도 검출되기 때문에

된장에 존재하는 B. cereus의 살균을 위해서는 영양세포가

아닌 포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3). B. cereus 영양세포는 pH 7.0과 5.5

사이에서는 거의 일정하나 그 이하에서는 급격히 떨어지며

7.5% NaCl 조건에서는 어떤 온도조건에서도 생장이 관찰되

지 않고 있다(4). 솔빈산, 안식향산, 초산, 개미산 및 젖산

등 유기산, nicin 등 bacteriocin 및 오레가노 등 허브추출물,

벤조인산, EDTA 및 polyphosphate 등에 의한 첨가물도 비

활성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나 포자의 경

우에는 10
5
spore/mL가 zero base로 사멸되는 데 100

o
C에서

6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염원에 따라 열 저항성에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한편 Leistner(6)는 미생물로부터 식품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을 허들(hurdle)이라고 명명한 이후 허들은 온도(고온-

열살균, 저온-보존온도), pH, Aw(건조, 고삼투), 산화한원

전위, 가스환경(CO2, O2, N2), 포장(진공, 무균), 압력(초고

압), 전자파(초음파, 마이크로파, PEF), 미생물 및 보존제(유

기산, 천연 보존제 등) 등 식품을 미생물의 공격에서 방어하

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약 수십여 가지 이상의 허들이 제시되

고 있다(7).

허들처리기법과 B. cereus 포자불활성화 연구와 관련하

여 Yang 등(3)은 자몽추출물, EDTA와 열처리를 통해 B.

cereus 포자 불활성화 상승효과를 보고하였고 Shin 등(8)은

열처리와 상업적인 항균제와의 병용처리에 의한 불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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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도 López-Pedemonte 등(9)은

치즈에 있어서 nisin이나 lysozyme 첨가와 초고압에 의한

B. cereus 포자의 불활성화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된장의 품질도 열처리에 의해 색상이나 향미성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일한 방법으로 극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hurdle technology를 적용하는 것이 물성의 변화를

최소화 하고 위해인자 저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기대되고 있다.

된장은 기본적으로 염농도가 15% 이상 높고 pH도 높은

조건이다. 된장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허들설계는 풍미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풍미를 좋게 할 수 있으면서도 살균 혹

은 항균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실험결과와 기존에 보고를 종합하여

된장과 고추장에 대하여 B. cereus 포자를 접종하고 기존의

열처리방식과는 다른 Joule 가열법과 물리적 방법인 초고압

기술, 첨가물로서 미생물의 저감효과가 인정되는 에탄올 및

오레가노 추출물 등을 활용하여 B. cereus 포자에 대한 살균

효과와 저장 중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미생물 살

균에 대한 허들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시판 된장과 고추장(S사)은 성남시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MYP 배지, egg yolk 및 supplement

는 Merck(Rahway, NJ, USA)의 특급품을 사용하였고 기타

시약은 모두 특급을 사용하였다. B. cereus(ATCC 21772)는

50% glycerol stock로 보관 중인 균주를 사용하였다.

포자의 제조 및 접종

Yang 등(3)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 접종하였다.

B. cereus를 nutrient broth에서 24시간 배양 후 nutrient

agar(5 μg/mL MnSO4 포함)에 2 mL 접종하여 30
o
C, 3일간

배양하여 포자를 발생시켰으며, 0.1 M NaCl(0.1% triton

X-100)을 이용하여 포자를 회수하고 4,000×g에서 20분 원

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뒤 saline으로 3회 반복 세척

후 최종 10 mL로 현탁하였다. 회수된 포자는 4
o
C에서 보존

하고 실험 전에 80
o
C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영양세포를 사멸

한 후 된장 접종에 사용하였다. 포자의 확인은 Schaeffer와

Fulton 포자염색법(10)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포자의 최종

농도는 10
7
spore/mL 수준이었다.

포자 접종 시료의 제조

107 spore/mL 포자를 105 spore/g이 되도록 된장 및 고추

장에 첨가하고 미리 UV 살균 처리한 PE 필름에 충진한 후

stomacher mixer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Joule 가열

Batch식 Joule 가열장비(Ohmic heater, Frontier engi-

neering,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살균 시험을 행하였다.

Joule 가열장치는 출력전압 100∼400 V까지 조절할 수 있으

며, 주파수는 20 kHz의 고정형의 것을 사용하였다. 된장 2

kg을 20 cm×20 cm×20 cm 규격의 chamber에 채우고 온도

를 설정하고 가열을 실시한 다음 95oC에 도달 후 5분 후에

시료를 채취하고 그대로 PE 필름에 포장하여 얼음물에서

급냉시켰다.

초고압 처리

진공포장 된 된장 및 고추장을 hydrostatic fluid medium

으로 채워진 고압기(Quintus foodprocessor 6, ABB Auto-

clave System, Inc., Houston, TX, USA)의 chamber에 넣고

500 MPa 압력으로 5분간 처리하였으며, 이때 chamber의

온도는 45±3oC였다.

첨가물 처리

EtOH은 95% 주정을 활용하고 오레가노 추출물은 주정에

건조 오레가노 분말을 1%(w/v) 되도록 첨가한 후 overnight

한 다음 3,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된장

혹은 고추장에 대하여 3%(v/w) 되게 첨가하였다.

Bacillus cereus의 계수

MYP 배지 분석법(1)을 변형하여 계수하였다. 시료 10 g

을 취하여 20 mL의 멸균 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분간 고속으

로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

용하여 10배 단계희석액을 MYP agar에 0.1 mL씩을 도말하

여 30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집락 주변에

lecithinase를 생성하는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을 선

별하여 계수하였다.

저장시험

시료를 30
o
C incubator에 32일 동안 저장하고 일정 기간

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B. cereus 수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은 모두 3회 반복하였고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program(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1999)을 이용하였으며 각 처리구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한 후 처리군의 평균값 간의 비교

를 위해 Duncan의 다중검정(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

여 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Hurdle technique에 의한 B. cereus 포자의 저감화 효

과

Table 1에는 허들기술에 의한 장류의 B. cereus 포자의

저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미생물 포자의 저감효과

가 인정되는 요소기술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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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urdles related to Doenjang and Gochujang

Hurdle Application Methods (range)

Aw
Preservative
Air
Joule heating
Hydrostatic pressure

Yes
Yes
Yes
Yes
Yes

3% EtOH (95%)
Oregano EtOH ext. 0.03%
Vacuum packaging
95
o
C, 5 min

500 MPa, 45
o
C, 5 min

Fig. 1. Overall scheme for Bacillus
cereus spore reduction experiment.
C, Control; P, Hydrostatic pressure;
J, Joule heating; A, Additives.

Table 2. Effect of hurdle treatments on the Bacillus cereus
spore counts in Doenjang and Gochujang

(Unit: Log CFU/g1))

Treatments3)
Samples

Doenjang Gochujang

Control
P
A
J
AP
JP
AJ
AJP

4.87±0.12a2)
4.82±0.07a
4.40±0.17ab
3.55±0.03bc
4.40±0.05ab
2.83±0.06cd
2.07±0.89d
1.13±0.00e

5.60±0.03b
6.30±0.06a
5.60±0.22b
3.95±0.77c
3.90±0.08c
3.24±0.03d
0.89±0.11e
0.00±0.02f

1)Data represent means 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
ment.
2)Mean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3)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Fig. 1

허들의 요소기술로서 ①Aw(water activity) ②보존료 ③

air 존재유무 ④가열처리 및 ⑤고압처리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①Aw 분야에서는 Takano와

Yokoyama(5)의 주정(EtOH)을 이용한 기술, ②보존제 분야

에서는 Galli 등(11)의 천연향신료 추출물인 오레가노(oreg-

ano)를 이용한 기술, ③탈기분야에서는 고전적인 탈기 방법,

④열처리분야에서는 순간적이며 일률적인 열처리가 가능한

Joule 가열법(12), ⑤고압분야에서는 500 MPa 부근의 초고

압을 이용한 기술(13-15) 등을 허들의 요소기술로서 활용하

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은 이들의 요소기술 들을 허들기술로서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들의 조합방법을 검토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된장과 고추장에 대해 Bacillus cereus

포자를 접종하고 additive(EtOH/oregano 추출물) 첨가 유무

구로 나누고 계속하여 Joule 가열처리 유무구 및 초고압처리

유무구로 나누어 처리구를 구성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C(대

조구), P(초고압처리구), J(Joule 가열처리구) 및 A(EtOH/

oregano 추출물 처리구)의 단독처리구와 다음으로 JP(Joule

가열과 초고압처리), AP(additive와 초고압처리) 및 AJ

(additive와 Joule 가열처리)의 2개 단위 복합처리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JP(additive와 Joule 가열처리와 초고압처

리)의 3개 단위 복합처리구로 나뉘어져 단일기술들의 조합

효과(hurdle technology)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Table 2의 된장의 경우 B. cereus spore 수는 단독처리구

에서 대조구가 4.87 log인데 반하여 초고압처리구(P)는 4.81

log, additive 처리구(A)는 4.40 log, Joule 가열처리구(J)는

3.55 log로 나타나 단독처리구로서는 Joule 가열처리구만이

유의하게 1.32 log만큼 감소효과를 보였다. 2개 단위의 복합

처리구에서는 AP(additive와 초고압) 처리구는 4.40 log였으

나 JP(Joule 가열과 초고압) 처리구는 2.83 log로 2.04 log만

큼의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AJ(additive와 Joule 가열)처리

구는 2.07 log로서 2.80 log만큼의 감소 효과를 보여 AJ처리

구가 2개 단위 복합처리구 중 가장 우수하였다. 계속해서

3개 단위 복합처리구인 AJP(additive, Joule 가열 및 초고압)

처리구는 3.74 log만큼의 가장 큰 감소효과를 보였다.

한편 Table 2의 고추장에서 대조구는 5.60 log를 보였으며

초고압처리구 6.30 log, additive 처리구 5.60 log, Joule 가열

처리구 3.95 log로서 Joule 가열처리구에서 1.65 log만큼의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 계속해서 2개 단위의 복합처리

구에서는 AP(additive와 초고압) 처리구는 3.90 log였고 JP

(Joule 가열과 초고압) 처리구는 3.24 log로서 대조구 대비

2.36 log만큼의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AJ(additive와

Joule 가열) 처리구는 0.89 log로서 대조구 대비 4.71 log만큼

의 강력한 감소 효과를 보여 2개 단위 복합처리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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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hurdle treatments on the Bacillus cereus
spore counts in Doenjang during storage time at 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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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e counts in Gochujang during storage time at 30oC.

가장 우수하였다. 마지막으로 3개 단위인 AJP(additive,

Joule 가열 및 초고압) 처리구에서는 포자가 검출되지 않아

모든 처리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기 된장 및 고추장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Joule 가열처

리구는 A(에탄올과 oregano 추출물) 처리구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으로 기대되었

던 초고압처리는 부분적으로 유효하지만 타 허들과의 시너

지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Joule 가열은 식품자체에 전류를 통과시

켜 얻어지는 저항열을 이용한 것으로 전압, 전류, 파형 및

주파수 등을 변환시켜 액상식품 등을 가열할 수 있는 기술로

식품의 내부저항열을 이용하므로 열전달 효율이 높고 신속

하게 가열함으로써 열에 의한 품질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된장과 고추장은 전도체 역할을 높

여 줄 수 있는 염이 존재하기 하기 때문에 타 식품보다 Joule

가열 기술을 적용하기에 훨씬 유리하며 상기 결과에서와 같

이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고압처리는 미생물에 손상을 주지만 식품의 풍미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상적인 살균

방법이 될 수 있다(13). Chung(14)은 보통의 영양세포는 20

～25
o
C, 400 MPa에서 파괴가 가능하지만 포자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Lim 등(15)은 고추장을 680

MPa에서 처리한 고추장의 총균수는 초기에 다소 감소하였

지만 저장 중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초고압 손상을 받아

사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초고압처리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세포 손상에 의해 저

장 중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상기

의 Joule 가열만큼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

각된다.

Hurdle technique 처리 B. cereus 포자의 저장 중 변

화

상술한 바와 같이 초고압처리의 경우, 즉각적인 균의 효과

적인 감소를 보기는 어렵지만 세포 손상에 의해 저장 중에

감소하는 사례(15)가 있고, 또한 균의 저감이 발생한 처리구

라 하더라도 저장 중에 생육가능성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다양한 허들처리구들에 대하여 30oC에서 32일간 저

장하면서 포자의 거동을 평가하여 hurdle technique의 처리

효과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Fig. 2의 된장의 경우 포자수는 처리구별로 절대치가 다르

며 전체적으로 볼 경우 C(대조구), P(초고압처리구), A(첨가

물처리구) 및 AP(첨가물과 초고압처리구)는 저장 중에 증식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J(Joule 가열처리구), JP(Joule

가열＋초고압 처리구), AJ(첨가물 및 Joule 가열처리구) 및

AJP(첨가물, Joule 가열＋초고압 처리구)는 저장시간이 지

남에 따라 초기수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A(첨가물), J(Joule 가열) 및 P(초

고압) 병행 처리는 된장의 저장 중에도 낮은 포자수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J(Joule 가열처리구)는 저장 중 포자증가 현상을 보

이는 A(첨가물처리구)나 P(초고압처리구) 단독처리구와 달

리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시너지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의 고추장의 경우에도 C(대조구), P(초고압처리구),

A(첨가물처리구) 및 AP(첨가물과 초고압처리구)는 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장 중에 증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

으나 J(Joule 가열처리구) 및 JP(Joule 가열＋초고압 처리구)

는 저장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수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AJ(첨가물＋Joule 가열처리구) 및

AJP(첨가물＋Joule 가열＋초고압 처리구)는 저장기간 중에

포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고추장의 결과도 된장의 경우와

같이 J(Joule 가열처리구)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A(첨가물), J(Joule 가열) 및 P(초고

압) 병행 처리는 된장 및 고추장의 저장 중에도 낮은 포자수

수준을 유지하거나 zero base를 유지하는데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 된장 및 고추장은 AJ(첨가물＋Joule

가열) 및 AJP(첨가물＋Joule 가열＋초고압) 처리기법을 통

해 유통 상 문제가 없을 만큼 Bacillus cereus의 살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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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Joule 가열 온도나 초고압 적용

범위의 압력을 현재 수준보다 더욱 낮출 수 있는 허들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요 약

된장과 고추장에 대하여 Bacillus cereus 포자를 105 spore/

g 접종하고 이의 저감화에 적용 가능한 허들로서 additive

(95% ethanol 3%, 1% oregano 추출물 0.3%), Joule 가열(95
oC, 5분) 및 초고압처리(500 MPa, 45oC, 5분)를 적용하여

Bacillus cereus 포자의 살균효과와 저장성을 분석하였다.

된장에 있어 AJ(additive＋Joule 가열) 및 AJP(additive＋

Joule 가열＋초고압) 처리구는 각각 2.80 log 및 3.74 log 감

소효과를 보였고 고추장의 경우에는 각각 4.71 log 및 5.60

log 감소를 보여 Joule 가열처리구는 된장과 고추장에 있어

서 additive 처리구와 함께 Bacillus cereus 포자의 살균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30
o
C 저장시험에서 additive, Joule 가열 및 초고압 병행 처리

는 된장 및 고추장에서 낮은 수준의 포자를 유지하는 데에도

유효한 효과를 보여 AJ(additive＋Joule 가열) 및 AJP

(additive＋Joule 가열＋초고압) 처리기법은 된장 및 고추장

의 Bacillus cereus 포자에 대한 효율적인 살균방법으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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