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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초 추출물에 의한 신선절단 사과의 저장 중 E. coli O157:H7과

Listeria monocytogenes의 생육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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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Opuntia ficus indica extracts on foodborne pathogens, Escherichia
coli O157:H7 and Listeria monocytogenes, on the medium of sliced apples. Pathogens were inoculated on sliced
apples and immersed for 10 min in Opuntia ficus indica extracts. Each sample was packaged and stored at
4oC and 21oC for 8 days. The populations of E. coli O157:H7 and L. monocytogene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extract concentration (p<0.05). In particular, L. monocytogenes was reduced to non-detectable levels
after 2 days in 50 mg/mL treatment at 4

o
C and 21

o
C Opuntia ficus indica extracts therefore have antibacterial

effects on the two foodborne pathogens. Sensory evalu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reated apples had better sen-
sory characteristics than did the control.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Opuntia ficus indica extracts could
be useful as a natural food preservative to improve microb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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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일 및 채소류를 가장 최소한의 가공만을 행하여 신선한

품질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신선편의식품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보통 최소가공처리를 거친 신선편의식품은 가공제

품과 달리 보존성이 낮고, 식품의 생리적, 생화학적인 변화

와 미생물 오염이 쉽게 유발되는 특징이 있다(1,2). 신선편의

식품에서 발생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미생물은

Salmonella spp., Listeria monocytogenes, Escherichia coli

O157:H7,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등이 있

으며 특히 L. monocytogenes와 E. coli O157:H7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이러한 신선편의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 지향적 욕구 증대와 안전성에 대한 의식고조로

합성 항균제에 대한 기피현상이 강하게 일고 있어, 천연물

항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백년초는 선인장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Opuntia fi-

cus indica를 기원으로 한다(4). 백년초는 손바닥 선인장으

로도 불리며 줄기와 열매를 식용할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민간약재로 사용되어 왔다(5,6). 백

년초의 효능으로는 변비치료, 이뇨효과, 장운동의 활성화,

염증 완화, 항 궤양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및 고혈압 예방,

당뇨병 예방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7,8).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거제도, 신안군 등 남해안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

으며,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백년초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인장을 통한 기능성 가공식품의 개발

및 시장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 및 남미 등에서

다양한 선인장 가공식품이 판매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초콜릿, 차 등의 단순 가공식품만이

생산되고 있어 그 이용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백년초의

주요 성분으로는 flavonoids, alkaloids, polypeptides, β-si-

tosterol, saponin, anhalinin, isobetain, betain 등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flavonoids 중에는 isorhamnetin, queretin,

(+)trans-dihydrokaemperal, (+)trans-dihydroquercetin 등

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8,9). 이러한 성분들은 여러 연구에

서 항균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백년초에 항균효과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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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시한다.

백년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hung(10)은 백년초 열

매가 추출되는 용매에 따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천연

항균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Cho 등(11)은 백년

초의 생리활성 효과를 검정하였으며, Jung 등(12)은 백년초

열매추출물이 Streptococcus mutans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13)은 백년초 추출물이

Salmonella와 E. coli O157:H7을 억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외에서도 Galati 등(14)이 백년초가 미생물에 미치는 효과

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Gurrieri 등(15)은 백년초 추출물이

주스의 저장기간을 늘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

지만 백년초 추출물을 신선편의식품에 적용하여 식중독균

생육저해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선편의식품 중 절단면이 크고 미

생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신선절단 사과에 대표적 병원성

미생물인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를 인위적으

로 접종하여 백년초 추출물을 처리한 후 저장 중 미생물 수

감소 및 미생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백년초

추출물의 천연 항균제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백년초 추출물

백년초(Opuntia ficus-indica) 추출물은 북제주군에서 재

배한 백년초 줄기와 열매를 물로 가열, 추출하여 제조한 제

품을 MSC company(Yangsan, Korea)에서 구입하였고, 멸

균필터(filter size: 0.45 μm, Nalgene, Rochester, NY, USA)

를 사용하여 제균한 후 4o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 추출물의 농도는 2 g/10 mL(원료기준)이었다.

재료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서 유통 중인 후지(Fuji) 사과를 구

입한 후 4oC에 보관하여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였다. 시료는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무게가 개당 200～250 g인 것으로 선

별하여 일정한 크기(두께 0.3～0.5 mm, 무게 10 g)로 절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배양

E. coli O157:H7(ATCC 43894)과 L. monocytogenes

(ATCC 19111)의 균주를 분양받은 후 -80oC 초저온 냉동고

에서 20% glycerol stock(v/v) 형태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

하였다. E. coli O157:H7은 Sorbitol MacConkey agar

(SMAC, Dif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여 37oC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고, L. monocytogenes는 modified Oxford

medium agar(MOX, Difco)를 사용하여 37oC, 48시간 동안

배양 후 형성된 각 균주의 단일 집락을 Tryptic soy broth

(TSB, Difco)와 Brain heart infusion broth(BHI, Difco)에

접종하여 37oC에서 각각 24시간,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균주

를 활성화하였다. 배양한 E. coli O157:H7과 L. monocyto-

genes cell culture를 0.1% 멸균인산완충액에 재현탁시키고

원심분리(4,000×g, 15 min)하여 2회 세척한 후 침전된 cell

pellet을 희석하여 균 접종액으로 사용하였다.

균 접종 및 백년초 추출물 처리

신선절단 사과에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 각

각의 균 접종액(sample : inoculum solution ratio＝1:5, w/v)

에 10분 동안 침지시켰다. 이때 E. coli O157:H7과 L. mono-

cytogenes의 초기 균수는 5～6 log CFU/mL가 되게 하였다.

균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clean bench에서 10분 동안 건조

한 후 미리 제조해 놓은 백년초 추출물 25, 50, 100, 200 mg/

mL 희석액에 10분간 침지시켜 처리하였다. 침지 후 10분

동안 건조한 후 멸균 bag에 넣고 저장온도를 4
o
C와 21

o
C로

나누어 8일 동안 이틀간격으로 균수를 측정하였다.

미생물 생육 측정

백년초 추출물 처리 후, 시료 25 g을 멸균인산완충액 225

mL와 함께 멸균 bag에 넣고 1분 동안 stomacher(Stomacher

Lab Blender 400, Seward, NY, USA)로 균질화시켜 시험용

액으로 하고, 이를 멸균인산완충액으로 단계별로 희석하여

각각의 선택배지에 분주하였다. E. coli O157:H7은 Sorbitol

MacConkey agar(SMAC, Difco)를 사용하여 37oC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하고, L. monocytogenes는 modified Oxford

medium agar(MOX, Difco)를 사용하여 37oC, 48시간 동안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였다.

관능평가

신선절단 사과에 백년초 추출물 25, 50, 100, 200 mg/mL

를 처리한 구와 대조구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

평가는 신선 과일류의 외관품질 평가에 경험이 있는 관능평

가요원 25명을 대상으로 4oC에서 7일간, 21oC에서 3일간 저

장한 신선절단 사과의 색(color), 신선도(freshness), 외관품

질(visual quality) 항목에 대하여 9점 척도의 차이식별 검사

를 실시하였다. 이때 평가점수가 클수록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평가점수가 낮아질수록 품질이 저하된 것을 의미

한다.

통계적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통계처리는 통계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Ver. 9.1, Cary, NC, USA)의

ANOVA(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분산분석으로 처리

하여 평균값의 유의차(p<0.05)를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E. coli O157:H7 생육저해 분석

신선절단 사과에 E. coli O157:H7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백년초 추출물 처리에 따른 저장 중 미생물 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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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viable cell count of E. coli O157:H7 in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immersion of Opuntia ficus-indica
extract during storage at 4oC for 8 days (log CFU/g)1)

Microorganism
Concentration
(mg/mL)

Storage period

0 day 2 days 4 days 6 days 8 days

E. coli O157:H7

0
25
50
100
200

5.69±0.14a2)
5.72±0.22a
5.31±0.34ab
5.01±0.57b
4.66±0.04c

5.38±0.08a
5.45±0.24a
4.18±0.57ab
3.81±0.34ab
3.05±0.55b

5.88±0.16a
5.51±0.10a
4.22±0.06b
2.85±0.07c
2.64±0.10c

5.72±0.33a
5.52±0.32a
3.68±0.25b
2.37±0.63c
1.89±1.13cd

5.73±0.53a
5.36±0.11ab
3.36±0.80bc
2.32±0.23cd
1.52±1.55d

1)
The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and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Within the same colum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for the same spec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Change in viable cell count of E. coli O157:H7 in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immersion of Opuntia ficus-indica
extract during storage at 21oC for 8 days (log CFU/g)1)

Microorganism
Concentration
(mg/mL)

Storage period

0 day 2 days 4 days 6 days 8 days

E. coli O157:H7

0
25
50
100
200

5.69±0.14a2)
5.72±0.22a
5.31±0.34ab
5.01±0.57b
4.66±0.04c

6.15±0.25a
5.73±0.28b
4.16±0.37b
3.78±0.15b
2.86±0.28b

5.52±0.36a
5.39±0.33ab
4.02±0.16bc
2.29±0.38cd
1.78±0.02d

5.24±0.13a
5.25±0.32ab
3.50±0.05bc
1.95±0.63cd
ND

3)

5.15±0.32a
4.86±0.44a
3.16±0.45b
1.92±0.33c
ND

1)
The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and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
Within the same colum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for the same spec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ND means <1 log CFU/g (below detection limit).

조사한 결과는 Table 1, 2와 같다. 저장 초기 백년초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처리한 대조구의 경우 사과에 접종된 E. coli

O157:H7은 5.69 log CFU/g이었다. 백년초 추출물 처리 직후

50 mg/mL 처리구에서 초기 미생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미생물수는 유의적으로(p<

0.05) 감소함을 보였다.

4oC에 저장하였을 때(Table 1) 대조구는 8일 동안 거의

균수 변화가 없었고, 50 mg/mL 이상 처리했을 때 유의적으

로 균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0 mg/mL

를 처리했을 때 4일째부터 3 log CFU/g 이상 균의 생육이

저해되었으며, 백년초 추출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E. coli

O157:H7 생육저해에 유의적인(p<0.05) 효과를 보였다.

21oC에 저장했을 때(Table 2) 대조구는 저장 중 2일째 균

수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과 표면의 건조가 진행되어 미생물

생육 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16). 그리고 25

mg/mL 처리구도 저장 중 대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나, 대조구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한 50 mg/mL 이상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E. coli O157:H7

생육저해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 mg/

mL 처리구에서 4일째부터 2 log CFU/g 수준으로 균이 감소

하였다. 그리고 200 mg/mL 처리구에는 6일째 이후에 균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백년초 추출물의

E. coli O157:H7 억제효과는 4
o
C 저장 시보다 21

o
C 저장 시

에 생육 억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백년초의 항

균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hung(10)은 백년초 열매 추

출물의 농도를 0, 2.5, 5.0 mg/disc로 하여 항균력 실험을 한

결과, 추출물이 E. coil에 강한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내며,

항균력은 농도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백년초 추출

물 50 mg/mL를 Brain Heart Infusion 배지에서 Strepto-

coccus mutans와 함께 배양한 후 시간 변화에 따라 균수를

측정한 결과 24시간 후에 균이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12). 하지만 백년초 추출물을 신선절단 사

과 같은 신선편의식품에 적용하여 미생물 억제 효과를 확인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L. monocytogenes 생육저해 분석

신선절단 사과에 백년초 추출물을 처리한 후 L. mono-

cytogenes의 균수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 4에 나타

내었다. 4oC에 저장한 대조구는 저장기간에 따라 점차 균수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1oC에 저장한 대조구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대조구는 E. coli

O157:H7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반면, 백년초 추출물 처리

구는 E. coli O157:H7에 비교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

며 저장 온도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5 mg/mL

처리구는 처리 직후 2 log CFU/g 이상 감소하였으며, 대조

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5) 균 생육저해를 확인하였

다. 특히 50 mg/mL 이상 처리구에서 2일째부터 4, 21oC 저장

시 모두 L. monocytogenes가 검출한계 이하로 관찰되어 본

연구에서 처리한 백년초 추출물이 신선절단사과에서 L.

monocytogenes 생육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한 연구결과로서 Wu 등(17)이 크랜베리 추

출물 25 μL/mL를 처리했을 때 L. monocytogenes가 현저히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Moon 등(18)이 vanillin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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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viable cell count of L. monocytogenes in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immersion of Opuntia ficus-indica
extract during storage at 4oC for 8 days (log CFU/g)1)

Microorganism
Concentration
(mg/mL)

Storage period

0 day 2 days 4 days 6 days 8 days

L. monocytogenes

0
25
50
100
200

5.58±0.03a2)
3.62±0.32b
2.69±0.72c
1.33±0.75d
1.10±0.33d

5.01±0.20a
3.17±0.14b
ND

3)

ND
ND

5.22±0.15a
3.10±0.25b
ND
ND
ND

4.97±0.52a
2.64±0.12b
ND
ND
ND

4.88±0.31a
2.71±0.15b
ND
ND
ND

1)
The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and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Within the same colum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for the same spec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ND means <1 log CFU/g (below detection limit).

Table 4. Change in viable cell count of L. monocytogenes in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immersion of Opuntia ficus-indica
extract during storage at 21oC for 8 days (log CFU/g)1)

Microorganism
Concentration
(mg/mL)

Storage period

0 day 2 days 4 days 6 days 8 days

L. monocytogenes

0
25
50
100
200

5.58±0.03a2)
3.62±0.32b
2.69±0.72c
1.33±0.75d
1.10±0.33d

5.55±0.05a
2.98±0.14b
ND

3)

ND
ND

5.41±0.13a
2.89±0.25b
ND
ND
ND

5.34±0.04a
2.41±0.12b
ND
ND
ND

5.18±0.88a
2.06±0.15b
ND

3

ND
ND

1)The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and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
Within the same colum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for the same spec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ND means <1 log CFU/g (below detection limit).

Table 5. pH of the media added with Opuntia ficus-indica
extract

Medium
Concentrations of the Opuntia
ficus-indica extract (mg/mL)

0 25 50 100 200

Distilled
water

6.71) 4.4 3.4 3.0 3.0

1)
Values were means of three repeats and measured at the start
of the experiment.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1)
of fresh-cut apples with

Opuntia ficus-indica extract

Concentration
(mg/mL)

Color Freshness
Visual
quality

After 7 days
storage
at 4

o
C

0
25
50
100
200

4.8±1.8b2)
4.6±1.6b
5.0±1.5b
5.6±2.0ab
6.0±1.4a

5.3±1.5b
5.5±1.1b
5.5±2.1b
6.2±1.3a
6.6±1.4a

4.6±1.8b
4.9±1.9b
5.3±1.5b
5.5±1.7b
6.8±1.8a

After 3 days
storage
at 21

o
C

0
25
50
100
200

3.6±1.7b
3.8±2.2b
4.7±1.5ab
5.0±1.5ab
5.5±1.8a

4.5±1.3b
4.5±1.2b
4.7±1.8b
5.4±1.7a
5.6±1.4a

4.1±2.0b
4.2±1.3b
4.8±1.9ab
5.2±1.5ab
5.9±1.7a

1)Values are means of three replicates at least.
2)
Within the same colum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for the
same spec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the value increases from 1 to 9, the intensity of sensory
characteristics increases. Samples were scored on a 1～9 scale,
9=excellent and 1=unacceptable.

주스에서 L. monocytogenes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Jeong 등(19)은 백년초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구조를 밝혀 보고했는데,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

화합물로서 항산화 작용, 항알레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항

암효과 등 여러 생리활성 기능이 밝혀져 있다(20). Gnana-

manickam과 Smith(21)는 플라보노이드를 이용하여 여러

그람양성 및 음성세균에 항균력 실험을 시행한 결과, 플라보

노이드는 그람양성세균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백년초 추출물의 낮은 pH에 주목하였다

(Table 5). 특히 L. monocytogenes는 낮은 pH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선절단사과와 백년초 추출물의 낮은 pH로 인해

미생물 억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백년초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와 낮은 pH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L. monocytogenes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능적 품질의 변화

신선절단 사과에 백년초 추출물 25, 50, 100, 200 mg/mL

를 처리한 후 외관적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4oC에서 7일간, 21oC에서는 3일간 저장 후 색(color), 신선도

(freshness), 외관품질(visual quality) 항목에 대해 관능평가

를 실시하였다(Table 6). 먼저 4
o
C에서 7일간 저장한 신선절

단 사과에서는 200 mg/mL 백년초 추출물 처리구가 색 항목

에서 가장 높은 6.0점을 얻었으며, 100 mg/mL 처리구도 5.6

점을 얻어 유의적으로 변색이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

다. 신선도 항목에서도 50 mg/mL 이상의 처리구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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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백년초 추출물 처리가 신선도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관품

질의 경우, 평가 점수 5.0을 기준으로 상품성의 한계를 가정

할 때 50 mg/mL 이상의 처리구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았

으며, 200 mg/mL 처리구에서는 6.8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21oC에서 3일간 저장한 신선절단 사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50 mg/mL 이상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

를 받아 백년초 추출물 처리구가 품질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00～200 mg/mL 이상의 백년초 추출물 처리

가 신선절단 사과의 품질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백년초 추출물은 신선절단 사과의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다른 신선식품

에도 적용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요 약

신선절단 사과에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를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백년초 추출물 처리에 따른 저장 중

미생물 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신선절단 사과에 접종된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의 초기 균수가 5～6 log

CFU/g이 되게 하였고, 사용한 백년초 추출물은 25, 50, 100,

200 mg/mL이었으며 4, 21oC에서 8일간 저장하였다. E. coli

O157:H7은 백년초 추출물 50 mg/mL 이상 처리구에서 유의

적으로 E. coli O157:H7 생육저해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도별로는 21oC 저장 시에 생육 억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L. monocytogenes는 E. coli O157

:H7에 비교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저장 온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50 mg/mL 이상 처리구에서 2일째

부터 4, 21
o
C 저장 시 모두 L. monocytogenes가 검출한계

이하로 관찰되어 생육억제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관능평가에서는 100～200 mg/mL 이상의 백년초

추출물 처리가 신선절단 사과의 품질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백년초 추출물 처리는 신선

절단 사과의 저장, 유통 중 오염될 수 있는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의 생육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천연물이며,

향후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와 신선식품의 품질유지 향상

에 효과적인 천연물 항균제로서 개발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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