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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icacy of antimicrobial agents and heat treatments on spore inactivation was investigated. Grapefruit
seed extract (GFE) and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were used and as antimicrobial agents, and
heat treatments were conducted at 70oC, 80oC, and 90oC for 30 minutes. Heat treatments at 90oC were the most
effective on spore inactivation as a single treatment and caused a 2.3 log reduction. When combined with a
single treatment to discover synergistic effects, 1% GFE with 80

o
C heat treatments and 0.5 mM EDTA with

80
o
C heat treatments resulted in 2.1 log and 3.2 log reductions, respectively, though they did not show reductions

at each single treatment (GFE 1% (v/v), EDTA 0.5 mM, 80oC). So it was concluded that by combining GFE,
EDTA in low concentration treatment, and heat treatment, B. cereus spores can be effectively in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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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acillus cereus는 그람 양성균이며 호기성, 혐기성 조건

에서도 생존하는 균으로서 구토형, 설사형의 두 종류 식중독

을 일으킨다(1). 설사형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는 열에 민

감하여 56oC, 5분 열처리로 불활성화 되지만 구토형 독소는

열에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 후 1～6시간 후에

증상이 발생한다(1-3). B. cereus는 다양한 환경에서 포자를

형성하는 균으로 포자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고기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육제품, 유제품과 과채류 등에서 포자로

생존하다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영양세포로 발아하

여 식중독을 유발한다(3-5). 포자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 영양세포보다 열, 항산화, 방

사선, 화학제품 등의 살균처리에 보다 높은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활성화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한편, 콩을 주원료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

장, 고추장은 제품 특성상 자연으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곰팡

이와 세균이 존재하여 발효, 숙성 과정에서 대사 작용을 통

해 된장의 맛과 향을 내지만 Bacillus 종과 산 생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이

기도 하다(10,11). 이에 식약청은 장류 미생물 기준 규격 개

정에서 B. cereus의 정량 기준을 고시하였다(12). 또한 메주

로 제조되는 전통식품인 간장은 가열살균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내열성 미생물과 Bacillus 포자 잔존, 포장 시 2차

오염 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존성 향상을 위해 항균제를 병행

사용하기도 한다(13).

최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된 항균제

에 대한 소비자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14) 그 결과

천연항균제, lysozyme, 박테리오신, 유기산 등이 대용품으

로 주목받고 있다. Lysozyme은 계란 흰자 등에 함유된 효소

로서 미생물 세포벽인 peptidoglycan의 N-acetylglucos-

amine과 N-acetylmuramic acid의 결합을 제거하여 항균활

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peptidoglycan

층이 얇은 그람 음성균은 lysozyme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15,16). 또한 자몽종자추출물은 천연항균제로서 미

생물의 세포막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포증식 기작을 방해하

여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천연 항균제 이외

의 물질로서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는 2가

의 양이온과 복합체를 만들어 지질다당류와 같은 고분자막

사이에 염교로 작용하여 미생물 세포막을 불안전하게 만든

다고 알려져 있다. EDTA는 영양세포에 대한 항균 실험은

일부 수행되었지만 포자에 대한 실험은 소수 연구가 보고되



1470 양승국․김정지․김석중․오세욱

Table 1. Heat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of lysozyme, grapefruit seed extract (GFE) and EDTA against B. cereus spores

Antimicrobial agent1) Temperature

Lysozyme (mg/L) CFU/mL2) GFE (%) CFU/mL EDTA (mM) CFU/mL oC CFU/mL

0
10
100
1000

8.4±0.08a3)
8.7±0.49a
8.3±0.23a
8.2±0.27a

0
0.2
1
5

8.4±0.08a
8.2±0.36a
8.3±0.10a
8.3±0.23a

0
0.125
0.25
0.5

8.2±0.31a
8.1±0.40a
8.2±0.25a
8.2±0.20a

25
70
80
90

8.4±0.08a
8.5±0.01a
8.4±0.03a
6.1±0.20b

1)
Antimicrobial agents were used at 25

o
C.

2)Data represent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3)
Mean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following 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고 있다(16,17).

포자 불활성화 연구는 단독처리뿐 아니라 병행처리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활성화 효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항균제와 열(6), 초고압과 열(18), 초고압

과 항균제(19), 항균제와 pH 조절(20), UV 조사와 오존(21)

등의 병행처리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Bacillus 포자의 효과적인 불활성화 조건을 파

악하기 위해 주로 세포막과 세포벽에 관여하여 미생물을 사

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ysozyme, 자몽종자추출물의

천연항균물질 및 EDTA와 열(70oC, 80oC, 90oC)을 단독처리

및 병행처리 하여 포자 불활성화 효율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균주 및 시약

Bacillus cereus(ATCC 21772)는 50% glycerol stock으

로 -80
o
C에서 보관중인 균주를 사용하였다. 균주 및 포자 배

양 배지로서 nutrient broth(NB, Oxoid, Hampshire, Eng-

land), nutrient agar(NA, Oxoid)를 사용하였다. 천연 항균제

인 자몽종자추출물은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식연에서 구입

하였으며 lysozyme, EDTA를 포함한 모든 시약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포자 제조

B. cereus를 NA로 옮겨 30oC에서 18시간 배양한 뒤 백금

이를 이용하여 단일콜로니를 취하여 NB에 접종하였다. 접종

후 30
o
C에서 18시간 배양 후 배양액 2 mL를 취하여 MnSO4-

H2O을 5 μg/mL 농도로 첨가한 NB에 접종한 뒤 30oC에서

3일간 배양하여 포자를 제조하였다. 포자가 형성된 평판배지

에 0.1% triton X-100을 포함한 0.1 M NaCl(saline solution)

5 mL를 주입한 뒤 spreader를 이용하여 포자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포자는 4,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을 제거한 뒤 saline solution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세척 후

최종 10 mL로 현탁하였다. 회수된 포자는 4oC에서 보관하였

고 실험 직전에 80oC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영양세포를 사

멸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포자의 확인은 Schaeffer and

Fulton 포자 염색법을 사용하였고, 포자는 녹색, 영양세포는

붉은색으로 나타나며 Olympus BX51(Olympus America

Inc, Melville, NY, USA)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회수된 포

자의 최종 농도는 10
8
CFU/mL 수준이었다.

단독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

열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는 포자현탁액 1 mL를 취한

후 9 mL의 saline solution과 혼합한 후 70
o
C, 80

o
C, 90

o
C로

조정된 항온수조(SH-501, ACT tech, Seoul, Korea)에서 30

분 열처리하였다. 항균제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는 lysozyme

(10, 100, 1,000 mg/L), 자몽종자추출물(0.2, 1, 5%), EDTA

(0.125, 0.5, 1 mM)를 포자현탁액에 처리한 후 shaking

incubator(VS-8480SF, Visi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25
o
C에서 200 rpm 조건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병행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

우선적으로 병행처리를 위한 항균제 선발은 lysozyme

(100 mg/L), 자몽종자추출물(1%), EDTA(0.5 mM)를 포자

현탁액에 처리한 후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하여 25oC에

서 200 rpm 조건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연속적으로 80oC에

서 30분 열처리 하였다. 병행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는

자몽종자추출물(0.2, 1, 5%)과 EDTA(0.125, 0.25, 0.5 mM)

를 포자현탁액에 처리한 후 연속적으로 70oC, 80oC, 90oC의

온도 조건에서 열처리 하였다.

불활성화 효율 측정

단독 및 병행처리 반응 종료 후 saline solution을 이용하

여 10진 희석한 뒤 NA 배지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 수를 계수하였다. 형성된 집락은 포

자가 발아된 것으로 판정하여 CFU/mL 단위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실험은 3 반복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분석은 SPSS soft-

ware(version 19.0, IBM, New York, NY, USA)의 ANOVA

와 Turkey’s(T) test,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5% 유의

수준(p<0.05)에서 각 처리구간의 유의적 차이를 분석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열 및 항균제 단독 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

열, 항균제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 B. cereus 포자의 불활

성화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10～1,000 mg/L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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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ergistic effect of antimicrobial treatment with
80oC heat treatment for 30 min. (A) Control, (B) Lysozyme 100
mg/L, (C) GFE 1%, (D) EDTA 0.5 mM. Values with different let-
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2. Population (log10 CFU/mL)
1) of spores in different

concentration of grapefruit seed extract (GFE) at different
temperature for 30 min

Concentration
of GFE (%)

Temperature (
o
C)

70 80 90

0
0.2
1
5

8.4±0.18ab2)
8.5±0.20a
8.4±0.16ab
8.1±0.08b

8.4±0.18a
7.9±0.11b
6.9±0.28c

<detection limit3)

8.3±0.26a
4.8±0.43b
4.5±0.34b

<detection limit
1)Data represents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hree meas-
urements.
2)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following 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Detection limit was 2 log CFU/mL.

Table 3. Population (log10 CFU/mL)
1) of spores in different

concentration of EDTA at different temperature for 30 min

EDTA (mM)
Temperature (

o
C)

70 80 90

0
0.125
0.25
0.5

7.6±0.33a2)
7.3±0.58a
7.2±0.58a
7.1±0.72a

8.2±0.29a
7.7±0.53a
6.9±0.85a
5.2±0.65b

7.5±0.27a
3.8±1.14b
4.2±1.11b
3.9±0.61b

1)
Data represents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hree meas-
urements.
2)
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following 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처리된 lysozyme과 0.2～5%(v/v) 농도의 자몽종자추출물,

0.125～0.5 mM 농도의 EDTA를 25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포자 불활성화 효과가 없었다. 동일한

온도에서 반응시간을 2배로 연장하였을 때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0oC, 80oC, 90oC로 열처리한 결과 70oC,

80oC에서는 포자 불활성 효과가 없었지만 가장 고온 조건인

90
o
C에서 약 2.3 log(p<0.05) 수준의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항균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90oC 이상의

고온처리가 포자 불활성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Cho 등(7)이 B. subtilis 포자에 대한 90
o
C 단독열

처리 불활성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병행처리 조합 선발 실험

70
o
C, 80

o
C 온도에서는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았으

므로 항균제와 병행처리 함으로써 포자 불활성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열처리 조건을 80oC로 고정한 후 lyso-

zyme, 자몽종자추출물, EDTA와 병행처리 하였다. 100 mg/

L lysozyme, 1% 자몽종자추출물, 0.5 mM EDTA 농도로

항균제를 25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80oC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열처리 후 포자 불활성화를 측정하여 Fig. 1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 lysozyme과 열처리 병행 시 포자 불활성화

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몽종자추출물과 열처리, EDTA와

열처리 처리구에서 각각 2.1, 3.2 log(p<0.05) 수준의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하였다. 자몽종자추출물, EDTA와 80oC 열

처리는 단독으로 처리 시 포자 불활성화 효과가 없었지만,

병행처리를 통하여 상승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hin 등(6)이 B. cereus 포자에 대하여 85oC에서 30분

간 자몽종자추출물을 처리한 결과와 유사하였고 병행처리

순서를 바꾸어 열처리를 한 후 25
o
C에서 각 항균제를 처리하

였을 때에는 포자 불활성화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80oC 열처리와 병행하여 효과가 없었던 lysozyme은

다음 단계 실험에서 제외하였고, 자몽종자추출물과 EDTA

를 대상으로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포자 불활성화 효과를

검토하였다.

자몽종자추출물과 열 병행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

포자 불활성화에 대한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자몽종자추

출물과 열 병행처리 시의 포자 불활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Table 2). 자몽종자추출물은 0.2, 1, 5%(v/v) 농도로 70
o
C,

80oC, 90oC 항온수조에서 열처리를 병행하였다. 70oC 온도

조건에서는 자몽종자추출물 모든 농도 조건에서 불활성 효

과가 없었다. 80
o
C에서는 자몽종자추출물 0.2%, 1% 농도 조

건에서 각각 0.5, 1.5 log(p<0.05) 수준의 불활성화가 일어났

으며, 90oC에서는 각각 3.5, 3.8 log(p<0.05) 수준의 불활성화

가 발생하였다. 특히 자몽종자추출물 5% 농도에서는 80
o
C,

90oC 열처리와 병행하였을 경우 검출한계(2 log CFU/mL)

이하로 저감되어 6 log 이상의 큰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하였

다. B. cereus 포자 불활성화는 자몽종자추출물 농도와 열처

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몽종자추

출물은 미생물 세포벽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이 열과 함께

포자의 외벽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DTA와 열 병행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성화

EDTA와 열 병행처리에 따른 포자 불활성화 실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EDTA 농도는 0.125,

0.25, 0.5 mM이었으며, 자몽종자추출물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70oC, 80oC, 90oC 열처리를 병행하였다. 70oC에서는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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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pulation (log10 CFU/mL)
1) of spores in different

concentration of GFE (0.2%) and EDTA (0.125 mM) at dif-
ferent temperature for 30 min

Treatment CFU/mL

GFE＋EDTA
GFE＋EDTA＋heat (70

o
C)

GFE＋EDTA＋heat (80oC)
GFE＋EDTA＋heat (90

o
C)

8.5±0.16a2)
8.2±0.12a
7.0±0.51b
4.5±0.16c

1)Data represents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hree meas-
urements.
2)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following 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종자추출물과 마찬가지로 포자 불활성화 효과가 없었다.

80oC에서는 EDTA 0.125 mM, 0.25 mM 농도에서는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0.5 mM 농도에서는 약 3

log(p<0.05) 수준의 불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90oC에서는

EDTA 농도에 대한 효과보다는 열처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EDTA 농도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p<0.05).

자몽종자추출물, EDTA와 열 병행처리에 의한 포자 불활

성화

자몽종자추출물과 EDTA를 혼합하여 처리한 후 연속적

으로 열처리하여 포자의 불활성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자몽종자추출

물과 EDTA 농도는 각각 0.2%, 0.125 mM 농도로서 Table

2, Table 3 실험에 적용한 최소농도로 실험하였다. 이는 산업

적으로 활용 시 소량의 항균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온도 처리는 항균제와 포자

현탁액을 25
o
C에서 30분 반응한 후 앞서 실험한 것과 동일

조건인 70oC, 80oC, 90oC에서 30분 열처리 하였다. 70oC에서

는 자몽종자추출물과 열처리, EDTA와 열처리의 병행처리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불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80oC, 90oC의 경우, 자몽종자추출물과 열처리, EDTA

와 열처리를 병행한 것보다 높은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80oC

열처리 시 자몽종자추출물과 열처리, EDTA와 열처리의 경

우 각 각 0.5 log 수준으로 감소되었지만 자몽종자추출물,

EDTA와 열처리를 병행한 경우 1.5 log로 보다 더 높은 불활

성화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90
o
C의 경우, 자몽종자추출물

과 열처리, EDTA와 열처리로 하였을 때 각각 3.5 log, 3.7

log 수준으로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하였으나, 자몽종자추출

물, EDTA와 열처리를 병행한 경우 4 log 수준의 포자 불활

성화가 발생하여 미약한 상승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농도 항균제 처리나 고온 단독 처리보다는 낮은

농도의 항균제와 열을 병행 처리하여 상승효과를 유도하여

포자를 살균하는 것이 식품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포자를

불활성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하여 보다 정밀한 처리

조건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실험에서는 천연항균제인 lysozyme, 자몽종자추출물,

EDTA와 열처리를 병행하여 Bacillus cereus 포자에 대한

저감효과를 측정하였다. B. cereus 포자는 5 μg/mL MnSO4-

H2O을 첨가한 nutrient agar에 접종, 3일간 배양하여 포자를

제조하였으며 실험 직전 80oC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영양

세포는 불활성화 시켰다. Lysozyme, 자몽종자추출물, EDTA

를 항균제로 사용하였으며 열은 70
o
C, 80

o
C, 90

o
C 온도 조건

으로 처리하였다. 단독처리 시 90oC 열처리 조건에서만 약

2.3 log 수준의 불활성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단독처리

조건에서 효과가 없었던 1% 자몽종자추출물과 0.5 mM

EDTA 농도 조건으로 80oC 열처리를 병행한 경우 각각 2.1

log, 3.2 log 수준의 포자 불활성화 효과가 있어 상승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농도의 자몽종자추출

물, EDTA와 열을 병행처리하면 상승효과에 의해 효율적인

포자 불활성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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