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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Coleslaw 제조 중 HACCP 설정을 위한 식초를 이용한 E. coli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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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E. coli in Cabbage during Producing Coleslaw by Vinegar for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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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bbage, the main material of coleslaw was not safely washed because it is uneven and tightly layered. In this study, vinegar 

was used to control the number of E. coli in cabbage for coleslaw production. When cabbage was soaked in 10% acetic acid, 
The number of bacteria was reduced by 10－3 was survived after 5min and 10－6 after 30min. After soaking, 15-20% (w/w of 
cabbage) of 10% acetic acid was remained in chopped cabbage. Spraying 10% acetic acid up to 3% of cabbage weight 
decreased the number of bacteria by 1/1000 after 60min. Spraying 3% (v/w of cabbage) of vinegar containing 10% acidity 
decreased the bacteria by 2/3 after 20min but no further decrease was observed. This result indicated that vinegar can be used 
only in the case that contamination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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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1995년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 정식 출범한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SPS(Sanitary 
and Phytosanitory Standards)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

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위생기준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에서는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of Point; HACCP)을 

도입하였다.
또한, 식품의 운반과정은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위

해 요인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 위해 요소로부터 식품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운
반 과정에 대한 별도의 위생관리규정을 두는 것뿐만 아니

라 가공이나 기타 업종에 대한 HACCP을 위한 사전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거나 HACCP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위생관련법 혹은 별도

의 지침서를 통해 식품 운반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식품

의 운반과정 중 위생관리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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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품의 안전성과 동반하여 식품의 기능성이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스스로의 식품에 대한 인식변

화가 건강을 위한 전 세계적인 웰빙 열풍으로 이어져 과채

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US GAO 2002). 그 이유는 비

타민, 무기질, 섬유소, 항산화제 등의 주요 공급원 식품이

며, 체중 조절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채류의 섭취가 심혈관계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의 감소효과 등 건강상의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샐러드는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식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바쁜 일상과 가족 수

의 감소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척 후 포장하여 즉석에서 섭식할 수 있

는 ready-to-eat 샐러드 포장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소비

량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Kim et al., 2004).
보통 샐러드 류의 주원료인 채소류는 특히 어떠한 열처

리 없이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

약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소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의 원

인으로 나타내게 된다(US FDA 2004). 그러나 양배추 함

유 샐러드는 대부분 자연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으며 과채류의 병원

성 미생물 오염 정도는 재배에 사용되는 농경수의 오염 정

도, 거름을 퇴비로 사용하는지 여부, 인근 가축사육 여부, 
그리고 농산물 생산, 처리, 가공, 포장 등의 과정 중 취급

자들의 건강과 위생상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간혹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05).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양상은 전통적 식중독 균인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등에 의한 식중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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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외에 바이러스나 Escherichia coli O157:H7 등에 의

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재료 오염

에 의한 식중독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 기능성은 

다시 식품의 안전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 예

방적 관리 시스템인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의 도입과 정

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Kim et al., 2010). 
소스나 마요네즈 각종 요거트 류를 곁들여 섭취할 수 있

는 coleslaw는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을 통해 많이 판매되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샐러드 바를 통해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coleslaw는 양배추를 원료로 한 샐

러드로 가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한 후 세척

으로 살균한다. Coleslaw 원료 중 양배추의 제조 공정은 다

음과 같다: 1. 양배추 4절 절단 2. 비 가식부 제거 3. 염소 

용액에 침지 살균 4. 물 세척 2회 5. 세절기로 세절 (7.5 mm 
규격) 6. 컨베이어로 이동 7. 샐러드 원료 첨가 8. 혼합 9. 
포장 10. 냉장저장 및 유통의 공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제품

을 접하게 된다.((주)삼조산업)
제조공정을 살펴본 결과 coleslaw의 소스에 들어가는 식

초를 이용하여 세척과정 중에 이용하여 세척하면, E. coli에 

대하여 살균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염소살균과 세척에 의

한 생산 공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염소를 이용한 식품

의 소독을 할 경우 유기산과 반응 하여 THMs 와 같은 독

성 물질을 생산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Hwang 
et al., 2010). 그러므로 염소살균을 대신하여 식품위생학적

인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HACCP의 도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초는 술과 함께 인류의 식 생활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

를 갖는 발효식품 중의 하나로 비린내 감소 (Youn et al., 
2000), 성인병 예방 (Ha et al., 2000)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 부패 방지에 방부제로서 뛰어난 역할을 

하며 이는 초산이 세균 특히 부패균의 생육을 억제하기 때

문이며 식초수를 사용하여 소독하였을 경우 미생물적 품질

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하였을 경우와 비슷하거나 

우수한 효과가 있으며 식품 부패균과 E. coli의 생육억제에 

우수한 효과가 있고 식중독균에 대해서 강한 소독효과가 있

다고 보고되었다(Kim and Kim, 2009).
본 실험은 오염 미생물인 E. coli 제거가 샐러드류와 coleslaw

제품 제조에 중요한 중점관리요소(CCP)인데 식초를 이용하

였을 때의 살균효과를 조사 및 검증하고 이를 이용한 HACCP 
공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양배추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입 후 즉시 냉장고에서 냉장보관 하여 구

입한지 2일 이내에 실험을 하였다. 분무 실험에 사용한 식

초는 화이트식초를 사용하였으며, 침지 실험에 사용한 식

초는 100% acetic acid(Dae jung chemicals & metals co., 
LTD)를 구입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배양 및 접종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E. coli DH5α를 사용하였다. 
E. coli은 Luria-Bertani 배지 (LB)(1 L 당 trypton 10g, 
yeast extract 5g, NaCl 10g; pH 7.0) 액체배지와 고체배지

(1 L의 LB배지에 agar 15g 첨가)를 사용하였다. Test tube
에 3ml씩의 LB 배지를 넣고 균을 접종시켜 37℃의 shaking 
incubator에서 180rpm으로 1일간 배양하였다.

Acetic acid 분무 실험에 사용한 E. coli은 LB 배지에서 

overnight 자란 E. coli 10ml를 증류수 1L에 첨가한 접종

액을 사용하였다. 7.5×7.5cm로 세절한 양배추 300g을 5분

간 E. coli를 침지 ․ 접종하고 10분간 그물망에 방치하여 물

기를 뺀 다음 사용하였다. 10%와 100%의 acetic acid 10 
ml 씩 분무기로 분무하여 대장균의 살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 후 잘 섞어준 다음 각 시간마다 sample을 채취

하여 plate에 접종하여 incubator에서 overnight하여 대장균

의 수를 관찰하였다.
양배추 침지 실험에 사용한 E. coli는 LB배지에서 

overnight 자란 E. coli 10 ml를 1L의 LB media에 접종하

여 다시 37℃의 shaker에서 180rpm으로 shaking 하며 

overnight 하였다. 1L의 LB media를 3000rpm에서 20분간

(2092×g, 20min)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침전물

을 증류수 5ml에 희석한 후 사용하였다. 10% acetic acid 
1L와 3L에 대한 7.5×7.5cm로 세절한 양배추 300g의 E. 
coli의 살균 효과를 검색하기 위하여 E. coli을 접종한 양배

추를 acetic acid용액에 침지시킨 후 각 시간마다 sample 
채취 하여 plate에 접종한 후 37℃ incubator에서 overnight
하여 E. coli의 수를 관찰하였다.

3. E. coli 수 측정 

E. coli이 접종된 300g의 양배추에서 5g 채취하여 45ml
의 증류수와 희석하여 LB agar에 100µL씩 분주하여 도말

한 후 37℃에서 overnight 하여 colony forming unit(CFU)
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정은 3개 이상의 plate를 이용하

여 3반복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양배추의 세절 전 염소 세척은 양배추 내부까지 접하는 

표면적이 제한되어 세절 후 염소세척으로 E. coli을 사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세절 전 양배추 분무 및 침지 실

험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자외선 소독으로 E. coli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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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creasing of E. coli by the soak in g of cabbage in 10% acetic acid. Panels: a, 1L of 10% acetic acid; and b, 3L of 

10% acetic acid. Symbols: ▲ control; and ● 10% acetic acid.

Table 1. The weight of cabbage which soaked in 1 L, 3 L acetic acid.

Cabbage (g) After inoculation of E. coli (g) Drainage for 10min (g) Soak for 5min (g)
1 L 300.5±0.25 363.2±8.94 343.3±1.15 348.3±3.82 
3 L 300.1±0.14 365.6±0.00 346.9±1.77 360.4±3.46 

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자외선은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세절기를 통과한 후 자외선 

조사는 30초 이내로 충분한 조사시간을 줄 수 없었다. 또

한 coleslaw 제조 공정상 세절된 양배추를 쌓았다가 한꺼

번에 사용하므로 자외선의 적용은 불가능 하였다. 
Coleslaw제조공정 중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성분인 식초를 이용하여 미생물 제어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가축류의 위에서

의 acidic condition에 내성이 생겨 인간의 위장과 같은 환

경에서도 생존하는 E. coli O157:H7종이 생겨 많은 연구에

서 논의 되고 있다(Diez-Gonzalez et al., 1998 and Hancock 
et al., 1999). E. coli O157:H7종에도 산성 환경에 내성이 

있는 종과 내성이 없는 종으로 구분되지만 사멸률에 약간

의 차이를 보일 뿐 두 종 모두 acetic acid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초는 pH를 변화시키므로 식초의 

첨가는 미생물 사멸을 위하여 식초의 pH 저하효과를 이용

하는 것이므로 식초의 pH를 측정하였다. 사용 식초는 공업

용 식용식초 (10% acetic acid 함유)로 pH가 2.2였으며, 
10% 식초용액 (w/w %)의 pH는 2.5 이었다. 따라서 식초

를 사용한다면 낮은 pH에 의하여 E. coli이 사멸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E. coli의 사멸 효과를 측정하였다. 
E. coli을 접종한 양배추를 10% acetic acid 1L와 3L에 

침지시킨 후 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E. coli 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1). E. coli 수는 10% acetic acid에 담근 

직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담근 직후에는 양

배추 표면에 붙어있는 E. coli이 acetic acid에 씻겨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지속적으로 10% acetic acid에 침지시킬

수록 E. coli 살균 효과가 있었으며, 30분 이후에는 E. coli
이 2 log 이하로 감소하였다.

탁월한 E. coli 사멸효과를 보인 10% acetic acid의 잔류

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7.5×7.5mm으로 세절한 양배추 300g
을 이용하여 잔류량을 측정하였다. 이때 60 mesh의 채를 사

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였다. 처음 300g의 양배추

를 5분간 E. coli 접종액에 접종한 후의 무게는 평균 364g
였으며, 그물망에서 10분간 방치 한 후의 무게는 평균 345g
였다. 1 L의 10% acetic acid에 침지한지 5분 후 drain 후
의 무게는 평균 348g, 3L의 10% acetic acid에서는 평균 

360g이었다. (Table 1) 따라서 coleslaw생산 과정에서 10% 
acetic acid를 사용하여 세척할 경우 양배추 무게의 15-20%
의 양만큼 잔류하게 된다. 이 양은 실제 coleslaw 생산 공

정에서 최종 잔류하는 3%의 식초를 사용하는 공정에 비하

여 상당량 남게 되므로 차후 새로 세척해야 하는 문제를 갖

게 된다. 따라서 침지 했을 경우 생기는 잔류 식초를 남기

지 않기 위해서 3%의 식초를 분무하는 공정을 연구하였다.
300g의 세절한 양배추에 10%와 100%의 acetic acid를 

10ml 씩 분무기로 분무하여 E. coli의 살균효과를 측정하

였다. 분무 후 잘 섞어준 다음 시간의 경과에 따를 E. coli 
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10% acetic acid에서 E. coli은 

1시간 후 완전히 사멸하였으며, 100% acetic acid에서는 

E. coli이 15분 후 완전히 사멸되었다(Fig. 2). 따라서 ac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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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crease of E. coli after treatment of acetic acid at 

3% of cabbage weight and vinegar. Symbols: ▲ control; ● 

10% acetic acid; and ■ 100% acetic acid.

acid의 첨가에 의한 E. coli의 사멸공정은 가능성이 있다. 
그 효과도 탁월하며 공정을 더욱 단순화 시키면서 E. coli
의 사멸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의 acetic 
acid를 이용한 spray treatment에 의한 연구방법은 E. coli 
O157:H7 종의 acidic condition에 대한 내성을 판단하는 대

표적으로 활용 되는 방법이다(Buchanan et al., 1996; 
Berry et al., 2000).

양배추에 존재하는 E. coli의 식초에 의한 제거를 위하여 

실제 공정에서 샐러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양의 식초를 분

무기로 첨가하여 시간당 변하는 E. coli 수를 측정하였다(Fig. 
3). 식초 처리 15분 후 까지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E. coli 
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지 않거나 완만하였

다. 5% 식초의 경우 일반세균, E. coli 군, E. coli, 포도상

구균에 대하여 최대 23.5, 58.9, 48.7, 36.9%의 감소율을 보

이므로 이는 미생물의 번식을 완전히 저지시킬 수 없어 장

기간의 저장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Jung et al., 2006). 따
라서 실제 coleslaw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3%의 식초를 분

무하였을 때 E. coli 수가 감소하여 E. coli에 관한 문제를 

줄일 수 있겠지만 실제 공정상으로 이용되는 양의 식초만

으로는 양배추에서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공정은 E. coli에 의한 오염이 적을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이 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
염이 심한 경우 식초용액에 양배추를 침지하고 이후에 남

은 과량의 식초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공정을 만들어야 완

벽한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산 발효 중 유기

산은 oxalic, malic, acetic, citric 및 succinic acid가 검출

되며 이중 acetic acid 가 가장 높음 함량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hin et al,, 2003). 따라서 10%의 acetic  
acid 보다 10% 산 함유 식초의 살균 효과가 떨어지는 것

Fig. 3. Decrease of E. coli after treatment of vinegar at 3% 

of cabbage weight. Symbols: ▲ control; and ● vinegar.

은 acetic acid 외의 다른 산 성분들 및 식초에 있는 기타 

성분에 의한 효과로 사료된다. 
E. coli의 사멸은 단순히 산성에 의한 결과가 아닌 온도, 

처리시간 등의 조건들과 acidic condition이 서로의 복합적

인 상호 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Conner 
et al., 1995). 따라서 식초에서의 acetic acid 성분의 함량

을 증가시키게 되면 식초에 의한 E. coli의 사멸공정은 가

능성이 있으며, 그 효과도 효율이 좋으며 공정을 더욱 단

순화 시키면서 E. coli의 사멸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Ⅳ. 결 론

양배추는 Coleslaw의 주 원료로서 일반적인 세척만으로

는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배추는 단단한 겹이 균일 

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Coleslaw 공정 과

정 동안 10%의 acetic acid를 포함하고 있는 3ml의 식초가 

100g양배추에 들어간다.
본 연구에서 식초를 양배추 coleslaw 생산에 있어서 발

생하는 E. coli 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였다. 양배추를 10% 
acetic acid에 침지하였을 때 5분 후에는 10-3, 30분 후에

는 10-6의 박테리아가 살아남았으며, 양배추 내에 15~20% 
의 10% acetic acid가 잔류하였다.

10%의 acetic acid를 양배추 무게의 3%를 분무하였다. 
60분 후에 박테리아는 10-3 만큼 살아남았다. 양배추 무게

의 3%의 식초는 10%의 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30분 동

안 2/3가량의 박테리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사멸은 관찰되지 않았다. E. coli에 의한 오염이 적을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이 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
염이 심한 경우 식초용액에 양배추를 침지하고 이후에 과

량의 식초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공정을 만들어야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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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번

호 607003-05-3-SB120) (과제번호 308023-03-1-HD110)
과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20090101-081- 
109-001-04-0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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