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5(11), 1696～1700(2016)  http://dx.doi.org/10.3746/jkfn.2016.45.11.1696

도토리박 추출물과 푸마르산  온 열 병합처리에 
의한 근 의 미생물 제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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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Treatment of Acorn Pomace Extract, Fumaric Acid, and 
Mild Heat for Inactivation of Microorganisms on Red 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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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corn pomace extract (APE) was developed as a natural chemical sanitizer and substitute 
for chlorine-based sanitizers such as sodium hypochlorite containing harmful substances. Antimicrobial activities of 
APE and its combined treatments with fumaric acid (FA) and mild heat against Listeria monocytogenes inoculated 
on red chard were examined. Among the treatments, combined treatment of 0.5% APE at 50°C and 0.5% FA was 
the most effective, causing reduction of L. monocytogenes populations by 3.36 log CFU/g compared to the control. 
After combined treatment, populations of aerobic mesophilic bacteria in the red chard decreased by 2.89 log CFU/g 
during storage at 4°C for 8 days compared to the control. Regarding color changes in red chard upon combined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among the red chard sampl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mbined treatment of APE, 
FA, and mild heat can improve microbial safety of red chard without affecting quality such as color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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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샐러드와 같은 신선편이 채소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

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식중독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는데,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CDC)에 따르면 2016년 1월에 샐러드를 섭취하고 

19명의 Listeria 감염자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다는 보

고가 있다(1). 따라서 수확 후 채소에서 Listeria와 같은 식

중독균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해 수확 후 세척처리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2-5). 

신선편이 채소의 수확 후 처리 방법으로는 ozone, sodi-

um hypochlorite, chlorine dioxide, organic acid, ultra-

violet-C 또는 gamma irradiation, mild heat 등이 적용된

다(4,6-9). 특히 푸마르산(fumaric acid, FA)은 유기산의 

하나로서 신선편이 채소 세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다(3,9-10).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소계 살균세척제

의 경우 저비용으로 높은 살균력을 나타내지만,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 등 부정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그것을 대체하는 

천연 살균세척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천연 살균세척제인 도토리박 추출물

(acorn pomace extract, APE)은 도토리에서 전분을 추출

한 후 발생하는 껍질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도토리 껍질의 

6~9%는 ellagic acid, valoneic acid dilactone, gallic 

acid 등과 같은 탄닌계 페놀화합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그러나 이와 같은 탄닌계 페놀화합물을 함유하는 APE

를 이용하여 신선편이 채소의 살균세척수로 활용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선편이 채소인 적근대를 대상으

로 APE의 천연 살균세척제로서의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분

석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9)에서 얻어진 시금치에 대한 

0.5% 푸마르산과 50°C에서의 mild heat 병합처리 조건에 

의한 미생물 저감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근대를 대상으로 APE와의 최적 병합처리를 수행한 후 저

장 중 미생물의 저감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APE의 천연 

살균세척제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근대는 대전광역시의 대형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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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당일 구입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도토리박은 증평식

품(Zeungpyung, Chungbuk, Korea)에서 얻어 사용하였다.

APE 제조

도토리박을 70°C에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분쇄기

(Osaka Chemical Co., Ltd., Osaka, Japan)로 3,000 rpm

의 조건에서 분쇄하였다. 분쇄된 도토리박 50 g에 다양한 

추출용매 및 추출온도 등 추출조건에 관한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70% 에탄올을 1:20(w/v) 비율로 가하여 hot 

plate stirrer(Corning PC-420D, Corning Incorporated 

Life Sciences, Tewksbury, MA, USA)를 사용하여 50°C

에서 3시간 추출한 후 추출액을 거즈로 여과한 다음 회전감

압농축기(VV2011, Heidolph, Schwabach, Germany)로 

농축하였고, 이를 동결건조 하여 제조한 도토리박 가루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APE의 HPLC 분석

동결 건조된 도토리박 추출물 시료 0.1 g에 80% 메탄올 

25 mL를 첨가하여 섞은 후 5,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한 다음 0.45 µm syringe filter(PTFE 

Syringe Filter, GE Healthcare Inc., Bucks, UK)로 여과한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분 분석에 사용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는 Waters 1525 series(Waters 

Inc., Milford, CT, USA)를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UV de-

tector를 사용하였다. Column은 Kinetex 5u EVO C18 

100A(250×4.6 mm, 5 µm, Phenomenex Inc., Torrance, 

CA, USA)를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solvent A(1.0% formic 

acid in water), solvent B(acetonitrile)를 사용하여 0~20

분: 1~25% B, 20~30분: 25~55% B, 30~35분: 55~1% 

B의 조건에서 1.0 mL/min의 유속으로 기울기 용리하였고 

분석 시료는 255 nm에서 검출하였다. 

미생물 배양 및 접종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식중독 균의 하나인 Listeria 

monocytogenes(ATCC 19115, KCTC 13064)를 사용하

였다. L. monocytogenes는 Brain heart infusion broth 

(BHIB, Difco, Detroit, MI, USA)에 접종하여 37°C에서 24

시간 배양한 후, 멸균된 0.1% 펩톤수(Difco)로 농도가 약 

7~8 log CFU/m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Laminar flow 

hood에서 시료에 원래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료 양면에 자외선을 각각 10분간 조사한 후 균액 

1 mL를 취하여 시료에 접종한 다음 균이 시료에 부착될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세척처리 및 저장 조건

적근대 시료를 각기 다른 농도(0.1, 0.25, 0.5%(w/v))의 

APE 또는 0.5%(w/v) FA(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1:20(w/v)의 비율로, APE는 25°C

와 50°C(mild heat)에서, FA는 25°C에서 3분간 세척처리 

하였다. 각각의 세척 용액은 3차 증류수로 제조하였다. 또

한, 병합 세척처리를 위해 0.5% APE를 1:20(w/v)의 비율로 

하여 50°C에서 3분간 세척한 후 laminar flow hood에서 

30분간 건조하여 물기를 제거하여 다음 처리를 위해 준비가 

된 후, 0.5% FA를 동일한 세척 비율로 25°C에서 3분간 세

척한 후 30분간 건조하였다. 병합 세척처리 된 적근대 시료

는 low density polyethylene bag(18×20 cm)에 넣어 밀봉

하여 4±1°C에서 8일 동안 저장하였다.

미생물 분석

적근대 시료 10 g에 멸균된 0.1% 펩톤수 90 mL를 멸균백

에 넣고 균질기를 사용하여 3분간 시료를 균질화하였다. 균

질화된 시료를 멸균된 0.1% 펩톤수를 이용하여 연속 희석한 

후 총 호기성균은 plate count agar(Difco), L. monocyto-

genes는 Oxford medium base(Difco) 배지에 분주하여 각

각 도말하였다. 각 배지는 37°C의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나타냈다. 

색도 측정

적근대 시료의 저장 중 색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색차계

(CR-300 Minolta Chroma Meter, Minolta Camera Co., 

Osaka, Japan)를 L=96.66, a=-0.17, b=2.09의 표준백판으

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처리구별 10반복하여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최소 3반복 이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각 평균값은 SAS program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

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

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평균값±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도토리박 추출물의 HPLC 분석 

도토리박의 항균 효과 규명을 위한 HPLC 분석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도토리박에는 ellagic 

acid가 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토리박의 ella-

gic acid 함량은 719.7±86 mg/100 g으로 측정되었다. 

Cantos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도토리 껍질 및 배유에 el-

lagic acid 같은 탄닌화합물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탄닌계 페놀화합물은 미생물의 세포막 

단백질 또는 다당류와 비가역적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세

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11), 그중에서도 ella-

gic acid는 미생물 내부의 철 이온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미

생물의 생장 억제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3).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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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microbial effects of acorn pomace extract (APE)
and fumaric acid (FA) against Listeria monocytogenes inoculated
on red chard                                (log CFU/g)

Treatment1) L. monocytogenes

Control
APE 0.10% 

0.25% 
0.50%

FA 0.50%

 6.21±0.19a2)

4.20±0.17b

4.14±0.39b

3.88±0.36b

3.11±0.16c

1)Control: no treatment, APE: acorn pomace extract, FA: fumaric
acid.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Fig. 1. HPLC chromatogram of acorn po-
mac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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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the populations of Listeria monocytogenes
inoculated on red chard by the combined treatment of APE and 
mild heat at 50°C. Vertical bars labeled by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Table 2.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on the inactivation 
of L. monocytogenes inoculated on red chard    (log CFU/g)
      Treatment1) L. monocytogenes

Control
Water washing
Combined treatment

 6.33±0.19a2)

5.32±0.15b

2.97±0.47c

1)Control: no treatment, water washing: washing at 25°C, com-
bined treatment: 0.5% APE+mild heat at 50°C+0.5% FA.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등(14)의 연구에서도 도토리 추출물의 항균력을 디스크확

산법으로 측정한 결과 L. monocytogenes 등의 병원성균에 

대한 생육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항균 기작의 실질적인 세척 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PE 

추출물을 이용한 세척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척처리에 의한 미생물 수 감소 효과

적근대에 접종된 L. monocytogenes에 대한 APE 농도별 

세척처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P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L. monocytogenes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는

데, 0.5%에서 대조구 대비 2.33 log CFU/g의 감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전 연구(9)를 토대로 최적 농도인 0.5% 

FA를 이용한 세척처리는 대조구에 비해 L. monocyto-

genes 수가 3.10 log CFU/g 감소하여 APE보다는 우수한 

감균 효과를 보였다. Son 등(9)은 시금치에 0.5% FA를 처리

했을 때 L. monocytogenes가 1.92 log CFU/g 감소하였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는 시료의 morphology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PE의 미생물 수 저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mild heat 

관련 기존 연구 결과들(9,15,16)을 바탕으로 50°C에서의 

mild heat와 병합처리하여 시료를 세척하였다. 병합 세척처

리한 경우 모든 APE 농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대조구 대비 2.44~3.03 log CFU/g 감균을 나타내었다(Fig. 

2). 이러한 결과는 mild heat에 의해 미생물에 가해진 세포

벽 손상으로 인해 APE에 포함된 탄닌계 페놀화합물이 세포

질 내로 원활하게 침투함으로써 미생물 생장 억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15). 또한, AP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의 저감화 효과 또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도토리의 주성분으로 보고된 탄닌화합물은 미생

물에 대해 siderophore 작용을 함으로써 대사에 이용되는 

세포 내 철을 포획하여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고(17), 또한 

미생물의 세포막 단백질이나 다당류와 비가역적인 복합체

를 형성함으로써 항균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

서 APE를 mild heat와 병합처리함으로써 미생물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추출물에 함유된 탄닌화합물이 세포 내로 원활

히 침투하여 항균작용을 나타내었기에 추출물 농도 간의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생물 수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

고자 50°C mild heat에서 처리한 0.5% APE와 0.5% FA 

병합처리 조건에서 미생물 수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Table 

2). 병합 세척처리는 예비실험 결과 0.5% APE와 mild heat

를 먼저 병합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0.5% FA를 처리한 것에

서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 이는 전체 혼합용액을 제조하였을 

때는 FA의 산화력이 APE의 ellagic acid에 작용하여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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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the populations of aerobic mesophilic bacteria in red chard during storage at 4°C          (log CFU/g)

Treatment1) Storage time (day)
0 2 4 6 8

Control
Water washing
Combined treatment

5.50±0.14Ac2)3)

4.75±0.22Bb

3.22±0.17Ca

5.76±0.19Ab

4.75±0.13Bb

3.24±0.17Ca

5.89±0.30Ab

4.87±0.17Bb

3.33±0.29Ca

5.94±0.06Ab

4.93±0.40Bb

3.33±0.18Ca

6.15±0.29Aa

5.51±0.29Ba

3.26±0.12Ca

1)Control: no treatment, water washing: washing at 25°C, combined treatment: 0.5% APE+mild heat at 50°C+0.5% FA.
2)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at the same storage time 

(P<0.05).
3)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torage times at the same treatment (P<0.05).

Table 4. Change in the color values of red chard during storage at 4°C

Parameter Treatment1) Storage time (day)
0 2 4 6 8

L
Control
Water washing
Combined treatment

26.68
26.92
26.39

±2.07Aa2)

±1.37Aa

±0.95Aa

27.07
26.99
27.21

±1.81Aa

±0.99Aa

±0.28Aa

27.70
27.28
27.54

±1.26Aa

±1.44Aa

±1.38Aa

27.97
27.85
27.71

±1.63Aa

±0.84Aa

±0.65Aa

27.92
27.94
27.63

±2.10Aa

±0.28Aa

±1.32Aa

a
Control
Water washing
Combined treatment

-6.69
-7.36
-6.36

±1.46Aa

±0.45Aa

±0.58Ab

-6.74
-7.80
-5.71

±1.06ABa

±0.45Ba

±0.25Aab

-6.74
-7.36
-5.65

±1.68Aa

±1.18Aa

±0.28Aa

-6.51
-7.01
-5.91

±0.77Aa

±0.95Aa

±0.53Aab

-6.59
-8.25
-5.39

±1.85ABa

±0.26Ba

±0.12Aa

b
Control
Water washing
Combined treatment

10.16
10.65
 8.83

±0.59Aa

±0.25Aa

±1.43Ba

10.44
10.85
 9.30

±0.34ABa

±0.17Aa

±1.20Ba

10.63
10.94
 9.92

±0.97Aa

±0.55Aa

±0.65Aa

10.90
11.10
10.20

±0.63ABa

±0.48Aa

±0.38Ba

10.82
11.11
10.04

±0.78ABa

±0.36Aa

±0.29Ba

1)Control: no treatment, water washing: washing at 25°C, combined treatment: 0.5% APE+mild heat at 50°C+0.5% FA.
2)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at the same storage time 

(P<0.05).
3)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between storage times at the same treatment (P<0.05).

력을 소진시킴으로써 항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병합 세척처리한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 mono-

cytogenes 수가 3.36 log CFU/g 감소하였다. Kim 등(3)의 

보고에 따르면 FA와 이산화염소수를 병합처리하여 브로콜

리싹을 세척한 결과 이산화염소수로 단일 세척한 결과에 비

해 L. monocytogenes 수가 1.41 log CFU/g 더 감소하였

고, Esteban과 Palop(18)의 연구 결과에서도 nisin과 car-

vacrol을 처리하였을 때 55°C mild heat를 병합처리한 경우 

실온에서의 처리구에 비해 L. monocytogenes 수가 유의적

으로 더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ild heat 

처리가 세포벽을 손상시킴으로 인해 FA가 세포 내부로 쉽게 

투과됨으로써 세포 내 pH를 낮춰 시너지 효과를 보인 것으

로 판단된다(18,19). 따라서 FA와 mild heat 최적 병합처리 

관련 기존 연구(9)와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적근대 시료

의 저장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mild heat 처리

한 0.5% APE와 0.5% FA를 병합 세척처리하여 저장실험을 

진행하였다.

저장 중 병합처리에 의한 미생물 수 변화

최적 병합처리 조건(0.5% APE/mild heat/0.5% FA)에서 

세척처리한 적근대의 저장 중 총 호기성균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적근대에 존재하는 총 호기성균의 초기 균수는 

5.50 log CFU/g이었다. 병합처리 시 대조구에 비해 총 호기

성균이 2.28 log CFU/g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균 효과는 

저장기간이 증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서서히 증가하여 저

장 8일차에 대조구에 비해 2.89 log CFU/g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에 의해 병합 세척처리한 적근대의 총 호기성균은 

저장 0일차에서 3.22 log CFU/g의 수준에서 저장 8일차의 

3.26 log CFU/g 수준으로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APE와 FA가 적근대의 저장 중 총 호기성균의 생장 

억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ucalyptus, tea tree, melisa 등과 같은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적근대를 세척하여 5°C에서 14일간 저장한 후 총 

호기성균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20)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병합처리가 적근대의 저

장 중 총 호기성균의 생장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장 중 병합처리에 의한 색도 변화

병합 세척처리 후 적근대 시료의 외관상 변화와 저장 중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품질지표 중의 

하나인 색도를 측정하였다(Table 4). 저장 8일간 색도 측정 

결과 처리구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b값에서 병합

처리 시 저장 초기에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처리 직후 남아 있던 APE 추출물이 색도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 8일 후에 처리구 간 유의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다고 판단된다. 유사한 연구 결과로 Poimenidou 등(21)의 

연구에서 lactic acid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하여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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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시금치와 상추를 2분간 세척한 결과 lactic acid의 경우

에 저장 7일 후의 시료의 L값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반면에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동일하게 

세척한 결과 시료의 L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염소계 살균

제가 연약한 잎의 산화에 관여하여 잎채소의 외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APE 

같은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경우 저장 중 적근대 

같은 잎채소의 색을 유지시켜 염소계 살균세척제에 비해 외

관상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시사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같은 염소계 살균세척제

를 대체하기 위한 천연 살균세척제로서 도토리박 추출물

(APE)을 개발하기 위해 적근대에 Listeria monocytogenes

를 접종한 후 APE의 항균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최적 

세척처리 조건을 수립하고자 APE, FA, 50°C에서의 mild 

heat를 병합처리하였다. 모든 처리구 중 0.5% APE/50°C 

mild heat/0.5% fumaric acid(FA) 병합 세척처리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L. monocytogenes 수를 대조구에 비해 

3.36 log CFU/g 감소시켰다. 병합처리된 적근대 시료의 저

장 8일 후 총 호기성균은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2.89 log 

CFU/g 감소하였고, 색도 측정 결과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APE/mild heat/ 

FA 병합처리 방법은 수확 후 적근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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