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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장류를 이용한 소스제품에 접종된 Bacillus cereus spore의 발아에

미치는 온도 및 inosine monophosphate 첨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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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inosine monophosphate (IMP) on the germination of artificially inoculated
Bacillus cereus spores in ganjang, doenjang, and gochujang sauces were investigated. The pH and salt concentration of
the sauces were as follows: ganjang (4.84, 7.45%), doenjang (4.26, 5.07%), and gochujang (3.54, 3.24%), respectively.
Treatment at 40oC or 80oC resulted in a B. cereus growth of 0.8 log CFU/g in ganjang sauce; this concentration increased
to 2.25 log CFU/g and 1.21 log CFU/g, respectively, when 10 mM IMP was added. Compared with that for ganjang
sauce, the germination effect was comparatively lower for doenjang sauce by 10 mM IMP+40oC treatment (0.46 log
CFU/g) and 10 mM IMP+80oC treatment (0.85 log CFU/g). However, no germination effect was noted for gochujang
sauce by any treatmen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ed that pH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spore
germination in sa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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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acillus cereus는 중온성, 그람양성, 호기성, 내염성 및 내열성

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자를 생성하고 독소를 생산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균이다(1). B. cereus는 특히 대표적 전통식품인 장

류에서 식품안전상의 문제가 되고 있고(2), 이를 이용하여 제조

되는 다양한 소스류에서도 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안전한 유통

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제어연구가 필요하다.

B. cereus 영양세포(vegetative cell) 자체는 된장과 같은 고염의

장류에 인위적인 접종 후에는 극한 환경으로 인한 사멸 가능성

이 높아 검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양세

포와 달리 포자(spore)는 검출되기 때문에 B. cereus의 살균을 위

해서는 영양세포 보다 포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3).

Bacillus cereus 영양세포는 pH 5.5 이하, 7.5% NaCl 조건이나

(4), 솔빈산, 안식향산, 초산, 개미산 및 젖산, nisin, oregano 추출

물, 벤조인산,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 poly-

phosphate 첨가 조건에서 살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그

러나 포자의 경우 오염원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105 spore/

mL가 zero base로 사멸하는 데 100oC에서 6분으로 보고되고 있

고(5), 또한 많은 연구에서도 B. cereus 포자는 방사선 조사 및 초

고압 처리 등 물리적 살균과 항균제와 같은 화학적 살균에도 내

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6). 따라서 B. cereus를 보다 효

과적으로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포자를 발아시켜 영양세

포로 전환한 후 열을 가하여 살균하는 간헐살균방법(tyndallization)

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B. cereus 포자의 효율적인 발아(ger-

mination)를 위해서는 40oC(7), 혹은 70-80oC로 처리하는 방법(8),

호기적 조건 유지(9), pH 중성-염기성 유지(10,11) 및 1.0-3.0% 염

도 유지(11), 그리고 발아촉진제(germinant)로서 L-alanine 혹은

inosine을 첨가하는 방법이 유효하고, 이들과 함께 열처리를 병행

할 경우에는 발아효과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장, 된장 및 고

추장을 이용하여 개발한 소스 시제품에 B. cereus 포자를 접종하

고 발아효과를 측정하였다. 발아 유도를 위해 40oC 혹은 80oC 열

처리 및 유효 발아촉진제로 알려진 inosine 대신 유도체인 동시

에 소스의 조미 소재인 inosine monophosphate (IMP)를 이용하여

첨가 효과를 검토하고, B. cereus 포자 제어를 위한 기초 데이터

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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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시판 된장, 고추장 및 간장(S 사)은 경기 성남시 소재 L백화점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B. cereus (ATCC 21772)는 50%

glycerol stock으로 보관 중인 균주를 사용하였다. 

소스의 제조

간장소스, 된장소스 및 고추장소스는 S사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활용하였다. 소스의 주요 재료로 간장소스는 간장, 설탕, 물엿, 마

늘, 생강, 참기름 등을 사용하였고, 된장소스는 된장, 쌀발효액, 청

양고추, 식초, 설탕 등을 사용하였으며, 고추장소스는 고추장, 쌀

발효액, 프락토올리고당, 사과식초, 마늘, 참깨 등을 사용하였다.

포자의 제조

Yang 등(3)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즉 B. cereus를

nutrient broth (Difco, Detroit, MI, USA)에서 24시간 배양 후 5

µg/mL MnSO4 (Sigma-Aldrich, Saint Louis, MO, USA)를 포함한

nutrient agar (Difco)에 2 mL 접종하여 30oC, 3일간 배양하여 포

자를 발생시켰으며 0.1% Triton X-100 (Daejung Chemical, Siheung,

Korea)를 포함한 0.1 M NaCl 용액을 5 mL 주입한 뒤 spreader를

이용하여 포자를 회수하였다. 이후 4,000×g에서 20분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saline으로 3회 반복 세척 후 최종 10 mL

로 현탁하였다. 회수된 포자는 4oC에서 보존하면서 사용하였다.

포자 염색 및 관찰

포자 확인은 Schaeffer와 Fulton 포자염색법(12)을 사용하였다.

즉 시료 25 µL를 슬라이드상에 도말 후 열고정 하고 malachite

green (5%) 용액(Fluka, Steinheim, Switzerland)을 마르지 않도록

계속 첨가해주면서 5분 간 가열하며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

safranin O (2.5%) 용액(Fluka)으로 20초 간 대조 염색한 후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고 위상차현미경으로 포자를 관찰하였다(Fig. 1).

포자 접종 및 시료의 제조

4oC 보존 포자시료를 80oC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영양세포를 사

멸한 후 소스 접종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포자의 최종 농도는 107

CFU/mL 수준이었고 107 CFU/mL 포자를 105 spore/g 되도록 미

리 UV 살균 처리한 polyethylene (PE) 필름에 충진된 소스에 접

종하고 stomacher mixer (Bagmixer, Duksan, Seoul, Korea)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포자 발아 효과 분석

포자 접종 소스를 40oC 혹은 80oC에서 각각 30분 및 15분 처

리하거나, IMP (Sigma-Aldrich)를 10 mM 되도록 첨가하고 상기

와 동일한 온도와 시간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MYP agar (Merck,

Darmstadt, Germany)배지에 도말 배양하여 N0치를 측정하였고, 다

른 일부는 TSB에 접종하고 이를 30oC에서 100분 간 배양한 후

발아된 영양세포를 80oC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사멸시킨 다음 최

종적으로 MYP 배지상에 30oC, 24시간 배양하여 잔존 포자수 N

치를 측정하였다.

Bacillus cereus의 계수

MYP 배지 분석법을 변형하여 계수하였다. 즉 시료 10 g을 취

하여 20 m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분간 고속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10진 희석액

을 MYP agar (Merck)에 0.1 mL씩을 도말하여 30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집락 주변에 lecithinase를 생성하는 혼

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을 선별 계수하였다. 

통계분석

실험은 모두 3회 반복하였고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

하여 통계분석하였으며 각 처리구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한 후 처리군의 평균값 간의 비교를 위해

Duncan의 다중검정(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5% 유의수

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아 실험 설계

포자의 발아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효과적인 조건으로 알려진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B. cereus 포자의 발아에 대한 각

각의 인자의 효과를 볼 때, 열처리의 경우에는 40oC, 30분(7) 혹

은 70-80oC, 15분 처리방법(8)이 유효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혐

기적 조건 보다 호기적 조건에서 발아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

다(9). 또한 pH는 4.5-10.0 범위(10,11)에서, 염도는 1.0-3.0% 범위

에서 발아가 촉진되며(11), 특히 발아촉진제로써 L-alanine 혹은

inosine이 사용될 경우 효과적으로 이들은 포자 내부의 막에 있

는 특별한 수용체와 결합하여 발아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8).

한편, 상기의 발아 인자들은 열처리와 병행할 경우 발아가 촉

진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 Lovdal 등(8)은 B. cereus

포자를 비열처리구와 80oC, 15분 처리 후 100 mM L-alanine 함

유 완충액에 접종한 경우 비열처리구와 달리 열처리구에서 발아

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또한 Yang 등(3)은 호기상태 일 때 70oC

열처리와 L-alanine/inosine 발아촉진제 병행처리 조건을 기본 처

리구로 고정하여 발아를 측정한 결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포자

는 2.81 log CFU/g 수준 발아한 반면 열처리 된 포자의 발아는

3.72 log CFU/g 수준으로 나타나 동일한 호기 상태라도 열처리

Table 1. Factors related to germination of Bacillus cereus spore

 Factor Effective Range Inhibition 

Heat 40, 80oC, 15,  30 min >70-80oC

Germinants inosine, L-alanine, L-serine -

Air O2 CO2

pH 4.0-10.0 <4.0

Salt 1.0-3.0% >3%

Fig. 1. Phase-contrast image of stained Bacillus cereus spore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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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아 효과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상기 조사결과를 볼 때 소스류에서 발아에는 40oC 혹은 80oC

열처리 및 inosine 성분이 유효한 발아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IMP가 소스류 제품에 조미증진용

소재로서 inosine 유도체인 점을 감안하여 40oC 혹은 80oC 열처

리 및 inosine 성분 첨가구 등으로 발아 시험구를 설계하여 발아

실험을 실시하였다.

소스에 접종된 포자의 발아에 미치는 온도 및 IMP 첨가 효과

간장, 된장 및 고추장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스를 대상으로 B.

cereus 포자를 접종하고 열처리 및 inosine의 유도체인 IMP 첨가

효과를 검토하였다. Fig. 2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장소

스에서의 발아시험 결과 변화가 없는 대조구와 달리 40oC 혹은

80oC 처리구는 모두 0.8 log CFU/g 수준 발아하여 대조구와 대

비하여 유의적인 발아효과를 보였다. 또한 10 mM IMP를 첨가

하여 40oC 혹은 80oC로 처리한 경우에는 IMP를 첨가하지 않은

처리구와 대비하여 발아 수준이 유의적으로 더욱 높아져 40oC에

서는 2.25 log CFU/g 수준 발아하였고 80oC에서는 1.21 log

CFU/g 수준 발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 나타낸 된장소

스의 경우에는 40oC 혹은 80oC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발아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10 mM IMP를 첨가하고 40oC 혹은 80oC로 처

리한 경우에는 발아효과를 보여 40oC에서는 0.46 log CFU/g 수

준의 발아효과를 보였고 80oC에서는 이보다 높은 0.85 log CFU/

g 수준의 발아효과를 보였다. 상기 된장소스의 발아효과는 간장

소스의 발아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간장소스와 된

장소스의 환경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ig. 4의 고추장소스의 경우, 40oC 혹은 80oC 처리구 및

10 mM IMP 첨가 후 40oC 혹은 80oC 처리구 모두에서 발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추장소스는 상기의

실험조건에서 포자의 발아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으

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스의 환경과 발아효과에 대한 관계를 파악코

자 소스의 pH 및 염도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먼저

pH에 있어서 발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간장소스는 pH 4.84

인 반면 간장소스 다음으로 발아효과를 보인 된장소스의 pH는

4.26이었으며 발아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은 고추장 소스는 pH

3.54로 강한 산성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Germination effect of temperature and IMP on artificially

inoculated Bacillus cereus spore in Ganjang sauce. Results are
shown as mean±SD.

Table 2. Comparison of germination effect (log No/N) in sauces

　Treatment Ganjang sauce Doenjang sauce Gochujang sauce

Control 0.00±0.00a1) 0.00±0.00 0.00±0.00

40oC 0.81±0.03b 0.00±0.00 0.00±0.00

80oC 0.82±0.34b 0.00±0.00 0.63±0.08

40oC+10 mM IMP 2.25±0.34d 0.46±0.06 0.00±0.00

80oC+10 mM IMP 1.21±0.09c 0.85±0.06 0.00±0.00

1)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a-d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omparison of pH and salinity of sauces

 Sauces pH Salinity (%) 

Ganjang sauce 4.84±0.031) 7.45±0.04

Doenjang sauce 4.26±0.01 5.07±0.05

Gochujang sauce 3.54±0.03 3.24±0.04

1)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Fig. 3. Germination effect of temperature and IMP on artificially

inoculated Bacillus cereus spore in Doenjang Sauce. Results are
shown as mean±SD.

Fig. 4. Germination effect of temperature and IMP on artificially

inoculated Bacillus cereus spore in Gochujang Sauce. Results are
shown as mean±SD.



Bacillus cereus spore의 발아 효과 525

Alberto 등(10)은 B. cereus의 포자를 inosine과 L-alanine이 첨가

된 buffer에서 산성인 pH 5.7 이하부터는 발아가 저해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11)은 액체배지를 pH 2.0에서 pH 10.0까지

조정한 후 포자를 접종하여 48시간 배양한 결과 pH 4.0 이하에

서는 포자상태로 존재하였으며, pH 4.5와 10.0에서는 포자가 완

만히 성장하였고 나머지 pH에서는 포자가 활발히 증식하였다고

하였다. Yang(13)은 열처리 포자는 pH 4.5에서는 1.64 log CFU/

g, pH 7.4에서는 3.61 log CFU/g 수준의 발아효과를 보였고 pH

9.8에서는 4.63 log CFU/g 수준의 발아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상

기 결과에서 소스의 pH가 포자의 발아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Table 3에 나타낸 소스류의 염농도는 간장소스가 7.4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된장소스 5.07%, 고추장소스 3.24%

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Lee 등(11)은 NaCl 농도에 따른 B. cereus

포자의 발아는 2% NaCl일 때 가장 활발하였고, 5% NaCl 이상

에서는 농도와 비례하여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Yang(13)은 비열처리 및 열처리와 관계없이 NaCl 농도 1-3% 부

근에서 발아가 가장 활발하며 NaCl이 존재하지 않거나, 5% 이

상에서는 억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소스류는 염농도에 서로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가 염도 3.24% 이상으로 유효 발아조건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어

서 발아가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상기 결과를 통해 향후 장류를 이용한 소스류의 B. cereus 포자

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열처리와 IMP의 동시 처리 및 pH와 같은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장류를 이용한 소스 3종류(간장, 된장 및 고추장소스)에 대해

Bacillus cereus spore를 인위적으로 접종하고 40oC 혹은 80oC 처

리구 및 40oC 혹은 80oC에 10 mM IMP 첨가 처리구로 나누어

포자의 발아를 유도한 다음 이들을 다시 80oC로 처리하는 방법

을 통해 발아효과를 측정하였다. 간장소스의 경우 40oC와 80oC

처리에서 모두 0.8 log CFU/g 수준의 발아효과를 보였고 여기에

10 mM IMP를 첨가 시 40oC에서는 2.25 log CFU/g, 80oC 처리

에서는 1.21 log CFU/g의 발아수준을 보여 처리구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된장소스는 40oC, 10 mM IMP 및

80oC, 10 mM IMP 처리 시 대조구 대비 각각 0.46 log CFU/g

및 0.85 log CFU/g로서 간장소스의 경우보다 낮은 발아수준을 나

타내었고 고추장 소스의 경우에는 발아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상기 결과를 통해 열과 IMP 처리는 간장소스 내 B. cereus

spore의 발아 유도에 응용이 가능하며 된장소스 및 고추장 소스

에서 발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pH 등 다양한 환경인자를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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