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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젊은 층 중심의

소비구조로변화하면서편의식및즉석식품의수요가증대

되고있는데 햄버거패티햄버거스테이크와같은분쇄육, ( )

가공제품은 대표적인 즉석식품의 예이다 이러한 분쇄(1).

육가공식품은풍부한영양소와많은수분을함유하고있어

서 저온 유통과정 중에 미생물 증식에 의해 부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쇄 또는 혼합과정에서(2),

Listeria monocytogenes 등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3). L. monocytogenes는 냉장

온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냉장보존을 요(1),

하는 육제품 유제품등에오염가능성이있고 저온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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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및 증식이가능하여식중독발생의가능성이있다(4).

따라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공

및저장방법등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왔으나 각공정들,

의 한계성이 지적되면서 신선육 상태로 살균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5). Ultraviolet(UV)

조사는 대표적인 비가열 살균처리 기술로써 파장 100-400

범위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데 영역은 크게nm , UV

UV-A(315-400 nm), UV-B(280-315 nm), UV-C(100-280

로 구분되며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되는 는nm) , UV source

주로 이다 는 주로 식품 표면의 미생물학UV-C (6-8). UV-C

적 오염을 줄이는데 이용되는데 가 미생물의, UV-C DNA

에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으로base

알려져있다 조사는 기존의감마선이나 전자빔(6-9). UV-C

처리방법과달리잠재적위해요소에대한소비자의거부감

이 적고 온도와 수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설치 및

조사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 살균, U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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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activation by UV-C irradia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cocktail inoculated on hamburger patties was examined.

Hamburger patty samples were inoculated with 6-7 log CFU/mL of L. monocytogenes cocktail, and then exposed

to doses of 0, 1, 5, or 10kJ/m
2
of UV-C light, followed by storage at 4±1 for 7 d. Microbiological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populations of L. monocytogenes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In particular, L. monocytogenes populations decreased by 2.03 log CFU/g after exposure to 10 kJ/m
2
, compared

with control samples. The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 levels of hamburger patty samples increased during

storage, regardless of UV-C irradiation stat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V-C irradiation may be useful in improving

the microbial safety of hamburger pattie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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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조사선량에 비례하므로 균일하고 적정한 선량의

조사 처리기술이 식품 살균의 유효성을 유지하기UV-C

위해 필요하다(10-14).

햄버거 패티와 관련된 국외연구로 전자선 조사를 이용,

한 햄의 저장기간 연장 쇠고기 분쇄육에ready-to-eat (15),

감마선조사처리 등의연구가보고되었다 또한국내에(16) .

서도 감마선 조사와 로즈마리 추출 분말 병용처리가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또는 전자선(1),

조사된 분쇄 돈육과 돈육 패티의 저장 중 품질 특성 등(5)

대부분 감마선 조사에 대한 연구로 비가열처리로써의,

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UV-C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햄버거

패티의미생물학적안전성확보와저장성증대를위한기초

연구로써 오염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인,

L. monocytogenes를 햄버거 패티에 인위적으로 접종하여

를조사한후저장중미생물수감소및품질에미치UV-C

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저장 조건

본연구에사용된햄버거패티는 대형마트대전점에서H

직접 제조하여시판하고 있는제품주원료 돼지고기( ; 65%,

쇠고기 을구입한후 에보관하며 시간이내9.85%) 4±1 24℃

에 사용하였다 시료 의. (diameter; 10 cm, thickness; 0.7 cm)

무게가개당 인것으로하였으며 조사된시료60±1 g , UV-C

는 시중 저장유통 조건과 동일한 에서 일 동안· 4±1 7 low℃

두께density polyethylene(LDPE) bag(21 cm × 29 cm, : 0.13

에 조사선량과 저장 일수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mm)

포장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배양

L. monocytogenes 의 균주를(ATCC 19111, 19115, 153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Daejeon, Korea)

로부터분양받은후 초저온냉동고에서-80 20% glycerol℃

형태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개의stock(v/v) . 3

L. monocytogenes 는strains modified Oxford medium agar

를 사용하여 에(MOX;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37℃

서 시간 동안 배양 후 형성된 각 균주의 단일 집락을48

멸균된 로 취해 와loop tryptic soy broth(TSB, Difco) brain

에 접종하heart infusion broth(BHI, Oxoid, Basingstoke, UK.)

여 에서각각 시간 시간동안진탕배양하여균주37 24 , 48℃

를 활성화하였다 보관 균주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계대배양한균액을 에 배수0.1% sterile peptone water 10

로희석하여각균주의선택배지에접종배양한후형성된

전형적인 집락 형태와 수를 관찰하였다 배양된 각각의. L.

monocytogenes 을 씩 취하여 멸균된strain 10 mL 50 mL

에옮겨centrifuge tube vortex mixer(Vortex Ginie-2, Scientific

를 사용해 균질화한 후 원심industries, INC., Bohemia, NY)

분리 분 하였다 침전된(4,000 × g, 15 , 4 ) .℃ L. monocytogenes

를 로 세척한 후cell culture 0.1% sterile peptone water vortex

를사용하여재현탁시키고원심분리하여 회세척한mixer 2

후침전된 을희석하여균접종액으로사용하였다cell pellet .

햄버거 패티에 균 접종

햄버거패티의표면에자연적으로부착되어있는미생물

을제거하기위해 에서 분동안처리clean bench UV light 30

하였다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한 햄버거 패티에. L.

monocytogenes 균 접종액 를 접종하여cocktail 1 mL L.

monocytogenes 의 초기 균수가 가cocktail 6-7 log CFU/mL

되게 하였다 접종된 시료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고 균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에서 분 동안 건조하였clean bench 30

다.

조사 처리UV-C
조사를 위해 제작된 살균기UV-C UV (80 cm × 55 cm

의 상 하부에 파장의× 47 cm) , 254 nm unfiltered germicidal

를emitting lamps(G15T8, Sylvania, Haarlem, Netherlands)

설치하였고 강도는 시료 상에서(17), UV-C tray UV light

를 이meter(UV-340, Lutron Electronic Co., Taipei, Taiwan)

용하여 반복하여 측정하였다3 (5W/m
2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조사선량UV-C 1, 5, 10 kJ/m
2
이었고 각 선량을 위한,

조사시간은 분 초3 20 (1 kJ/m
2 분 초), 16 40 (5 kJ/m

2 분), 33

초20 (10 kJ/m
2
이었다) .

미생물 생육 측정

조사후 시료의표면 을멸균된 로채취UV-C , 25 g scalpel

하여 와 함께 멸균 에0.1% sterile peptone water 225 mL bag

넣고 분 동안3 stomacher(MIX 2, AES Laboratories,

에서 균질화처리하였다 균질화된시료Combourg, France) .

는 멸균된 거즈를 이용하여 거르고 0.1% sterile peptone

로 희석한 후 배지에 분주하였다water . L. monocytogenes

은cocktail modified Oxford agar(MOX; Difco Laboratories)

를사용하여 에서 시간동안배양후형성된 를37 48 colony℃

계수하였다 검출된 미생물 수는 시료 당. g colony forming

로 나타냈다unit(CFU) .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ed substance)
양 측정

조사 후 품질 척도의 하나로써의 저장 중 지방UV-C

산패정도는 등 의방법에의하여측정하였다 시료Ahn (18) .

를 취하여 증류수 와 함께 균질화시킨 후 시료5 g 15 mL

를취하여여기에1 mL thiobarbituric acid(TBA)/ trichloroac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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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후 로 혼합하였다acid(TCA) 2 mL vortex mixer .

이것을 항온수조에서 분간 끓인 뒤 방냉하여100 , 15℃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취해2,000 × g 15 532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값은 시료 중nm . TBARS

의 양을 으로 나타내어 표시하malonaldehyde(MDA) mg/kg

였다.

통계적 처리 분석

모든실험은 회반복하여측정하였고그결과는평균값3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통계적 분석은± . SAS(Statistical

프로그램을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이용하여각실험군간의유의성 검증을위해분산(p<0.05)

분석 후(analysis of variance, ANOVA) Duncan's multiple

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range test .

결과 및 고찰

햄버거 패티에 L. monocytogenes 을 인위적으로cocktail

접종한후 조사처리에따른저장중미생물수변화UV-C

를 조사한 결과는 과 같다 저장 초기 대조구의Table 1 . L.

monocytogenes 수는 이었다6.15 log CFU/g . L. monocytogenes

수는 조사 직후UV-C 10 kJ/m
2 처리구에서 4.39 log CFU/g

로 대조구에 비해 초기 미생물이 감소한1.77 log CFU/g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구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UV-C

할수록 미생물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p<0.05)

또한 대조구는 저장 중 에서(Table 1). 6.15 log CFU/g 6.61

로 유의적으로 미생물 수가 증가하는 경log CFU/g (p<0.05)

향을 보인 반면에 처리구는 저장 중 미생물 수의, UV-C

유의적인변화는없었다 특히 저장 일에. , 3 10 kJ/m
2
처리구

가 로 대조구의 와 비교하여4.34 log CFU/g 6.37 log CFU/g

차이로가장큰미생물감균효과를나타냈2.03 log CFU/g

다 그러나 조사선량 과. , 1 5 kJ/m
2
처리구 간에는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등 은 닭 가슴살에 병원성 미생물. Chun (19)

Table 1. Effect of UV-C irradiation on the populations of L.

monocytogenes cocktail in hamburger patty during storage at 4℃

(log CFU/g)

UV-C dose
(kJ/m

2
)

Storage period (day)

0 1 3 5 7

0 6.15±0.05
C1)a2)

6.26±0.05
Ca

6.37±0.07
BCa

6.48±0.15
ABa

6.61±0.18
Aa

1 5.28±0.10
Ab

5.32±0.14
Ab

5.31±0.04
Ab

5.32±0.05
Ab

5.39±0.09
Ab

5 5.00±0.46
Ab

5.11±0.13
Ab

5.12±0.08
Ac

5.16±0.12
Ab

5.25±0.18
Ab

10 4.39±0.35
Ac

4.33±0.39
Ac

4.34±0.13
Ad

4.47±0.06
Ac

4.72±0.10
Ac

1)
Any means i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p < 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p
< 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접종한 후 조사를 하였는데 대조구와 비교하여UV-C ,

조사선량이UV-C 0.5, 1, 3, 5 kJ/m
2
로증가함에따라미생물

수가 감소하였고 5 kJ/m
2 처리구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해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등1.29 log cycle . Aziz (20)

은시중에서판매되는분쇄우육에감마선조사 처리5 kGy

구가대조구와비교시균수에있어서 정도가2-3 log cycle

감소하여 조사보다 다소 좋은 효과를 보인 반면에UV-C ,

전자레인지 초 초조사결과각각 감소하20 , 30 1, 2 log cycle

였다고 보고하여 조사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는UV-C

것이었다.

는지방산화에의해발생되는TBARS value malonaldehyde

와 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복합체(MDA) thiobarbituric acid

의 양을 측정하는방법이다 는육제품 중에지(21). TBARS

방이산패되면 가 생성되어 산패취를 발생하malonaldehyde

기때문에신선도판정기준에이용되고있다 저장중햄버.

거 패티의 값의 변화는 에 나타냈다 저장TBARS Table 2 .

초기 대조구의 값이 을 나타냈으TBARS 2.82 mg MDA/kg

며 UV-C 1, 5, 10 kJ/m
2 처리구는 3.08, 3.13, 3.26 mg

을나타내어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다소증가MDA/kg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저장 일. 3

후 값이증가하여저장 일에는 대조구가TBARS 7 6.19 mg

을 나타냈고 처리구에서 높MDA/kg 0.25-0.76 mg MDA/kg

게 나타났지만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저장.

중대조구를포함한 처리구의 값이증가하는UV-C TBARS

경향을나타냈는데 등 의 처리한닭가슴살, Chun (19) UV-C

의 값이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TBARS

경향을 보였으나 조사선량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등 의전자선조사한쇠고기패티에있어서, Wong (22)

저장중 값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는보고는 본TBARS

연구에서저장 중모든처리구의 값이저장기간이TBARS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서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햄버거 패티의 조사 처리는, UV-C

Table 2. Changes in TBARS of UV-C irradiated hamburger patty

during storage at 4℃

(mg MDA/kg)

UV-C dose
(kJ/m

2
)

Storage period (day)

0 1 3 5 7

0
2.82±0.11

D1)a2) 3.25±0.18
Db

4.67±0.27
Cb

5.54±0.32
Bb

6.19±0.58
Aa

1 3.08±0.20
Ca

3.48±1.03
Cab

4.77±0.21
Bab

5.75±0.60
Aab

6.44±0.74
Aa

5 3.13±0.62
Da

3.70±0.29
Dab

4.80±0.54
Cab

5.96±0.44
Bab

6.65±0.83
Aa

10 3.26±0.67
Ca

4.05±0.33
Ca

5.26±0.45
Ba

6.31±0.53
Aa

6.95±1.18
Aa

1)
Any means i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p < 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p <
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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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른 지방산패 등 품질에는 커다란 영향을UV-C

주지 않으면서 햄버거패티의저장 중미생물학적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햄버거 패티에 L. monocytogenes 을 인위적으로cocktail

접종한후 조사처리에따른저장중미생물수변화UV-C

를 조사하였다 햄버거 패티에 접종된. L. monocytogenes의

초기균수가 가되게 하였고 사용된6-7 log CFU/mL , UV-C

조사선량은 1, 5, 10 kJ/m
2
이었으며조사된시료는 에4±1℃

서 일 동안 저장하였다 조사는7 . UV-C L. monocytogenes

수에 있어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것을나타냈다 특히. , 10 kJ/m
2
처리구는대조구와

비교하여 L. monocytogenes 수를 까지 감소2.03 log CFU/g

시켰다 햄버거패티의 처리에의한품질변화척도로. UV-C

써측정한 값은저장중 처리여부와관계없TBARS UV-C

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조사 처리는. , UV-C

햄버거패티의저장중품질변화에큰영향을주지않으면

서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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