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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후 산채류의 미생물 제어를 한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Blanching 병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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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wild vegetables after harvest, Aster scaber and Cirsium setidens 
Nakai were treated with combinations of 50 ppm aqueous chlorine dioxide (ClO2)/0.5% citric acid or fumaric acid, 
and 50 ppm ClO2/0.5% fumaric acid/blanching at 90°C for 2 min. Combined treatment of 50 ppm ClO2 and 0.5% 
citric acid reduced pop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in Aster scaber and Cirsium setidens Nakai 
by 2.80∼3.64 and 2.02∼2.67 log CFU/g,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Combined treatment of 
50 ppm ClO2 and 0.5% fumaric acid reduced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populations by 3.62∼3.82 and 
2.47∼3.02 log CFU/g,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combined treatment of ClO2 and fumaric acid was more 
effective in controlling microorganisms in the wild vegetables than either ClO2 or citric acid. In addition, combined 
treatment of ClO2/fumaric acid/blanching reduced the pop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by 4.59∼5.12 log CFU/g, 
and populations of yeast and molds were not detected by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bined treatment 
of ClO2/fumaric acid/blanching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microbiological safety of wild vegetables 
after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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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채류는 식용이 가능한 산지 자생 식물로 봄철 구황작물

로써 많이 소비되었고, 또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방 약재로도 널리 사용된다(1). 현재 국내에서는 약 3,000

여 종이 산채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중 약 80여 종이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2). 특히 최근에는 항암작용, 항산

화, 항균, 면역 증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용 

작물로써 약 30여 종 이상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2-6). 

최근 다양한 신선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7-9), 특히 산채류는 식이섬유, 미네랄, 기능성 물질 등

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재배 면적

이 증가하고 있고(2), 또한 산채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항산화 활성 등 기능성 성분 분석, 

저장 중 품질 변화 등의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미생물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하다(3,4,10,11). 

산채류는 특성상 수확 후 저장, 유통 과정 중에 가열 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매우 취약할 수 있기

에 수확 후 초기 미생물 수를 제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선 채소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

로 오존, 염소, 이산화염소, 유기산, 전해수와 같은 세척처리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8,12-16), 이산화염소는 기존 염

소가 가지고 있는 살균력보다 높은 살균력을 보유하고 넓은 

pH 범위에서도 살균력이 유지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다

양한 과채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

으며(8,13,14), 세포막 단백질을 산화시켜 미생물을 사멸시

킨다고 알려져 있다(17). 또한 유기산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용액 상에서 비해리된 분자의 형태로 미생물을 불

활성화시키는 기작을 가져 과채류의 초기 미생물 제어 용도

로 사용된다(18,19).

이산화염소나 유기산과 같은 비가열 처리를 이용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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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은 농산물 등의 식품에 적용할 시 단일 처리보다 병합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미생물 수 감소를 얻을 수 있다

고 알려졌다(19). 또한 이러한 비가열 처리 기술들의 병합 

처리는 단일 처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처리의 효과를 증

대시켜 식품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생물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hurdle technology로 사용되

고 있다(20).

산채류는 수확한 후 즉석식품으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가공 공정 중에 blanching 공정이 필요하다(4,10,11). 

Blanching 공정의 주목적은 산채류의 저장 시 효소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것으로, 쓴맛 성분을 제거하거나 pol-

yphenol oxidase나 peroxidase와 같은 산화 효소를 불활

성화시키기 위한 전처리 공정이다(10,11,21,22). 이러한 

blanching 처리는 고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되는 채

소류의 물리적 손상 및 주요 영양성분의 파괴와 같은 문제점

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blanching 처리 후의 미생물 제어

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침 나물 13종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수준이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을 포함하여 약 6~7 

log CFU/g이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23), 이러한 결과는 단

순 blanching 처리만으로는 산채류의 초기 미생물을 효과적

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확 후 산채류의 초기 미생물 수준

을 저감화하려는 방안으로 취나물과 곤드레를 선정하여 이

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을 단일 또는 병합 처리한 후 미생

물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처리 후 blanching을 병합 처리하여 미생물 제어 효과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산채류의 가장 효과적인 세척 공정 시스템

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산채류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2015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한 시설, 노지 재배 취나물(Aster 

scaber)과 곤드레(Cirsium setidens Nakai)로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산화염소수, 유기산 용액 및 물 침지 처리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를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및 

물에 각각 5분간 침지하여 세척한 후 clean bench에서 30

분 동안 air-dried 상태로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였

다. 이산화염소수는 1 g sodium chlorit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0 mL HCl(1 N, Sigma-Aldrich 

Co.), 100 mL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고농도로 제조한 뒤 

50, 100 ppm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iodom-

etr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24). 유기산 용액은 citric acid 

(Sigma-Aldrich Co.)와 fumaric acid(Sigma-Aldrich Co.)

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실험을 통하여 최적 농도로 각각 0.3, 

0.5%가 되도록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산화염소수

와 유기산 용액의 미생물 감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물 침

지 처리구를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병합 처리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의 병합 처리는 단일 처리를 

통해 선정된 최적 농도 조건의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을 하나의 세척수로 제조하여 수행하였으며, 취나물과 곤드

레 시료를 병합 세척수에 5분간 침지 처리한 후 clean bench

에서 30분 동안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였다. 이산

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의 최적 농도 조건은 각각 50 ppm

과 0.5%로 선정하였다.

Blanching 조건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의 blanching 조건은 선행 연구 결

과(11) 및 예비 실험 결과를 토대로 90°C, 2분으로 설정하

였으며, blanching 처리 후 즉시 얼음물에 30초간 냉각한 

다음 cold chamber에서 20분 동안 건조하여 표면에 남아있

는 수분을 제거하였다.

병합 세척과 blanching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의 병합 처리 중 효과가 더 

우수한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병합 세척수에 취나물

과 곤드레 시료를 5분간 침지 처리한 후 90°C의 물에서 2분

간 blanching 처리한 뒤 즉시 얼음물에 30초간 냉각한 다음 

cold chamber에서 20분 동안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

하였다.

미생물 생육 측정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 20 g과 0.1% 멸균 펩톤수 180 mL

를 멸균 bag에 넣고 3분 동안 stomacher(MIX 2, AES 

Laboratoire, Combourg, France)에서 균질화시켰다. 균질

화된 시료는 0.1% 멸균 펩톤수로 10배수 연속 희석한 후 

각각의 건조필름배지에 분주하여 실험하였다. 총 호기성 세

균은 PetrifilmTM Aerobic Count plates(AC, 3M Co., St. 

Paul, MN, USA)를 사용하여 37°C에서 2일간 배양하고, 효

모 및 곰팡이는 PetrifilmTM Yeast and Mold count plates 

(YM, 3M Co.)를 사용하여 25°C에서 3일간 배양한 후 형성

된 colony를 계수하였으며, 미생물 수는 3회 반복 실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나타내었다(25).

통계적 처리 분석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고, 결과는 평균

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적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 

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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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aqueous chlorine dioxide and organic acids on the microbial populations in Aster scaber and Cirsium setidens 
Nakai                                                                                           (unit: log CFU/g)

   Treatment Aster scaber Cirsium setidens Nakai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Control1)

Water washing
ClO2 50 ppm 

100 ppm
Citric acid 0.3% 

0.5%
Fumaric acid 0.3%

0.5%

6.13±0.29a2)

5.82±0.27a

3.77±0.40bc

3.10±0.17c

3.50±0.17bc

3.30±0.30bc

3.91±0.34b

3.33±0.28bc

5.32±0.08a

4.84±0.18b

4.00±0.00de

3.93±0.12e

4.73±0.05bc

4.35±0.28cd

4.64±0.22bc

4.38±0.19cd

5.52±0.23a

5.01±0.19b

2.57±0.19e

2.15±0.21f

3.98±0.27c

3.39±0.19d

2.63±0.11e

2.16±0.28f

5.28±0.26a

4.70±0.29bc

2.58±0.28f

2.28±0.17g

4.74±0.20b

4.46±0.10c

3.76±0.15d

2.95±0.23e

1)Control: no treatment.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g)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단일 처리에 따른 미생물 수 

변화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에 이산화염소수 및 유기산 용액 중 

citric acid와 fumaric acid 용액을 농도별로 단일 처리한 

후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1).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 대조구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각각 6.13, 5.52 log CFU/g이었고, 물 세척 처리구는 

5.82, 5.01 log CFU/g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0.31, 0.41 

log CFU/g의 낮은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ang 등(9)이 다채와 적근대를 단순 물 침지 처리하였을 

때 초기 총 호기성 세균 수가 각각 0.36, 0.62 log CFU/g 

감소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단순 물 세척만으로는 

취나물, 곤드레와 같은 산채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취나물의 이산화염소수 처리의 경우 총 호기성 세균 수는 

50 ppm과 100 ppm 처리 농도에서 각각 3.77, 3.10 log 

CFU/g으로 대조구와 비교해 2.36, 3.03 log CFU/g의 미생

물 수 감소를 나타내었다. 곤드레의 이산화염소수 처리도 

취나물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농도별 총 호기성 세균 수는 

2.57, 2.15 log CFU/g이었으며, 각각 대조구보다 2.95, 

3.37 log CFU/g 만큼 낮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이산화염

소수 처리에 의한 미생물 수 감소 결과는 Kang 등(14)이 

치콘에 50 ppm 이산화염소수 처리 후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총 호기성 세균 수가 2.54 log CFU/g 감소하였다는 결과

와 더불어 Kim 등(26)이 alfalfa sprouts에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Typhimurium, Listeria mono-

cytogenes 접종 후 50 ppm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하였을 때 

대조구보다 2.25, 2.01, 2.27 log CFU/g 낮은 미생물 수가 

검출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0 ppm 

이산화염소수 단일 처리만으로도 단순 물 세척 처리와 비교

하여 약 1.5~2.0 log CFU/g 이상 높은 미생물 수 감소 효과

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취나물과 곤드레의 citric acid 

용액 처리에 따른 총 호기성 세균 수는 0.3% 농도에서 각각 

3.50, 3.98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0.5% 농도에서는 

3.30, 3.39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대조구와 비교하여 

취나물은 2.63~2.83 log CFU/g, 곤드레의 경우에는 1.54~ 

2.13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 이는 Park 등

(27)의 연구에서 상추에 E. coli O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접종 후 1% citric acid 용액을 처리하

였을 때 대조구와 비교하여 각각 2.50, 2.65, 2.13 log CFU/ 

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Fumaric 

acid 용액 처리에 따른 취나물과 곤드레의 미생물 수 변화도 

citric acid 용액 처리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0.3% fumaric 

acid 용액 처리 후 취나물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3.91 log 

CFU/g이었으며, 0.5% fumaric acid 용액 처리구는 3.33 

log CFU/g으로 나타났다. 곤드레의 경우에는 농도별로 2.63, 

2.16 log CFU/g의 미생물 수가 검출되었다. Fumaric acid 

용액 처리에 의한 미생물 수 감소 효과는 Kim 등(13)이 

broccoli sprouts에 0.5% fumaric acid 용액 처리 후 총 

호기성 세균 수가 2.60 log CFU/g 감소하였다는 연구 보고

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산 용액 단일 처리

를 통해 산채류의 미생물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단일 처리의 미생물 감균 효

과는 효모 및 곰팡이 수의 경우에도 총 호기성 세균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1). 취나물 대조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5.32 log CFU/g이었으며, 단순 물 침지 처

리구는 4.84 log CFU/g, 이산화염소수 처리구는 50, 100 

ppm 각각 4.00, 3.93 log CFU/g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8)이 매향 딸기에 50 ppm 이산화염소수 처리 후 효모 

및 곰팡이 수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1.55 log CFU/g 감소하

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0.3% citric acid 용액 처리 

후 취나물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4.73 log CFU/g, 0.5% 

citric acid 용액 처리구는 4.35 log CFU/g이었으며, fuma-

ric acid 용액 0.3, 0.5% 처리구는 각각 4.64, 4.38 log 

CFU/g의 미생물 수를 나타내었다. Citric acid 용액 처리에 

따른 효모 및 곰팡이 수 감소 효과는 Rahman 등(29)이 양배

추에 1% citric acid 용액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구보다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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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aqueous chlorine dioxide and organic acids on the microbial populations in Aster scaber 
and Cirsium setidens Nakai                                                                        (unit: log CFU/g)

Treatment Aster scaber Cirsium setidens Nakai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Control1)

Water washing
50 ppm ClO2+0.5% citric acid 
50 ppm ClO2+0.5% fumaric acid 

 6.84±0.35a2)

6.12±0.11b

4.04±0.49c

3.22±0.21d

5.50±0.27a

4.94±0.27b

3.48±0.41c

3.03±0.28d

5.35±0.13a

4.88±0.37b

1.71±0.33c

1.53±0.40c

5.48±0.17a

4.71±0.19b

2.81±0.32c

2.46±0.15c

1)Control: no treatment.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log CFU/g 만큼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곤드

레의 미생물 수 변화도 취나물의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곤드

레 대조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5.28 log CFU/g, 단순 

물 침지 처리구는 4.70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50 ppm 

이산화염소수 처리구는 2.58 log CFU/g, 100 ppm 이산화

염소수 처리구는 2.28 log CFU/g의 미생물 수를 보였다. 

유기산 용액 중 citric acid 용액 처리구는 0.3, 0.5%에서 

각각 4.74, 4.46 log CFU/g, fumaric acid 용액 처리구는 

농도별로 3.76, 2.95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을 이용한 세척 처

리가 산채류의 초기 미생물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단순 물 세척과 비교하여 낮은 농도의 단일 처리만

으로도 최대 2.2~2.9 log CFU/g 이상의 미생물 감균 효과

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처리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로부터 농산물의 색도 등 

품질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되었기에, 산채류의 외

관적 품질 변화 없이 미생물 제어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된다(8,14,28,30,31).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병합 처리에 따른 미생물 수 

변화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의 단일 처리 결과로부터 선정된 최

적 농도의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을 병합 처리한 후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2). 이산화염소수의 경우 농도에 따른 미생물 감소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인 50 

ppm을 최적 농도로 선정하였으며, 유기산 용액의 경우에는 

종류와 농도에 따른 각 미생물에 대한 감균 효과를 비교하여 

0.5%를 최적 농도로 선정하였다. 병합 처리 전 취나물 대조

구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6.84 log CFU/g이었으며, 단순 

물 침지 처리구는 6.12 log CFU/g으로 단일 처리 결과와 

동일하게 단순 물 세척만으로는 충분한 미생물 감균 효과를 

얻지 못함을 재확인하였다. 효모 및 곰팡이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취나물 대조구는 5.50 log CFU/g이었으며, 

단순 물 침지 처리구는 4.94 log CFU/g으로 검출되어 대조

구와 비교해 0.56 log CFU/g의 낮은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

다. 이와는 달리 이산화염소수와 citric acid 용액 병합 처리

구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각각 4.04 log 

CFU/g, 3.48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 병합 처리구의 경우에는 각각 3.22, 3.03 

log CFU/g의 미생물 수가 검출되었다. 총 호기성 세균 수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해 citric acid 병합 처리구는 2.80 log 

CFU/g, fumaric acid 병합 처리는 3.62 log CFU/g의 미생

물 수 감소를 보였으며, 효모 및 곰팡이는 각각 2.02, 2.47 

log CFU/g의 감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Alfalfa sprouts의 

초기 잔존 미생물 수 제어를 위해 50 ppm 이산화염소수와 

0.5% fumaric acid 용액을 시간별로 병합 처리한 후 총 호기

성 세균 수 변화를 분석한 Kim 등(26)의 선행 연구에서는 

5분 처리 시 대조구와 비교하여 2.95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내어 단일 처리보다 높은 감균 효과를 가진다

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선행 연구인 Kim 등(13)의 연구에

서는 brocoli sprouts의 저장 중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제어를 위해 50 ppm 이산화염소수와 0.5% fu-

maric acid 용액을 병합 처리한 후 미생물 수 변화를 분석하

였을 때 저장 초기 대조구와 비교하여 각 미생물 수의 감소

가 2.70, 2.46 log CFU/g으로 단일 처리보다 병합 처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기존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산화염

소수와 유기산 용액의 병합 처리가 단일 처리보다 높은 미생

물 감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Table 3), 이는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병합 처리 시 이산화염소에 의

한 미생물 세포막 단백질 산화 작용과 유기산에 의한 세포 

내부 pH 감소 및 효소 활성 저해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이

다(32,33). 특히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의 병합 

처리가 citric acid 용액과의 병합 처리와 비교하여 총 호기

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모두에서 더 높은 감균 효과를 

보여, 보다 효율적인 처리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이산화염소수와 두 가지 유기산 용액의 병합 처리에 따른 

미생물 감균 효과는 곤드레에서도 취나물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곤드레 대조구의 총 호기성 세균

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각각 5.35, 5.48 log CFU/g이었으

며, 단순 물 침지 처리구는 4.88, 4.71 log CFU/g으로 대조

구와 비교하여 0.47, 0.77 log CFU/g의 낮은 미생물 감균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이산화염소수와 citric acid 용액 병

합 처리구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각각 

1.71, 2.81 log CFU/g으로 검출되었으며,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 병합 처리구의 경우에는 1.53, 2.46 log 

CFU/g의 미생물 수를 나타내었다. 이산화염소수와 ci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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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robial reduction levels of microorganisms on Aster scaber and Cirsium setidens Nakai following treatments with aqueous 
chlorine dioxide (ClO2) and organic acids alone or the combination of aqueous ClO2 and organic acids      (unit: log CFU/g)

Treatment Aster scaber Cirsium setidens Nakai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Water washing
ClO2 50 ppm
Citric acid 0.5%
Fumaric acid 0.5%
50 ppm ClO2+0.5% citric acid 
50 ppm ClO2+0.5% fumaric acid 

 0.56±0.22d1)

2.36±0.44c

2.83±0.38b

2.80±0.38b

2.82±0.27b

3.60±0.21a

0.58±0.28e

1.32±0.08c

0.97±0.28d

0.94±0.20d

2.09±0.24b

2.48±0.17a

0.50±0.28f

2.95±0.28d

2.12±0.29e

3.36±0.32c

3.64±0.31b

3.82±0.36a

0.58±0.36e

2.71±0.35b

0.83±0.26d

2.33±0.32c

2.67±0.33b

3.02±0.21a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Effects of combined non-thermal treatment and blanching on the microbial populations in Aster scaber and Cirsium setidens 
Nakai                                                                                            (unit: log CFU/g)

Treatment1) Aster scaber Cirsium setidens Nakai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Control
Blanching
Water washing+Blanching
Combined non-thermal treatment+
  Blanching

 6.69±0.19a2)

2.94±0.09b

2.99±0.11b

1.57±0.19c

5.36±0.13
 ND3)

ND
ND

6.55±0.59a

3.45±0.24b

3.75±0.46b

1.96±0.45c

5.78±0.48
ND
ND
ND

1)Control: no treatment, Blanching: 90°C/2 min, Combined treatment: 50 ppm ClO2+0.5% fumaric acid.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ND: not detected.

acid 용액 병합 처리구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3.64, 2.67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으며, fumaric acid 용액 병합 처리구는 각각 

3.82, 3.02 log CFU/g의 미생물 감균 효과를 나타내 취나물

의 경우와 동일하게 citric acid 용액보다 fumaric acid 용액

과의 병합 처리가 더 효과적인 산채류 세척 처리 기술이라고 

판단된다(Table 3).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lan-

ching 처리와의 병합 처리를 통한 미생물 제어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의 병합 처리

를 세척 전처리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취나물, 곤드

레 등 산채류에 적합한 세척제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로부터 이산화염소수는 50 ppm, 

유기산은 0.5%로 최적 처리 조건을 적용할 경우 산채류 같

은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 및 blanching 병합 

처리에 따른 미생물 수 변화

Blanching 처리에 의한 미생물 제어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의 병합 세척수로 세

척한 취나물과 곤드레 시료를 90°C에서 2분 동안 blanch-

ing 처리한 후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4). 취나물 대조구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각각 6.69, 5.36 log CFU/g이었으며, 

세척 처리 없이 단순 blanching 처리된 취나물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2.94 log CFU/g으로 나타난 반면에 효모 및 곰팡

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단순 물 침지 처리 후 blanching 처리

한 취나물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도 단순 

blanching 처리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총 호기성 세

균 수는 2.99 log CFU/g이었으며 효모 및 곰팡이는 검출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물 세척에 따른 미생물 제어 

효과가 매우 미미하며, blanching 처리만으로도 총 호기성 

세균의 경우에는 3.70~3.75 log CFU/g,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는 약 5 log CFU/g 이상의 미생물 감균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용액의 병합 세척

수로 세척 처리 후 blanching 처리한 취나물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1.57 log CFU/g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5.12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으며, 효모 및 곰팡이는 단

순 blanching 처리와 동일하게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단순 blanching 처리를 통해서도 충분한 미생물 

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blanching 처리 전 세척 

처리로써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병합 처리가 미생물 

제어에 있어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Huang과 Chen(34)은 시금치에 E. coli O157:H7을 접종하

여 다양한 종류의 유기산 용액을 온도를 달리하여 처리한 

후 미생물 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22°C 처리와 50°C 처리

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종류의 유기산 처리구가 50°C에서 

약 0.3~0.7 log CFU/g 더 많은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서의 미생물 수 감소 효과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데, 본 연구

에서의 blanching 처리는 90°C의 고온이었기 때문에 기존 

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미생물 수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라

고 판단된다.

Blanching 처리에 의한 곤드레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도 취나물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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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Table 4). 곤드레 대조구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각각 6.55, 5.78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blanching 처리와 물 침지 처리 후 blanching 처리된 

곤드레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각각 3.45, 3.75 log CFU/g

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3.10, 2.80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 병합 세척수로 세척 후 blanching 처리된 

곤드레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1.96 log CFU/g으로 대조구

보다 4.59 log CFU/g 낮은 미생물 수가 검출되었다. 각 처

리구의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에는 취나물 결과와 동일하게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Rahman 등(35)은 shredded car-

rots에 단순 물 세척 처리 및 전해수와 citric acid 용액 병합 

처리를 온도를 달리하여 처리한 후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모든 온도에서의 병합 

처리구가 약 2.40 log CFU/g 더 높은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

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두 산채류 시료에 있어서도 이산화염소수와 fumaric acid 

병합 처리 후 90°C blanching 처리구가 단순 물 세척 처리 

후 blanching 처리구보다 1.42~1.79 log CFU/g 더 높은 

미생물 수 감소 효과를 보였다(Table 4). 다만 미생물 수 감

소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blanch-

ing이 90°C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Rahman 등(35)의 연구에

서는 최대 온도가 50°C로, 열처리에 의한 효과보다 전해수

와 citric acid 병합 처리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취나물과 곤드레 같은 산채류 

섭취에서의 주요 미생물학적 위해인자는 효모 및 곰팡이가 

아닌 세균으로(36,37), 단순 blanching 처리만으로는 효과

적인 제어가 어렵고 저장 기간 중 균 증식의 우려가 존재하

기 때문에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의 병합 세척 처리 

후 blanching을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전처리 공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단순 물 세척 처

리,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병합 처리나 단순 blanch-

ing 처리보다는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의 병합 세척 

처리 후 blanching을 하는 것이 산채류의 미생물학적 안전

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수확 후 산채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된 산채류인 취나물과 곤드레에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

액 병합 처리 및 이산화염소수, 유기산 용액, blanching 병합 

처리 후 미생물 제어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50 ppm 이산

화염소수와 0.5% citric acid 용액의 병합 처리는 취나물과 

곤드레의 총 호기성 세균 수를 2.80~3.64 log CFU/g, 효모 

및 곰팡이 수는 2.02~2.67 log CFU/g 감소시켰다. 50 ppm 

이산화염소수와 0.5% fumaric acid 용액의 병합 처리 후 

총 호기성 세균 수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3.62~3.82 log 

CFU/g 감소하였으며,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에는 2.47~ 

3.02 log CFU/g 만큼 감소하여 이산화염소수와 citric acid 

용액의 병합 처리보다 fumaric acid 용액과의 병합 처리가 

더 효과적인 병합 처리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이산화염소수

와 fumaric acid 병합 처리 후 blanching 처리된 취나물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대조구보다 5.12 log CFU/g 더 낮게 

검출되었으며, 효모 및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곤드레의 

경우에도 효모 및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총 호기성 

세균 수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4.59 log CFU/ g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이산화염소수와 유기산 용액 전처리 

후 blanching 병합 처리가 산채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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