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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 Bud Essential Oil과 Mild Heat 병합처리에 의한 Red Oak Leaf에 
종된 Escherichia coli O157:H7 제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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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종․박준범․강지훈․송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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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Clove Bud Essential Oil and Mild Heat on 
Inactiva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Inoculated onto Red Oak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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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clove bud essential oil 
(CBEO) and mild heat (MH) on inactiva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inoculated onto red oak leaves. Combined 
treatment of 0.2% CBEO with MH at 50°C exhibited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against E. coli O157:H7 among 
treatments, resulting in 1.45 log reduction compared with water washing treatment. In addition, inhibitory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was maintained during storage of red oak leaves at 4°C for 9 days, showing 1.67∼2.25 
log reductions compared with non-treated samples. Th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mbined treatment with CBEO/MH 
can be used to ensure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fresh leaf vegetables such as red oak leave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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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신선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대표적 식중독균인 

Escherichia coli O157:H7은 육류, 우유, 요구르트, 샐러

드, 과일 주스 등 다양한 식품의 오염 원인균으로 주목받고 

있다(2). 가열살균 공정은 효과적인 미생물 제어 방법이지만 

식품 내 영양소 파괴 및 조직 손상과 같은 문제로 모든 식품

에 적용이 어려우며 교차오염 또한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2). 

특히 신선 농산물은 E.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

genes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식중

독 발생 위험이 높다(3). 따라서 신선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낮추기 위해 효과적인 세척 방법이 필요하다.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 제어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세척제는 염소계 세척제이다(4). 염소계 세척제는 

신선 농산물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을 2 log colony form-

ing unit(CFU)/g 수준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5), 

실제 식품 적용 농도가 제한적이다(6). 또한, 트리할로메탄

과 같은 발암물질 생성으로 인해 인체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점도 있다(7).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염소계 세척제를 대

체할 수 있는 세척제를 찾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

다(8,9).

식물성 essential oil(EO)은 우수한 항균 효과를 가진 천

연 물질로(2), 0.01~1% 범위에서 신선 농산물에 세척 적용

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10). 특히 eugenol이 주성분

인 clove bud essential oil(CBEO)은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에 대한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2,11).

Mild heat(MH) 처리는 40~50°C의 온도에서 세척 처리

하는 방법으로 상추와 시금치 등 녹색 채소의 품질을 개선시

키고(12), 세척제와 병합 처리 시 효과적으로 미생물 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3-15). 그러나 아직까지 신선 

농산물에 대한 EO와 MH의 병합 처리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 coli O157:H7이 접종된 red oak 

leaf에 CBEO와 MH의 단일 및 병합 처리 후 미생물 제어 

효과를 확인하고, 병합 처리에 따른 저장 중 미생물의 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CBEO/MH 병합 처리의 신선편이 채

소에 대한 세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clove bud essential oil(purity, 100 

%)은 (주)에코케이션(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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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inoculated on red oak leaves after CBEO or MH treatment

(Unit: log CFU/g)
Treatment1) Log reductions

 CBEO 0.05%
CBEO 0.1%
CBEO 0.2%

MH 30°C
MH 40°C
MH 50°C

 0.48±0.20b2)

0.56±0.19b

0.72±0.11a

0.15±0.06c

0.48±0.13b

0.66±0.08a

1)CBEO: clove bud essential oil, MH: mild heat.
2)Any means in the same column (a-c) followed by different let-

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d oak(Lactuca sativa var. crispa) leaf 시료는 (주)알가

팜텍(Paju, Korea)에서 당일 수확한 것을 구입하여 크기 및 

외관 상태가 균일하도록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scherichia coli O157:H7 배양

E. coli O157:H7(ATCC 43889, NCTC 12079) 각 strain

을 tryptic soy broth(TSB, Difco Co., Detroit, MI, USA) 

25 mL에 접종한 후 37°C shaking incubator에서 18~24시

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각 strain culture를 10 mL씩 혼합하

여 cocktail inoculum을 제조하였고, 3,000×g(4°C)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cell pellet을 0.1% sterile 

peptone water(SPW)로 2회 세척하였다. 최종적으로 준비

된 cocktail inoculum의 초기 균 농도는 7~8 log CFU/mL

였다.

병원성 미생물 접종

E. coli O157:H7 접종을 위해 선별된 red oak leaf의 잔

존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고자 clean bench에 장치된 ultra-

violet(UV)-C(G40T10, Sankyo-Denki Co., Kanagawa, 

Japan)를 이용하여 시료 양면을 각각 15분씩 조사하였다. 

UV-C 조사 처리 후 시료당(2.5 g) 100 μL의 cocktail in-

oculum을 균일하게 접종하였고 2시간 동안 clean bench에

서 부착시켰다. Koseki 등(1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잎의 

뒷면(adaxial side)에 기공이 존재하기에 미생물을 뒷면에 

접종 시 접종 미생물이 내부로 침투하여 세척 물질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료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에 대한 세척 처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E. coli O157:H7이 기공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red oak leaf의 앞면(abaxial side)에 접

종을 실시하였다.

CBEO 및 MH 단일 세척 처리

CBEO의 세척 농도는 기존 연구(10)를 참조하여 0.05, 

0.1, 0.2%로 설정하였다. 증류수에 각 농도에 해당하는 

CBEO를 첨가하고 homogenizer(Ultra-Turrax T25, IKA, 

Saufan, Germany)로 10,000 rpm에서 2분 동안 균질하여 

CBEO 세척 용액을 준비하였다. 접종된 시료 20 g을 준비된 

500 mL 세척 용액에 2분간 침지하여 세척 처리한 후 clean 

bench에서 건조하였다. MH 처리 온도 또한 기존 문헌(13- 

15) 조사를 통해 30, 40, 50°C로 설정하였고, CBEO와 동일

하게 세척 처리하였다. 또한, 각 처리에 따른 균 제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순 물 세척 처리(25°C)를 대조구로 이용

하였다.

CBEO와 MH 병합 세척 처리 및 저장 조건

CBEO와 MH의 병합 세척 용액은 설정된 농도(0.05, 0.1, 

0.2%)의 CBEO 세척 용액을 제조한 후 교반기(PC-420D, 

Corning, Acton, MA, USA)를 이용해 30, 40, 50°C로 각각 

가열하여 준비하였으며, 접종된 시료를 2분간 침지하여 세

척 처리하였다. 비 세척 처리구와 세척 처리구 시료는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film bag(18×21 cm)에 개

별로 포장하여 온도 4±1°C, 상대습도 75±5%의 저온 냉장

고(VS-1302L, Vision Scientific Co., Daejeon, Korea)에

서 9일간 저장하면서 각 저장일수(0, 2, 5, 9일)별로 시료를 

꺼내서 미생물 수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척 처리 후 및 저장 중 E. coli O157:H7 수 측정

Red oak leaf 시료 10 g과 0.1% SPW 90 mL를 sterile 

bag에 넣은 후 3분간 stomacher(MIX 2, AES Laboratoire, 

Combourg, France)를 이용하여 red oak leaf 시료가 완전

히 마쇄되도록 균질화시켰다. 균질화된 시료 용액을 50 mL 

conical tube에 넣고 0.1% SPW로 10배 연속 희석한 후 

MacConkey sorbitol agar(Difco Co.) 배지에 100 μL씩 분

주하여 도말하였다. 도말된 배지는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형성된 colony 수를 확인하였다. 측정된 E. coli 

O157:H7 수는 시료 g 당 log CFU로 표시하였고 3회 반복 

실험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통계적 유의성 검사는 SAS ver-

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분산분석

(P<0.05)을 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여 대조구와 처리구 간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CBEO와 MH 단일 및 병합 세척 처리 효과

E. coli O157:H7이 접종된 red oak leaf 시료에 CBEO 

농도 및 MH 온도별 단일 세척 처리 후 미생물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1). CBEO와 MH 처리에 따른 E. coli 

O157:H7의 수 변화는 단순 물 세척 처리구와의 차이(log 

reduction)로 나타내었다. CBEO 0.05, 0.1, 0.2% 처리는 각

각 0.48, 0.56, 0.72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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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E. coli O157:H7 inoculated
on red oak leaves after combined treatment of CBEO and MH

(Unit: log reduction)

Treatment Temperature (°C)
30 40 50

CBEO 0.05%
CBEO 0.1%
CBEO 0.2%

 0.53±0.20Cb1)

0.69±0.11Bb

0.85±0.20Ab

0.72±0.10Ba

0.75±0.08Bb

0.98±0.10Ab

0.75±0.05Ca

1.21±0.07Ba

1.45±0.15Aa

1)Any means in the same column (A-C) or same row (a-b) fol-
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는 Singh 등(17)이 thyme essential oil 0.01, 0.1, 1%로 

E. coli O157:H7이 접종된 상추를 세척 처리하였을 때 각각 

0.1, 1.2, 1.69 log CFU/g의 미생물 수를 감소시켰다는 연

구 보고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O 세척 처리 시 농도

가 증가할수록 신선 농산물에 오염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Bhargava 

등(18)은 높은 농도의 EO를 식품에 적용할 경우 독특한 향 

특성 때문에 오히려 식품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CBEO 처리 농도는 

낮은 농도 범위(0.05~0.2%)로 신선 농산물의 품질에는 영

향을 끼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기 때문에 미생물 

제어 효과(1 log CFU/g 미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따라서 신선 농산물의 품질 변화를 야기

하지 않는 농도에서 EO의 세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병합 

처리가 필요하다.

MH 처리는 다양한 세척제와 병합 처리 시 시료의 품질은 

유지시키면서 세척 효과는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 

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 40, 50°C MH 단일 처리

의 세척 효과를 확인하고, 각 농도에서의 CBEO와 병합 처리

하여 세척 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1, 2). 30°C MH 처리

는 0.15 log CFU/g의 낮은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대조구인 단순 물 세척 처리의 온도가 25°C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40°C MH 처리

의 경우 30°C MH 처리보다 약 0.3 log CFU/g 이상 높은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50°C MH 처리는 대조구보

다 0.66 log CFU/g만큼 E. coli O157:H7 수를 감소시켜 

모든 처리 온도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Table 1). 이러한 결

과는 Son 등(14)이 E. coli Ol57:H7이 접종된 시금치에 1분 

동안 40°C와 50°C MH 단일 세척 처리 후 단순 물 세척 

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0.31, 0.75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baby spinach에 

대한 Huang과 Chen(4)의 연구에서도 E. coli O157:H7 수 

변화에 있어 5분간의 40°C MH 처리는 단순 물 세척(22°C) 

처리와 차이가 없었으나 50°C MH 처리(2분)의 경우에는 

0.5 log CFU/g 더 높은 감소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 제어에는 

50°C MH가 보다 효과적인 온도라고 생각된다.

CBEO 처리의 세척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 MH 

온도 조건을 선별하기 위해 농도별 CBEO와 30, 40, 50°C 

MH 처리를 각각 병합 처리한 후 E. coli O157:H7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2). 0.05% CBEO와 30, 40, 50°C MH 

병합 처리 후 E. coli O157:H7 수 감소는 각각 0.53, 0.72, 

0.75 log CFU/g이었고, 0.1% CBEO와의 병합 처리는 각각 

0.69, 0.75, 1.21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 

0.2% CBEO의 경우 온도별 MH 처리와 병합 처리 후 E. coli 

O157:H7 수가 각각 0.85, 0.98, 1.45 log CFU/g만큼 감소

하여 모든 CBEO 농도 조건에서 가장 높은 미생물 제어 효과

를 보였다(Table 2). 또한, 본 연구 결과로부터 30°C와 40 

°C MH 처리보다 50°C MH 처리가 CBEO 농도와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CBEO 처리의 세척 효과를 증대시킴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on 등(14)이 0.5% fumaric acid

와 40, 50, 60°C MH 처리를 각각 병합 처리하였을 때 50°C

에서 가장 높은 미생물 제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와 더불어 E. coli O157:H7이 접종된 시금치와 

콩나물에 1.5, 2, 2.5% lactic acid와 20, 40, 50°C의 MH를 

각각 병합 처리한 경우, 50°C MH 처리가 lactic acid의 농도

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균 감소를 보였다는 Dikici 등(12)의 

연구 결과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50°C MH가 CBEO 세척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처리 온도라고 판단된다.

CBEO와 MH 병합 처리에 따른 저장 중 E. coli O157:H7 

수 변화

다양한 병합 처리 조건 중 미생물 제어 효과가 가장 높았

던 0.2% CBEO와 50°C MH의 병합 세척 처리 후 저장 중 

red oak leaf에 접종된 E. coli O157:H7 수 변화를 측정하

였다(Table 3). 일반적으로 저온저장(4~5°C)은 미생물 성

장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처리구

에서 저장 2일까지는 균 수 차이가 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

다가 저장 5일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red oak 

leaf에 접종된 E. coli O157:H7이 저장 중 저온 환경에 적응

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접종 전 

UV-C 조사를 통해 표면 잔존 미생물이 감소하면서 E. coli 

O157:H7이 보다 성장하기 용이한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

에 저장 중 균 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Lopez-Velasco 등(19)은 시금치를 

12.5%의 sodium hypochlorite로 살균 처리한 후 E. coli 

O157:H7을 접종하여 저장 중 저장 온도에 따른 성장 패턴

을 분석하였는데, 4°C 저장 처리구에서 저장 10일 후 1 log 

cycle 이상의 균 증식을 확인하였다. 균 수 증가 이유로는 

E. coli O157:H7의 저온 환경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초기 

잔존 미생물의 감소로 인해 E. coli O157:H7이 경쟁 없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와 증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19).

비 세척 처리구의 저장 초기(0일) E. coli O157:H7 수는 

5.13 log CFU/g이었고, 병합 세척 처리구는 3.38 log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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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E. coli O157:H7 inoculated on red oak leaves after combined treatment of 0.2% CBEO
and MH at 50°C during storage at 4°C                                                             (Unit: log CFU/g)

Treatment1) Storage time (day)
0 2 5 9

Control
Water

Combined treatment

5.13±0.18Ac2)

4.03±0.09Bc

3.38±0.07Cb

5.15±0.04Ac

4.13±0.11Bc

3.48±0.25Cab

5.63±0.12Ab

4.43±0.09Bb

3.50±0.04Ca

5.84±0.08Aa

4.90±0.13Ba

3.59±0.02Ca

1)Control: non-treatment, Water: distilled water washing, Combined treatment: 0.2% CBEO/50°C MH.
2)Any means in the same column (A-C) or same row (a-c)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으로 대조구보다 1.75 log CFU/g 낮은 미생물 수가 검출

되었다. 또한, 저장 9일 동안 비 세척 처리구와 단순 물 세척 

처리구의 미생물 수는 각각 0.71, 0.87 log CFU/g 증가한 

반면에 병합 세척 처리구는 0.21 log CFU/g의 낮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Table 3). 이는 CBEO와 MH 병합 처리가 

처리 직후 효과적으로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저

장 중에도 그 효과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저장 9일 후 비 세척 처리구의 E. coli O157:H7 수는 

5.84 log CFU/g인 반면 병합 처리구는 3.59 log CFU/g으

로 2.25 log CFU/g의 감소 수준을 나타내어 저장 기간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H 처리가 CBEO의 

E. coli O157:H7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다 더 증대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Wei 등(20)에 의하면 citric acid와 

50°C MH 처리를 병합 처리하였을 때 저장 초기 비 세척 처리

구와 병합 처리구 사이의 총 호기성 세균 수 차이는 2.10 log 

CFU/g인 반면에 저장 7일 후에는 2.58 log CFU/g으로 저

장 중 균 제어 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50°C MH 처리는 CBEO를 포

함한 다양한 세척제의 미생물 감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병합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CBEO와 MH 병합 처리는 저장 중 red oak leaf와 같은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 제어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기존 선행 연구(12)에 의하면 MH 처리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CBEO와 

같은 EO와의 병합 처리 후 품질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품질변화 관련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 수행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노트에서는 CBEO

와 MH 병합 처리에 의한 신선 농산물에 대한 미생물 제어 

효과와 세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둔 hur-

dle technology 개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제고하

기 위해 항균 효과가 있는 clove bud essential oil(CBEO)

과 mild heat(MH) 처리를 병합 처리하여 Escherichia coli 

O157:H7이 접종된 red oak leaf의 미생물 수 변화를 측정

하였다. 0.2% CBEO와 50°C MH 병합 처리구는 단순 물 

세척 처리구보다 1.45 log CFU/g 더 낮은 미생물 수를 나타

내어 모든 병합 조건 중 가장 높은 미생물 제어 효과를 보였

다. 또한, 본 병합 처리구는 비 세척 처리구와 비교하여 9일

간의 저장 기간 동안 1.67~2.25 log CFU/g 더 낮은 미생물 

수를 나타내어 미생물 제어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CBEO와 MH의 병합 세척 처

리는 저장 중 red oak leaf와 같은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학

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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