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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한 채소와 향신료의 미생물 저감화

김정은·김인하·민세철*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Microbial Decontamination of Vegetables and Spices Using
Cold Plasma Treatments

Jung Eun Kim, In-Hah Kim, and Sea C.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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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old plasma treatment (CPT) against Salmonella Typhimurium inoculated on cabbage and lettuce,
naturally occurring bacteria in black pepper powder and red pepper powder, and Bacillus cereus inoculated onto red pepper
powder were investigated. The numbers of S. Typhimurium on cabbage and lettuce were reduced by 1.5±0.2 CFU/cm2

(900 W, 5 min) and 1.1±0.1 log CFU/cm2 (900 W, 10 min), respectively. The numbers of naturally occurring aerobic
bacteria in both black pepper powder and red pepper powder were reduced by 2.3±0.3 and 0.6±0.2 log CFU/g,
respectively. The numbers of B. cereus vegetative cells on red pepper powder were reduced by 1.5±0.1 log CFU/g, but
the numbers of spores remained unchanged. The inhibition of S. Typhimurium on cabbage was adequately described by
Fermi’s model and the Weibull model. The predicted optimum treatment power and time for S. Typhimurium inoculated
onto cabbage were 746 W and 6.8 min, respectively. Our results indicate that CPT represents a useful method for
microbial decontamination of vegetables and sp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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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선편이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재료인 채소류에 대

한 위생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소류는 섭취

되기 전에 미생물 저감화를 위한 특별한 전처리 과정이 없기 때

문에 식중독 발병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속한다(1). 신선 농산물

의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로 Salmonella 속,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그리고 Sta-

phylococcus aureus 등이 알려져 있다(2).

후춧가루와 고춧가루를 포함한 향신료들의 원료들은 많은 미

생물로부터 오염된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하여 가

공을 거친 후에도 후춧가루에서는 곰팡이 독소나 Salmonella 속

과 같은 식중독균이 검출되고(3,4), 고춧가루에서는 Bacillus cereus,

Aspergillus flavus, 그리고 Clostridium perfringens 등이 검출된다

(5).

신선 채소류에 대한 미생물 저감화 방법으로 이산화염소, 오

존, 그리고 염소 등을 이용하는 화학적 살균 처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산화염소수는 효과적인 표면 살균처리

방법이지만(6,7) 처리된 식품에 산화를 일으켜 품질 저하를 일으

킬 수 있으며(8), 염소처리는 채소의 미생물 저감화 효과가 미미

하다는 것과 처리된 식품에 발암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6,7).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식품의 품질을 유지

할 수 있고,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저해시킬 수 있는 채소류에 대

한 새로운 살균 처리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분말 식품에 대한 살균 방법에는 훈증 처리, 스팀 살균, 감마

선 조사, 그리고 자외선 조사가 있다. 훈증 처리 방법은 미생물

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전통 살균 방법이지만(9), 처리에

사용되는 가스인 ethylene oxide가 발암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많은 나라들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10). 스팀 살균 방법은 고

온 증기를 사용하여 식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효과적으

로 저해시킬 수 있지만, 식품의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품질과 저

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1). 비가열 식품 살균방법인 감

마선 조사는 향신료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저해시키

지만(11),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많은 분말

제품 생산 라인에서 자외선램프를 설치하여 자외선 조사를 통해

오염된 미생물을 저해시키고 있으나(12), 자외선이 식품 내부까

지 침투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재질에 흡수되어 미생물 저감화에

비효과적일 수 있다(13).

기존의 식품 살균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열 플라즈마 식품 처리 기술이다(14-16). 전리된 가스상태인 플

라즈마에는 전자, 양이온, 음이온, 자유 라디칼, 그리고 자외선 광

자 등을 포함한 reactive species가 존재하고 있다(17). Reactive

species는 미생물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면서 세포막의 지질과 단

백질, 그리고 세포 내의 DNA와 같은 거대분자들과 반응하여 미

생물 세포를 손상시킨다(18,19). 비열 플라즈마 식품 미생물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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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술은 온도가 높지 않게 형성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품

에 오염된 미생물을 저해시키는 기술이다(18,19). 비열 플라즈마

기술은 환경, 의료 등 식품 외의 분야에서 살균 및 소독 기술로

많이 연구되었지만, 식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저감화를 위한

기술로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배추와 상추에 접종시킨 S. Typh-

imurium, 후춧가루와 고춧가루에 존재하는 호기성 미생물, 그리

고 고춧가루에 접종시킨 B. cereus 영양 세포와 포자에 대한 비

열 플라즈마 처리의 저감화 효과를 확인하며,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을 비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저

해시키는데 요구되는 처리 전력과 시간을 예측하고, 그 저해를

적절히 설명하는 수학적 저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 pitata)와

상추(Lactuca sativa L.)는 초록마을(Gwangju, Korea)에서 구입하

였고, 실험하기 하루 전에 구매하여 4oC에서 보관하였다. 후춧가

루(Piper nigrum L.)와 고춧가루(Capsicum annuum L.)는 각각 청

정원(Seoul, Korea)과 청양농협협동조합(Cheongyang, Korea) 제품

이었고, 포장된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접종원 준비

S. Typhimurium DT 104, B. cereus ATCC 10876, ATCC

13061, 그리고 W-1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공학 대학(Agricultural

Biotechnology Culture Collection,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았다.

S. Typhimurium과 B. cereus 영양 세포는 37oC에서 24시간 동안

tryptic soy broth (TSB, Difco, Sparks, MD, USA)에서 배양한 다

음 원심분리(10,000 rpm, 2분)하여 얻어졌다. 침전된 세포들을

0.1%(w/v) peptone water로 2 회 세척하였고 접종 농도로 희석하

였다. S. Typhimurium 접종원의 농도는 약 7.0 log CFU/mL였고,

B. cereus 영양 세포 접종원의 농도는 3가지 균주(ATCC 10876,

ATCC 13061, 그리고 W-1)가 동등한 양으로 섞인 약 8.0 log

CFU/g였다. B. cereus 포자는 Finley 등(20)의 방법으로 준비되었

다. 각 균주의 B. cereus가 배양된 TSB (0.1 mL)를 tryptic soy

agar (TSA, Difco)에 도말 한 후 37oC에서 7일 동안 배양하였다.

포자가 자란 TSA에 2 mL의 0.1%(w/v) peptone water을 분주하고

현탁 시킨 다음, 포자를 멸균된 루프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

집된 균주별 포자 현탁액을 각각 15 mL 시험관으로 옮긴 후 항

온수조에서 열처리(80oC, 11 min)하였다. 열처리 된 포자 현탁액

을 원심분리(3,600×g, 4oC, 20 min) (Combi-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Gangreung, Korea)하고 0.1%(w/v) peptone water로 3

회 세척한 후, 동등한 양으로 섞어 B. cereus 포자 접종원(약 8.0

log spores/mL)을 만들었다.

접종 및 시료 준비

양배추와 상추는 지름 6 cm의 크기로 자른 다음, 살균된 Petri-

dish (지름 90 mm) (SPL, Pochean, Korea)에 놓고 멸균된 유리 분

무기(BT1270S-100, Joylab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1 mL의

S. Typhimurium을 표면에 접종하였다(접종농도: 약 6.0 log CFU/

cm2). 고춧가루(200 g)는 250 mL 유리병에 담긴 상태에서 121oC

에서 15분 동안 고압증기멸균하였다. 멸균된 고춧가루 5 g을 Teflon

plate (25 cm×25 cm)에 16 cm×16 cm 면적으로 펼치고, 멸균된 유

리 분무기로 1 g의 B. cereus 영양 세포를 접종시켰다(접종농도:

약 8.0 log CFU/g). 플라즈마 처리 전에 접종된 모든 종류의 시

료들은 플라즈마 처리 전에 clean bench (22±2oC)에서 1시간 동

안 건조하였다. 후춧가루와 고춧가루에 존재하는 호기성 미생물

에 대한 저해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멸균하지 않은 후춧가

루와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

비열 플라즈마 처리 장비 및 조건

플라즈마 처리 장비의 구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처리 챔버

(43 cm×37 cm×40 cm)의 문에 석영으로 제작된 관측 창(observation

window)이 있고, 챔버의 위에는 마이크로파 발생기(microwave

generator)가 연결되어 있다. 220 V AC (single 60 Hz)의 입력 전

원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파 발생기에는

50-1,000 W의 전력 범위에서 2.45-GHz의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마그네트론(Magnetron 2M246, LG electronics Inc., Seoul, Korea)

이 장착되어 있다. 챔버 내에 플라즈마 형성 가스를 최대 20,000

mL/min까지 주입할 수 있으며, 압력은 0.5 kPa에서 30 kPa까지 조

절할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질소-산소 혼합가스였고,

흐름 속도는 2,500 mL/min (질소: 2,000 mL/min, 산소: 500 mL/

min이었다. 안정된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리 전력과 압력을 각각 300-900 W 그리고 0.3-26.7 kPa 범위에

서 변화시키면서 관측창을 통해 플라즈마의 형성을 육안으로 관

찰하였다. 상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은 900 W에서 10분간 처

리되었고, 양배추에 접종한 S. Typhimurium은 반응표면법으로 설

계된 처리 전력과 시간(Table 1)으로 처리하였다. 후춧가루와 고

춧가루는 미생물 종류와 상관 없이 900 W에서 처리하였고, 호기

성 미생물은 20분, 고춧가루에 접종된 B. cereus 영양 세포는 10,

20, 그리고 30분 그리고 B. cereus 포자는 20분 동안 처리하였다.

양배추의 표면 온도와 수분활성도 측정

양배추의 온도와 수분활성도는 비열 플라즈마 처리 직전과 직

후에 측정되었다. 양배추 표면 온도는 K 형의 thermocouple (1.6-

mm diameter,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수분활성도는 수분활성도 측정기(Pawkit, Decagon

Devices Inc., Pullman, WA, USA)로 측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old plasma treatmen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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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 측정

비열 플라즈마 처리된 시료(5 g)와 시료 무게의 9 배인 0.1%(w/v)

peptone water (45 g)를 스토마커 백(13×19 cm, Nasco WHIRL-

PAK®, Fort Atkinson, WI, USA)에 넣고 블렌더(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Seward Medical, London, UK)를 사용하여

230±5% rpm에서 3분간 처리하였고 이로부터 얻어진 액상을 고

체배지에 도말 하였다. Xylose lysine desoxycholate agar (XLD,

Difco)는 양배추와 상추에 접종한 S. Typhimurium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때 사용하였고, plate count agar (PCA, Difco)는 후춧가루

와 고춧가루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을 검출하는데 사용하였다. 멸

균 고춧가루에 접종된 B. cereus 영양 세포와 포자를 검출할 때

는 TSA를 사용하였다. XLD plate는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하였고, PCA plate와 TSA plate는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한 양배추와

상추의 표면과 S. Typhimurium 세포 관찰

양배추와 상추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Petri-dish 바닥에

1 mL의 1% osmium tetroxide (19192, Electron Microscopy Sci-

ences, Hatfield, PA, USA)를 100 µL씩 고르게 분포하도록 스폿팅

(spotting)하였다. Petri-dish의 뚜껑에 양배추 또는 상추(지름 6 cm)

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osmium tetroxide가 놓인 바닥 표

면과 평행할 수 있게 시료가 고정된 뚜껑을 덮었다. 바닥과 시료

사이의 간격은 0.5 cm로 유지하였다. 상온에서 24시간 보관 후,

양배추 또는 상추 시료를 떼내어 0.5 cm×0.5 cm 크기로 잘라

carbon tape 위에 부착하고 백금(Pt)으로 코팅하여 FE-SEM (Field

emission-SEM, S-4700, Hitachi,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비열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양배추에 접종한 S. Typhimurium

세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S. Typhimurium 접종액(20

µL)을 원형의 polystyrene film(지름 5 cm)에 고르게 스폿팅 한 후, 1

시간 동안 clean bench 내에서 건조시켰다. 양배추에 접종시킨 S.

Typhimurium을 가장 많이 저해시킬 것으로 예측된 처리 전력과

시간으로 미생물이 접종된 필름을 플라즈마 처리하였다. 처리된

필름을 9 mL의 0.1%(w/v) peptone water가 담긴 스토마커 백에

넣어 3분간 blending하였고, 이로부터 얻어진 액상을 Cheng 등

(21)의 방법에 따라 고정 및 탈수시켜 SEM 관찰용 샘플로 준비

시켰다. 준비된 샘플을 carbon tape 위에 부착하고 백금(Pt)으로

코팅하여 FE-SEM (S-4700, Hitachi)으로 관찰하였다.

S. Typhimurium 저해 모델 결정

양배추에 있는 S. Typhimurium이 비열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저해되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1

차 반응 속도 모델들(식 2, 3), Fermi 모델(식 4), 그리고 Weibull

모델(식 5)에 미생물 저해 데이터를 피팅(fitting) 시켰다. 이때 1

차 반응 속도 모델들과 Fermi 모델은 Minitab 15 (ver. 15,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Weibull 모델은 GInaFiT (Geeraerd and Van Impe Inactivation

Model Fitting Too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22).

비열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의 미생물 농도로 저해되지 않은

미생물 농도(RM)를 구하였다(Eq. 1).

(1)

A: 처리구의 미생물 농도(log CFU/cm2)

A0: 대조구의 미생물 농도(log CFU/cm2).

ln(RM)= −k
n
E (2)

E: 처리 전력(W)

k
n
: 1차 반응상수

ln(RM)= −k
E
t (3)

t: 처리 시간(분)

k
E
: 1차 반응상수.

(4)

E: 처리 전력(W)

E
h
: RM이 0.5가 되는 처리 전력(W)

a: E
h
 주위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인자

log N = log N0−(t/δ)s (5)

δ: 크기 인자

s: 모양 인자

실험 계획 및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2회 반복되었다.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으로 각 표본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유의차가 있는 경우

Duncan 다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법과 유의차 검증은

SAS 프로그램(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차는 5% 수준에서 검증되었

다. S. Typhimurium 저해, 처리 전력, 그리고 처리 시간의 상관관

계는 SAS의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양배추에

접종시킨 S. Typhimurium를 저해할 때 처리 전력과 시간이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가 2개인 중심합성계획법(two variable

second-order center composite RSM design)으로 Minitab

(Minitab, I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계획하였으며, 이때

RM
A

A
0

------=

RM
1

1 e
E E

h
–( ) a⁄

+

--------------------------=

Table 1. Experimental variables and their values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um cold plasma treatment conditions for
inhibiting S. Typhimurium on cabbage

Experiment
Number

Explanatory variables -
Treatment power: X1, C1;
Treatment time: X2, C2

Response variable

Coded value Real value Reduction
(log CFU/cm2)X1 X2 C1 (W) C2 (min)

1 -1.4 0 500 5.5 0.6±0.2

2 -1 1 558 8.8 0.7±0.2

3 -1 -1 558 2.3 0.1±0.1

4 0 0 700 5.5 1.7±0.1

5 0 0 700 5.5 1.7±0.1

6 0 0 700 5.5 1.6±0.1

7 0 0 700 5.5 1.6±0.2

8 0 0 700 5.5 1.5±0.2

9 0 1.4 700 10 1.9±0.1

10 0 -1.4 700 1.0 1.0±0.1

11 1 -1 842 2.3 0.8±0.1

12 1 1 842 8.8 0.9±0.1

13 1.4 0 900 5.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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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과 구간을 각각 5개와 13개로 설정하였다(Table 1)(23). 실

험결과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응표면분석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모델 식은 다음과 같이 2차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Y =b0+b1X1+b2X2+b12X1X2+b11X12+b22X22 (6)

Y는 종속변수로서 S. Typhimurium의 저해농도(log CFU/cm2)이

고, bn은 회귀계수이며, X1와 X2는 각각 처리 전력(W)과 처리 시

간(분)이다.

S. Typhimurium 저해에 대한 최적 조건은 Minitab의 Response

optimizer function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분산분석법과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모델 인자들(k
n
, k

E
, E

h
, a) 값들을 예측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안정적인 플라즈마 형성을 위한 조건 설정

처리 압력과 전력에 따른 플라즈마 형성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처리 챔버 안에 코로나(corona)가 나타나지 않고 깜빡

이는 현상 없이 플라즈마가 형성될 때 안정적인 플라즈마가 형

성되었다고 정하였다. 처리 챔버 내부 압력이 1.3-2.7 kPa이고, 처

리 전력이 900 W일 때 가장 안정적인 플라즈마가 관찰되었다.

500-900 W 범위에서는 처리 챔버 내부 압력이 4 kPa 미만일 경

우에 플라즈마가 형성되었지만, 4 kPa 이상일 경우에는 플라즈마

가 형성되지 않아 플라즈마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챔버 내의 압

력 수준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챔버 내의 압

력이 4 kPa 이상일 때 플라즈마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본 실험

에 사용된 장비의 최대 처리 전력인 900 W가 처리 챔버 내에 존

재하는 공기를 포함한 가스를 전리 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Yamada 등(24)은 수소, 메탄, 그리고 질소

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하여 600-1,600 W로 9-21 kPa에서 플라즈

마를 형성시켰을 때 가장 낮은 압력(9.3 kPa)과 높은 전력(1,600

W)에서 가장 밝고 선명한 플라즈마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채소와 향신료에 대한 비

열 플라즈마 처리에 사용될 처리 압력과 전력은 1.3 kPa와 500-

900 W으로 결정 하였다.

미생물 저해효과

비열 플라즈마로 900 W에서 5분간 처리하였을 때,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 (4.6±0.2 log CFU/cm2)은 1.5±0.2 log

CFU/cm2 저해되었으며(검출 한계: 1.0 log CFU/cm2), 상추에 접

종된 S. Typhimurium (약 5.0 log CFU/cm2)의 경우에는 900 W

Table 2. Formation of plasma at various levels of power and pressure with nitrogen-oxygen mixture gas1) 

Stable plasma formation2)

Unstable plasma formation3)

No plasma formation

Gas Power (W)
Pressure (kPa)

0.3 0.7 0.8 1.1 1.3 2.7 4.0 6.7 13.3 26.7

Nitrogen-oxygen
(4:1)

900

Unstable pressure

800

700

600

500

400

300

1)Flow rate: 2.5 L/min (nitrogen: 2.0 L/min, oxygen: 0.5 L/min)
2)Plasma without flickering and changing in size. No corona formation.
3)Plasma not steady and changing in size.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surfaces of cabbage and lettuce. Left, cabbage; right,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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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 1.1±0.1 log CFU/cm2 저해되었다.

비열 플라즈마 처리는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을 염소

소독제와 이산화염소 용액을 이용해 10분간 저해시켰을 때(<1.0

log CFU/g)(25)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해시켰다. 양배추와 상추는

같은 채소류이지만 저해효과가 양배추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배추와 상추의 표면 형태의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

되었다. SEM으로 관찰한 결과, 양배추 보다 상추 표면에 더 심

한 굴곡과 많은 틈새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Fig. 2). 양배추에

비하여 상추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Salmonella 세포들이 굴곡

이나 틈새에 위치하여 플라즈마 노출로부터 피할 수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 Perni 등(15)은 Salmonella가 접종된 망고와 멜

론을 비열 플라즈마 처리하였을 때 망고에서 더 효과적으로 미

생물이 저해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이것은 망고 껍질이 멜론 껍질

보다 상대적으로 굴곡이 적은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

였다. 따라서, 식품 표면 형태가 비열 플라즈마 처리의 미생물 저

해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배추에 접종시킨 S. Typhimurium의 저해(log CFU/cm2)는 처

리 전력 또는 처리 시간과 유의적인 상관 관계에 있었다(power:

r2=0.83, p<0.0001; time: r2=0.73, p<0.0001). 즉, 처리 전력 또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미생물 저해 정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

료되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미생물 저해 데이터들을 반응표면 분석하여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을 최고로 저해시킬 수 있는 최

적 조건(처리 전력과 시간)을 구하였다. 처리 전력, 처리 시간, 그

리고 S. Typhimurium 저해 (Y)의 관계가 polynomial 모델, Y =

(15.144405)+(−0.030529)X1+(−0.009147)X2+(0.000003630)X1X2+

(0.000019465)X1
2+(0.000007852)X2

2로 결정되었고, 이를 Fig.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 모델은 각 변수들의 관계를 유의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p<0.0001). 독립 변수인 처리 전력(X1)과 시

간(X2)은 S. Typhimurium 저해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p<0.0001).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은 처리 전력과 시

간이 증가할 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3,

Fig. 4). 5.5분 처리 시 700 W 처리에 의한 미생물 저해 정도와

900 W 처리에 의한 미생물 저해 정도 사이에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p>0.05)(Fig. 3). 전반적으로 5.5분 처리가 2.3분과 8.8

분 처리보다 저해 효과가 높아 보였다(Fig. 3). 또한, 처리 전력

이 700 W인 경우 처리 시간이 1분에서 10분으로 증가될수록 유

의적으로 많이 저해되었다(p<0.05)(Fig. 4). 처리 전력이 558W와

826 W일 경우 일정 시간 처리 시 유의적인 Salmonella 저해가

일어났지만, 그 정도는 700 W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Fig. 4). S.

Typhimurium을 가장 높게 저해시키는 처리 조건은 746 W와 6.8

분으로 예측되었고, 이 때 저해 수준은 1.9 log CFU/cm2로 예측

되었다. 실제 746 W에서 6.8분간 처리했을 때 예측된 저해 수준

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저해 정도가 관찰 되었다(p>0.05). 최

적 처리 조건으로 처리된 S. Typhimurium의 세포 모습을 Fig. 6

에 나타내었다. 비열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의 세포 모습을 비교

한 결과, 처리 후 세포막이 손상되어 세포 내 물질이 용출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양배추 내 S. Typhimurium의 저해 결

과를 기존의 미생물 저해 모델들에 적용시키고, 모델들의 적합성

을 r2값으로 확인하였다. 처리 전력에 대한 1차 반응 속도 모델

들(식 2, 3)과 Fermi 모델(식 4), 그리고 Weibull 모델(식 5)의 r2

값은 각각 0.74, 0.75, 0.80, 그리고 0.94이었다. 모든 모델이 저해

데이터를 적절히 피팅하였다. 비선형 모델들인 Fermi 모델과

Fig. 3. Effect of the treatment power at different treatment times

on the reduction of S. Typhimurium on cabbage.

Fig. 4. Effect of the treatment time at different treatment powers
on the reduction of S. Typhimurium on cabbage.

Fig. 5. Response surface plots generated with treatment power,

time, and the reduction of S. Typhimurium by cold plasma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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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bull 모델이 1차 반응 속도 모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적합성

을 보여주었다. Fermi 모델의 변수인 E
h 
값은 791이었고, a 값은

229이었으며, Weibull 모델의 변수인 δ 값은 60.4이었고, s 값은

0.3이었다.

양배추의 표면 온도는 비열 플라즈마 처리로 인하여 25.3±0.9oC

에서 28.0±1.2oC로 증가하였다(∆T=4.8±C). 이것은 본 연구에 사

용된 플라즈마 처리가 비열 처리 공정이었음을 나타내주는 동시

에 미생물 저해가 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열 플라즈마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양배추의 플라즈마 처리(900 W, 10분) 전후의

수분 활성도를 측정해 본 결과 각각 0.95±0.01, 0.93±0.01로써 서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채소류의 수분 손

실은 외관의 변화와 조직감 상실을 초래하여 신선도와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열 플라즈마 처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 채소류 미생물 저감화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플라즈마 처리는 후춧가루와 고춧가루의 호기성 미생물 농도

를 각각 3.3±0.2 log CFU/g와 5.9±0.1 log CFU/g에서 검출한계

(1.0 log CFU/g)이하와 5.3±0.1 log CFU/g으로 낮추었다. 후춧가

루에서의 저해가 더 높았는데 이는 후춧가루와 고춧가루에 접종

된 미생물의 종류와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고춧가루 표면에 접종된 B. cereus 영양 세포(초기 농도: 약 6.0

log CFU/g)는 10분 동안 처리되었을 때는 저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20분 그리고 30분 동안 처리되었을 때는 각각 1.2±0.2 log

CFU/g, 1.5±0.2 log CFU/g가 저해되었다.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B. cereus 영양 세포 저해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

다(p<0.05). 그러나 B. cereus 포자(초기 농도: 약 6.0 log spores/

g)의 경우에는 최대 0.4±0.1 log spore/g의 저해만이 보여짐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비열 플라즈마 처리는 B. cereus 포자를 효과

적으로 저해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에 사용된 비열 플라즈마 처리는 양배추와 상추에 접

종된 S. Typhimurium, 후춧가루에 존재하는 호기성 미생물, 그리

고 고춧가루에 접종된 B. cereus 영양 세포를 효과적으로 저해시

켰으나, 고춧가루에 존재하는 호기성균과 B. cereus 포자는 효과

적으로 저해시키지 못했다.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를

가장 많이 저해시키는 최적 조건은 746 W, 6.8분으로 예측되었

고, 이 때 저해 정도는 1.9 log CFU/cm2로 예측되었다. Fermi 모

델과 Weibull 모델이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한 양배추에 접종된

S. Typhimurium 저해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열 플라즈마 처리를 채소류와 분말 식품의 미생물 안

전성을 증진시키는 살균 처리 기술로 발전시키는데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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