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pISSN 1229-1153 / eISSN 2465-9223 J. Food Hyg. Saf.

Vol. 36, No. 5, pp. 430~439 (2021)

https://doi.org/10.13103/JFHS.2021.36.5.430

식중독 미생물의 biofilm 형성에 대한 계피, 정향 및 레몬그래스 정유의 억제 효과

김형은1
· 김용석2

*

1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Inhibitory Effects of Cinnamon, Clove and Lemongrass Essential Oils 

against Biofilm Formation by Food Poisoning Bacteria

Hyeong-Eun Kim1, Yong-Suk Kim2*
1Business Investment Support Department, The Food Industry Promotional Agency of Korea, Iksan, Korea

2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Received September 30, 2021/Revised October 18, 2021/Accepted October 18, 2021)

ABSTRACT - Essential oils with exc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were used to study the inhibitory effect against

the six types of food poisoning biofilms formed on the surfaces of polyethylene (PE) and stainless steel (SS) that are

widely used for food processing instruments and containers.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20 kinds of essential oils was

tested using the disk diffusion method. The result showed the degree of antibacterial activity in the following order:

cinnamon> clove> lemongrass> peppermint> pine needle (highest to lowest).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of cinnamon and clove oil were in the range of 0.63-1.25 mg/

mL and 1.25-2.50 mg/mL, respectively. The MIC and MBC of lemongrass oil were 1.25-2.50 mg/mL and 2.50-5.00

mg/mL, respectively, showing slightly less antibacterial activity. Although the preventive effect of three types of essential

oils on the biofilm formation differed slightly depending on food poisoning bacteria, PE, and SS, it was found that the pre-

coating of 0.5% cinnamon, clove, and lemongrass oil on the PE and SS affects the formation of biofilm. Increased essential

oil concentration significantly inhibited the biofilm formation for all food poisoning bacteria (P<0.05), and biofilms of Liste-

ria monocytogenes and Staphylococcus aureus were not formed when treated with 0.5% cinnamon and clove oil. The elim-

ination effect of food poisoning bacteria biofilms formed on the surfaces of PE and SS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food poisoning bacteria. Still, the biofilm elimination effect increased as the essential oil concentration increased, and the

biofilm elimination rate of clove oil was generally high.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the cinnamon and clove essential

oils (0.5%) are suitable natural materials that effectively prevent, inhibit, and remove the biofilms formed by the food poi-

soning bacteria on the surfaces of polyethylene and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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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ilm은 물질의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이 그 표면에 번

식하면서 세포 외 다당류(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를 생산하고, 이것을 매개로 인접한 세균이 응집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고체나 생체 표면에 세균이 막(film)을 형

성하는 상태를 가리킨다1-4). EPS는 glycocalyx(탄수화복합물

질)라고 알려져 있는 polysaccharide, proteins, phospholipids,

teichoic acid 및 nucleic acid와 다른 중합체들이 가수분해

되어 구성되어 있다5-8). 

식품가공 기구 및 용기 등 식품접촉표면에 형성된 biofilm

은 식품가공공정이나 조리 시에 식중독 세균의 중요한 저

장소 역할을 하며, biofilm 내부의 세균들은 저항성의 증

가로 세척에 의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재증식하여 식품

의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5). Biofilm 속에 존

재하는 세균들은 성장속도, 세포벽의 구조 및 조성, 면역

학적 성질, 효소활성 및 항균제에 대한 감수성 등이 일반

부유 세균(planktonic cell)과는 매우 다르다8). 이는 탄수화

복합물질(glycocalyx)이나 biofilm에 의해 그 속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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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생물이 위생세제, 항생물질 및 항체의 공격에 영향

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게 하는 방패 역할을 함으로써 위

생세제 등 항미생물질의 효력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이다9).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의 살균·소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어방법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련 산업체의 사용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10), 사용대상이 식품과 직접 접

촉하는 기구 등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요구와 식품첨가물

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화학적 살균제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천연 항균 물질이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유래 정유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생물의

biofilm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Coriandrum sativum L., Cymbopogon citratus, Syzygium

aromaticum 정유로 구강 Candida albicans의 biofilm 형성을

억제하였으며11-13), Curcuma longa 정유로 Streptococcus

mutans의 biofilm을 제어하였고14), 식품 제조업에서 biofilm

을 형성하는 Acinetobacter, Sphingomonas, Stentrophomonas

에 thyme 정유가 anti-biofilm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

다15). 또한 1% oregano, savory 및 thyme 정유는 살구, 자두

와 같은 핵과류 표면에 Monilinia laxa와 Botrytis cinerea가

형성한 biofilm제어에 효과를 나타내었다16).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화학

적 살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항균 작용이 우수한 식물 정

유를 이용하여 식품가공 기구 및 용기에 다양하게 사용되

는 재질인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형성된 식

중독 미생물의 biofilm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식중독 미생물

식중독 미생물에 의한 biofilm 형성에 대한 억제 효과를 시

험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Jeonju, Korea)에 보관

하고 있는 Gram-positive 식중독 미생물인 Bacillus cereus ATCC

13061,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2, Staphylococcus

aureus KCCM 11812와 Gram-negative 식중독 미생물인

Escherichia coli KCCM 11234, Pseudomonas aeruginosa

ATCC 27853,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1862를 대

상으로 하였다. 모든 시험 균주는 tryptic soy broth (TSB:

Difco,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 0.7 mL와

50% glycerol (v/v) 0.3 mL에 넣어 -80oC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시험 균주는 TSB (Difco, USA) 배지를 이용

하여 계대 배양하고, 30oC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차 활성

화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Polyethylene coupon 및 stainless steel coupon

실험에 사용된 식품접촉표면은 식품용 기구, 용기 및 포

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인 내열성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type 304, No.4)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Polyethylene coupon은 13 mm diameter의 멸균된 polyethylene

coverslip (Thermanox® plastic coverslip, NUNCTM, Rochester,

NY, USA)을 이용하였다.

Stainless steel coupon은 1×1×0.1 cm 크기로 자른 후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에 하룻동안 담가 표면에 묻

어있는 기름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stainless steel coupon

을 꺼내어 sonicator (Sonic & Materials Inc., Newtown,

CT, USA)를 이용하여 1시간 정도 처리하여 표면에 부착

된 세균과 이물질 등을 제거하였다. 처리된 stainless steel

coupon을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하고 다시 멸균 증류수로

1회 세척한 후 121oC에서 15 분간 멸균(Autoclave, WAC-

100, DAIHAN Scientific Co., Wonju, Korea)하여 사용하

였다.

정유의 항균활성 탐색

항균활성 탐색을 위해 사용한 식물유래 정유(essential

oils)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제품 20종(basil, cedar wood,

cinnamon (bark), citronella, clary sage, clove, eucalyptus,

ginger, lavender, lemon, lemongrass, lime, majoram, mandarin,

mustard, peppermint, pine needle, spearmint, taragon, tea tree)

을 다인솝(Cheongju, Korea)에서 구입하여 4℃에서 냉장보

관하며 사용하였다.

항균활성이 높은 정유를 선발하기 위하여 disk diffusion

method17)에 따라 식물유래 정유 20종의 항균활성을 측정

하였다. 각각의 식중독 미생물을 멸균된 TSB에 접종하고

30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 100 µL를 취하여 동일

한 두께의 tryptic soy agar (TSA) 배지에 균일하게 도말

하였다. 각각의 정유는 Tween 20 (Merck, Darmstadt,

Germany)이 2% 첨가된 멸균증류수에 100 µg/mL의 농도

로 희석한 후 20 µL를 취하여 멸균된 paper disk (8 mm,

Advantec, Toyo Foshi Kaisha, Ltd., Tokyo, Japan)에 점적

하여 식중독 미생물이 도말된 TSA 평판배지 위에 놓고

30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항균 효과는 균주의 성

장 억제대(clear zone)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조구는 실험에 사용한 정유와 같은 농도로 희석한 항생

제인 tetracycline hydrochloride (Duchefa biochemie, Haarlem,

Netherlands)을 사용하였다. 측정 시 paper disc의 직경

8 mm를 제외하였으며, 정유의 희석액으로는 2%의 Tween

20이 첨가된 멸균증류수를 사용하였고, disc diffusion

method를 통해 항균활성이 없음을 미리 확인하였다. 

정유의 추출

항균활성 탐색 실험에서 6종의 식중독 미생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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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낸 계피(cinnamon, 베트남산), 정향

(clove, 마다카스카르산), 및 레몬그래스(lemongrass, 터키산)

는 전주시(Jeonbuk, Korea)에 소재한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수증기 증류(steam distillation)는 clevenger-type

essential oil extraction apparatus (EssenLab-plus, Hanil

Lab Tech Co., Ltd,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3시간 동

안 진행하였다. 증류에 의해 얻은 정유는 물층으로 부터

분리하여 무수황산나트륨(Na2SO4)을 첨가한 후 4oC에 보

관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정유는 사용하기 전까지 휘발

성 성분의 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각각의 정유는 시험을 위하여 10% (v/v) stock emulsion

(10% essential oil, 88% sterilized water, 2% Tween 20;

Merck)과 1%(v/v) emulsion (10% stock emulsion 및 90%

sterilized water)으로 준비하였다. 준비된 정유 emulsion은 사

용하기 전에 균질화를 위해 30초 동안 혼합한 후 사용하였다.

정유의 최소억제농도 및 최소살균농도 시험

정유의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및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시험을 위하여 액체배지희석법(broth dilution method)18)

을 사용하였다. 즉, 각 정유의 처리농도는 최고 10 mg/mL

에서부터 2배씩 희석하여 최저농도 0.078 mg/mL까지로 하

였다. 시험에 사용한 식중독 미생물의 균수는 105 CFU/

mL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MIC는 30oC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가장 낮은 농도로 구하

였으며, MBC는 세균의 증식을 완전히 억제하는 가장 낮

은 농도로 선정하였다. 

정유의 biofilm 형성 예방 효과

정유가 식중독 미생물의 biofilm 형성을 예방하는 효과

를 시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멸균된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에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를 각각 0.1%, 0.3%, 0.5% 농도로 희

석하여 각각 100 µL씩 분주하였다. 상온에서 30분 동안

방치 후 분주한 각각의 정유를 제거하고 다시 30분 동안

상온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대조군은 정유를 첨가하지

않은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2차 활성화된 각각의 식

중독 미생물을 정유로 표면이 코팅된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에 각각 100 µL씩 접종하고 30oC에

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oupon에 남아있는 부유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0 µL의 멸균 증류수로 3회

세척하고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 후 형성된 biofilm을

glass bead법으로 측정하였다19). 즉, 각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을 5개의 glass beads (5 mm-diameter,

Glastechnique Mfg., Lauda-Konigshofen, Germany)를 포함한

peptone water (0.1% peptone 및 0.02% Tween 80) 20 mL

가 들어있는 50-mL polystyrene tube에 넣고 vortex mixer

(Vortex-2 Genie, Scientific Industries, Inc., Bohemia, NY,

USA)에서 2분간 진탕하였다. 진탕한 용액은 TSA plate 위

에 직접 또는 0.1% peptone water에 연속적으로 희석한

후 4개의 plate당 250 µL씩 총 1 mL(검출한계 1.3 log CFU/

coupon)를 도말하였다. 각각 plate는 30oC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생균수를 세어 log CFU/cm2로 나타내었다.

정유의 biofilm 성장 억제 효과

정유가 식중독 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biofilm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시험하기 위하여 배양된 식중독 미생물

과 0.1, 0.3 및 0.5% 농도의 정유(cinnamon, clove 및

lemongrass)를 각각 50 µL씩 동시에 멸균된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에 접종하고 30oC에서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Coupon에 남아있는 부유성 미생물을 제거

하기 위하여 1,000 µL의 멸균 증류수로 3회 세척하고 상

온에서 30 분간 건조시킨 후 형성된 biofilm을 glass bead

법으로 측정하였다19).

정유의 biofilm 제거 효과

식품접촉표면에 형성된 식중독 미생물의 biofilm을 정유

가 제거하는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멸균된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에 2차 활성 된 식중독 미생물 배

양액 100 µL를 접종하여 30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미리

biofilm을 형성시켰다.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에 남아있는 부유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0 µL의 멸균 증류수로 3회 세척 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하였다. 그리고 각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coupon에 0.1%, 0.3%, 0.5% 농도의 정유를 각각 100 µL

씩 분주하고 1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하였다. 식물 정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1,000 µL의 멸균 증류수로 3회 세척 후

다시 상온에서 표면을 건조한 후 남은 biofilm을 glass bead

법으로 측정하였다19).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의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데이터는 평균±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n,

SEM)로 표시하였고, 각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값의 유의

성 검증은 SAS Package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

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Duncan의 다중 범위 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P<0.05)20).

Results and Discussion

식물유래 정유의 항균활성 탐색

수증기증류법으로 추출되어 시중에 판매중인 식물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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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20종의 식중독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disk

diffusion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식중독 미생물에 대해서 cinnamon 정유가 유의적

(P<0.05)으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B. cereus ATCC

13061과 L. monocytogenes ATCC 19112에 대해서는

cinnamon > clove > lemongrass > peppermint > pine needle

순으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S. aureus KCCM 11812와

P. aeruginosa ATCC 27853에 대해서는 clove 정유보다

lemongrass 정유의 clear zone이 각각 12.33±1.15 mm 및

9.67±2.52 mm로 크게 형성되었으며, E. coli KCCM 11234

와 S. Typhimurium ATCC 11862에 대해서는 clove와

lemongrass 정유에서 유사한 수준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

다. 식중독 미생물에서 식물유래 정유의 항균활성 시험 결

과를 종합하면 cinnamon 정유는 대조군으로 사용된 항균

물질인 tetracycline과 유사한 정도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clove 및 lemongrass 정유가 모든 균주에서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Fei 등21)의 연구에서 S aureus, B.

subtilis 및 E. coli를 대상으로 식물 정유의 항균활성을 측

정한 결과 clary sage와 basil에서 높은 항균활성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spearmint와 lavender

는 본 결과와 유사하게 약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또

한 항균활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ginger 및 mustard 정유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중독 미생물에는 항균작용이 뛰

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의 최소억제농도

(MIC) 및 최소살균농도(MBC)

Disk diffusion 방법을 이용한 시험에서 항균활성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유래 정유 3종(cinnamon, clove,

lemongrass)을 선발하여 수증기 증류법으로 정유를 추출하

고 식중독 미생물의 MIC 및 MBC를 측정하였다(Table 2).

Cinnamon 정유는 B. cereus ATCC 13061에 대해서 0.31 mg/

mL으로 가장 낮은 MIC를 나타내었으나 MBC는 모든 균

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1.25-2.50 mg/mL을 나타내었다.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ies of essential oils against various food poisoning bacteria by disk diffusion assay (Unit : mm)

Essential oils

Strains

B. cereus 

ATCC 13061

L. monocytogenes 

ATCC 19112

S. aureus 

KCCM 11812

E. coli

 KCCM 11234

P. aeruginosa 

ATCC 27853

S. Typhimurium 

ATCC 11862

Basil 5.00±1.00e 5.33±0.58d 2.67±0.58figh 4.33±0.58c 2.67±0.58fe 2.67±1.15gef

Cedar wood 1.67±0.58fg 2.67±0.58fge 2.33±0.58figh 3.33±0.58cde 1.33±0.58f 2.67±1.15gef

Cinnamon 17.67±0.58a 16.33±1.53a 16.67±0.58a 22.00±1.00a 20.67±1.15a 17.67±1.15a

Citronella 1.67±0.58fg 3.33±1.15fdge 2.00±1.00igh 3.33±0.58cde 2.00±0.00fe 2.33±0.58gf

Clary sage 1.33±0.58g 3.67±1.15fdge 3.00±1.00figeh 1.67±0.58fg 2.00±0.00fe 2.33±1.53gf

Clove 15.67±1.53b 15.00±1.00a 8.00±1.00c 7.33±0.58b 7.67±0.58c 5.67±1.53b

Eucalyptus 2.67±0.58fg 1.67±0.58g 1.67±0.58ih 2.33±0.58efg 1.00±0.00f 2.33±0.58gf

Ginger 2.00±0.00fg 1.67±0.58g 1.33±0.58i 1.33±0.58g 1.67±0.58fe 1.33±0.58g

Lavender 1.67±0.58fg 4.67±1.53de 4.00±1.00fde 2.33±0.58efg 2.33±0.58fe 2.67±0.58gef

Lemon 1.33±0.58g 2.33±0.58fg 3.67±1.15fdge 1.67±0.58fg 2.33±0.58fe 3.00±1.00def

lemongrass 12.33±1.53c 12.33±2.52b 12.33±1.15b 6.67±0.58b 9.67±2.52b 5.33±0.58bc

Lime 3.00±0.00fg 3.67±0.58fdge 2.33±0.58figh 3.00±1.00de 2.33±0.58fe 2.00±0.00gf

Majoram 2.00±0.00fg 5.00±1.00d 5.00±1.00d 2.67±0.58ef 4.67±0.58d 4.33±0.58dbc

Mandarin 2.33±0.58fg 5.00±1.00d 3.33±1.53fdgeh 2.67±0.58ef 2.67±0.58fe 4.00±0.00dec

Mustard 2.00±1.00fg 1.67±0.58g 1.67±1.15ih 3.33±1.15cde 2.00±1.00fe 1.33±0.58g

Peppermint 11.33±1.53c 8.00±1.00c 1.33±0.58i 2.33±0.58efg 2.67±1.15fe 2.00±0.00gf

Pine needle 9.00±1.73d 4.33±2.08fde 3.00±1.73figeh 2.00±0.00efg 3.33±0.58de 2.00±0.00gf

Spearmint 2.33±0.58fg 2.00±0.00g 2.00±1.00igh 4.00±1.00cd 1.00±0.00f 1.33±0.58g

Taragon 2.67±1.15fg 5.33±0.58d 3.00±1.00figeh 2.33±0.58efg 3.33±1.15de 3.00±1.00def

Tea tree 3.33±1.15f 3.33±0.58fdge 4.67±0.58de 2.33±0.58efg 4.67±0.58d 5.67±0.58b

Tetracycline 17.67±0.58 16.33 ± 0.58 16.00±1.00 15.00±0.00 14.33±0.58 16.67±1.15

Data represent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hree measurement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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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 정유의 MIC는 S. aureus KCCM 11812 (0.63 mg/

mL)를 제외하고 1.25 mg/mL로 동일하였으며, S. aureus

KCCM 11812를 제외한 모든 균에서 2.50 mg/mL의 MBC를

나타내었다. Prabuseenivasan 등23)은 cinnamon과 clove 정유

의 MIC가 E. coli에 대해서 >1.6 mg/mL, P. aeruginosa에

대해서 0.8-1.6 mg/mL 그리고 S. aureus에 대해서는 3.2-

6.4 mg/mL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정유의 MIC 농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Lemongrass 정유의 MIC는 1.25-2.50 mg/mL

이고, MBC는 2.50-5.00 mg/mL으로 다른 정유에 비해 다

소 높은 농도에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였다.

Taweechaisupapong 등13)은 8종의 정유 중 lemongrass 정

유가 C. albicans에 의한 biofilm 형성 억제 능력이 가장

강하였으며, MIC는 0.5 µg/mL이라고 보고하였다. 식물 정

유의 종류에 따라 항균활성에 차이를 보였으나, 식중독 미

생물의 종에 따른 정유의 항균활성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정유의 biofilm 형성 예방 효과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로 식품접촉 표면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을 코팅 처리한 후 6종의

식중독 미생물을 접종하여 biofilm을 형성시켰을 때 biofilm

의 형성 예방 효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시험한 식중독

미생물 모두에서 정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biofilm 형성

을 유의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정유의

농도 차이에 따른 예방효과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간의 biofilm 형성 예

방 효과는 식중독 미생물 균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cereus ATCC 13061은 stainless steel 표면에 비하여

polyethylene 표면에서 낮은 biofilm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0.5% cinnamon 정유를 처리한 polyethylene 표면에서

2.62±0.02 log CFU/coupon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biofilm이

형성되었다. 

L. monocytogenes ATCC 19112에 대해서는 polyethylene

표면에 처리한 0.5% lemongrass 정유에 의하여 3.02±0.00

log CFU/coupon으로 biofilm 형성 예방효과가 뛰어났으며,

cinnamon 및 clove 정유도 0.5% 농도에서 약 20% 이상

biofilm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ckman과 Frank24)

는 L. monocytogenes가 stainless steel 같은 식품 가공기구

의 표면에 여러 형태의 biofilm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Desai 등25)도 L. monocytogenes가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biofilm을 형성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 aureus KCCM 11812에 대해서는 polyethylene 표면

에서는 0.5% cinnamon 및 lemongrass 정유 처리에 의하

여 각각 4.14±0.03 log CFU/coupon 및 4.24±0.03 log

CFU/coupon으로, stainless steel 표면에서는 0.5% clove 및

lemongrass 정유 처리에 의해 각각 4.74±0.06 log CFU/

coupon 및 4.56±0.02 log CFU/coupon으로 biofilm 형성 예

방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lemongrass 정유의

경우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 모두에서 높은

biofilm 형성 예방 효과를 나타내었다.

E. coli KCCM 11234에 대해서는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간의 biofilm 형성 예방효과가 농도 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0.5% 정유에서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 모두에서 30% 이상의 biofilm 형성 예

방효과를 나타내었다.

P. aeruginosa ATCC 27853에 대해서는 0.5% clove 정

유 처리에 의해 polyethylene 표면에서 31.19%,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32.25%의 biofilm 형성 예방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0.5% cinnamon 정유 처리에 의해서도 각각 28.04%

및 29.57% 정도로 biofilm 형성 예방 효과를 보였다.

S. Typhimurium ATCC 11862에 대해서는 0.5% clove 정

유 처리에 의해 polyethylene 표면에서 3.40±0.01 log CFU/

coupon 및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3.39±0.02 log CFU/

coupon의 biofilm이 형성되어 예방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2.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of cinnamon, clove, and lemongrass

essential oils on against food poisoning bacteria (Unit : mg/mL)

Strains

Essential oils

Cinnamon Clove Lemongrass

MIC MBC MIC MBC MIC MBC

B. cereus ATCC 13061 0.31< 1.25< 1.25< 2.50< 1.25< 2.50<

L. monocytogenes ATCC 19112 1.25< 2.50< 1.25< 2.50< 1.25< 2.50<

S. aureus KCCM 11812 1.25< 1.25< 0.63< 1.25< 1.25< 2.50<

E. coli KCCM 11234 1.25< 2.50< 1.25< 2.50< 2.50< 5.00<

P. aeruginosa ATCC 27853 0.63< 2.50< 1.25< 2.50< 2.50< 5.00<

S. Typhimurium ATCC 11862 1.25< 2.50< 1.25< 2.5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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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식중독 미생물 및 식품접촉 표면에 따라 식물 정

유의 biofilm 형성 예방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0.5% 농도의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를 식품

접촉 표면에 미리 코팅하였을 때 biofilm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등14)은 강황(Curcuma longa)

의 정유가 0.5 mg/mL 이상의 농도에서 S. mutans에 의한

biofilm 형성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유의 biofilm 성장 억제 효과

식품접촉 표면에 6종의 식중독 미생물의 biofilm을 형성

시키는 동시에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를 농

도별로 첨가하여 그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는 Fig. 2와 같다. 

B. cereus ATCC 13061에 대해서는 균만 접종한 대조구

에서는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각각

3.03±0.09 및 3.16±0.01 log CFU/coupon의 biofilm이 형성

되었으나 3종 정유 처리구의 경우 biofilm 성장이 억제되

었다. 특히 0.5% clove 정유와 같이 접종하였을 때

polyethylene 표면에서는 1.10±0.09 log CFU/coupon 및

stainless steel에서는 1.95±0.05 log CFU/coupon으로

biofilm 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Stainless steel 표면

에서는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 간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L. monocytogenes ATCC 19112에 대해서는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0.5% cinnamon 및 clove 정유에 의해

biofilm 성장이 100% 억제되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polyethylene 표면에서 0.5% 농도의 cinnamon 및 clove 정

유에 의해 biofilm 성장이 각각 61.31% 및 61.63% 억제

되어 각각 2.35±0.03 및 2.33±0.03 log CFU/coupon을 나

타내었다. 

S. aureus KCCM 11812에 대해서는 정유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biofilm 성장이 억제되었으며, 0.5% cinnamon과

Fig. 1. Prevention effects of cinnamon, clove, and lemongrass essential oils treatment on the against biofilm formation by food poisoning

bacteria on polyethylene and stainless steel coup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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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 정유 처리에 의해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표

면에서 biofilm 성장이 100% 억제되었다. Lemongrass 정

유는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biofilm을 억제하였으나,

0.5% 농도에서 4.47±0.02 및 3.38±0.01 log CFU/coupon으

로 0.3% 농도의 cinnamon과 clove 정유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E. coli KCCM 11234에서는 0.5% 농도의 clove 정유를

첨가한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표면에서는 biofilm

이 불검출 되었으며, 0.5% cinnamon 정유에서도 50% 이

상의 biofilm이 감소되었다. Lemongrass 정유의 경우 0.3%

농도에서도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각각

4.26±0.00 log CFU/coupon 및 4.65±0.02 log CFU/coupon

의 biofilm이 형성되어 cinnamon과 clove 정유와 비교하였

을 때 biofilm 성장 억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aeruginosa ATCC 27853에 대해서는 0.5% cinnamon

정유에 의해 stainless steel 표면의 biofilm이 불검출 되었

으며, polyethylene 표면에 0.5% cinnamon 정유 처리 및

stainless steel 표면에 0.5% clove 정유 처리가 biofilm 성

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 Typhimurium ATCC 11862에서도 lemongrass 정유에

비하여 cinnamon과 clove 정유가 biofilm 성장 억제에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stainless steel 표면에서

0.5% clove 정유에 의해 biofilm 성장이 100% 억제되었으

며, 0.5% cinnamon 정유에 의해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에서 각각 1.81±0.18 및 2.48±0.06 log CFU/coupon으

로 3 log 이상의 biofilm 성장이 억제되었다. 

식중독 미생물 모두에서 식물 정유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biofilm 성장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Cinnamon 0.5% 처리 시 stainless steel 표면에

서 S. aureus와 P. aeruginosa에 의한 biofilm 성장이 완전

히 억제되었다. Clove 0.5% 처리 시 polyethylene 표면에

서는 S. aureus와 E. coli에 의한 biofilm이 성장하지 않았

Fig. 2. Inhibition effect of cinnamon, clove, and lemongrass essential oils treatment on the against biofilm development by food poison-

ing bacteria on polyethylene and stainless steel coup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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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stainless steel 표면에서는 L. monocytogenes, S. aureus,

E. coli, S. Typhimurium에 의한 biofilm의 성장을 완전히 억

제하였다. 그러나 lemongrass 정유는 cinnamon과 clove 정유

에 비하여 다소 낮은 biofilm 성장 억제율을 보였다.

Szczepanski와 Lipski15)는 oregano 정유가 Sphingomonas spec.

의 biofilm 성장을 억제하였으나 다른 미생물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innamon 정유는 0.016%

농도에서 Acinetobacter의 biofilm 성장을 완전히 억제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정유의 biofilm 제거 효과

6종의 식중독 미생물을 식품접촉 표면에 접종하여 biofilm

을 형성시킨 후 cinnamon, clove 및 lemongrass 정유를 농

도별로 1시간 처리 하였을 때 biofilm의 제거 효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식중독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정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biofilm 제거 효과는 높아

졌으며, 대체로 clove 정유의 biofilm 제거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B. cereus ATCC 13061은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각각 3.40±0.03 log CFU/coupon 및 3.61±0.05 log

CFU/coupon의 biofilm을 형성하였으나 정유 처리에 의해

모든 처리구에서 biofilm이 유의적으로 제거되었다(P<0.05).

특히 0.5% cinnamon 정유에 의해 polyethylene 2.40±0.05

log CFU/coupon 및 stainless steel 1.74±0.04 log CFU/

coupon으로 각각 29.39% 및 51.76% 정도의 biofilm 제거

율을 나타내었다.

L. monocytogenes ATCC 19112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각각 4.35±0.00 및 4.50±0.02 log CFU/coupon

의 biofilm을 형성하였으나 0.5% 농도의 clove 정유 처리

에 의해 biofilm이 100% 제거되었으며, polyethylene 표면

에서 0.3% 농도의 clove정유 처리에 의해 1.54±0.06 log

CFU/coupon의 biofilm이 검출되어 64.47%의 제거율을 나

Fig. 3. Elimination effect of cinnamon, clove, and lemongrass essential oils treatment on the against biofilm formed by food poisoning

bacteria on polyethylene and stainless steel coup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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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Lemongrass 정유의 경우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 모두에서 0.3% 농도와 0.5% 농도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 aureus KCCM 11812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각각 6.45±0.00 및 6.22±0.00 log CFU/coupon의

biofilm을 형성하였으나 0.3%와 0.5% 농도의 clove 정유 처

리에 의해 각각 2.82±0.02(0.3% polyethylene), 3.73±0.00

(0.3% stainless steel), 1.93±0.08(0.5% polyethylene) 및 2.10

±0.02(0.5% stainless steel) log CFU/coupon로 biofilm이 제

거되었다. 이는 0.5% 농도의 cinnamon 정유보다도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lemongrass 정유의 경우 0.5% 정

유 처리 후에도 4.83±0.05 및 4.62±0.02 log CFU/coupon

의 biofilm이 남아있었다.

E. coli KCCM 11234에 대해서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각각 5.38±0.01 및 5.33±0.01 log CFU/coupon

의 biofilm이 형성되었고, P. aeruginosa ATCC 27853에 대

해서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각각 5.47±0.01

및 5.60±0.02 log CFU/coupon의 biofilm이 형성되었으나, 두

미생물에서 동일하게 polyethylene 표면에서는 0.5%

cinnamon 정유 처리에 의해, 식품접촉 표면에서는 0.5%

clove 정유에 처리에 의해 biofilm이 100% 제거되었다.

S. Typhimurium ATCC 11862에서도 polyethylene 표면

(5.40±0.02 log CFU/coupon)과 stainless steel 표면(5.48±0.05

log CFU/coupon)에 형성된 biofilm을 제거하는데 유의적

인 차이(P<0.05)로 식물 정유 처리가 효과를 나타내었으

며, 그 중에서도 clove 정유 처리가 biofilm 제거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Oliveira 등24)은 cinnamon과 그 주성분인 cinnamaldehyde

가 stainless steel 표면의 E. coli와 L. monocytogenes의

biofilm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L. monocytogenes가

E. coli보다 더 내성이 강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Kim과 Kim25)이

6종의 식중독 미생물에 의한 biofilm 형성능을 연구한 결

과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 표

면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적

으로 lemongrass 정유의 경우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biofilm을 제거하는 효과는 증가하였으나 cinnamon과 clove

정유에 비하여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항균활성이 뛰어난 식물 정유를 이용하여 식품가공 기

구 및 용기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형성된 식중독 6종의 biofilm 형성에 대한 억

제 효과를 연구하였다. 식물 정유 20종의 식중독 미생물

에 대한 항균활성을 disk diffusion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cinnamon > clove > lemongrass > peppermint > pine

needle 순으로 항균활성을 나타냈다. Cinnamon과 clove 정

유의 최소억제농도(MIC)와 최소살균농도(MBC)는 각각

0.63-1.25 mg/mL과 1.25-2. mg/mL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lemongrass 정유의 MIC와 MBC는 각각 1.25-2.50 mg/mL

과 2.50-5.00 mg/mL로 약간 낮은 항균활성을 나타냈다.

정유 3종의 biofilm 형성 예방효과는 식중독 미생물과

polyethylene 및 stainless steel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

만, 0.5% 농도의 cinnamon, clove와 lemongrass 정유를 식

품접촉 표면에 미리 코팅하였을 때 biofilm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식

중독 미생물에 대해서 biofilm 형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

으며(P<0.05), 0.5% cinnamon과 clove 정유 처리에 의해 L.

monocytogenes ATCC 19112와 S. aureus KCCM 11812의

biofilm이 형성되지 않았다.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coupon 표면에 형성된 식중독 미생물의 biofilm의 제거 효

과를 측정한 결과, 식중독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었지만 정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biofilm 제거 효과는 높

아졌으며, 대체로 clove 정유의 biofilm 제거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0.5%의 cinnamon과 clove

정유는 polyethylene과 stainless steel 표면에 식중독 미생물

이 형성하는 biofilm을 예방, 성장 억제 및 제거할 수 있

는 천연 소재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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