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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ctericidal effects of 642, 521, and 461 nm LED were investigated on Escherichia coli O157:H7 
and Staphylococcus aureus strains in TSB with pH 7.2, 4.0, and 3.5 for 10 h at 15°C. The bactericidal effect of 
461 nm blue LED was the most pronounced compared to 642 nm and 521 nm LEDs at pH 3.5. When E. coli was 
exposed to pH 3.5 with 461 nm LED, populations of E. coli O157:H7 ATCC 43894 and 35150 decreased by 4 
and 5 log CFU/mL for 2 h, respectively. Populations of E. coli ATCC 8739 decreased by 5 log CFU/mL for 2 
h. Further, S. aureus ATCC 27664, 43300, and 19095 were inactivated by 4, 5 and 5 log CFU/mL for 2 h, respectively, 
at pH 3.5 with 461 nm LED. In conclusion, combined treatment with 461 nm LED and acidic conditions at low-temper-
ature (15°C) showed the greatest antimicrobial eff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LEDs may be potentially used as 
a method to maintain the safety of the food preserv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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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고갈 문제로 식량안

보의 불확실성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환경보존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산업에서 저에너지를 이용한 높은 생산효율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시장 성장이 요구

되고 있다(1). 식품산업에서 유해 미생물에 의한 원인으로 

식품의 부패와 변질에 의해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

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위협과 큰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의 시설별 원인은 외식과 급식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2년 발생건수는 226건, 환자 수는 6,058명으

로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물

질로는 세균에 의한 원인이 가장 높으며, 특히 Escherichia 

coli, Campylobacter jejuni, Clostridium perfringens, 

Staphylococcus aureus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이에 속한다

(2).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인 E. coli는 그람 음성의 장내

세균으로 자연계에서 비교적 저항성이 강하나, 적정한 온도

와 시간의 가열 처리에 사멸하고 소독제에도 비교적 내성이 

약하다(3). 병원성 대장균은 5가지 종류(Enteropathogenic 

E. coli, Enterotoxigenic E. coli, Enterohemorrhage E. 

coli, Enteroinvasive E. coli, Enteroaggregative E. coli)

로 분류되며 여러 종류의 식품이 원인식품이 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인 발생의 위험이 높다(4). 

S. aureus는 그람 양성의 독소형 식중독 세균으로 장독소

(enterotoxin)가 주원인이며 병원성이 강하고 조직침습성

이 높다. 특히 다른 균에 비해 내성획득 속도가 빨라 pen-

icillin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에 작용하는 methicillin에도 

내성을 나타나는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가 보고되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5). 이

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고부

가가치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원료와 가공제품에 다양

한 살균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살균방법에는 가열, 건조, 냉

동, 가스, 방사선 처리 등과 같은 물리적 방법과 식품보존제 

첨가와 같은 화학약품에 의한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물리적인 방법의 경우 식품의 풍미, 물성, 영양적 측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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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화학적 방법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등의 안정성 문제 및 

환경공해의 부작용이 나타난다(6,7). 특히 통상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가열살균 처리의 경우 열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제품 및 가열 처리가 불가능한 식품이 존재하므로 비가열 

살균기술의 적용이 요구되어진다. 

Light emitting diode(LED)는 비가열 살균 기술로 식품 

살균에 적용이 가능하다. LED는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의 조명과 달리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

로 하여 높은 광효율을 나타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다. 

또한 소형화, 경량화, 장수명, 내충격성, 지향성의 장점이 

있으며 기존 조명에서 발생하는 수은(Hg), 납(Pb)과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고 별도의 폐기비

용이 발생하지 않는다(8). 현재 LED는 일반조명의 대체조

명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전광판, 교통신호기, 휴대폰, liq-

uid crystal display back light unit(LCD BLU; 액정디스플

레이 백라이트),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이용되고 있다(9). 이 

외에도 적외선 및 자외선 LED를 이용한 통증치료기, 가시광

선 LED를 이용한 피부치료기, 색채치료 등에 이용되는 의료

조명과 ultraviolet(UV) LED를 이용한 살균기계에 적용되

고 있으며 농어업분야에서 식물조명, 해충방제, 어류의 집어

등 등에 응용되고 있다(10-14). LED의 살균 효과는 초기에 

연구된 UV LED(100~400 nm)를 이용한 물과 공기의 살균, 

피부병 치료에서 높은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15,16). 그러

나 인체에 직접 조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어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visible ray(V) LED(400~700 

nm)를 이용한 식품과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7). 의료분야에서 광감작제(photosen-

sitizer)를 이용한 photodynamic inactivation(PDI) 및 

photodynamic therapy(PDT) 연구(18,19)를 필두로 하여 

photosensitization에 기초하는 살균메커니즘이 입증되었

으며 LED 광원 중에서도 효과적인 살균 효과가 나타난 405 

nm 청색 LED를 이용한 Listeria monocytogenes(20), C. 

jejuni(21), E. coli, Salmonella, Shigella, Proteus 등(22, 

23)의 불활성화 연구가 보고되었다. 또한 470 nm 청색 LED

에서 MRSA 살균 효과 연구(24), 녹색, 적색, 청색, 황색광을 

이용한 고춧가루의 미생물 저감화에 대한 연구(25), 효모균

에 대한 항진균 효과 연구(26) 등에 의해서 LED의 살균 효

과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LED는 식품산업에서 식품위해 미

생물 제어를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 적용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시광선 LED의 파장과 균종에 따른 

살균 효과 연구가 요구되며, 식품의 유통 및 저장과정에 따

른 온도 변화와 식품에 따라 달라지는 pH를 고려한 교차 

저항성에 관한 기초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대표적인 식중독 세균인 E. coli, S. aureus 균종을 대상

으로 적색, 녹색, 청색의 LED를 이용하여 저온환경(15°C)

에서 산성의 pH(4.0, 3.5)와의 병행 처리에 대한 살균 효과

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균주

본 실험에 사용된 6가지 균종은 모두 중앙대학교 식품가

공학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3종의 Escherichia coli 

O157:H7(ATCC 8739, ATCC 35150, ATCC 43894)과 3

종의 Staphylococcus aureus(ATCC 19095, ATCC 27664, 

ATCC 43300)가 사용되었다. 실험 전 영하 70°C에 냉동 

보관된 균을 해동한 뒤 멸균된 tryptic soy broth(TSB;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접종하여 37°C

의 배양기에서 20~24시간 배양하였으며 적어도 3번 이상 

계대배양을 거친 정지기 균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종은 

접종 전 tryptic soy agar(TSA; Merck Co., Darmstadt, 

Germany)로 주입평판배양을 하여 37°C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그 집락을 계수하여 109 CFU/ 

mL로 생장하는 것을 확인한 뒤 사용하였다. 

세 가지 다른 LED 파장

각기 다른 파장(642 nm, 521nm, 461 nm)을 가진 3가지 

LED 장치(GX-HP10W-R, GX-HP10W-G, GX-HP10W- 

B, Angel LED Lighting, Singapore)를 설치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세 종류의 LED는 모두 InGaN의 화합물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각 파장의 허용 범위는 ±3 nm이고 LED의 

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cooling fan과 heat sink가 부착

되었다. 실험장비는 외부의 빛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크기가 

10.4×10.4×4.5 cm3인 ABS 수지(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박스를 제작한 후 박스의 상부에 LED

를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각각의 LED는 9개의 칩이 직렬 

및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형태(10 W)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류 전원은 AC adapter(0~2 A, 0~12 V)

를 이용하여 공급하였고 전압은 10 V(±2)에서 1 A(±0.05)

로 사용되었다. 

노출 처리

각 실험은 평균온도 15±1°C를 유지하여 저온 배양기

(Sanyo Electric Co., Ltd., Tokyo, Japan)에서 실시하였

다. 제작된 박스 상부에 위치한 LED의 빛이 하부의 샘플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조사거리는 3.3 cm, 처리 

전 배지의 깊이는 1.2 cm가 되도록 하였다. 방사조도(irra-

diance)는 S130C 400~1,100 nm 센서가 부착된 Laser 

Power and Energy Meter Console(PM100D, Thorlabs, 

Newton, NJ, USA)을 사용하여 461, 521, 642 nm LED에

서 각각 25.4, 16, 22.1 mW/cm2로 측정되었다. 같은 방사

조도 조건에 노출된 각각의 처리군은 E=pt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여기서 E는 dose(에너지 밀도, J/cm2), p와 t는 

각각 irradiance(방사조도, W/cm2)와 시간(second)으로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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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분석

멸균된 TSB의 pH는 pH 7.2로 pH meter(4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이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산성 환경 조성을 위해서 

HCl(hydrochloric acid, DC Chemical Co., Seoul, Korea)

과 멸균 증류수를 혼합하여 1 N로 조제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멸균된 TSB를 pH 4.0, pH 3.5로 조정하여 사용하

였다. 산성 환경에서 642 nm, 521 nm, 461 nm LED 조사에 

따른 살균 효과의 측정은 109 CFU/mL의 정지기 상태인 균

주를 각각 pH가 조정된 멸균 TSB에서 106 CFU/mL 수준으

로 희석한 후 60×15 mm petridish에 10 mL 분주한다. 접

종된 TSB 시료는 15°C에서 10시간 동안 LED 조사되었고 

0시간부터 1시간마다 0.1 mL씩 sampling 하여 0.9 mL의 

0.1% 멸균 펩톤수(BactoTM peptone, Becton Dickinson 

Co., Sparks, MD, USA)에 희석하였다. TSA로 주입평판 

배양한 후 배양기에서 37°C, 24~48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25~250개 사이의 집락의 수를 계산하였으며 모든 결과의 

검출 한계는 10 CFU/mL로 설정되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되었으며 통계분석 결과는 

SAS program(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D값(일정한 온도에서 90%

의 미생물을 사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각 

처리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general linear model 방법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LED 파장에 의한 E. coli와 S. aureus의 살균 효과

적색(642 nm), 녹색(521 nm), 청색(461 nm) LED를 이

용하여 15°C의 온도에서 E. coli 3균종, S. aureus 3균종을 

pH 7.2, 4.0, 3.5의 환경에서 10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는 

Fig. 1~3과 같다. 중성인 pH 7.2의 환경에서 642 nm 적색 

LED 조사 10시간 후 E. coli와 S. aureus의 모든 균종에서 

초기균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 E. coli 균

종은 평균적으로 0.4 log CFU/mL, S. aureus 균종은 약 0.9 

log CFU/mL가 증가하여 살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유사하게 521 nm 녹색 LED 또한 E. coli 균종과 

S. aureus 균종이 각각 약 0.2, 0.5 log CFU/mL 증가하여 

살균 효과가 없었으나 461 nm 청색 LED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S. aureus의 균종에서 ATCC 27664, 

ATCC 19095, ATCC 43300은 각각 10시간 후 1.90±0.07, 

2.28±0.21, 3.28±0.74 log CFU/mL 감소하였으며 E. coli 

균종에서 ATCC 43894는 10시간 조사 후 2.97±0.54 log 

CFU/mL 감소하였고 ATCC 35150, ATCC 8739는 각각 

9시간 후 5.17±0.02, 5.20±0.18 log CFU/mL 감소하여 S. 

aureus에 비해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 

적색 LED 642 nm의 경우 E. coli 균종은 평균적으로 약 

0.8 log CFU/mL, S. aureus 균종은 약 2.6 log CFU/mL가 

감소하여 S. aureus 균종이 pH 7.2의 환경에 비해 높아진 

살균력을 보였다. 521 nm 청색 LED를 10시간 동안 조사한 

후 E. coli 균종은 약 1.9 log CFU/mL 감소하였고 S. aur-

eus의 균종에서 ATCC 19095, ATCC 43300은 각각 10시

간 후 2.57±0.58, 5.36±0.04 log CFU/mL 감소하였으며, 

ATCC 27664의 경우 3시간 조사 후 4.78±0.15 log CFU/ 

mL 감소하여 모든 균종들 중 가장 높은 감소를 나타냈다. 

461 nm LED 처리 후 ATCC 35150, ATCC 8739, ATCC 

43894는 4시간 후 각각 5.14±0.12, 5.21±0.16, 5.47± 

0.13 log CFU/mL 감소하였으며, ATCC 27664, ATCC 

43300, ATCC 19095는 각각 3, 3, 4시간 후 4.81±0.13, 

5.36±0.07, 5.32±0.08 log CFU/mL 감소되었다. 

각기 다른 산성 환경 하에서의 LED와 병행 처리 살균 효과

산성 환경 pH 4.0에서 6가지의 모든 균종이 642, 521, 

461 nm 파장의 LED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461 

nm를 제외한 642, 521 nm 파장에서는 균종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Fig. 2와 같이 pH 4.0의 환경에

서는 pH 7.2의 환경보다 높은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pH 3.5의 환경에서 각 균종의 살균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642 nm LED를 E. coli에 조사한 결과는 pH 

4.0의 환경과 마찬가지로 약 0.9 log CFU/mL 감소되어 살

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S. aureus 균종에서 

ATCC 19095는 10시간 후 1.48±0.04 log CFU/mL 감소

되었으며 ATCC 27664, ATCC 43300은 각각 6 또는 9시

간 조사 후, 4.70±0.19와 5.11±0.09 log CFU/mL 감소하

여 살균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521 nm LED에 

의한 사멸 패턴은 642 nm와 유사하였다. E. coli 균종의 

경우 약 3.1 log CFU/mL 감소하였으며 S. aureus 균종에서 

ATCC 19095가 9시간 후 5.20±0.03 log CFU/mL 감소하

였다. S. aureus ATCC 27664, ATCC 43300은 각각 3, 

4시간 조사 후 약 4.75±0.09, 5.13±0.04 log CFU/mL 감

소되어 살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461 nm LED의 경우 

모든 E. coli, S. aureus 균종에서 2시간 안에 1 log CFU/ 

mL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세 가지 파장의 LED와 pH 3.5 환경의 병합 처리에서 

ATCC 19095는 각각의 LED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으며(P<0.05), 이를 제외한 5가지 균종에서는 521, 461 nm 

LED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고(P>0.05) 642 nm LED와

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모든 pH 환경에서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낸 461 nm LED의 D값은 Table 1과 

같다. 461 nm에서 3가지 pH에 따른 저해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pH 7.2> pH 4.0> pH 3.5의 순이었으며 같은 온도

를 유지할 경우 강한 산성 환경이 형성되면 저해 효과가 높

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H 7.2 환경에서 ATCC 

27664는 5.05±0.65로 가장 높은 D값이 나타났으며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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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activation of E. coli and S. aureus in pH 7.2 liquid suspension under exposure to 642, 521, and 461 nm LEDs. (A) ATCC 
43894, (B) ATCC 35150, (C) ATCC 8739, (D) ATCC 43300, (E) ATCC 19095, (F) ATCC 27664 after 10 h irradiation at 15°C.

Table 1. D-Values of the two microorganism at pH values of 7.2, 4.0, and 3.5 using 461 nm blue LED at 15°C (unit: h)
Strain pH 7.2 pH 4.0 pH 3.5

 E. coli ATCC 43894
ATCC 35150
ATCC 8739

3.36±0.67xbc1)2)

1.50±0.09xd

1.53±0.08xd

0.57±0.08ya

0.65±0.13ya

0.59±0.04ya

0.40±0.00yab

0.38±0.00zb

0.38±0.00zb

 S. aureus ATCC 43300
ATCC 19095
ATCC 27664

2.80±0.67xc

4.07±0.08xb

5.05±0.65xa

0.53±0.01ya

0.65±0.13ya

0.48±0.08ya

0.39±0.00yb

0.39±0.00yb

0.42±0.01ya

1)The results represent mean±SD.
2)x-zSignificance among different pH against the same strain (P<0.05). a-eSignificance among different strains against the same pH 

(P<0.05). 

3.5 환경에서 ATCC 35150, 8739가 각각 0.38시간으로 가

장 낮은 D값을 나타내 가장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 

ATCC 35150, 8739는 세 가지 pH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이를 제외한 균종들에서 pH 7.2는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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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activation of E. coli and S. aureus in pH 4.0 liquid suspension under exposure to 642, 521, and 461 nm LEDs. (A) ATCC
43894, (B) ATCC 35150, (C) ATCC 8739, (D) ATCC 43300, (E) ATCC 19095, (F) ATCC 27664 after 10 h irradiation at 15°C.

4.0과 3.5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P<0.05) pH 

4.0과 3.5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05) 

pH 4.0과 3.5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ATCC 43300의 경우 항생제 내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

되고 있는 MRSA로 461 nm 청색 LED에서 높은 살균 효과

를 나타내므로 461 nm LED 조사를 이용해 효과적인 생육 

저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Ghate 등(27)은 521 nm, 

461 nm LED를 이용하여 pH 4.5와 pH 6.0의 환경에서 E. 

coli, L. monocytogenes, Sal. Typhimurium의 살균력을 

비교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균은 pH 6.0에 비

해 pH 4.5의 환경에서 461 nm LED를 이용하였을 때 더 

높은 살균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pH가 낮아질수록 살균 효

과가 높고 461 nm 청색 LED에서 가장 낮은 D값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미생물은 산성의 화학적인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될 경우 세포막 손상에 따른 영향으로 생장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산성 환경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생물의 생장이 저해되거나 세포의 능력이 상실되

어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사멸에 이르게 된다(28). 이처럼 

pH 3.5에서 가장 강한 살균 효과가 나타난 것은 강한 산성 

환경에 따른 세포막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LED와 

산성 환경의 병행 처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색 LED 461 nm

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405 nm와 근사한 파장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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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activation of E. coli and S. aureus in pH 3.5 liquid suspension under exposure to 642, 521, and 461 nm LEDs. (A) ATCC 
43894, (B) ATCC 35150, (C) ATCC 8739, (D) ATCC 43300, (E) ATCC 19095, (F) ATCC 27664 after 10 h irradiation at 15°C.

로 실험 전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Enwemeka 등(29)은 405 nm SLD(superluminous diode)

를 이용하여 60 J/cm2에서 MRSA를 90% 이상 사멸하였으

며, Endarko 등(20)은 405 nm 파장에서 L. monocyto-

genes에 살균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P<0.05) Murdoch 

등(21)은 405 nm 파장을 이용하여 C. jejuni에 30분 동안 

18 J/cm2 조사 후 사멸되어 낮은 선량에서도 효과적인 사멸

을 일으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실험 결과 461 nm 청색 LED의 경우 pH 4.0과 3.5의 

환경에서 모든 균종이 높은 살균력을 나타냈으므로 이는 다

른 파장에 비해 461 nm 파장의 청색 빛이 405 nm 청색 

LED와 마찬가지로 다른 파장의 LED에 비해 높은 광반응을 

일으켜 생육 저해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청색 LED의 다양한 파장영역에 따른 균종들의 최대 흡수피

크파장, 조도방사, 사멸시간 및 외부환경의 작용 등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30).

642 nm, 521 nm LED는 전반적으로 E. coli에 비해 S. 

aureus에서 더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내어 그람음성균에 

비해 그람양성균에서 더 높은 저해 효과가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살균에 이용되고 있는 자외선(UV-C) 파장은 DNA와 

RNA의 구조적 손상에 따른 변형으로 증식 기능이 정지되는 

광반응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미생물의 사멸이 이루어진다

(31). 반면 LED의 경우 photosensitizer와 가시광선 파장을 

이용한 PDI 방식에 따른 photosensitization 현상이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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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멸에 기초할 것으로 생각된다. 축적된 photosensitizer

가 빛을 흡수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광산화 작용이 유도되고 

이에 따라 세포에 과다한 독성이 축적되면서 세균의 생육 

저해가 일어난다(32,33). 특히 세균은 자체적으로 δ-amino-

levulinic acid(ALA)의 합성을 이용하여 photosensitizer의 

역할을 수행하는 porphyrin을 생산할 수 있다. Nitzan 등

(34)은 407~420 nm의 metal halide lamp를 이용하여 그

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의 porphyrin 양에 따른 불활성화를 

알아본 결과 그람음성균에 비해 그람양성균이 더 많은 por-

phyrin이 생산되어 높은 불활성화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porphyrin의 생산량에 따른 E. coli와 S. aureus 세포의 내

인적 차이에 기인하여 살균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ndarko 등(20)은 405 nm LED를 이용하여 L. 

monocytogenes, Salmonella enterica, Shigella sonnei, 

E. coli에 조사한 결과 그람양성균인 L. monocytogenes의 

경우 185 J/cm2에 노출된 후 5 log CFU/mL 감소한 반면, 

그람음성균인 E. coli, Shi. sonnei는 554.7 J/cm2에서 각각 

4.52, 3.9 log CFU/mL 감소하였고 Sal. enterica는 739.6 

J/cm2에서 1.36 log CFU/mL 감소하여 그람양성균이 그람

음성균에 비해 더 낮은 조사량(dose)에서 효과적인 살균이 

가능하였다. 또한 Maclean 등(22)은 6균종의 그람양성균과 

5균종의 그람음성균을 405 nm LED를 이용하여 360분 동

안 27°C에서 10 mW/cm2로 조사한 결과 그람양성균에서 

Enterococcus faecalis를 제외한 S. aureus, MRSA, Sta-

phylococcus, Streptococus, Clostridium 균종이 60분과 

80분 사이의 시점에서 101 CFU/mL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에 

그람음성균인 Acinetobacter 균종이 180분 시점에서 101 

CFU/mL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Proteus 균종은 240분에 

101 CFU/mL, Pseudomonas와 Proteus, Klebsiella 균종

은 300분 시점에서 약 102~101 CFU/mL 수준으로 감소하

여 전반적으로 그람양성균이 그람음성균에 비해 우수한 살

균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람양성균인 Ent. faecalis의 

경우 350분의 노출에도 약 103 CFU/mL 수준으로 감소하여 

모든 그람양성균이 그람음성균에 비해 높은 살균 효과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Murdoch 등(23)의 연

구에서 그람음성균인 Shi. sonnei를 180 J/cm2에 조사한 

결과 5 log CFU/mL 감소하였으나 그람양성균인 Myco-

bacterium terrae는 144~288 J/cm2 조사 후 4~5 log 

CFU/mL 감소하였으므로 더 낮은 조사량에서 그람음성균

의 저해가 높게 일어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통해 LED를 이용한 photosensitization 현상은 por-

phyrin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각각의 균종에 따른 차이에 의

해 생육 저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642 nm 적색, 521 nm 녹색, 

461 nm 청색 LED는 15°C의 저온환경에서 E. coli와 S. 

aureus 균종에 각각의 pH 농도를 산성으로 조절하여 10시

간 동안 조사한 결과 모든 파장은 pH 3.5의 농도에서 가장 

강한 살균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각각의 LED 조사와 산 

환경의 상승작용에 따른 세포벽 손상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

된다. 또한 461 nm 청색 LED가 가장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

냈으며 다음으로 521 nm 녹색, 642 nm 적색 LED의 순서로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461 nm 청색 LED에서는 pH가 

낮아질수록 균종에 관계없이 빠른 생육 저해가 이루어져 가

장 살균 효과가 높은 파장으로 판단된다. 이는 Ghate 등(35)

이 보고한 461 nm 청색 LED가 521 nm, 642 nm LED에 

반해 살균 효과가 높은 결과 및 균종에 관계없이 빠른 불활

성화를 보이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양한 파장에 따라 

세균의 감수성이 달라지므로 사멸기작에 대한 연구 및 다양

한 제어환경을 제시하여 상호작용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15°C 저온환경에서 642 nm, 521 nm, 그리고 461 

nm LED를 이용하여 E. coli O157:H7, S. aureus의 식중독

균에 대해 pH 7.2, 4.0, 3.5의 환경에서 10시간 동안 조사 

후 살균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는 화학적 photosensitizer 없

이 직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642 nm 적색 LED와 521 nm 

녹색 LED는 pH 7.2에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저해시키지 

못했다. 반면 461 nm 청색 LED는 모든 pH 환경에서 가장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pH 3.5 환경은 모든 균종

에서 높은 생육 저해가 이루어져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

에 관계없이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 모든 파장에서 pH

는 강한 산성 환경이 형성될수록 높은 살균 효과가 나타나 

pH 3.5의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해가 일어났다. 본 연구

의 결과는 LED 처리 및 산 환경과의 조합을 통해 식품산업

의 미생물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살균 처리 기술로 적

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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