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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PEF) treatment is one of the more promising nonthermal technologies to
fully or partially replace thermal processing.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microbial inactivation
mechanisms of PEF treatment in terms of intra- and extracellular changes in the cells. Saccharomyces cerevisae cells
treated with PEF showed cellular membrane damage. This resulted in the leakage of UV-absorbing materials and
intracelluar ions, which increased with increasing treatment time and electric fields strength. This indicates that PEF
treatment causes cell death via membrane damage and physical rupture of cell walls. We further confirmed this by
Phloxine B staining, a dye that accumulates in dead cells. Using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e
observed morphological changes as well as disrupted cytoplasmic membranes in PEF treated S. cerevisae cells. In addition,
PEF treatment led to damaged chromosomal DNA in 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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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열 살균 기술은 살균의 효

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균 적용 범위가 넓고 살균 후 높은

안전성을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열 살균은 과도할

경우 열에 의한 영양 성분의 파괴, 물성 및 색의 변화, 향기 성

분의 손실, 새로운 화합물의 형성 등에 의한 품질의 손실을 피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기호 만족도를 감소시키게 되는 단점이 있

다(1,2).

한편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품, 또는 가공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친 식품,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찾으면서도 영양적, 품질적 측면 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도 가열 처리 제품과 동등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가열 살균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공 처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3-5).

가열 살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비가열 살

균 기술로는 물리적 방법인 고전압 펄스 전기장(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초고압(high hydrostatic pressure), 광펄스

(intense pulsed light), 이온화 조사(ionizing radiation), 초음파(ultra-

sonication)등이 있으며, 화학적 방법인 이산화탄소, 양이온 다중

고분자(polycationic polymer), 세포벽 분해 효소, 항균제 또는 항

균성 효소의 이용 등이 있다(4,6,7).

비가열 식품 가공 기술 중 하나인 고전압 펄스 전기장 기술은

미생물 세포에 수만 volt 이상의 전압을 순간적으로 가해서 세포

막 사이에 전위차를 유도하여 세포막을 파괴시킴으로서 세포의

기능적 손실로 인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기술(8-10)로 알려져 있

으며, 가열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식품 처리 중 상대적으로 열의

발생이 적고, 온도의 상승이 크지 않으며, 처리시간이 짧고, 연속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후에도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영양학

적인 특성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고전압 펄스 전기장 기술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대부분의 액체 식품, 고체 입자 함유 식품

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고체 식품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연속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동이 가능한 식품이어야

하며, 고형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액체 식품 내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하고, 그 크기도 작아야한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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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기장의 사멸 기작은 지금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유전 파괴(dielectric breakdown) 현상에 의한 세포막의 파괴로 임

계 세포막의 전위차 유도, 세포막의 압축, 세포막의 점탄성적 성

질 소실, 세포막의 구조적 결함, 삼투압에 의한 팽윤 등의 물리

적·형태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8). 이러한 기

작들은 대부분 물리적 충격에 의한 세포의 외형적 변화나 세포

막, 세포벽의 기능적 손실에 중점을 두고 사멸 기작을 설명한 것

으로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에 의해 형태적 변화가 발생한

세포와 실제 사멸 정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일부의 보고에서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에 의한 미생물의 사

멸이 이러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 이외에도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 기

작을 기존에 보고된 물리적 충격에 의한 형태적 변화뿐만 아니

라 항생 물질에 의한 site action, DNA 손상 등의 생물학적 변화

를 통해 사멸기작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및 배양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Saccharomyces cerevisiae 균주는 ATCC

4105로 한국종균협회(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로부터 분양받아 사용을 하였다. 균주 보관용 평판 배양

은 YM agar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사용하였

으며, 사용 전까지 0oC에 보관하였다. 실험 균주의 생리적 상태

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접종균은 균주 보관용 평판 배지

로부터 2-3 백금이를 YM broth 100 mL가 들어있는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접종한 후 26oC에서 24시간 전배양하였다. 전배양액

2 mL를 취하여 200 mL YM broth가 들어 있는 500 mL 삼각 플

라스크에 접종하여 같은 온도에서 16시간 배양하여 대수 증식기

후반의 균주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양한 배양액은 4oC에서 4,000

rpm으로 원심분리(Sorvall RC2C plus, Dupont, Newton, CT,

USA)하여 살균 증류수 및 완충용액에 각각 1회 세척한 후 재현

탁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최종 균체 농도는 2.0×107-3.0×107 수

준이었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균 시료액은 같은 방법으로

매번 새로이 배양한 것을 사용하였다.

고전압 펄스 전기장 시스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시스템은 실험실용 용량으로 설계하여 제

작하였으며, 실험 장치의 전체적인 구성의 개략도는 Fig. 1과 같

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크게 전원 공급부(power supply, model JP-

PS2550, Jaepae Hi-Tec, Inchon, Korea), 펄스발생기(pulse genera-

tor, model JP-PGT50, Jaepae Hi-Tec, Inchon, Korea), 처리용기

(treatment chamber)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 공급부는

220V AC의 입력 전원을 고전압 변압기를 통하여 승압하고 정류

하여 최대 50 kV DC 전원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대

허용치 전력은 50 kW이다. 펄스 발생기는 펄스를 구성할 수 있

는 펄스 발생망(pulse forming network, PFN)과 고전압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펄스 발생

망은 펄스의 형태와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원 공

급부에서 공급된 전압을 충전하고 rising time을 결정하는 축전지

(capacitor, 1800 pF/each), 펄스의 길이와 falling time을 조절하는

방전 지연 inductor (discharge delay inductor, 2-20 µH)로 되어 있

으며, exponential decay pulse와 square wave pulse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축전 방식은 resonance charging을 택하였

으며, 축전지에 충전된 고전압을 순간적으로 방전하는 switch로

는 열음극 방전관(thyratron, 50 kV, 2,500 A)을 사용하였으며, 방

전시에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하여 cooling device를 사용하여

열을 방출하였다. 축전지는 corona와 arch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유(제 1 종 silicon oil)에 담았다. 처리 용기는 전극 간격 2

mm의 처리용기를 7개 병렬 연결하여 전체 처리 용적이 0.175

mL가 되도록 하였으며, 처리용기에 인가되는 전기장의 세기와

파형은 oscilloscope (Lecroy Digital Oscilloscope, model 9300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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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Dual 400 MHz, Teledyne LeCroy, Geneva, Switzerland)로,

전류는 전압-저항 converting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

배양액 200 mL를 시료 용기에 넣고 밀봉한 다음 연동 펌프를

사용하여 시료를 처리라인에 순환시켰다. 처리라인은 일정한 온

도로 유지한 항온 수조에 담궈 시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

켰다. 시료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하고, 전원 공급부

에 전원을 공급하고 power supply의 변수를 조정하여 맞추었다.

미리 계산된 처리 시간에 따라 주파수와 시료의 유속을 조정하

고 처리하고자 하는 전압까지 전원을 공급하여 처리 용기 내에

전기장을 형성시켜 시료를 처리하였다. 일정 시간 시료를 처리한

후 처리 라인에서 나오는 시료를 일정량 수거하여 다음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자외선 흡수 물질 측정

미생물의 세포막 손상 또는 투과성의 변화에 의한 세포내 물

질의 외부로의 유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 외액에서 자외선 흡

수 물질을 측정하였다(19-21). 세포 배양액을 멸균 증류수로 1회

세척한 후 완충액(50 mM phosphate buffer, pH 7.0)에 현탁하여

시료액을 준비하고 이를 40oC에서 임의의 전기장 세기와 처리 시

간으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시료액을 4oC에서 4,000 rpm으로 1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spectrophotometer (model

8425A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 Hewlett Packard Co.,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220, 260 및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K, Na 이온 분석

효모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여 탈이온수에 1회 세척한 후 현탁

하여 이온 분석을 위한 시료액을 준비하였다. 우선 일정량의 시

료액을 취하여 균체의 건조 중량을 측정하고, 나머지 시료는 6

N 질산 용액이 담긴 Kjeldahl 플라스크에 넣어 150oC에서 10시

간 동안 분해하였다. 완전히 분해된 시료액은 정용 플라스크에서

필요에 따라 탈이온수를 가하여 원래의 부피로 맞춘 다음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model 2380,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균체의 Na 및 K 이온 함량을 측정하였

다(22,23). 또한 동일하게 준비된 시료액을 위의 실험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한 후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을 얻고 그에 대한 Na와 K 이온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들 이

온 성분의 농도는 µg/mg cells (dry weight)으로 계산하여 세포의

이온 총 함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포 염색 관찰

세포막의 기능이 정상적인 생균은 색소를 첨가하였을 때 이를

계속 외부로 배출하여 세포 자체가 염색이 되지 않으나, 세포막

이 손상된 경우에는 세포 내부로 흡수되어 세포가 염색이 된다.

이 사실을 근거로 고전압 펄스 전기장에 의한 효모 세포의 세포

막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색 색소인 phloxine B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23,24). 일정

시간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가한 다음 균체 시료액 1 mL에

1% (w/v)의 phloxine B 용액 1%를 첨가한 다음 10여분이 경과

한 후 화상 분석기(Image analyser, Diapot 300, Nik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염색된 세포와 투명한 세포를 관찰하였다.

전자현미경 관찰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5410LV,

JEOL, Tokyo, Japan)과 투과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e, JEM-1010, JEOL,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한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40oC,

50 kV/cm의 전기장 세기로 53 µs 처리한 세포 현탁액과 무처리

시료를 고정액(5% paraformaldehyde, 5% glutaraldehyde, 0.2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고정한다. 주사 현미경 관찰

을 위해서 고정액으로 고정한 시료를 0.1 M PBS (pH 7.2)로 세

척한 후 osmium tetroxide (2% OsO
4
)로 1.5-2 시간 후 고정하였

다. 이 시료를 0.1 M PBS로 두 번 세척한 후 30, 50, 70, 95%

ethanol로 각각 10분 동안, 그리고 100% ethanol로 15분 동안 두

번 탈수한 다음 aceton, hexamethyldisilazane (HMDS)로 각각 30

분 동안 처리하여 건조한다. 세포 현탁액을 carbon tape을 이용하

여 metal stub에 정착하고 3분 동안 금으로 coating한 후 주사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25). 투과 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고정액으

로 고정한 시료를 0.1 M PBS로 세척한 후 8% bovine serum

albumin (BSA)로 encapsulation 하였다(26). 원심 분리에 의하여

PBS를 제거하고 8% BSA 0.5 mL를 첨가한 후 다시 원심 분리하

였다. 50% glutaraldehyde를 2-3방울 떨어뜨려 BSA를 gel화 한 후

1 mm2의 크기로 잘라낸 다음 1% osmium tetroxide로 1-1.5시간

동안 후고정 시킨다. 고정 후 ethanol과 acetone으로 탈수한 후

Spurr’s resin으로 혼입한 다음 유리칼(ultramicroton)로 절단하고

uranyl acetate로 20분간, lead stain으로 10분간 처리하여 투과 현

미경 관찰에 사용하였다.

대사 저해 물질 첨가에 의한 손상 부위 측정

세포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균체만을 수

거한 후 phosphate buffer에 재현탁하여 40oC, 50 kV/cm에서 53

µs 처리하였다. 처리한 세포액을 서로 다른 생장 저해 물질 또는

대사 저해물질(nikkomycin Z, cycloheximide, tunicamycin, ampho-

tericin B, cerulenin)을 정상적인 세포의 대사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도(cyclohexamide 2.5 µg/L, others 10 µg/L)(27)로 첨가한

YM broth에 2% 접종한 후 26oC에서 4시간 동안 진탕 배양하면

서 매시간 일정 양을 수거하여 단계별 희석을 한 후, PDA와

PDAS에 도말한 후 26oC에서 36시간 평판 배양하여 군락 수를

계수하여 세포의 회복 정도를 관찰하였다.

Chromosomal DNA의 분리

세포 배양액을 40oC, 50 kV/cm에서 53 µs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한 다음 4oC, 5,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균체를

수거하였다. 수거한 균체를 0.01 M EDTA, 0.15 M NaCl을 포함

한 0.1 M tris buffer (pH 8.0)에 재현탁한 후 4oC, 8,000×g에서

15분 동안 다시 원심분리 한 후, 균체만을 수거하여 같은 0.5 M

NaCl과 0.1 M EDTA를 포함한 0.1 M Tris buffer (pH 8.0)에 현

탁하였다. 이 세포 현탁액에 lysozyme (20 µg/mL of 1 mM Tris,

pH 8.0/0.1 M EDTA)을 첨가한 후 37oC에서 20분간 배양한 후,

1%의 SDS를 첨가하고 60oC에서 10분간 다시 배양하였다. 이 배

양액에 pronase solution (200 mg pronase in 10 mL tris buffer

(50 mM, pH 7.4))을 첨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phenol, phenol/sevag (1:1, v/v), sevag으로 단계적으로 추출하고,

RNase T1 (units/mL)과 RNase A (100 µg/mL)를 80oC에서 한 시

간 반응시킨 다음 Sevag으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0.1 volume

3M NaAc와 1 volume cold ethanol로 DNA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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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손상 측정

DNA의 손상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Lown의 방법(28)에 의하

여 ethidium binding assay를 수행하였다. 앞서 추출한 DNA 40

µL (1 µg/10 µL)를 2 mL ehtidium bromide (EtBr) solution

(0.5 µg/mL of EtBr/20 mM triphotassium phosphate, pH 11.8/

0.5 mM EDTA)에 넣고, excitation 525 nm, emission 600 nm에서

“before heat” fluorescence 값을 측정(SFM25, Kontron Instrument

Ltd., London, UK)하였다. “Before heat” fluorescence 값을 측정한

다음 96oC에서 90초간 열을 가한 후 바로 ice water로 냉각하여

보관하면서 “after heat” fluorescence 값을 측정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값들을 다음 식에 적용하여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DNA damage (%)=100−100×

결과 및 고찰

자외선 흡수 물질의 유출

미생물이 세포벽 또는 세포막이 파괴되거나 투과성에 영향을

받아 세포 내액이 세포 외로 유출되면 세포 외액에는 세포내 물

질, 예를 들면 purine이나 pyrimidine과 같이 특별한 파장에서 흡

광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증가하게 된다. 220 nm에서는 peptide 결

합이, 260 nm에서는 purine, pyrimidine, ribonucleotide, 280 nm에

서는 tyrosine, tryptophan과 같은 물질에 의해 단백질이 최대 흡

광을 나타내게 된다(19,29-31).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한 효모의 세포막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50 kV/cm, 40oC에서 전기장을 인가하면서 처리

시간에 따른 세포외 액의 흡광도(Fig. 2A)와 40oC에서 53 µs동안

인가되는 전기장 세기를 달리하면서 처리한 세포외 액의 흡광도

(Fig. 2B)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처리 시간이나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

함에 따라 세포막의 손상 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온 성분 유출

미생물 세포가 손상되어 투과성에 변화가 생기면 세포 내 물

질 중 흡광도를 나타내는 물질 이외에도 K+, Mg2+, Ca2+ 등의 이

온 성분의 손실과 지방질의 손실등을 가져오게 된다(21,32,33).

K+, Na+, Ca2+, Fe2+, Cu2+, Mn2+, Zn2+와 같은 1가(monovalent) 또

는 2가(divalent) 금속 이온 등은 효모 세포내에 매우 많이 존재

하며, 이들은 대부분 세포벽이나 세포막이 손상을 입게 되면 외

부로 유출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포내 이온의 외부 유출은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심하다(21). 본 실험에서도 세포가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받으면 세포벽이나 세포막이 손상을 입는 것

으로 추축되어 처리 전후의 세포내 이온 유출을 측정하였다(Fig.

3). 그러나 앞선 실험에서 UV 흡수 물질이 처리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한 것과는 달리 외부로 유출된 이온 농도는 10-30 µs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시 내

부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세포외로 유출된 이온들이 처리 용

기내의 전극면에 흡착하여 실제 세포내의 이온이나 UV 흡수 물

질들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V 흡수 물질만이 세포 외액

에 용출되고 이온 성분들은 유출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실제 전극을 사용하는 많은 실험들에서 식품이나

기타 여러 성분들 중 Na+나 K+ 이온등이 전극 표면에 흡착하여

침전물(scale)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35).

세포 염색

정상적인 세포는 외부에서 색소나 기타 다른 이물질이 유입되

면 세포막이 이를 세포외로 배출시켜 원형질 내에 축적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23). 몇몇 연구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염색 시

약을 사용하여 미생물 세포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23,24,36). 본 연구에서도 고전압 펄스 전기

장 처리된 효모의 세포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전

압 펄스 전기장 처리된 세포 현탁액과 무처리 세포 현탁액에 1%

phloxine B 염색 시약을 1% (v/v) 첨가한 후 10분 후에 세포 내

after heat value

before heat value
-----------------------------------------⎝ ⎠
⎛ ⎞

treated

after heat value

before heat value
-----------------------------------------⎝ ⎠
⎛ ⎞

untreated

----------------------------------------------------------------

⎝ ⎠
⎜ ⎟
⎜ ⎟
⎜ ⎟
⎛ ⎞

Fig. 2. Amount of UV absorbing materials at 220, 260, and 280
nm leaked into the cell suspensions as a function of (A) treatment

time and (B) electric field strength.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treatments were carried out at 40oC and 50 kV/cm. ■ 220 nm,
□ 260 nm, ○ 2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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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염색 시약의 침투 정도를 화상 분석기(Diaphot 300, Nikon,

Tokyo, Japan)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세포는 침투된 염색 시약을 계속 배출하여 색소가 세

포내로 유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세포막의 기능이 정상적으

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

리를 받은 세포는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염색된 세포

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세포막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세포막 자체가 파괴되는 세

포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포는 약 32 µs 정도 처리를

받으면 거의 모든 세포가 염색되어 세포막이 파괴되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멸 곡선을 보면 약 21 µs 정도 처리를

받은 경우 세포가 약 1-2 log 정도 사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data not shown) 염색된 세포의 수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이는 세포의 사멸이 기존에 보고된 세포막의 파괴 이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태학적 변화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한 미생물의 형태학적 변화에 대

한 연구 결과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가 되고 있다(25,37).

Pothakmury 등(25)은 Staphylococcus aureus를 25oC, 60 kV/cm에

서 64 pulse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한 후 전자 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 투과 현미경에서는 세포가 터져 세포내 물질이 외부

로 유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주사 현미경에서는 세포 표면

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alderon-Miranda

등(37)도 Listeria innocua를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와 bacterio-

cin의 일종인 nisin과 병합 처리한 후 투과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

포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표면과 세포 내 물질이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50 kV/cm, 40oC에서 53 µs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한 후 주사 현미경과 투과 현미경 관찰

을 시도하였다. 주사 현미경 관찰 결과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표

면이 매끄럽고 일반적인 효모의 형태인 구형의 모습을 보였다

(Fig. 5). 그러나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받은 세포는 처리 받

지 않은 것에 비해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강한 전기장에 의해 세포가 충격을 받았거나, 세포

벽이나 세포막 내외에 전압차에 의해 물리적인 힘을 받아 형태

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되며, 또는 세포 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세포가 수축하면서 생긴 주름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투과 현미경 관찰에서는 처리를 받지 않은 세포는 세포

내 구성 물질, 즉 vacuole, cytoplasmic membrane, spindle reser-

voir, mitochondria와 같은 것들이 모두 관찰되었으며 세포의 형태

도 일정한 구형의 형태를 보였다(Fig. 6).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

리를 받은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질막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세포내 물질도 상당 부분 유실된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세포의 형태도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안으로 함몰된 구조를 가진 것이나, bud scar 부분이 터져 세포

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세포

막이나 세포벽의 형태가 변화가 없는 것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

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해 손상을 입은 세포 모두가 세

포막이나 세포벽의 파괴에 의한 것이 아닌 세포막의 투과성 변

화나 다른 부분의 손상에 의한 것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4. Inclusion of Phloxine B in S. cerevisiae cells untreated (A)

and treated with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for 11-53 µs

(B-F) at 40oC and 50 kV/cm.

Fig. 3. Amount of intra-cellular ions leaked into the cell
suspensions by treatment with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50 kV/cm and 40oC. Total
potassium and sodium contents were 7.64 µmol/mg dry cell weight
and 12.42 µmol/mg DCW, respectively. Data present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 K+ ,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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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 물질을 이용한 site action 추정

전자 현미경이나 광학 현미경을 통한 관찰 결과 사멸이나 손

상을 입은 세포가 단지 세포막이나 세포벽의 파괴에 의한 것만

으로 보기에는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없는 세포가 다수 존재하여,

고전압 펄스 전기장에 의한 세포의 사멸내지는 손상이 세포막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 활동이나 세포 고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항생 물질이

나 세포 대사 저해 물질을 사용하여 세포의 특정 부위에 대한 고

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50 kV/cm, 40oC에

서 53 µs 처리한 세포를 10 µg/mL (cyclohexamide는 2.5 µg/mL)의

농도로 항생 물질이나 대사 저해 물질이 첨가된 YM 배지에 재

접종하여 26oC에서 4시간동안 배양한 후 일정량을 PDA와 PDAS

배지를 사용하여 평판 배양을 통해 세포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

였다. 사용된 대사 저해 물질과 항생 물질은 cycloheximide, tuni-

camycin, amphotericin B, nikkomycin Z, ceruenin이다. Cyclohex-

imide는 곰팡이나 기타 eucaryotes 등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ribosome의 translocation을 저해하여 단백질 합성의 진

행을 저해한다(38). Tunicamycin은 Streptomyces lysosusperrificus에

의해 만들어지는 uracil, N-acetylglucosamin (GlcNAc)과 tunicam-

ine이라는 amino sugar로 구성된 물질로서 bacteria에서는 teichoic

acid의 합성을 방해하고, eucaryotes에서는 glycosylation 단계를 저

해한다(39). Amphotericin은 Streptomuyces nodosus가 생산하는

polyene 계통의 항생 물질로서 세포막의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kkomycin Z는 그 작용과 구조가 polyoxins과 유

사한 항생 물질로서 chitin의 합성을 저해하여 세포벽 구성에 영

향을 준다(27). 또한 cerulenin은 지방산과 sterol의 합성을 저해하

여 nikkomycin과 마찬가지로 세포벽이나 세포막의 구성에 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대사 저해 물질들을 신선한 배지에 첨가한 후

손상을 입은 세포를 접종하여 배양할 경우 각 대사 물질에 의해

저해 받는 부분이 손상을 입은 세포는 제대로 회복이 이루지지

못하게 되고, 그 이외의 세포들은 정상적인 생육을 하게 된다(40).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받은 세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untreated S. cerevisiae
cells (A) and treated (B) with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for 53 µs at 40oC and 50 kV/cm (×10,000).

Fig. 6.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untreated S. cerevisiae cells (A,B) and treated (C,D) with high voltage pulsed electric fields

for 53 µs at 40oC and 50 k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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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cycloheximide, cerulenin, nikkomycin Z가 첨가된 배지에서

각각 33, 60% 정도의 회복을 보였으나, tunicamycin이나 ampho-

tericin이 첨가된 배지에서는 79.7, 86.2% 회복되었다. 이러한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해 세포는 기

존에 밝혀진 세포벽이나 세포막의 손상(chitin 합성이나 sterol 합

성 체계 손상)에 의해 사멸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 체계에

도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Chormosomal DNA의 손상

고전압 펄스 전기장에 의한 S. cerevisia의 chromosomal DNA

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았다. Chromosomal DNA가 손상되면 aga-

rose gel 상의 DNA band가 smear되어 나타나게 된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받은 S. cerevisia의

chromosomal DNA 밴드가 smear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chro-

mosomal DNA에 손상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전압 펄스 전

기장 처리에 의한 S. cerevisiae의 chromosomal DNA의 손상은

chromosomal DNA의 nick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한 chromosomal DNA의 손상정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fluorescence spectropho-

tometer를 이용한 ethidium bind assay를 수행하였다. EtBr는

duplex DNA에 삽입되어 형광 발색 정도를 증가시킨다. 형광 발

생의 정도는 DNA의 위상학적 특성과 양에 의해 달라지는데, 만

약 DNA가 손상되어 위상학적 특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재결합

하는 능력이 손실되면 EtBr 형광 발색정도가 감소된다. 따라서

사슬 절단에 의한 double strand DNA 손상정도는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와 일정 온도의 열을 가하였을 때의 double strand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간 EtBr에 의해 발생하는 형광 발색 강도

(fluorescence intensity)의 비율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DNA 손상 정

도를 추정할 수 있다(28).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 처리액의 열처리 전과 후의 intensity 비는 1.08±0.04로써 거

의 변화가 없었으나, 처리 받은 세포 처리액은 열처리 전과 후의

intensity 비는 0.78±0.03으로 약 27.3%의 DNA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외부에서 세포에 가해진 전기장에

의해 유도된 세포막 전위차에 의하여 세포막이나 세포벽이 파괴

되어 세포 기능이 손실됨으로 인하여 불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고전압 펄스 전기장이 DNA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 약

비가열 살균 기술 중 본격적인 상업적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 기작에 대해 살

펴보았다. 세포 현탁액을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 시간이나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세포 외액으로 세포

내 물질의 유출이 증가하였으며, 세포막 투과성의 변화로 인하여

K+, Na+등이 이온 성분의 유출도 나타났다. 염색시약에 의한 세

포의 염색에서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염색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전자현미경에 의한 세포의 관찰 결과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받은 세포의 경우 처리 받지 않은 것에 비해 표

면이 거칠고 굴곡이 있었으며, 세포막이 터져 세포내 물질이 외

부로 유출되고 형태가 일그러진 것이 관찰되었다. 항생물질 첨가

에 따른 회복 실험에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에 의해 세포의

단백질 합성 체계에 손상을 입었으며, chromosomal DNA의 분리

를 통한 DNA의 손상여부 관찰 결과 약 27.3%의 DNA의 손상

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가

세포벽이나 세포막의 손상뿐만 아니라 대사 체계와 DNA에도 손

상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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