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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li O157:H7에 의한 녹즙 저장 환경에서의 미생물학적 오염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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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ket for green vegetable juice (GVJ) is growing owing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healthy food;
however data on the safety and quality of GVJ are poorly repor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microbial community in GVJ during storage and its contamination by E. coli O157:H7. The microbial
community was analyzed via culturable and non-culturable methods at 5, 10, and 25oC for different storage times. In the
non-culturable method,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DGGE) was used. The initial bacterial concentration was
2.92×105 CFU/mL, which exceeded the limit prescribed by the Korean Food Hygiene law. The results of the DGG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icrobial community during storage was diverse and the spoilage lactic acid bacteria were
prevalent at a later stage. Other bacteria such as Rahnella, Citrobacter, Pseudomonas, and Cyanobacteria were identified.
Thus, the results strongly emphasize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GVJ production safety, especially with respect to
temperature control, in order to prevent the growth of foodborne pathogens such as E. coli O157:H7 and other spoilage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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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은 주로 익히지 않은

고기나 과일, 채소 등으로부터 감염되는 병원균으로 인체에 감염

시 위장염, 이질,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 요로감염증, 패혈증, 폐

렴, 뇌수막염 등을 일으킨다(1). 이 병원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집단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으며(1), 우리나라에서 또한 병원

성 대장균이 원인으로 밝혀진 식중독 발생건수가 2013년 기준

31건, 발생환자 수는 1,089명으로 노로바이러스 다음으로 가장 많

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 지목되고 있다(2).

병원성 대장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출혈성 대

장균(Enterohemorrhagic E. coli, EHEC)이 특히 많은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며, 대표적으로 E. coli O157:H7이 이에 해당된다

(1). 이러한 장출혈성 대장균은 독성이 강하여 날것으로 섭취하

는 과일, 채소류와 이를 생것으로 이용하여 만든 주스류에 오염

되었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법상 이러한 비

가열 식품에서는 불검출(zero tolerance)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과일주스의 경우 대부분이 pH 3.3-4.6의 낮은 pH 범위를 가지므

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는 반면, 녹즙류는 주로 채소류에 의한

제조로 pH 5.5-6.2 정도의 더 높은 pH 범위를 가지므로 상대적

으로 과일주스보다 미생물 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4-6).

녹즙이란 가열하지 않은 녹색 채소의 잎이나 열매를 잘게 절

단하여 빻아서 즙으로 만든 것으로 과채류가 가진 영양분을 우

리 몸이 흡수하기 쉽게 가공한 것이다(4). 가열과정이 생략되므

로 활성효소, 바이타민 등의 영양분 손실은 방지할 수 있지만, 제

조 공정 중 별도의 가열 살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

생물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원료의 수확부터 제조공정, 유통까지의 위생관리가 더욱더 철저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부 만성 질환자의 식이요법에서 시작한 녹즙은 신선초, 케일

등이 각종 성인병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최초 녹즙은 1990년

대 녹즙기의 보급으로 가정에서 자가제조 형태의 대중화가 이루

어졌다. 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원료를 구하

기가 쉽지 않고, 매일 신선한 채소로 즙을 내는 번거로움이 있었

다. 1994년에는 녹즙기의 쇳가루 검출 파동으로 녹즙에 대한 수

요가 급감하였지만, 이는 또한 위생적인 원료공급과 제조법의 도

입이 가능한 기업중심의 녹즙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제한된 유통기한과 제조시설의 한계, 녹즙 특성에 맞지 않는

식품규격으로 인한 녹즙산업의 과도기를 지나, 축적된 노하우와

HACCP, KGMP 등과 같은 위생 제조시설의 발전, 녹즙에 대한

규격의 재정비와 건강 지향적 트렌드의 확대, 그리고 이에 부응

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더해져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며, 품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 결과 녹즙산업은 매년 30%이상

의 고성장을 이루었고, 2002년에는 1,000억 원대의 시장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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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더해져 녹즙의 질병 예

방과 치료 차원에서의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에는 녹즙의 섭취가 하나의 대체요법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4).

하지만, 기업의 녹즙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가열과

정이 생략되는 만큼 병원성 대장균 등에 인한 식중독 발생의 가

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에 안전한 식품유통과 섭취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중의 신선초를 주재료로 하는 녹즙을 구매

하여 평판계수법과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DGGE)

를 이용한 저장온도와 저장시간별 미생물 커뮤니티 변화와 병원

성 대장균 접종시의 생존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

로 녹즙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녹즙시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녹즙시료는 유기신선초(Angelica keiskei)를

당일 착즙한 시중의 녹즙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녹즙은

아이스팩상에 냉장상태로 제공받은 후 실험 전까지 4oC 냉장저

장고에 2-3시간 정도 보관하였다.

미생물 접종과 정량분석

녹즙에서의 병원성 대장균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3가지 계통

의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H7 ATCC 43889, ATCC 43895,

NCCP 11091)을 사용하여 접종하였다. 각각의 대장균은 tryptic

soy broth (TSB, 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37oC, 16-18시

간 증균 배양한 후, 각 균주를 동량씩 섞어 cocktail을 확보한 뒤,

희석하여 녹즙시료 1 mL당 104 CFU를 접종하였다. 시료는 저장

온도 5, 10, 25oC별 E. coli O157:H7를 접종한 것과 접종하지 않

은 것을 준비하고, 저장일수, 또는 저장시간별로 각각의 agar 플

레이트에 도말하여 37oC, 24시간 배양 후 계수하였다. 사용된 agar

플레이트는 E. coli O157:H7 정량분석을 위한 Cefixime과 Tellurite

(Oxoid, Hampshire, England)를 첨가한 Sorbitol MacConkey Agar

(Acumedia, Lansing, MI, USA)와 총 호기성 세균의 정량 분석을

위한 R2A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사용하였다.

R2A는 식물, 수질 속 다양한 세균 분리에 적합하기에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7). 실험은 모두 세 번씩 반복하였다.

시료의 genomic DNA추출 및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각 병원성 대장균 접종유무, 보관온도, 보관기간에 따른 시료

를 1 mL씩 취하여 원심분리(9,500×g, 5 min, 20oC)한 후, 상층액

을 따라버리고, PowerFood Microbial DNA Isolation kit (MO

BIO,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

된 DNA의 16S rRNA 유전자 증폭을 위하여 1차 PCR에는 GC

clamp가 없는 341F (5'-CCTACGGGAGGCAGCAG-3')와 518R (5'-

TACCGCGGCTGCTGG-3') 프라이머를 사용하였으며, DNA 주형

(template)은 추출한 DNA의 농도를 NanoVue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로 확인하여 중합효소 연쇄 반응시에 모든

시료가 동일한 양이 되도록 첨가하였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시

Takara Ex TaqTM Version 2.0 (Takara, Shiga, Japan) 12.5 µL에

DNA 주형 100 ng, forward와 reverse 프라이머(10 pM)를 1 µL씩

넣고 나머지는 멸균수를 첨가하여 총 부피가 25 µL가 되도록 제

조하였다. 2차 PCR은 GC clamp가 달린 341F (5'-CGCCCGC

CGCGCGCGGCGGGCGGGGCGGGGGCACGGCAGCAG-3')와

518R (5'-ATTACCGCGGCTGCTGG-3')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다. PCR은 PTC-2000 Peltier Thermal Cycler (MJ Research,

Quebec, Canada)으로 수행하였으며, 95oC에서 2분 (initial denatur-

ation), 94oC에서 1분 (denaturation), 58oC에서 45초 (annealing),

72oC에서 2분 (extension)을 30회 반복하였고, 72oC에서 7분간 최

종 extension을 실시하였다. PCR 산물의 존재와 분자량을 확인하

기 위해서 TAE 완충용액(buffer) (40 mM Tris·HCl, 40 mM ace-

tate, 1.0 mM EDTA)에 0.8%의 농도로 아가로스(agarose)를 첨가

하여 녹인 후에 Staining STAR (DyneBio, Seongnam, Korea)을

첨가하여 젤을 제조하고, 시료를 loading dye와 섞어 loading한 후,

100 V에서 15분간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

DocTM EZ Imager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DNA 밴드를 확인하였다.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DGGE)

DGGE 분석은 Koo 등(8)의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PCR

을 이용하여 증폭된 DNA는 Bio-Rad DCodeTM Universal Muta-

tion Detection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42-60%, 또는 43-58%의 gradient urea deionized

formamide (urea, Duchefa, haarlem, Netherland; formamide,

Amresco, OH, USA)의 8% acrylamide 젤(acrylamide:bisacrylamide

=37:1)을 TAE 완충용액상에 제조하였다. 이어서 PCR을 완료한

시료를 loading dye와 섞어 loading한 후, 60 V, 59oC에서 16시간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젤을 Staining STAR

(DyneBio)로 염색한 후, Gel DocTM XR+Imaging System (Bio-

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DNA 밴드를 확인하였다.

젤 DNA추출과 염기서열 분석

DGGE 전기영동 후 polyacrylamide 젤에서 DNA 밴드의 분리

를 확인하고, 단일한 DNA 밴드를 잘라내어 DNA를 용출하였다.

순도 높은 DNA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DNA 용출시료를 다시

한 번 GC clamp가 부착된 341F와 518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위

에 언급된 방법으로 PCR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DGGE

를 진행한 후, 다시 젤로부터 DNA를 용출하였다. DNA 용출방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잘라낸 젤을 잘게 분쇄한 후, 300 µL의

TE buffer (10 mmol/L Tris-HCl, 1 mmol/L EDTA, pH 8.0)를 첨

가하고, 잘 섞은 후 65oC에서 15분간 방치한다. 이 후 Spin-X

Centrifuge Tube Filter (Corning, Tewksbury, MA, USA)에 옮겨

18,500×g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필터를 버리고, 남은 시료

에 10 M NH
4
OAc 100 µL, 20 mg/mL, Glycogen 3 µL, 100%

EtOH 1 mL을 넣고 섞어준다. 이를 −70oC에서 16시간 방치하고,

4oC에서 18,500×g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해준 후 상층액을 따라

버린다. 이렇게 생긴 pellet은 −18oC에 보관해둔 70% EtOH로 2

회 세척해준다. 마지막으로 증류수 5.0 µL로 pellet을 회복시켜준

다. 이 시료는 Macrogen (Seoul, Korea)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는 BLAST search (http://www.ncbi.nlm.nih.go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enebank (NCBI, Bethesda, MD, USA)의

16S rRNA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동정하였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각 3번씩 반복한 실험결과의 평균을 Student t-

test에 근거하여 IBM SPSS Statistics 20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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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세균수의 정량적 분석

녹즙 샘플에 대한 저장온도, 저장시간, E. coli O157:H7 접종

유무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는 Fig. 1, 2와 같다. 저장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총 호기성 세균수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온도조건에서

E. coli O157:H7의 접종 유무에 따른 총 호기성 세균수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증가 정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컸으며, 저

장시간에 따른 총 호기성 세균수 증가를 비교해보면, 7일째에는

5oC의 경우 E. coli O157:H7 접종 샘플은 2.01×107 CFU/mL, 미

접종 샘플은 2.31×107 CFU/mL까지 총 호기성 세균수가 증가하

였으며, 10oC의 경우 E. coli O157:H7 접종 샘플은 1.47×108

CFU/mL, 미접종 샘플의 경우 1.97×108 CFU/mL까지 총 호기성

세균수가 증가하였다. 25oC에는 24시간 배양 후 E. coli O157:H7

접종 샘플의 경우 4.28×108 CFU/mL, 미접종 샘플에서는 4.86×108

CFU/mL의 총 호기성 세균수를 보였다. 접종한 E. coli O157:H7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oC와 10oC에서는 1일까지는 그 수가

증가하다가 3일째에는 감소하였으며, 이후 7일째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그 최종 균수는 5oC의 경우 1.28×105 CFU/mL,

10oC의 경우 6.50×105 CFU/mL을 보였다. 위 결과는 Gabriela 등

(2010)의 E. coli O157:H7을 시금치에 접종한 실험에서 4oC와

10oC에 저장한 결과(7)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온도,

다른 균과의 경쟁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균의 회복에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5oC와 25oC에서의 초기균수 감소경

향에서도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25oC에서의 E. coli

O157:H7수 변화를 보면, 12시간까지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그 이후부터 생장이 둔화되고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 5oC, 10oC와는 다르게 균수가 감소 후 증가하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25oC는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한 환경적 스

트레스가 적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12시간 이후의 E. coli

O157:H7의 생장둔화 양상은 DGGE젤의 밴드에서 보이는 젖산균

류(Weissella, Leuconostock, Lactococcus)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

고 생각된다. 젖산균류는 생장함에 따라 특정 항균성 물질을 생

성하는데, Weissella가 속한 Lactobacillales의 경우 pediocin, vercin

등의 bacteriocin을(9), Leuconostoc의 경우 acetate, diacetyl pro-

duction등의 항균물질을 만든다(10). 따라서, Fig. 3C에서 12시간

이후로 밴드 세기(intensity)의 증가가 현저한 젖산균들(W. confusa

등)이 만드는 항균성 물질이 E. coli O157:H7의 생장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10oC에서도 저장기간

이 3일 경과한 이후에 다양한 젖산균들이 보이나(Fig. 3B), Bac-

terial concentration (Fig. 1B)을 보면 E. coli O157:H7을 억제하지

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DGGE젤 상 젖산균 밴드가 25oC보

Fig. 1. Concentration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E. coli O157:H7 in green vegetable juice on day 0, 1, 3 and 7 at 5 and 10oC. Total

aerobic bacteria (A) at 5oC with (□) and without (■) E. coli O157:H7, at 10oC with (○) and without (●) E. coli O157:H7. E. coli O157: H7
count (B) at 5oC   (△) and 10oC (▲). Asterisk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temperature group at the same storage time (days)
at p<0.05.

Fig. 2. Concentration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E. coli O157:H7 in green vegetable juice for 0, 1, 2, 4, 8, 12 and 24 hours at 25oC. (A)

Total aerobic bacteria with (○) and without (●) E. coli O157:H7. (B) E. coli O157:H7 count at 25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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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저히 적은 intensity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Fig. 3B, C) 10oC

에서는 젖산균이 E. coli O157:H7을 억제할 만큼 충분한 우점종

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 설정된 온도조건은 각각 냉장고(5oC), 냉장진열대

(10oC), 실온(25oC)을 대표한 값으로써, 실험결과와 실제 보관 상

태를 연결지어보면, 녹즙을 보관시에 그 온도가 높을수록 균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냉장보관(5oC)

을 하더라도 저장 1일까지는 미생물 증식의 양상이 보이지 않았

지만 그 이후로는 대수적으로 균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보관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실온(25oC)에서는 4시간 이후로 역시 총 호기성 세균수가 대

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 이상을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녹

즙의 안전한 섭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원성 대

장균에 오염됐을 경우, 냉장과 냉장진열대 온도에서는 3일 이후,

실온에서는 4시간 이후부터 병원성 대장균의 수가 급증하게 되

므로 이에 보관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상「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의 과일채소류음료의 경우 그 총

균수 제한이 1.0×105 CFU/mL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3), 이 제

품의 경우 보관 초기부터 그 수를 초과했으므로 녹즙제조시 더

욱 철저한 제조공정, 유통상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GGE 방법에 의한 미생물의 분포조사

녹즙 샘플의 저장온도, 저장시간, E. coli O157:H7 접종 유무

에 대한 DGGE 분석결과는 Fig. 3과 Table 1과 같다. DGGE 결

과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미생물 분

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5oC와 10oC에서는 E. coli

O157:H7의 접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10oC의 경우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미생물분포를 보였다. DGGE젤 상에

나타난 밴드를 시퀀싱한 결과를 보면(Table 1) 두 저장온도에서

공통적으로 Rahnella aquatilis와 Pseudanabaena sp.가 나타났으며,

10oC에서는 젖산균류(Leu. lactis, Lb. sakei, W. soli)가 추가로 나

타났다. 25oC의 결과를 보면, 병원성 대장균의 접종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밴드(Fig. 3C)가 관찰됐고, 밴드를 시퀀싱한

결과 E. coli O157:H7로 확인됐다. 그 외에 10oC보다 더 많은 종

류의 젖산균류가 확인됐고, 역시 공통적으로 Pseudanabaena sp.

이 확인됐으며 10oC에서 발견된 W. confuse가 확인됐다. E. coli

O157:H7 접종유무, 저장온도, 저장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샘플에

서 높은 강도로 발견된 두 개의 밴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Pseudanabaena sp. (Fig. 3; A-3, B-6, C-7)로 사이아노박테리아의

한 종류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다른 하나(Fig. 3; *)의 경우

NCBI에서 uncultured bacterium isolate DGGE gel (GenBank:

KF031439.1)에 대한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시료가 오

이의 잎 표면이었다. 녹즙 원료가 채소류 중 하나인 신선초인것

을 감안하면, 위 밴드에 해당하는 세균은 식물의 잎에서 우점종

을 차지하는 세균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 DGGE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량 분석법 결과와 유사하게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미생물류가 더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에 온도에 따른 녹즙의 저장에 주

Fig. 3. DGGE profiles of the amplicons of 16s rRNA gene of DNA extracted directly from green vegetable juice during storage at 5oC

(A) and 10oC (B) for day 0, 1, 3 and 7 at 25oC (C) for 1, 2, 4, 8, 12 and 24 hours, E. coli O157:H7 inoculated (+) and non-inoculated (−).

Table 1. Sequence information of bands obtained from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Band
16S rRNA sequence 

results
BLAST

similarity, %
GenBank

accession no.

A-1 Pseudomonas fragi 100 NR_113578.1

A-2 Rahnella aquatilis 100 NR_074921.1

A-3 Pseudanabaena sp. 92 NR_102446.1

B-1 Weissella soli 100 NR_025642.1

B-2 Leuconostoc lactis 98 NR_113255.1

B-3 Lactobacillus sakei 97 NR_075042.1

B-4
Pseudomonas
brassicacearum 

100 NR_074834.1

B-5 Rahnella aquatilis 100 NR_074921.1

B-6 Pseudanabaena sp. 92 NR_102446.1

C-1 Weissella confusa 100 NR_113258.1

C-2 Leuconostoc citreum 100 NR_074694.1

C-3 Leuconostoc lactis 99 NR_113255.1

C-4 Lactococcus lactis 100 NR_103918.1

C-5 Citrobacter freundii 100 NR_117752.1

C-6
Escherichia coli 
O157:H7 

99 NR_074891.1

C-7 Pseudanabaena sp. 92 NR_102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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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접종한 E. coli

O157:H7의 경우 5oC, 10oC에서 정량 분석법에서는 나타났으나

DGGE젤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농도에 대한 요소가

주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E. coli O157:H7의 낮

은 농도로 인해 증폭되었어도 다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

인이 불가능하였거나, 식품 내 존재 미생물이므로 PCR을 통한

증폭에 한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DGGE 결과와 밴드 시퀀싱 결과를 통해 녹즙 내 존재

하는 미생물들의 저장기간 중의 우점종을 확인하고 각각의 위해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R. aquatilis는 주로 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으로, 본 실험의 녹즙시료는 작물 재배시의 용수나 처리시의 세

척수로부터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세

균은 사람에게 기회감염성을 띄는 균으로, 면역력이 감소되었을

경우 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11). 임상적으로는 패혈증, 요

로감염증, 수술시 창상감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12-14). 이 균은 내냉성으로, 4oC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므로, 5oC와 10oC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DGGE젤 상에서 우

점종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균이 식품에 오

염되면,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그 수가 쉽게 증가하므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그 취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seudomo-

nas sp.의 경우 4oC에서 43oC까지의 넓은 생장온도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DGGE젤 상에서 R. aquatilis와 마찬가지로 5oC와 10oC에

서 생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

는 균으로, 인간이나 동물, 식물에 병원성을 가지기도 하며(15),

또 식물 생육촉진 근권세균(Plant-growth-promoting rhizobacteria)으

로 불리며 식물생장에 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한다(16). 10oC의

DGGE 젤 상에서 발견된 P. brassicacearum의 경우 흙과 여러 농

작물의 근권에서 분리보고 된 것(16)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

서, 위 균은 녹즙에 쓰이는 원료작물의 생장 중 흙으로부터 오염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Citrobacter는 젖당(lactose)을 발효

하는 균으로 E. coli와 같이 장내세균과(Enterobacteriaceae)에 속하

며 콜로니의 형태 또한 E. coli와 유사하다(15). 25oC DGGE 결과

에서 보인 Citrobacter freundii의 경우 포유류, 새 등을 포함한 다

양한 동물에서 발견되고, 흙, 물, 하수, 식품 등에 존재하며, 임상

환자에게도 분리되는 기회감염, 2차 감염성 병원균이다(15). 따라

서 위 결과로 말미암아 역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그 취

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산

소를 발생하는 광영양성 자가영양 생물로 엽록소를 포함하는 틸

라코이드라는 구조를 가진다. 이 균은 생장에 바이타민류가 필요

하지 않고, 공기 중 질소를 고정 가능한 종이 많이 존재한다. 지

상, 담수, 해수 모두 넓게 분포하며, 보통 극한의 환경에의 저항

성을 가지고 있다(17). DGGE젤 상 발견된 Pseudanabaena sp.은

사이아노박테리아의 한 종류로, 녹즙 시료상 병원성 대장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온도, 모든 시간대에 우점종을 차지한 것

은 위와 같은 특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녹즙시료는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Weissella, Lactococcus,

Lacobacillus, Leuconostoc등 다양한 젖산균류가 검출되었다. 젖산

균은 발효식품류, 채소류, 사람과 동물의 소화관 등에서 발견되

며 일부는 흙으로부터 분리 보고되어있다(18). 위 녹즙에서의 젖

산균 발현 양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김치에서의 젖산균 발현 양

상에 대한 실험결과와 일부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녹즙 저장 중 10oC에서 Leu. lactis와 Lb. sakei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 W. soli가 등장하는 결과를 보였고, 25oC에서

는 W. confusa가 등장한 이후 Leu. citreum, Leu. lactis, Lac. lac-

tis가 등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Lee 등(2004)의 PCR-DGGE

를 이용한 김치에서의 발효시간에 따른 젖산균 분포결과를 보면

(19), 10oC에서 W. confusa가 출현한 후, Leu. citreum이 등장하였

고, 마지막에 Lb. sakei가 등장하였으며, 20oC에서는 W. confusa,

Leu. citreum가 차례로 등장한 후, Lac. lactis, Lb. sakei가 차례로

등장했다. 이때, 시료의 pH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i 등(20)의 polyphasic method를 이용

한 김치의 발효시간에 따른 젖산균 분석을 보면(20), 15oC에서

Leu. citreum, W. confusa, Lb. sakei, Lb. brevis가 순서대로 출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ho (2010)의 16s rRNA을 이용

한 metagenome분석 결과를 보면(21), 열무 물김치, 동치미 냉면

육수에 대한 25oC에서 32oC 사이에서의 발효시간에 따른 미생물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역시 발효 초기에 W. confusa 또는 W.

cibaria 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후기로 갈수록 Lb. plantarum

또는 Lb. sakei가 우점종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찬가지로 pH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젖산균에 의한 발효 또는 부패의

진행시, 저장온도에 따른 시간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초기

에 W. confusa가 출현하고, 중기에는 Leu. lactis, Leu. citreum 등

이 출현하였으며, 후기에는 Lb. sakei가 출현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료의 pH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젖산균 분포 경향은 각 젖산균별로 그 생장에 필

요한 최적 pH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저장온

도와 시료에 따라서도 미생물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

아 온도와 영양조건도 역시 젖산균 분포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

라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건강한 식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량

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에 대한 미생물학적 품질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채류의 장출혈성 대장균

의 오염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

에서 E. coli O157:H7이 녹즙에 오염되었을 경우 보관온도, 보관

시간별 미생물 커뮤니티의 변화를 정량 분석법과 DGGE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잠재적인 식중독 위험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정량 분석 결과 초기부터 총 호기성 세균수가 식품위생법상 기

준치(1.0×105 CFU/mL)를 초과한 결과를 보였으며, E. coli

O157:H7에 대한 세균수 측정결과를 보면 5oC와 10oC에서 균수

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GGE결과를 보면 보관

시간이 길고 보관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미생물 분포도를 보

였고, 저장시간이 후반으로 갈수록 부패균인 젖산균이 다수 출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Rahnella aquatilis와 Citro-

bacter, Pseudomonas 등의 기회감염성 세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위 녹즙시료는 잠재적인 식중독의 위험성을 보이므로 제품의 생

산, 유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품 구입 후 냉장저장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섭취가 권장

되는 바이다. E. coli O157:H7에 위 제품이 오염되었을 경우 냉

장과 실온조건 모두에서 세균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실온에 방치

하였을 경우 그 증가폭이 크므로, 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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