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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광펄스 처리에 의한 병원성 대장균의 비가열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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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nse pulsed light (IPL), a nonthermal technology, has attracted increasing interest as a food processing
technology. However, its efficacy in inactivating microorganisms has not been evaluated thorough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IPL treatment on the inactiva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depending on light intensity,
treatment time, and pulse number. Increased light intensity from 500 V to 1,000 V, raised the inactivation rate at room
temperature. At 1000 V, the cell numbers were reduced by 7.1 log cycles within 120 s. In addition, increased pulse number
or decreased distance between the light source and sample surface also led to an increase in the inactivation rate. IPL
exposure caus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bsorption at 260 nm of the suspending agent used in our experiments. This
indicates that IPL-treated cells were damaged, consequently releasing intracellular materials. The growth of IPL-irradiated
cells were delayed by about 5 h. The degree of damage to the cells after IPL treatment was confim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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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추구

하는 웰빙(well-being)이 중요한 생활 패턴으로 떠오르면서 소비

자들은 가능한 천연 상태의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식품산업에서 식품의 보존성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가열, 건조, 냉동의 물리적 방법이나 식품 보존제의 첨가와 같은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

열 공정은 열에 의한 영양성분의 파괴, 텍스쳐와 색의 변화, 향

기 성분의 손실 등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1). 따라서 이러한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미생물에 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초고압

(high hydrostatic pressure) 기술, 고전압 펄스 전기장(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기술, 방사선 조사(irradiation), 초임계 이산

화탄소(supercritical carbon dioxide), 초음파(ultrasound) 등의 물리

적 방법과 광촉매 산화(photocatalytic oxidation), 오존(ozone), 전

기분해수(electrolyzed water), 리소자임(lysozyme) 등이 있다.

광펄스 살균 기술은 가열 살균 기술을 대체하는 물리적 비가

열 살균 방법의 하나로서 자외선(180 nm)에서 근적외선(1,100 nm)

을 포함하는 강한 빛을 짧은 시간 동안 식품에 조사하여 식품 표

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사멸시킴으로써 식품의 저장 기간을 연

장하는 기술로(2,3), 기존의 살균과는 달리 처리 시간이 짧고 제

한된 에너지로 미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멸이 가능하며, 잔류

물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적용성을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이러한 광펄스 기술은 intense light pulse, high intensity broad

spectrum pulsed light, pulsed light, pulsed white light 등으로 불

리고 있으며(5-8), 1970년대 말 일본에서 flash lamp를 이용한 광

펄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처음 수행되었고(9), 1984년 특허가 출

원되었다(10). 이후 PurePulse Technologies에서 PrueBright라는 광

펄스 장치를 개발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재, 생수 등의 살균

에 적용하였으며(11), 이외에도 의약품, 제약산업, 환경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2).

최근 광펄스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광펄스 기술의 세

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사멸 효과와 사멸 기작, 그리

고 보다 넓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는 않는 실정이며, 특히 국내에서는 광펄스에 의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펄스 기술의 주요 공정 변수인 빛의 세기, 펄

스 수, 램프와 시료사이의 거리에 따른 병원성 대장균의 사멸효

과, 형태학적 변화와 세포의 손상 및 회복 여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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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실험에 사용한 병원성 대장균 E. coli O157:H7 (ATCC 43895)

은 한국 종균협회 부설 한국미생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KCCM)로 부터 분양을 받아 tryptic soy agar

(TSA,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계대 배양하였으

며, 4o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사멸실험에 사용한 E. coli

O157:H7은 배양액으로 tryptic soy broth (TSB, Difco Laborato-

ries)를 사용하여 동일한 균의 농도와 생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하여 37oC의 shaking incubator (DK-LBLee1001, Daiki Science

Co. Ltd., Seoul, Korea)에서 12시간 전배양한 후, 배양한 균액을

새로운 배양액에 1% 접종하여 대수증식기 후반까지 배양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이 때 최종 균체의 농도는 109 CFU/mL 수준

이었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균 시료액은 동일한 조건에서

매번 새롭게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광펄스 처리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광펄스 처리 장치는 전원공급부, 펄스 발생

기, 램프 그리고 처리용기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원 공급부

는 일반 상용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AC 220 V, 50/

60 Hz의 단상의 전원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전력은 1.2 kW로 설계

되었다. 출력부는 DC 전원으로 0-1,200 V의 상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류는 안전을 고려하여 1 Å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 사용 가능한 펄스 수(pulse number)는 1-50 pps이고, 1회

작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60분이다. 처리용기는 광원과 처리

시료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칸을 나누어 spacer를 활용하

도록 제작하였다. 사용된 광원은 xenon XAP series의 flash lamp

(NL 4006, Heraeus Noblight®, Cambridge, UK)로 무수은 xenon

가스로 충진되어 있어 램프로부터 빛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xenon 가스를 여기시켜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야 한다. Xenon 가

스를 여기시키기 위한 trigger 최소 전압은 16 kV이며, 상시적으

로 600-1,200 V의 전압이 공급되어야 한다.

E. coli O157:H7의 사멸처리는 균체가 도말된 평판 배지를 전

압 500-1,000 V, 평판배지와 램프사이의 거리는 6.0-9.7 cm, 펄스

수 3-10 pps의 범위에서 광펄스 처리를 하였으며, 처리시간은 1-

10분 사이에서 임의의 시간을 선택하여 처리하였다.

생균수의 측정

Tryptic soy broth (Difco Laboratories) 배지에서 배양한 E. coli

O157:H7을 평판배지에 도말하고 균주가 도말된 평판배지를 광펄

스 처리한 후 37oC에서 24-48시간 배양하여 평판배지에 형성된

군락수를 계수하였다. 군락수는 30-300개 사이의 것을 계수하였

으며, 광펄스 처리에 따른 균체의 생존율은 초기균수(N
0
)에 대한

처리 후 생균수(N)의 비율로 표시하였고, 모든 실험은 각 시료

당 3회 반복 실험하여 측정하였다.

사멸 속도 및 D값

광펄스 처리에 따른 E. coli O157:H7의 빛의 세기, 펄스수, 거

리에 따른 사멸 속도(k)와 D값은 각 변수에서 시간에 따른 사멸

곡선에서 직선부분을 선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세포의 손상도 및 회복속도 측정

광펄스 처리에 의한 세포막의 손상 또는 투과성의 변화에 의

한 세포 내 물질의 세포 외액으로의 유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포 외액에서 자외선 흡수물질을 측정하였다. 대수증식기 후반까

지 배양한 균 배양액을 멸균생리식염수로 2회 세척한 후 상시전

압 1,000 V, 펄스 수 5 pps, 시료와 램프사이이의 거리 7.9 cm의

조건에서 2분간 처리한 후 4,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Gyro

406G, Gyrogen Co. Ltd., Daejeon, Korea)를 하였고, 상등액을 취

한 후 분광광도계(Optizen 2120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220, 260,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광펄스 처리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미생물의 회복속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같은 조건에서 2분간 처리한 시료와 같은 생균량으

로 희석한 무처리 시료를 각각 TSB 배양액에 접종한 후 배양하

면서 1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채취하여 6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성장곡선을 비교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측정

광펄스 처리 전후 세포의 구조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투과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1010, JEOL,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전압의 세기 1,000 V, 5 pps, 7.9 cm의 거리

에서 20초 처리한 세포 현탁액과 무처리 시료를 소량 취하여 2%

paraformaldehyde와 2% glutaraldehyde로 4시간 동안 전고정한 후

에 0.05 M sodium cacodylate buffer (pH 7.2)로 10분간 3회 세척

을 하였다. 후고정액으로 1% osmium tetroxide를 사용하였으며 2

시간 고정하여 다시 증류수로 2회 가볍게 세척을 하였다. 그 후

0.5% uranyl acetate로 4oC에서 30분간 staining하고, 탈수용매제인

에탄올 30, 50, 70, 80, 90%에 각각 10분 동안 탈수시킨 후 마지

막으로 100%로 10분씩 3회 탈수시킨다. 그 다음 100% propylene

oxide로 15분간 2회 치환하였다. 이를 propylene oxide와 Spurr’s

resin을 1:1로 혼합하여 2시간, 0:1로 혼합하여 overnight하고, 2시

간 동안 포매하였다. 그 후 70oC에서 24시간 동안 중합하고

ultramicrotome (MT-X, RMC, Tucson, AZ, USA)으로 1 µm로

semisection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다음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하여 retrimming 한 후 60 mm 두께로

thin section하고, 완성된 section을 2% uranyl acetate와 Reynolds’

lead citrate로 각각 7분씩 전자 염색한 후 건조하여 투과전자 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빛의 세기에 따른 병원성 대장균 사멸 효과

광펄스 살균에 있어서 빛의 세기는 열 살균에서의 온도처럼 사

멸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며, 광원에 인가되는 상

시 전압의 세기가 높을수록 광원의 빛의 세기 또는 에너지 밀도

가 높아져 시료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

로 미생물의 사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13).

빛의 세기에 따른 E. coli O157:H7의 사멸효과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E. coli O157:H7은 500 V에서 120초 처리 후 약 2.9

log CFU/mL, 1,000 V에서는 120초 처리 후 7.1 log CFU/mL의

사멸율을 보여 처리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생물의 사멸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1,000 V의 빛의 세기에서 보

면 10초, 30초 처리시 각각 2 log CFU/mL, 5.9 log CFU/mL의

감소를 나타내어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멸율도 함께 증

가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 coli O157:H7의 광펄

스에 의한 사멸 곡선을 보면 shoulder line은 없고 tailing의 현상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펄스에 의한 미생물 살균의 지

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shoulder line은 나타나지 않

았으나 tailing의 현상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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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Tailing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불균일한 균의 분포

(18), multi-hit 현상(19), 시료 내 부유물의 존재(20), DNA muta-

tion의 rapair 능력이나 UV-C 민감도가 다른 균주의 공존(21), 위

상학적 차이 또는 그림자 효과(shading effect)(22-24)에 의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나는 E. coli O157:H7의 경

우 tailing이 나타나는 것은 높은 초기 균수(ca. 109 CFU/ml)에 의

한 위상학적 차이 또는 그림자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에도 일부 평판 위 균의 불균일한 분포나 multi-hit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빛의 세기에 따른 균의 사멸속도(k)와 D값을 보면 500 V에서

0.07 s−1, 31.17초, 1,000 V에서 0.47 s−1, 4.86초로 나타났다(Table

1). 즉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D값이 감소하여 미생물의 사

멸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펄스 수에 따른 병원성 대장균 사멸 효과

펄스 수(pps, pulse/sec)는 초당 점멸되는 빛의 수로 병원성 대

장균에 대한 펄스 수의 사멸 효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에서 보듯이 3 pps와 10 pps에서 10초 처리하였을 경우 각각 0.9

log CFU/mL, 5.9 log CFU/mL, 50초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5.1

log CFU/mL, 8.2 log CFU/mL의 사멸율을 보였으며, 10 pps에서

70초 처리하였을 경우 모든 균이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펄

스 수에 따른 사멸속도 상수와 D값(Table 1)을 보면 같은 시간

광펄스 처리하였을 때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시간 처리

하였을 때 사멸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광펄스 처리시 펄스

수에 따른 사멸 효과에 대한 보고는 지금까지 거의 없으나 고전

압 펄스 전기장의 경우 초당 펄스 수(frequency)가 많아지면 처리

시간이 같더라도 사멸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5), Luksiene 등(26)은 펄스 수가 높더라도 처리시간이 같으면

사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직선구간

에서의 사멸율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 처리시간이 동일하여도 초

당 펄스 수가 높아질수록 사멸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시간 당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멸효과가 증가하는 것

은 펄스 수가 높을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살균 매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미생물의 세포막 지질 이중층에 전달된 많

은 에너지가 세포에 충격을 주어 사멸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

인다(27,28).

광원과 시료사이의 거리에 따른 병원성 대장균 사멸 효과

광원과 시료 사이의 거리는 광원으로부터 시료에 전달되는 에

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되어 미생물의 사멸에 큰 영향을 준다. 광

원과 병원성 대장균이 도말되어 있는 평판배지 사이의 거리에 따

른 병원성 대장균의 사멸효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보듯이 시료와 평판 배지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멸율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6 cm의 거리에서 10초간 광원을 조사하

였을 경우 약 4.7 log CFU/mL, 7.9 cm와 9.7 cm에서는 각각 2.1

log CFU/mL, 1.6 log CFU/mL의 사멸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

사시간 30초 이후에는 거리에 따른 사멸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모든 거리에서 tailing 현상을 보였다. 거리에 따른 사

멸속도는 6, 7.9, 9.7 cm에서 각각 0.64, 0.47, 0.44 s−1이었으며, D

값은 각각 3.60초, 4.86초, 5.20초로 광원과 시료사이의 거리가 가

Fig. 1. Inactivation of E. coli O157:H7 as a function of light

intensity by intense pulsed light. Intense pulse light treatments
were carried out at 5 pps and 7.9 cm. ◆ 500 V ▲ 650 V ■ 800 V
● 1000 V

Table 1. Inactivation rate constant and decimal reduction times of E. coli O157:H7 as a function of light intensity, pulse number and

distance between light source and samples by intense pulsed light treatments

Light intensity (V) Pulse number (pps) Distance (cm)

500 650 800 1000 3 5 7 10 6 7.9 9.7

Inactivation rate constant (k, s−1) 0.07 0.17 0.39 0.47 0.32 0.47 0.51 0.55 0.64 0.47 0.44
D value (sec) 31.17 13.32 5.87 4.86 7.25 4.86 4.53 4.16 3.60 4.86 5.20

Fig. 2. Inactivation of E. coli O157:H7 as a function of pulse

number by intense pulsed light. Intense pulse light treatments were
carried out at 1000 V and 7.9 cm. ◆ 3 pps ■ 5 pps ▲ 7 pps ● 10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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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울수록 초기 사멸속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원과 시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사멸효과의 차이는 광원에서 발생되는 에너

지가 시료 표면에 전달되는 에너지 량의 차이로 거리가 가까워

짐에 따라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밀도가 커지면서 미생물에

대한 photothermal 효과가 커지기 때문(5,13,29)인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학적 변화

광펄스 처리는 세포의 세포벽 또는 세포막의 파괴, 세포 내액

의 유출, DNA의 손상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0-32). Takeshita 등(31)은 광펄스 처리 후 효모의 세

포에서 액포의 확장과 세포막의 붕괴,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

하였으며, Krishnamurthy 등(30)은 광펄스 처리에 의해 세포막을

포함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외선 처

리에 의한 미생물의 불활성화는 DNA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자

외선 처리한 후 구조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광펄스

처리한 세포가 자외선 처리한 세포보다 균체 성분의 유출이 많

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전압 1,000 V, 펄스수 5 pps, 거

리 7.9 cm에서 10초간 처리한 후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

다. Fig. 4에서 보듯이 광펄스 처리를 받지 않은 세포는 세포막

내에 세포물질이 가득 차있으며, 대장균의 전형적인 형태인 간균

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펄스 처리를 받은 세포는 세포

막내에 빈공간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세포막이 파괴되어 세포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포막의 형

태에 변화가 없는 것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광펄스 처리에 의

한 세포의 사멸은 대부분은 세포막의 파괴에 의해 세포 형태의

변화나 세포내 물질의 유출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이외

에도 세포막의 투과성 변화나 DNA나 RNA와 같은 유전학적 손

상이나 다른 부분의 손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

다(33).

세포막의 손상 및 회복

광펄스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은 UV 영역에 의한 DNA의 손

상 및 돌연변이, 강한 빛에 의한 충격으로 세포의 파괴, 빛에 의

한 열적 효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9,30,31,34-36).

광펄스 처리가 미생물의 세포막의 손상이나 투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압 1,000 V, 펄스 수 5 pps, 시료와의 거

리 7.9 cm에서 2분간 처리한 후 세포 외액으로 유출되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였다. 세포막의 파괴나 투과성의 변화는 세포 외액으

로 세포내 물질을 유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유출된 물질 중 peptide

bond는 220 nm, pruine, pyrimidine, ribonucleotide는 260 nm,

tyrosine, tryptophan등은 280 nm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게 된다

(9,37,38). Fig. 5는 광펄스 처리 후 세포외액으로 유출된 흡광 물

Fig. 3. Inactivation of E. coli O157:H7 as a function of distance
by intense pulsed light. Intense pulsed light treatment were carried
out at 1000 V and 5 pps. ■ 6 cm ▲ 7.9 cm ◆ 9.7 cm Fig. 4.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untreated E. coli

O157:H7 cells (a) and treated (B) with intense pulsed light

treatment for 120 s at 1,000 V, 5 pps and 7.9 cm. 

Fig. 5. Amount of UV absorbing materials at 220, 260, and 280

nm leaked into the cell suspensions of E. coli O157:H7 as a

function of treatment time. Intense pulsed light treatments were
carried out at 1000 V, 5 pps and 7.9 cm. ◆ 220 nm ■ 260 nm ▲
2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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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세포 내 물

질의 세포 외액으로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광펄스 처리가 세포막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거

나 세포막을 파괴시켰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열, 가공, 방사선 조사 등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에 의해 상

해를 입은 세포들은 세포 내 물질을 유실하는 물리적 손실을 입

게 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성장인자가 필

요해져서 대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생화학적 상해를 나타

낸다. 손상받은 세포들은 상해가 회복되기까지 자기 복제를 충분

히 할 수 없고 비정상적으로 긴 유도기를 가지게 된다(39).

광펄스 처리에 의해 손상을 입은 세포의 처리 후 회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압 1,000V, 펄스 수 5 pps, 시료와의 거리

7.9 cm의 조건에서 2분간 광펄스 처리한 균과 처리하지 않은 균

을 tryptic soy broth에 동일한 생균량으로 접종한 후 37oC에서 배

양하면서 시간에 따른 세포의 성장을 관찰하였다(Fig. 6). E. coli

O157:H7은 정상적 상태의 무처리균의 성장 유도기(lag phase)가

1시간인 반면에, 광펄스 처리한 세포의 유도기는 5시간으로 나타

났으며, 정지기에 도달한 후에도 무처리 세포에 비해 낮은 생육

을 나타내었다. 이는 광펄스 처리 후 사멸되지 않은 세포일지라

도 물리적 또는 생화학적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육이나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상적인 세포의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회복이 되더라도 완

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pulsed

microwave에 의해 비열적 손상을 입은 세포는 유도기가 길어지

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Shin과 Pyun(40)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

요 약

광펄스 기술의 주요 공정 변수인 빛의 세기, 펄스 수, 광원과

시료사이의 거리에 따른 병원성 대장균의 사멸효과, 형태학적 변

화와 세포의 손상 및 회복 여부를 알아보았다. 1,000 V, 5 pps, 7.9

cm에서 병원성 대장균을 광펄스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사멸정도가 증가하였으며, 120초 처리하였을 때 약

7.1 log CFU/mL 감소하였고, 사멸속도는 0.07 s−1이었다. 같은 빛

의 세기에서는 펄스수가 증가할수록 사멸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램프와 시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멸효과가 높았다. 광펄스 처

리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은 세포막의 파괴에 의한 것으로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내 물질의 외부 유출이 증가하며, 사

멸되지 않은 세포라도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보아 사멸이 물리적 손상 이외에의 생물학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의 물리적 손상 여부를 전자 현미경

으로 살펴본 결과 광펄스 처리를 받은 세포는 세포막에 손상을

입어 세포내 물질의 유출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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