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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verify the multiplication of microorganisms on the surface of strawberries, the fate of E. coli DH5α::gfp at 
different temperatures, times and strawberry extract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The population of E. coli DH5 
α::gfp rapidly increased by 7.36~7.78 log CFU/g at 25~30℃ for 24 hr and slowly increased by 6.49~8.49 log 
CFU/g at 10~20℃ for 48 hr. However, E. coli DH5α::gfp did not grow at 10~15℃ on the surface of the strawberries, 
regardless of the contact times with the bacterial suspension. E. coli DH5α::gfp reached 1.52~3.26 log CFU/g at 
20℃ as the contact frequency increased from two to six times. The contact frequencie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In the case of the six-time contact on the surface of the strawberry at 25 and 30℃, the E. coli DH5α::gfp increased 
by 5.17 and 5.01 log CFU/g. The effects of the strawberry extracts on the growth of E. coli DH5α::gfp showed 
that sterilization and non-sterilization do not affect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for 96 hr. In the minimal broth, 
the growth of E. coli DH5α::gfp increased by 1 log CFU/g for 96 hr. In less than 50 percent of the strawberry 
extracts, the growth rate of E. coli DH5α::gfp was higher than in the control and increased by 4 and 5 log CFU/g  
at 50 and 25 percent of strawberry extracts, respectively. Therefore, E. coli DH5α::gfp can multiply and survive 
on the surface of strawberries when it comes into contact with the frui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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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고품질의 신선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채류의 경우

신선한 과실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유기농 제품의

경우 충분한 세척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미생물 오염이 문제

가 된다(1). 국내에서는 즉석섭취, 편의식품에 대해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는 음성, 황색포도상구균은 1 g당

100 CFU/g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 g당 1,000 CFU/g

이하, 세균수는 1 g당 100,000 CFU/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신선채소류에 총균수는 104~106 CFU/g,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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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저하에 관계되는 미생물은 10
3

CFU/g, 그리고 10
1
~10

3

CFU/g 수준의 부패균 Fluorescent pseudomonas 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3). 또한 유통되는 채소류에는

저온성 세균 및 중온성 세균수가 10
8

CFU/g 수준으로 오염

도가 심하였으며(4), 혼합 샐러드의 경우 오염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5,6).

딸기는 생과일 뿐만 아니라 쨈, 젤리, 제과, 요구르트 원

료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이 연약하여 수확,

선별 및 수송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으로 품질저하가 쉽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과채류는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재배과정에서 수확시까지 미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변질되기 쉬우며 곰팡이 발생 등으로 저장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단점이 있다. 상온에서 유통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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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저장성 향상을 위해 예냉처리로 호흡량을 감소시켜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7), MAP 포장(8),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회색 곰팡이병 발생억제(9), 항균 포장(10), 열처리

(11), CO2 처리(12), chitosan coating과 CaCl2 처리에 의한

부패지연(13), citrate 및 lactate 용액처리(14) 등을 이용하여

품질향상 및 저장성 연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채류에 쉽게 오염되는 미생물로 Listeria spp.와

Salmonella spp.는 토양 미생물로서 식물, 토양, 지표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재배와 수확과정에 쉽게

오염된다(15). 실제로 Listeria monocytogenes가 샐러드에서

검출된 예가 있으며(16), 토마토에서 L. monocytogenes,

Salmonella typhimurium이 오염된 사례가 있다(17,18). 이외

에도 Oyarzable 등(19)은 오렌지, 사과, 파인애플 및 백포도

에서 Salmonell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가 -23℃

에서 12주 동안 생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과채

류의 경우 재배, 수확, 유통과정에서 많은 생물학적 위해요

소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는 jellyfish (Aequorea

victoria)에서 유래된 유전자이다(20). 이는 UV (360-400

nm)와 청색광(440~480 nm)에서 녹색 형광을 발현하기 때

문에 UV를 조사하여 형질전환체를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21). 실제로 배추(22), 유채(23), 담배(24), 메론

(25)에 적용한 연구사례가 보고되었다. GFP가 삽입된 균주

를 사용 할 경우 분석시료에서 증식 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통한 분포양상 및 오염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 중인 딸기에 접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인 E. coli DH5α::gfp 균주를 인위적

으로 접촉시켜 유통 온도 및 접촉경과 시간에 따른 미생물

의 증식과 상처나 부패시 발생되는 추출물에 의해 E. coli

DH5α::gfp의 증식가능 여부를 측정하여 현재 유통 중인

딸기의 수확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관리점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추출액 제조

딸기(Fragaria spp.)는 2010년 1월에 대형마트(경기도 수

원 소재)에서 구입하였다. 외관이 건전하고 상처가 없는

과실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딸기 추출액 제조를

위해서 시료 500 g을 분쇄기(SFM-353NK, SHINIL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2~3분 동안 마쇄한 다음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VS-5500, Vision Scientific Co., Seoul,

Korea)한 후 상등액을 Whatmann No. 2 filter paper (Whatmann,

Kent, England)로 여과한 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형질전환

실험에 사용한 E. coli DH5α::gfp 균주는 Hojberg 등(26)

의 방법에 따라 형질전환을 실시하였다. 균주의 GFP 유전

자 삽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 현미경(Nikon i30,

Japan)을 이용하였다. GFP 유전자가 삽입된 균주는 형광현

미경에서 UV(360~400 nm) 또는 청색광(440~480 nm)하에

서 특이적인 녹색 형광을 발현하여 접종한 균의 증식 및

생존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GFP 유전자에 대한 PCR 분

석은 Dellaporta 등(27)에 따라 실시하여 확인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E. coli DH5α::gfp 배양 및 증식

E. coli DH5α::gfp는 ampicillin (50 μg/mL)(Sigma, St.

Louis, USA)과 rifampicin (50 μg/mL)(Sigma, St. Louis, MO,

USA)이 첨가된 Luria Bertani broth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이용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배양액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에서 1,950g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된 균체를 0.1% 펩톤수에 세척,

원심분리하고 최종 영양세포 농도가 10
8

CFU/mL이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양온도와 시간이 E. coli DH5

α::gfp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0, 15, 20,

25, 30℃에서 각각 24, 48,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균주의

성장을 측정하였다. 또한 딸기추출물 농도가 E. coli DH5

α::gfp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최소배지

(minimal broth, 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이용하여 딸기 추출물 농도가 각각 0, 25, 50, 100%가 되도

록 조절하여 E. coli DH5α::gfp를 104 CFU/mL 수준으로

접종한 다음 25℃에서 각각 96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균주

의 성장을 측정하였다.

E. coli DH5α::gfp 균주의 인위적인 딸기과실 표면접촉

딸기과실 표면에 10
8

CFU/mL 농도로 조절된 E. coli DH5

α::gfp를작업자 손 표면에 충분히 적신 다음 2, 4, 6회 누적

하여 접촉하였다. 이때 1회 접촉 후 2회 접촉까지 시간을

10초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시료가 E. coli DH5α::gfp

균주로 접촉되는 시간 동안 접촉된 시료는 실온에 보관하였

다. 처리구와 동일하게 대조군도 동일한 시간 동안 실온에

서 유지하였다. 접촉처리가 끝난 시료는 96시간 동안 배양

온도 10, 15, 20, 25, 30℃에서 배양하며 접촉 미생물의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미생물 분석

표면에 인위적으로 E. coli DH5α::gfp가 접종된 시료는

외피를 두께 5.0 mm 두께로 채취하여 미생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시료 20 g에멸균된 식염수(0.85%, NaCl) 18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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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5α::gfp의 측정은 ampicillin (50 μg/mL)(Sigma, St. Louis,

MO, USA)과 rifampicin (50 μg/mL)(Sigma, St. Louis, MO,

USA)이 첨가된 Luria Bertani Agar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이용하여 25℃에서 96시간 동안 배양

하여 형성된 colony 수를 계수하여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내었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E. coli DH5α::gfp에 접촉된 딸기 표면을 10 mm3 크기로

절단하고 2% (v/v) glutaraldehyde을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료는 30, 50, 70, 80, 100% ethanol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탈수처리하고 isoamyl acetate를 이용

하여임계점 건조 후골드코팅하였다. 그 후 시료는 JSM-3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apan)를 이용하여 딸

기 표면에 분포한 E. coli DH5α::gfp를 조사하였다. 대조군

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AS software(28)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분산분석 후 유의적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 차이를 Duncan의 다중검정법을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E. coli DH5α::gfp 성장

딸기는 유통온도 범위인 10~30℃에서 ampicillin과

rifampicin이 첨가된 Luria Bertani broth를 이용하여 각각

4일 동안 E. coli DH5α::gfp의 성장을 조사하였다(Table 1).

딸기에 접종한 E. coli DH5α::gfp는 유통온도인 25℃에서

24시간 배양한 경우 7.36 log CFU/g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배양시간이 72시간에 도달했을 때 8.23 log CFU/g로 나타났

다. 실온보다 높은 30℃에서 24시간 배양한 경우 25℃ 조건

에서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밀도로 증가하였으며 72시간

배양 후에는 8.28 log CFU/g으로 25℃에서와 유의적인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양온도가 10~20℃인 조건에서는 E.

coli DH5α::gfp의 증식이 느리며, 배양 후 24시간이 경과하

였을 때는 증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양 48시간 후 20,

15, 10℃에서 각각 8.49, 6.96 및 6.49 log CFU/g으로 20℃

배양조건이 15, 10℃ 조건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0℃에서 E. coli DH5α::gfp의

성장은 72시간 배양 후 8.76 log CFU/g으로 25, 30℃ 배양조

건에서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10℃에

서는 72시간 배양 후 20~30℃에서보다 2.80~3.33 log CFU/g

수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온에서 유통되는 경우보다 저

Table 1. Changes of E. coli DH5α::gfp growth by temperature
and incubation time in Luria Bertani broth

Temperature
(℃)

Incubation time (hr)
SEM

4)

24 48 72

10 ND
cz

6.49
bx

5.43
cy

0.099

15 NDcz 6.96by 7.74bx 0.100

20 ND3)cy 8.49ax 8.76ax 0.124

25 7.36
by

8.32
ax

8.23
abx

0.199

30 7.78
a1)z2)

8.77
ax

8.28
aby

0.184

SEM4) 0.098 0.196 0.186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3).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ND : Viable cell was not detected with detection limit at <101.
4)Standard errors of the mean (n=20), 5)(n=12).

(A)

(B)

Fig. 1. Growth and viability of cultures of E. coli DH5α::gfp in the
raw strawberry extract (A) and sterilizated strawberry extract (B).

온 조건에서 딸기가 유통될 때 유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Rodriguez 등(29)의 연구에서 당 함량

(fructose:glucose:sucrose=1:1:1)이 50 g/L로 첨가된 배지에

서 E. coli K-12 MG1655의 성장을 측정한 결과 4℃ 저장조

건에서는 유의적인차이가 없었으나 20℃ 에서는 1 log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기 paste의 저장온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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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호기성세균의 증식에 대한 연구결과 저장온도가 37, 20,

4℃인 경우 각각 4.5, 3.5, 3 log CFU/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Jaquette and Beuchat(31)과 Graham 등

(33)은 Bacillus cereus와 Clostridium botulinum을 각각 4~3

0℃에서 배양한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이들 균주의 성장이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Yang(34)은 딸기를 0~20℃로 저장

한 경우 20>4>0℃ 순서로 경도, vitamin C 함량, 당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품질손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저장온도가 높을수록유해미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

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딸기의 경우 고온에서 저장하

였을 경우 다양한 미생물의 활성이 활발해져저장성이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기 표면 접촉 횟수에 의한 E. coli DH5α::gfp 성장

농가에서 딸기는 수확 및 포장단계에서 작업자의 손 접

촉횟수가 4~6회 정도이다. 이를 기초로작업과정 중 유해미

생물이 접촉에 따라 딸기표면에서 오염 및 증식여부를 구명

하기 위해 E. coli DH5α::gfp 배양액에 작업자의 손을 담구

었다. 그후딸기표면에접촉횟수를 0, 2, 4, 6회로증가하면서

Table 2. Changes of E. coli DH5α::gfp growth after contacted
surface of strawberries by temperature (℃) and contact number
during incubation for 96h

Contact number
(time)

Temperature (℃)
SEM

5)

10 15 20 25 30

Control ND1) ND ND NDc NDd2) ‐

2 NDy NDy 1.52xy3) 4.21bx 4.56bx 0.682

4 NDz NDz 2.91y 4.70abw 4.24cx 0.117

6 NDz NDz 3.26y 5.17ax 5.01ax 0.137

SEM4) ‐ ‐ 0.774 0.135 0.064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3).
1)ND : Viable cell was not detected with detection limit at <101.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z)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4)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5)(n=15).

A B C

Fig. 2. Fluorescence spots and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EM).

Fluorescence spot caused by the GFP labeled E. coli (A). Many of bacteria were established on fruit surface of strawberry with contact by E .coli DH5α::gfp (B). The fruit
surface of strawberry without contact showed the typical wrinkled shape and bacteria were not observed by SEM (C).

E. coli DH5α::gfp의 밀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작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배양온도 조건을

10, 15, 20, 25, 30℃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딸기과실의

접촉횟수에 상관없이 10, 15℃에서는 E. coli DH5α::gfp의

성장이 없었으나 20℃에서는 접촉횟수 증가에 따라

1.52~3.26 log CFU/g 수준으로 증식하였으나 대조군과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양온도 25, 30℃에서

접촉횟수가 6회인 경우각각 5.17, 5.01 log CFU/g로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접촉횟수에 따른 미생물 밀도의 변화

를 살펴보면 2~6회 접촉한 시료군에서 저온보다는 25℃이

상의 조건에서 E. coli DH5α::gfp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배양온도가 25~30℃인 경우에 접촉회수 차이에 따른 미생

물의 증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조건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접촉회수보다는 저장온도가 미생물의밀도

변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Flessa 등(35)은 딸기

표면에 L. monocytogenes를 10
6
, 10

8
CFU 수준으로 접종시

킨다음 4, 25℃에서 저장시킨결과 25℃에서 저장한 시료는

각각 0.6, 1.2 log 감소하였으며, 4℃에 저장한 시료는 3

log 감소하였다. 또한 딸기 표면에 20% sucrose를 코팅한

시료와코팅하지 않은 시료를 28일 동안 냉동 저장한 경우

각각 0, 1.2 log 감소하였다. 이는 딸기의 저장시 유해 미생물

의 증식은 온도 및영양성분에 의한영향을 많이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딸기 수확시 작업자와 과실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유통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는 것은

유해미생물에 의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딸기 추출액에서 E. coli DH5α::gfp 성장

딸기는 수확작업과 유통과정 중 표면의 물리적 상처 및

손상에 의한 과즙 유출시 유해미생물의 정착 및 증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딸기 추출물에서의 E. coli DH5

α::gfp의 밀도변화를 조사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딸기

추출액은 멸균 전 추출액과 멸균 후 추출액 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딸기 추출액 함량을 0, 25, 50 및 100%

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영양원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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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 broth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접종원 E. coli DH5

α::gfp의 밀도는 4 log CFU/g 수준으로 접종하여 딸기 추출

액 함량이 미생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추출액의 멸균여부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액 함량이 100%인 경우 배양 24시간 동안 초기 접종

수준을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하여 72시간 후에는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조군으로 딸기 추출물 0%인 경우

minimal broth에서 E. coli DH5α::gfp의 증식은 배양기간

동안 1 log CFU/g 증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추출물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대조군에 비해 E. coli DH5α::gfp의

증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 25% 추출액에서

각각 4, 5 log CFU/g 증가하였다. 딸기의 영양성분은 수분

90.1%, 단백질 0.9%, 지질 0.2%, 당질 7.5%이며 본 실험에

사용한 딸기의 당질 성분 중 glucose 2.5%, fructose 2.6%,

sucrose 3.8%를 나타내어 당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본 실험

에서 딸기 추출액 100%인 시료군에서 배양 초기 E. coli

DH5α::gfp가 접종수준의 밀도를 나타내었으나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식이 감소한 것은 높은 당 함량에 의한

삼투압등영향으로 미생물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EM)

딸기과실 표면에 미생물 접촉시 주요한 은신처를 확인하

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경한 결과는 Fig. 2에 나

타냈다. 미생물의 증식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GFP 마커를

삽입한 E. coli DH5α::gfp는 현미경에서 특이적인 형광반응

발현여부를 조사하였다(Fig. 2‐A). 유해미생물이 접촉하

지 않은 딸기과실은 Fig. 2‐B와 같이 표면에 상처가 없었고

전형적인 딸기 표면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해

미생물과 접촉한 딸기과실표면은 부분적으로 상처가 발생

하였고 유해미생물은 과실표면의 주름진 부위에 부착하고

있었다(Fig. 2‐C). 딸기과실 접촉은 기계적인 상처를 유발

시키고 동시에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

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한편, 유통 중인 신선편의식품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

한 결과 파프리카는 총 호기성세균 4 log CFU/g, 대장균군

3 log CFU/g, 딸기는 총 호기성세균 4~5 log CFU/g, 대장균

군 3 log CFU/g으로 딸기의 미생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35). 또 Cho 등(30)의 연구에서 총 호기성세균 7 log CFU/g,

대장균군 2 log CFU/g 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딸기 품종, 수확 계절, 장소에 의한 영향과 과실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재배시 지표면과 접촉 가능성이 높고, 토양,

먼지 또는작업시 접촉횟수와 같은작업환경으로부터세균

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편의식품에서 발

견되는 대표적인 부패세균은 Pseudomonas, Bacillus,

Eriwinia, Lactobacillus, Rhizopus 등이며 식중독 유발세균으

로는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Clostridium

botulinum, Aeromonas hydrophila, Salmonella, E. coli

O157:H7, Yersinia enterocolitica, Campylobacter jejuni 등

이 있다(34). 실제로 Yu 등(36)의 연구에서 딸기로부터

Staphylococcus aureus가 발견되어 수확 및 유통시 위생관

리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서 딸기의 유해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는 온도, pH, 보존제 첨가(30) 및 세척을 통해

Salmonell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를 1~2 log

저감화시킬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7). 이외에 현장 유통시

스템및 생산현장에서의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방법으로

수확 후 접촉을 최소화하고 저장 온도를 4℃ 조건의 냉장조

건에서의 유통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딸기에 E. coli DH5α::gfp 균주를 인위적으로

접촉시켜 배양 온도(10, 15, 20, 25, 30℃), 시간(24, 47, 72,

96시간) 및 접촉횟수(0, 2, 4, 6회)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가

능성을 살펴보고, 딸기 추출물 함량에 의해 E. coli DH5

α::gfp의 증식가능 여부를 측정하였다. 저장온도 및 시간에

의한 E. coli DH5α::gfp의 증식은 25, 30℃에서 24시간 배양

후 7.36~7.78 log CFU/g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0~20℃에

서는 48시간 후 6.49~8.49 log CFU/g로 서서히 증식하였다.

각각의 온도에서 96시간 배양 후 15, 25℃조건에서 E. coli

DH5α::gfp의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1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접촉횟수에 의한 E. coli DH5α::gfp의 증식은 접

촉횟수에 상관없이 10, 15℃에서는 E. coli DH5α::gfp의 성

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에서는 접촉횟수 증가에

따라 1.52~3.26 log CFU/g 수준으로 증식하였으나 대조군

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양온도가 25,

30℃인 경우 접촉횟수가 6회인 경우 각각 5.17, 5.01 log

CFU/g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딸기 추출액 함량이

미생물의 증식에 미치는영향을 살펴본 결과 추출액의멸균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서

딸기 추출물 0%인 경우 minimal broth에서의 E. coli DH5

α::gfp의 증식은 배양기간 동안 1 log CFU/g 증가하는 수준

으로 유지되었다. 추출물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대조군

에 비해 E. coli DH5α::gfp의 증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50, 25% 추출액에서 각각 4, 5 log CFU/g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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