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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Effects of Sanitizer Mixture and Antimicrobial Ice for Improving Microbial 
Quality of Salted Chinese Cabbage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Eun Ji Choi, Young Bae Chung, Ae Ri Han, and Ho Hyun Chun

Advanced Process Technology and Fermentation Research Group, World Institute of Kimchi

ABSTRACT The combined effects of a sanitizer mixture solution and antimicrobial ice on the quality of salted 
Chinese cabbages were examined. Salted Chinese cabbages were treated with a sanitizer mixture (comprised 50 ppm 
aqueous ClO2 and 0.5% citric acid), packed in 2% brine and antimicrobial ice, and stored for 12 days at 4 and 10°C. 
Microbiological data on the salted Chinese cabbages after washing with the sanitizer mixture indicated that the pop-
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yeast and molds decreased by 2.20 and 1.28 log CFU/g after treatment with 
the sanitizer mixture. In addition, coliforms population of salted Chinese cabbage after 12 days storage at 4°C in 
the combined mixture of the sanitizer and antimicrobial ice was 3.22 log CFU/g, which was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control (5.46 log CFU/g). The combined treatment of sanitizer mixture, antimicrobial ice, and low temper-
ature at 4°C suppressed reduction of pH and elevation of titratable acidity, resulting in delaying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Differences in salinity, hardness, and Hunter's L*, a*, and b* values among treatments were negligible 
during storage at 4°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mbination of sanitizer mixture, antimicrobial ice treatment, 
and low temperature storage could improve the microbial safety and quality of salted Chinese cabbage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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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인 김치는 염수를 이용하여 절인 배

추나 무를 각종 부재료와 양념 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국민 1인당 1일 평균 약 65 g을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이다(1,2). 또한 배추 등 채소가 주원

료이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서 각종 유기산, 비타

민 및 무기질 등을 골고루 제공하는 부식으로서 정장작용, 

콜레스테롤 저하와 면역조절 등 건강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3,4).

과거에 김치는 대부분 가정에서 제조하여 섭취하였다. 하

지만 광범위한 도시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맞벌이 가

구 및 단체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화하면서 산

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상품 김치 및 절임배추의 구입 비중

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5).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처리 가공된 절임배추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단체급식

소와 김치 제조업체에서 이용함으로써 편의성 제공, 원재료

의 저장비용 절감, 노동인력 및 시간 단축 등 장점을 갖는다

(6). 또한 배추의 저장방법 개선에 따른 수급안정화를 위해 

절임배추로 제조하여 저장 및 유통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

다(6,7).

그러나 유통되고 있는 절임배추의 경우 밭에서 수확된 배

추를 정선 후 가열처리 또는 살균처리 없이 가공되며 절임과

정에서 이용되는 재사용 염수나 절임조 등에 의한 교차오염 

발생 등 미생물학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수분을 함유한 채로 저장 및 유통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에 의해 부패가 쉽게 일어나 약 2~5일의 짧은 품질 유

지기한을 갖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절임배추의 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함께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확

보된 고품질의 절임배추 생산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7). 더

욱이 자연발효를 통하여 제조되는 김치는 원재료에 오염된 

미생물에 의한 이상 발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치제품

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서도 절임배추의 초기 미생물 오염 

수준을 감소시켜야 한다(7,8). 그러나 기존 절임 후 배추의 

단순 물 세척방법은 미생물 제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절임

공정 후 여러 경로에서 오염되어 절임배추에 잔류하는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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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가열 살균처리공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소는 살균

과정에서 식품 중 유기물과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 또는 클

로로페놀과 같은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점이 보고되

고 있으며 pH나 온도 등에 민감하다(9,10). 오존은 반응성

이 매우 높아 불안정하며 식품의 변색 및 품질 변화를 야기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쉽게 적용 가능한 

대체 살균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11).

이산화염소는 기존 염소와 비교하여 약 2배 이상의 강한 

산화력과 넓은 pH에 걸쳐 유효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장

점과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기에 배추(12), 상추(13), 딸기

(14) 또는 체리(15) 등에서 효과적인 표면 살균처리 방법으

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FDA)에서는 과일과 채소 또는 가금육 가공 중 미생

물 제어를 위한 이산화염소 살균세척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16). 유기산은 예전부터 식품의 부패 방지와 저장기간 증대

를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pH를 낮춰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거나 산(acid)의 해리된 분자가 이온화되어 미생물의 

대사과정에 영향을 주어 미생물 활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한편 화학적 살균제와 음용수 또는 염수를 혼합하여 제조

한 항균성 얼음은 미생물 불활성 및 열 교환에 의한 냉각 

효과, 저렴한 처리비용으로 외국에서는 널리 실용화되고 있

다(19). 특히 새우, 참치, 넙치 및 고등어 등 수산물에 항균성 

얼음처리로 초기 미생물 저감화와 저장 중 부패 미생물 증식 

억제에 따른 저장성 향상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현재

까지 농산물에 적용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6,20-22). 

절임배추의 저장성 향상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 저온 및 저염 

절임기술을 이용한 절임배추 제조(23), 투과도 조절 폴리에

틸렌 필름을 이용한 절임배추의 저장성 향상(6), 절임배추에 

오존수 또는 전해수 단일처리(7,8), 절임배추의 저온살균처

리(24)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hurdle 기술로서의 

이산화염소와 유기산이 혼합된 살균제의 세척, 항균성 얼음 

및 저온 저장의 병합처리 관련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 ppm 이산화염소와 0.5% citric 

acid를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절임배추를 세척하고 20 

ppm 이산화염소수로 제조한 항균성 얼음과 저온 저장방법

을 병합함으로써 절임배추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및 저

장성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배추절임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배추는 전남 해남에서 2015년 5월 

27일에 수확된 ‘춘광’ 품종을 광주광역시 소재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입 후 선별(중량 2.5~3.5 kg)하여 사용하였다. 

겉잎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4등분하여 절단한 배추 50 kg을 

7% 염수에 1:2(w/v) 비율로 담가 20°C 실온에서 20시간 

동안 절임 후 1시간 탈수를 실시하였다. 탈수 후 절임배추 

시료의 염도는 약 1.30~1.38%를 나타냈다.

혼합 살균제재와 항균성 얼음 제조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 및 선행 연구 결과(14,15,25,26)

를 참고하여 50 ppm 이산화염소수에 0.5%의 citric acid를 

혼합한 살균제재는 살균세척처리 조건으로 적용하여 실험

하였다. 1,000 ppm 고농도 이산화염소 용액(Cloee-F Plus, 

Chemopia Co., Gyeonggi, Korea)을 구입 후 증류수를 이용

하여 최종 이산화염소수의 농도가 50 ppm이 되도록 희석하

였으며 농도는 iodometry standard method(27)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제조한 50 ppm 이산화염소수에 citric acid 

분말(Weifang Ensign Industry Co., Shandong, China)을 

0.5% 농도를 얻기 위해 혼합하였다.

항균성 얼음은 2% 염수에 이산화염소수 용액을 혼합하여 

농도가 20 ppm이 되도록 제조 후, polyethylene tereph-

thalate(PET) 재질의 원통형 틀에 400 mL를 넣은 다음 

-20°C에서 48시간 냉각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절임배추 세척처리와 저장조건

절임배추 시료와 제조된 혼합 살균제재 세척수를 1:10 

(w/v) 비율로 5분간 수세한 후 채반에서 1시간 동안 자연탈

수 하였다. 세척 및 탈수 후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film bag에 절임배추가 잠길 수 있도록 2%의 염수

를 1:2(w/v) 비율로 넣고, 처리구에 따라 항균성 얼음을 띄

워 포장한 후 4°C와 10°C에 각각 저장하여 시료로 사용하였

다. 그리고 수돗물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세척하고 항균

성 얼음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미생물 수 측정

미생물 수를 측정하기 위해 4등분한 절임배추를 70% 

ethanol로 소독한 균질기를 이용하여 마쇄하고 laminar 

flow hood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시료 20 g과 0.85% 멸균 

식염수 180 mL를 멸균 stomacher bag에 넣은 후 stom-

acher(Bagmixer R400, Interscience Inc., Saint Nom, 

France)를 이용해 3분간 균질화시켰다. 균질화된 용액을 

0.85% 멸균 식염수를 이용하여 10배수 연속 희석한 후 희석

액 1 mL를 각각의 배지에 분주하여 미생물 수를 측정하였

다. 총 호기성 세균은 3M PetrifilmTM Aerobic Count Plate 

(Petrifilm AC, 3M Co., St. Paul, MN, USA)를 사용하여 

37°C에서 48시간 배양하였으며, 대장균군은 Coliform Count 

Plate(Petrifilm CC, 3M Co.)를 사용하여 37°C에서 24시간, 

효모 및 곰팡이는 Yeast and Mold Count Plate(Petrifilm 

YM, 3M Co.)를 사용하여 25°C에서 72시간 각각 배양하였

다. 배양 후 액화 현상이 없고 배지당 30~300개 집락을 생

성한 평판을 선택하여 총 호기성 세균은 생성된 붉은 집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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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장균군은 gas가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효모 및 곰팡

이는 녹푸른색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젖산균은 동일한 방법

으로 단계 희석한 시료 1 mL를 pouring culture method로 

de Man, Rogosa and Sharpe agar(MRS, Difco, Detroit, 

MI, USA)에 접종한 뒤 30°C에서 48시간 배양하여 yellow 

발색 반응을 나타낸 집락을 계수하였다. 검출된 미생물 수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나타내었다.

pH 및 적정산도 측정 

pH는 시료를 blender(HR1390, Philips, Guangzhou, 

China)로 분쇄 후 시료에 pH meter(Titroline easy, Schott 

Instruments Inc., Mainz, Germany)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분쇄된 시료 1 g을 정확히 달아 50

배 희석한 뒤 여과한 여액 20 mL를 0.01 N NaOH 용액으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 0.01 N NaOH 용액 소비

량을 lactic acid의 함량으로 환산하여 산도(%)를 나타내었

다. 

염도 측정 

분쇄된 시료 1 g을 정확히 취하여 50배 희석하고 여과 후 

여과액 10 mL를 취하여 지시약 2% potassium chromate 

1 mL를 가한 다음 0.02 N AgNO3 용액으로 갈색이 되는 

시점까지 적정하여 0.02 N AgNO3 용액의 소비량을 통해 

염도(%)를 계산하였다.

색도 측정

시료 표면의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표준백판(L*=98.86, a*=-0.28, b*=4.06)으로 보정 후 측정

하였다. Hunter L*(lightness), a*(redness) 및 b*(yellow-

ness) 값은 각 시료의 표면을 10회 반복하여 평균±표준편

차로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

저장기간 중 시료의 경도 측정은 절임배추의 최외각 부분

과 배추 속을 제외한 중간 부위를 골라 추대에서 약 5 cm 

아래의 줄기 부분을 5×3 cm 크기로 절단하여 texture an-

alyzer(TA-XT Plus, Stable Micro Systems Ltd., Surrey, 

UK)에 cylinder 직경 2.0 mm의 원통형 probe를 장착하고 

30 mm/min의 속도로 압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당 10회 

반복하여 결과는 hardness(kg)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평균

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적 분석은 SPSS software 

package(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각 처리구 

간의 유의성(P<0.05)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다

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 중 미생물 수 변화

50 ppm 이산화염소수에 0.5% citric acid를 혼합한 살균

제재 용액을 이용하여 절임배추 세척 및 항균성 얼음 처리에 

따른 저장 중 절임배추의 총 호기성 세균, 대장균군, 효모 

및 곰팡이, 젖산균 수를 4°C와 10°C에서 12일간 저장하면

서 측정한 결과를 Fig.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 대조구의 총 호기성 세균 수 6.32 log CFU/g과 

비교하여 혼합 살균제재 처리구는 2.20 log CFU/g 감소하

여 4.12 log CFU/g을 나타냈다(Fig. 1A, 2A). Yang 등(28)

은 28 ppm 이산화염소수에 죽순을 15분간 침지 후 총 호기

성 세균 수가 약 2.2 log CFU/g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Song 등(15)은 샐러리와 체리를 50 ppm 이산화염소수에 

10분간 세척 처리한 결과 총 호기성 세균 수가 1.21과 1.07 

log CFU/g 각각 감소하였으며, Jin과 Lee(29)는 100 ppm 

이산화염소수를 5분간 처리한 결과 mung bean 새싹의 총 

호기성 세균 수가 0.7 log CFU/g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등(30)은 무 종자 세척 시 이산화염소수 또는 

citric acid의 단독처리보다 병행처리 시 더욱 우수한 미생

물 감균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간의 실험조건 차이에 따라서 감균 효과 차이를 보

이지만 단순 물 세척과 비교하여 이산화염소수 또는 유기산

이 첨가된 이산화염소수를 이용하여 병행처리 할 경우 효과

적인 미생물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절임배추의 저장기간에 따른 총 호기성 세균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6일 후 4°C에 저장한 대조구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6.42 log CFU/g인 반면, 물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와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는 5.24와 

4.37 log CFU/g으로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1.18과 2.05 log 

CFU/g의 차이를 각각 보였다(Fig. 1A). 특히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는 12일 저장기간 중 대조구 및 다

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약 1~2 log CFU/g 감균 효과를 유지

하였다. 저장온도 10°C에서는 모든 처리구의 총 호기성 세

균 수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온도 4°C와 비교하

여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장 6일 후 대조구의 총 호기

성 세균 수가 7 log CFU/g을 초과하였다(Fig. 2A). 물 세척/

항균성 얼음 처리구와 혼합 살균제재 세척 처리구 역시 총 

호기성 세균 수가 6.84와 6.94 log CFU/g까지 각각 증가하

였다. Jeong 등(31)은 절임배추의 총 호기성 세균 수가 7 

log CFU/g 이상 되면 변질이 상당히 진행되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절임배추의 초기 미생물

의 감소와 저온 저장 병행에 따른 저장 중 미생물 생육 억제

를 통해 절임배추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균군의 경우 저장 초기 대조구는 3.21 log CFU/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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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anitizer mixture solution and antimicrobial ice on the pop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A), coliforms (B),
yeast and molds (C), and lactic acid bacteria (D) in the salted Chinese cabbage during storage at 4°C.

었고, 혼합 살균제재 처리구는 2.83 log CFU/g으로 0.38 

log CFU/g 감균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1B, 2B). 저장온도 

4°C에서 12일 후 대조구의 대장균군 수는 5.46 log CFU/g

까지 증가한 반면, 물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와 혼합 살균

제재 세척 처리구는 4.91과 4.57 log CFU/g까지 증가하여 

이산화염소 또는 citric acid 처리의 효과가 저장 중에도 지

속됨을 알 수 있었다(Fig. 1B). 특히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

균성 얼음 처리구의 대장균군 수는 3.22 log CFU/g으로 대

조구와 비교하여 2.24 log CFU/g의 차이를 보여 citric acid

가 첨가된 이산화염소수 세척과 항균성 얼음 병합처리가 대

장균군 감소에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10°C 저장 시 

대장균군의 수는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저장 12일 후 

대조구와 물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의 대장균군 수는 5.84

와 5.60 log CFU/g에 도달하여 항균성 얼음 단독처리는 저

장 중 절임배추의 대장균군 생육 억제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2B).

저장 초기 대조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3.26 log CFU/g

이었는데 혼합 살균제재로 세척한 경우 절임배추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1.28 log CFU/g 감소하여 1.98 log CFU/g으

로 측정되었다(Fig. 1C, 2C). Lee(7)는 절임 직후 배추의 

효모 및 곰팡이 수가 3.08 log CFU/g이었으며 절임과정에

서 9 ppm 오존처리로 약 0.3 log CFU/g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비교하여 낮은 효모 및 곰팡이 감소

율을 나타냈다. 4°C에서 저장 12일 후 대조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5.64 log CFU/g을 보였으며, 혼합 살균제재 

세척 처리구는 4.26 log CFU/g으로 대조구와 1.38 log 

CFU/g의 차이를 나타냈다(Fig. 1C). 특히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저장 3~12

일까지 약 1.3~1.9 log CFU/g의 효모 및 곰팡이 감소 효과

를 유지하였다. 절임배추의 저장기간 중 저장온도 4°C와 비

교하여 10°C에서 모든 처리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가 빠르

게 증가하였는데(Fig. 2C), 이는 총 호기성 세균 및 대장균

군 결과와 유사하다. 저장 12일 후 10°C에 저장된 대조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6.43 log CFU/g에 도달하였다. 한편 

혼합 살균제재 세척, 항균성 얼음 처리 또는 이들 병합처리

에 따른 절임배추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5.09~5.60 log 

CFU/g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인(P<0.05) 차이를 

나타냈다. Lee(7)는 김치 발효 시 효모에 의해 가스 생성, 

군내 및 연부 등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병합처리로 절임배추의 초기 효모 및 곰팡이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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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sanitizer mixture solution and antimicrobial ice on the pop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A), coliforms (B), 
yeast and molds (C), and lactic acid bacteria (D) in the salted Chinese cabbage during storage at 10°C.

및 저장 중 생육 억제를 통해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젖산균은 김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절임배추의 

저장 및 유통의 관점에서 젖산균의 과도한 증식은 산도의 

증가, 조직의 연화 및 부패취 생성으로 상품성 및 저장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31,32). 물 세척 처리한 대조

구의 젖산균 수 3.22 log CFU/g과 비교하여 혼합 살균제재 

세척 처리구는 0.75 log CFU/g 감소하여 2.47 log CFU/g

으로 나타났다(Fig. 1D, 2D). 4°C 저장 12일 후 대조구의 

젖산균은 3.22 log CFU/g에서 6.46 log CFU/g으로 증가한 

반면,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의 경우 4.90 

log CFU/g을 보여 병합처리의 효과가 저장 중에도 지속됨

을 알 수 있었다(Fig. 1D). 한편 10°C 저장 12일 후 대조구의 

젖산균 수가 8.37 log CFU/g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다른 처

리구의 7.08~7.87 log CFU/g과 비교하여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Fig. 2D). Wang 등(20)은 새우를 25 ppm 

산성 전해수로 제조한 항균성 얼음을 이용하여 6일간 18°C

에서 저장한 결과 수돗물로 제조된 얼음 처리와 비교하여 

높은 총 호기성 세균 저감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Shin 등(16)은 고등어 표면에 접종된 Escherichia coli O157 

:H7, Salmonella Typhimurium과 Listeria monocytogenes 

수가 100 ppm 이산화염소수로 제조한 항균성 얼음 처리로 

3.2~5.4 log CFU/g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혼합 

살균제재 세척, 항균성 얼음 처리 및 4°C 저온 저장을 병용

한 기술은 절임배추의 초기 미생물을 제어하고 저장 중 미생

물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저장 중 pH 및 산도 변화

세척 및 저장 방법을 달리한 절임배추의 저장 온도에 따른 

pH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저장 초기 절임배추의 pH는 

5.85~5.86으로 세척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P<0.05)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 배추 pH가 6.35 

~6.53이었으며 절임 15시간 후 절임배추의 pH가 5.92~6.01 

수준을 보였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31)와 유사하다. 4°C 저

장 12일 후 혼합 살균제재 세척 처리구와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의 pH는 각각 5.65와 5.54로 대조

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한편 저장온

도 10°C에서는 4°C 저장된 처리구와 비교하여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급격히 감소하여 대조구의 pH가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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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 values of salted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sanitizer mixture solution washing and antimicrobial ice during storage 
at 4 and 10°C

Temperature
(°C) Washing/treatment Storage time (day)

     0      3     6      9     12

4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1)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5.86±0.05Aa2)3)

5.86±0.05Aa

5.85±0.10Aa

5.85±0.10Aa

5.97±0.08Aa

5.82±0.05BCa

5.73±0.13BCab

5.75±0.06BCab

5.87±0.07Aa

5.84±0.05Aa

5.73±0.09ABab

5.71±0.12ABab

5.47±0.07Cb

5.80±0.02Aa

5.62±0.04Bb

5.61±0.05Bbc

5.35±0.03Cb

5.44±0.05BCb

5.65±0.04Ab

5.54±0.06ABc

10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5.86±0.05Aa

5.86±0.05Aa

5.85±0.10Aa

5.85±0.10Aa

5.96±0.08Aa

5.81±0.05BCa

5.85±0.06ABa

5.69±0.07Cb

5.28±0.08Cb

5.62±0.13Bb

5.25±0.06Cb

5.19±0.08Cc

4.15±0.05Fc

5.02±0.12Dc

4.76±0.05Ec

4.95±0.07Dd

3.90±0.08Fd

4.37±0.12Dd

4.24±0.11Ed

4.45±0.04De

1)50 ppm aqueous chlorine dioxide+0.5% citric acid.
2)Each value is mean±SD.
3)An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A-F) or row (a-e)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The titratable acidities of salted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sanitizer mixture solution washing and antimicrobial ice 
during storage at 4 and 10°C                                                                                  (%)

Temperature
(°C) Washing/treatment

Storage time (day)
     0     3     6     9     12

4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1)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0.13±0.03Aa2)3)

0.13±0.03Aa

0.12±0.02Aab

0.12±0.02Aa

0.13±0.02Aa

0.13±0.03Aa

0.14±0.02Aa

0.12±0.02Aa

0.11±0.02Aa

0.14±0.02Aa

0.11±0.02Aab

0.13±0.02Aa

0.09±0.02Ca

0.11±0.01BCa

0.13±0.02ABab

0.12±0.01BCa

0.11±0.02Da

0.12±0.01CDa

0.11±0.01Db

0.12±0.02CDa

10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0.13±0.03Ab

0.13±0.03Aa

0.12±0.02Ab

0.12±0.02Ab

0.15±0.03Aab

0.12±0.03Aa

0.13±0.04Ab

0.13±0.02Aab

0.13±0.02Ab

0.14±0.02Aa

0.13±0.01Ab

0.13±0.01Aab

0.13±0.02ABb

0.16±0.02Aa

0.12±0.01BCb

0.13±0.02ABab

0.19±0.02Aa

0.15±0.02BCa

0.18±0.03ABa

0.16±0.02ABa

1)50 ppm aqueous chlorine dioxide+0.5% citric acid.
2)Each value is mean±SD.
3)An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A-D) or row (a,b)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으로 관찰되었다. 절임배추는 저장 중 젖산균에 의해 발효가 

일어남에 따라 유기산 생성 및 pH 감소가 나타나는데 초기 

미생물 농도, 생육 미생물 군집과 저장온도 등이 절임배추의 

저장 중 pH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 중 절임배추의 적정산도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저장 초기 대조구와 혼합 살균제재 세척 처리구의 산

도는 0.12~0.13%로 나타나 혼합 살균제재 처리가 절임배

추의 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C에서 저장 12일 후 

대조구와 모든 처리구의 산도는 0.11~0.12%로 처리구 간

에 유의적인(P<0.05)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10°C 저

장된 대조구의 산도는 0.19%로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구와 약 0.03%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

서 혼합 살균제재 세척 및 항균성 얼음 처리와 함께 4°C 

저온 저장을 유지한다면 저장 중 절임배추의 pH와 적정산도 

변화 지연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장 중 염도 변화

절임배추 저장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염도 유지는 유해 부

패균의 성장 억제 및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세척 

및 저장 방법 및 온도에 따른 절임배추의 염도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절임배추 시료에 혼합 살균제재 세척처리 

후 염도는 1.38%로 대조구의 1.30%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P<0.05)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장 12일 후 4°C와 10 

°C에 저장된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염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저장온도 10°C와 비교하여 4°C에 저장된 절임배

추 시료의 염도 변화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른 염도 변화는 첨가한 2% 염수와 절임배추 사이

의 염 농도가 평형에 도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 중 경도 변화

절임배추의 혼합 살균제재 세척 및 항균성 얼음 처리에 

따른 저장 중 경도 변화는 Table 4와 같다. 물과 혼합 살균제

재 세척 후 시료의 경도는 0.70~0.73 kg로 처리구 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저장 12일 후 4°C 저장한 

대조구 및 처리구의 경도는 0.79~0.90 kg로, 10°C 저장한 

절임배추 시료의 1.10~1.15 kg와 비교하여 저장 온도가 높

을수록 경도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절임공정에 

의한 배추 경도의 증가는 세포 내 수분이 손실되어 세포벽이 

겹쳐지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33). 또한 저장기간이 경

과함에 따른 절임배추의 경도 증가는 포장 안 염수와 절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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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alinities of salted kimchi cabbage treated with sanitizer mixture solution washing and antimicrobial ice during storage 
at 4 and 10°C                                                                                                (%)
Temperature

(°C) Washing/treatment Storage time (day)
    0     3     6     9     12

4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1)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1.30±0.11Abc2)3)

1.30±0.11Ab

1.38±0.06Ab

1.38±0.06Aa

1.22±0.06BCc

1.34±0.04ABab

1.41±0.12Aab

1.36±0.06Aa

1.36±0.06BCabc

1.34±0.04Cab

1.48±0.03Aab

1.39±0.05BCa

1.42±0.07BCab

1.40±0.02Cab

1.52±0.06ABa

1.42±0.07BCa

1.47±0.07BCDa

1.44±0.03CDa

1.55±0.05Ba

1.41±0.06Da

10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1.30±0.11Acd

1.30±0.11Ac

1.38±0.06Ad

1.38±0.06Ad

1.21±0.04Cd

1.35±0.05Abc

1.36±0.05Ab

1.23±0.06BCc

1.38±0.03BCc

1.43±0.03ABb

1.40±0.05BCb

1.49±0.07Ab

1.59±0.06Ab

1.60±0.05Aa

1.45±0.04BCab

1.47±0.04BCb

1.74±0.05Aa

1.70±0.03Aa

1.53±0.06BCa

1.65±0.05Aa

1)50 ppm aqueous chlorine dioxide+0.5% citric acid.
2)Each value is mean±SD.
3)An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A-D) or row (a-d)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he hardness of salted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sanitizer mixture solution washing and antimicrobial ice during storage 
at 4 and 10°C                                                                                        (kg)
Temperature

(°C) Washing/treatment
Storage time (day)

    0      3     6     9     12

4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1)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0.73±0.07Ab2)3)

0.73±0.07Ac

0.70±0.06Ab

0.70±0.06Ac

0.78±0.09BCb

0.75±0.06Cbc

0.60±0.03Dc

0.62±0.09Dd

0.73±0.04Cb

0.83±0.08ABab

0.73±0.05Cb

0.80±0.08BCb

0.79±0.05Bb

0.80±0.10Babc

0.81±0.10Ba

0.81±0.11Bb

0.90±0.07Ba

0.86±0.12BCa

0.79±0.09Ca

0.89±0.07BCa

10

Control
Tap water/antimicrobial ice
Sanitizer mixture
Sanitizer mixture/antimicrobial ice

0.73±0.07Ac

0.73±0.07Ad

0.70±0.06Ac

0.70±0.06Ac

0.80±0.05BCc

0.93±0.09Ab

0.83±0.07Bb

0.65±0.06Dc

0.80±0.07BCc

0.90±0.11Abc

0.80±0.12BCb

0.86±0.14ABb

0.96±0.12Ab

0.83±0.04Bc

0.83±0.07Bb

0.94±0.07Ab

1.15±0.13Aa

1.13±0.11Aa

1.11±0.08Aa

1.10±0.13Aa

1)50 ppm aqueous chlorine dioxide+0.5% citric acid.
2)Each value is mean±SD.
3)An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A-D) or row (a-d)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추 세포의 삼투압 작용에 의한 배추조직의 세포벽 손상 및 

수분 유출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장 중 색도 변화

절임배추의 색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4°C와 10°C 저장 중 절임배추의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세척 후 절임

배추 시료의 Hunter L*, a*, b* 값은 모든 처리구가 69.37~ 

69.78, -1.67~-1.56, 4.84~5.60으로 처리구 간에 유의적

인(P<0.05)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L* 값은 다소 감소하고 b*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각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Kim 등

(34)은 청경채와 레드 치커리에 50 ppm 이산화염소수를 처

리한 결과 색도 품질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14)에서 딸기에 50 ppm의 이산화

염소수와 0.5%의 푸마르산을 병합처리 한 결과 색도에 영향

을 주지 않았다는 보고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따라서 

이전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citric acid가 첨가된 

이산화염소수 세척과 이산화염소수로 제조된 항균성 얼음 

처리는 저장 중 절임배추의 색상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절임배추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에 따른 품질 

유지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해 혼합 살균제재(50 ppm 이산화

염소수+0.5% citric acid) 세척처리와 항균성 얼음(20 ppm 

이산화염소수) 냉온살균기술을 병합하여 저장 중 절임배추

의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품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혼합 

살균제재 세척 처리된 절임배추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총 호

기성 세균, 대장균군, 효모 및 곰팡이, 그리고 젖산균 수가 

2.20, 0.38, 1.28과 0.75 log CFU/g 각각 감소하였다. 저장

온도 10°C와 비교하여 4°C 저온 저장에서 혼합 살균제재 

세척/항균성 얼음 처리에 의한 미생물 감균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보였으며, pH 감소와 적정산도 증가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절임배추의 염도, 경도, 색도의 결과에 

있어서 저장 중 대조구와 처리구 간에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혼합 살균제재 처리는 절임배

추의 초기 미생물 오염농도를 감소시키고 항균성 얼음처리

와 4°C 저온 저장은 저장 중 미생물 생육 억제에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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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절임배추의 미생물학적 품질 유지 및 shelf 

life 연장을 위한 효과적인 hurdle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세계김치연구소 기관 고유사업(KE1502-1)에 의

해 수행된 결과이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Ko JL, Oh CK, Oh MC, Kim SH. 2009. Isolation and identi-
fic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from commercial Kimchi. J 
Korean Soc Food Sci Nutr 38: 732-741.

2. Yu DJ, Shin YJ, Kim HJ, Song HJ, Lee JH, Jang SA, Jeon 
SJ, Hong ST, Kim SJ, Song KB. 2011. Microbial inacti-
vation in kimchi saline water using microwave plasma steri-
lization system.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23-127.

3. Bong YJ, Jeong JK, Park KY. 2013. Fermentation properties 
and increased health functionality of kimchi lactic acid bac-
teria starter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 1717-1726.

4. Lee SY, Song YO, Han ES, Han JS. 2012.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habits, food intakes, and serum lipid levels ac-
cording to kimchi consumption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 351-361.

5. Cha SM, Han GJ, Lee SR, Park YH. 2010. A study on the 
use of salted cabbage and the purchasing promotion in 
school foodservice. Korean J Food Culture 25: 198-206.

6. Kim YW, Jeong JK, Lee SM, Kang SA, Lee DS, Kim SH, 
Park KY. 2009. Effect of permeability-controlled polyethyl-
ene film on extension of shelf-life of brined Baechu cabbag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8: 1767-1772.

7. Lee KH. 2008. Effect of ozone treatment for sanitation of 
chinese cabbage and salted Chinese cabbag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7: 90-96.

8. Park SS, Sung JM, Jeong JW, Park KJ, Lim JH. 2013. Quality 
changes of salted Chinese cabbages with electrolyzed water 
washing and a low storage temperature.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 615-620.

9. Kingsley DH, Vincent EM, Meade GK, Watson CL, Fan 
X. 2014. Inactivation of human norovirus using chemical 
sanitizers. Int J Food Microbiol 171: 94-99.

10. Gómez-López VM, Lannoo AS, Gil MI, Allende A. 2014. 
Minimum free chlorine residual level required for the in-
activa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and trihalomethane 
generation during dynamic washing of fresh-cut spinach. 
Food Control 42: 132-138.

11. Bermúdez-Aguirre D, Barbosa-Cánovas GV. 2013. Disin-
fection of selected vegetables under nonthermal treatments: 
Chlorine, acid citric, ultraviolet light and ozone. Food Con-
trol 29: 82-90.

12. Park SS, Sung JM, Jeong JW, Park KJ, Lim JH. 2006. Effi-
cacy of electrolyzed water and aqueous chlorine dioxide for 
reducing pathogenic microorganism on Chinese cabbage. 
Korean J Food Sci Technol 44: 240-246.

13. Singh N, Singh RK, Bhunia AK, Stroshine RL. 2002. Effi-
cacy of chlorine dioxide, ozone, and thyme essential oil or 
a sequential washing in killing Escherichia coli O157:H7 on 
lettuce and baby carrots. LWT－Food Sci Technol 35: 720- 
729.

14. Kim JY, Kim HJ, Lim GO, Jang SA, Song KB. 2010. Effect 
of combined treatment of ultraviolet-C with aqueous chlor-

ine dioxide or fumaric acid on the postharvest quality of 
strawberry fruit “Flamengo” during storag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9: 138-145.

15. Song HJ, Chun HH, Jo WS, Song KB. 2012. Effects of aque-
ous chlorine dioxide and UV-C irradiation on decontamina-
tion and growth of microbes during storage of celery and 
cherri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 402-407.

16. Shin JH, Chang S, Kang DH. 2004. Application of anti-
microbial ice for reduction of foodborne pathogens (Esche-
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Typhimurium, Listeria 
monocytogenes) on the surface of fish. J Appl Microbiol 
97: 916-922.

17. Lee YD, Yoo HL, Park JH. 2013. Biocontrol of biofilm- 
forming Bacillus cereus by using organic acid, ethanol, and 
sodium chloride. Korean J Food Sci Technol 45: 120-125.

18. Kim SA, Rhee MS. 2015. Synergistic antimicrobial activity 
of caprylic acid in combination with citric acid against both 
Escherichia coli O157:H7 and indigenous microflora in car-
rot juice. Food Microbiol 49: 166-172.

19. Li J, Lin T, Lu Q, Wang JJ, Liao C, Pan Y, Zhao Y. 2014.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bactericidal effi-
ciency of acidic electrolyzed water ice and available chlor-
ine decay kinetics during storage. LWT－Food Sci Technol 
59: 43-48.

20. Wang JJ, Lin T, Li JB, Liao C, Pan YJ, Zhao Y. 2014. Effect 
of acidic electrolyzed water ice on quality of shrimp in dark 
condition. Food Control 35: 207-212.

21. Rey MS, Miranda JM, Aubourg S, Barros-Velázquez J. 2012. 
Improved microbial and sensory quality of clams (Venerupis 
rhomboideus), oysters (Ostrea edulis) and mussels (Mytilus 
galloprovincialis) by refrigeration in a slurry ice packaging 
system. Int J Food Sci Technol 47: 861-869.

22. Feliciano L, Lee J, Lopes JA, Pascall MA. 2010. Efficacy 
of sanitized ice in reducing bacterial load on fish fillet and 
in the water collected from the melted ice. J Food Sci 75: 
M231-M237.

23. Lee SW, Cho SR, Han SH, Rhee C. 2009. Effects of the 
low temperature and low salt solution on the quality charac-
teristics of salted Chinese cabbage. Korean J Food & Nutr 
22: 377-386.

24. Han GJ, Choi HS, Lee SM, Lee EJ, Park SE, Park KY. 
2011. Addition of starters in pasteurized brined baechu cab-
bage increased kimchi quality and health functionality.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10-115.

25. Chang SK, Lee HH, Hong SI, Han YS. 2010. Effect of or-
ganic acid treatment on the quality attributes of buckwheat 
sprout during storage. Korean J Food Sci Technol 42: 190- 
197.

26. Jung SH, Park SJ, Chun HH, Song KB. 2014.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aqueous chlorine dioxide and fuma-
ric acid on the microbial growth in fresh-cut paprika (Capsi-
cum annuum L.). J Appl Biol Chem 57: 83-87.

27. APHA. 1995.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
ter and wastewater. 19th ed. American Public Health Asso-
ciation, Washington, DC, USA. Method 4-54.

28. Yang H, Zheng J, Huang C, Zhao X, Chen H, Sun Z. 2015. 
Effects of combined aqueous chlorine dioxide and chitosan 
coatings on microbial growth and quality maintenance of 
fresh-cut bamboo shoots (Phyllostachys praecox f. pre-
vernalis.) during storage. Food Bioprocess Technol 8: 1011- 
1019.

29. Jin HH, Lee SY. 2007. Combined effect of aqueous chlorine 
dioxide and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on inhibiting 
Salmonella Typhimurium and Listeria monocytogenes in 



1724 최은지 ․정영배 ․한애리 ․천호현

mungbean sprouts. J Food Sci 72: M441-M445.
30. Park KJ, Lim JH, Kim BK, Kim JC, Jeong JW, Jeong SW. 

2008. Effect of aqueous chlorine dioxide and citric acid on 
reduction of Salmonella typhimurium on sprouting radish 
seeds. Korean J Food Preserv 15: 754-759.

31. Jeong JK, Park SE, Lee SM, Choi HS, Kim SH, Park KY. 
2011. Quality changes of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with low temperature stored baechu cabbag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475-479.

32. Oh YA, Kim SD. 1997. Changes in enzyme activities of 

salted Chinese cabbage and kimchi during salting and fer-
menta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6: 404-410.

33. Lee CH, Hwang IJ, Kim JK. 1988. Macro- and microstructure 
of Chinese cabbage leaves and their texture measurem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20: 742-748.

34. Kim HJ, Song HJ, Song KB. 2011. Effect of combined treat-
ment of aqueous chlorine dioxide with ultraviolet-C on the 
quality of red chicory and pak choi during storage.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245-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