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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한 분유와 양파분말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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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tential of applying cold plasma (CP) treatments to improve microbiological safety of powdered products
has been investigated using infant milk powder (IMP) and onion powder (OP). Among the different kinds of CP-forming
gases, He-O

2
 (99.8:0.2) gas mixture and He gas were most effective in reducing the number of Cronobacter sakazakii in

IMP and Bacillus cereus spores in OP, respectively. C. sakazakii counts in IMP decreased by 0.9 ± 0.1 log CFU/g after
CP treatment, and the extent of C. sakazakii inhibition increased in a time-dependent manner. CP treatment at 900 W for
20 min reduced the number of B. cereus spores by ~0.4 log spores/g. Treatments that integrated CP with microwave (MW-
CP treatment) as well as those that integrated CP with heat and microwave (H-MW-CP treatment) resulted in a 90%
reduction in the number of spores in OP. Thus, CP treatments demonstrated potential for decontaminating foodborne
pathogens from powdered products, in combination with heat for improv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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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파(Allium cepa L.)는 전세계적으로 그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4년 기준으로 재배면적이

23,908 ha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양파는 요리의 향신료나

단맛을 내는 양념류로서 첨가할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되

기도 한다. 양파는 그 가공방식과 형태에 따라 양파즙, 양파분말,

양파칩 등으로 생산되어 각종 음식에 응용된다. 특히, 분말형태

의 양파는 주로 향신료로 사용되며, 빵이나 면류의 요리에서 항

산화능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재료로서 첨가되기도 한다(2,3).

분말식품에서의 미생물 오염은 가공, 운반 등의 유통과정 경로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파분말의 경우 대장균(Escherichia coli),

Bacillus의 세균류나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의 곰팡이 등이 주

오염 미생물로 대두되어 왔고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오염 억제

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4,5).

조제 분유는 대부분 분말형태로 생산되며 면역력이 가장 취약

한 영유아가 그 대상이므로, 유통과정과 살균 공정에 있어 미생

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유 분말제품에

서는 주로, Cronobacter sakazakii에 의한 영유아 식중독 사고가

보고되어 왔다(6). C. sakazakii는 면역체계가 미숙한 신생아나 영

유아에게 감염을 일으켜 뇌수막염,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

며 50-8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7).

분말식품의 살균을 위해 초고온증기 살균(8), 훈증 처리(9), 방

사선 또는 자외선 조사(10,11), 마이크로파(microwave) 조사(12),

초고압 처리(13,14), 고주파 가열법(15) 등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

에서도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훈증 처리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살균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등의 가스분자가 암의 유발원

인이 되거나, 소비자들의 수용도가 낮아 기피되고 있으며 현재

금지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그 대안으로서 초고온 증기살균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으나 식품의 갈변화, 식품 속 열에 민

감한 물질들의 맛과 향기 성분의 변성, 단백질 변성(16) 등의 문

제가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분말 식품에 대한 재료 본연의 물

성 변화를 최소로 하는 새로운 살균 공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콜드 플라즈마(cold plasma) 처리는 식품 표면 비가열 살

균 기술로서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7,18).

콜드 플라즈마는 다양한 종류의 가스로 형성되며, 생성된 플라즈

마는 전자, 자유라디칼, 양이온, 음이온, 자외선 광자 등이 포함

되어 있어 하나의 화학적 활성종 집합체로 간주될 수 있다(19).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미생물 저감화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는 플라즈마 형성 가스, 에너지 수준, 처리 시간 등을 포함한

처리 공정 요인들, 미생물의 종류 및 생장 단계, 그리고 식품의

조성 및 표면상태 등이 있다(19).

분말 식품인 고춧가루에 대하여 콜드 플라즈마 처리 공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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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이전 연구에 의하면, 플라즈마 형성가스로서 헬륨(He)을 사

용하여 900 W에서 20분 동안 처리한 결과, Aspergillus flavus를

2.5±0.3 log spores/g까지 억제하였으며, 마이크로파의 병합처리는

Bacillus cereus의 포자를 3.4±0.7 log spores/g까지 저해하여 콜드

플라즈마 처리가 고춧가루 살균에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양파분말과 조제분유를 모델 식품으로 사용하

여 C. sakazakii와 B. cereus 내생 포자를 저해 대상 미생물로 선

정하여 분체 살균 기술로서의 콜드 플라즈마 적용 가능성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콜드 플라즈마 처리

공정 요인인 플라즈마 형성 가스와 전력 그리고 처리 시간에 따

라 분체 식품에 접종된 C. sakazakii와 B. cereus 포자 저해에 대

한 영향을 연구하고, 열과 마이크로파를 콜드 플라즈마 처리와

병합하였을 때 양파분말에 접종된 B. cereus의 포자 저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준비

본 실험의 재료는 두 종류의 분말형태의 제품으로 양파분말(Tae

Kyung Nong San Co., Ltd, Seoul, Korea)과 시중 마트에서 구입한

조제 분유(Soo S level 2, Namyang Dairy Products Co., Ltd.,

Cheonan, Korea)를 사용하였다. 양파분말 시료는 양파를 탈피한 후

300 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 살균액으로 4-5분간 처

리하고, 63±2oC에서 8시간 동안 열풍 건조 후(Fisher isotemp vac-

uum oven model 281,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 분

말화하여 준비하였다.

양파 분말 내의 미생물 농도

양파 분말에 존재하는 호기성 미생물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5 g의 양파분말을 0.1% 펩톤수로 10배 희석하여 멸균 백에 넣은

후, 블렌더(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Seward Medical,

London, UK)를 이용하여 3분 동안 혼합하였다. 혼합된 시료액은

단계별 희석하여 도말평판 배양법(spread plate method)으로 생균

수를 확인하였다. 시료 내 호기성 미생물의 검출은 plate count agar

(PCA,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사용하였고 곰팡이

와 효모의 검출에는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가 사용되었

다. 또한 분말에 오염된 B. cereus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manni-

tol-egg yolk-polymyxin B (MYPP) agar (Difco)를 Salmonella

Typhimurium은 xylose lysine desoxycholate (XLD) agar (Difco)를

E. coli는 MacConkey agar (Difco), Staphylococcus aureus는 baired

parker agar (Difco), Clostridium perfringenes는 tryptose sulfite

cycloserine agar (Difco)를 사용하여 각각의 오염 농도를 측정하였

다. C. perfringenes는 시료 1 mL를 분주한 후, TSC agar 15 mL을

중첩시켜 분주하여 혐기 상태를 유지하며 배양하였다. PDA 배양

배지는 25oC에서 5일 동안 배양되었고, 그 이외의 PCA와 모든 선

택배지는 37oC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되었다.

균주와 접종원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분유분말의 경우, C. sakazakii (ATCC

29544)를 이용하였고 양파분말의 경우 B. cereus (ATCC 10876,

ATCC 13061, W-1)를 이용하였다. 균주의 배양배지로서 tryptic

soy agar (TSA, Difco)와 tryptic soy broth (TSB, Difco)를 사용

하였고, 모든 균주는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후, 2-3회 계대

후 활성화시켜 사용하였다. 액체로 배양된 균액은 원심분리(7000×g,

2분)하여 균체만을 취한 후, 0.1% (w/v) 펩톤수로 2회 세척하였

다. 최종 미생물 현탁액의 접종 농도는 동일 용매로 원하는 농도

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B. cereus의 영양 세포(vegetative

cells) 접종 시, 3종의 균주 현탁액을 같은 부피로 혼합하여 접종

원(~8 log spores/g)을 만들었다. B. cereus 포자의 경우, Finley와

Fields (20)의 방법을 변형하여 준비하였다. 즉, 37oC에서 각 종별

로 7 일간 TSA에 배양한 후, 영양세포의 80%가 포자로 된 것을

포자염색을 통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페트리 접시(petri dish)

에 2 mL의 0.1% (w/v) 펩톤수로 현탁시켜 살균된 루프를 이용해

균체를 긁어 수집하였다. 수집된 균주별 현탁액을 15 mL 시험관

으로 옮겨 항온수조에서 80oC에서 11분간 열처리한 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3,600×g, 4oC, 20분) 후, 3회 세척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가라앉은 포자를 취하여, 각 균주별로 동등한 양을 섞어

포자 접종원을 만들었다.

접종 방법

양파분말의 경우, 121oC에서 15분 동안 고압증기멸균된 양파

분말 3 g을 petri dish에 고르게 펴서, 각각의 접종원 별로 유리분

무기를 사용하여 1 g을 접종하였다. 이 때, 접종 전후의 무게로서

1 g의 접종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시료는 접종 후, 1시간

동안 클린 벤치 내에서 건조과정을 거쳤다. 분유 분말의 경우, 1

시간 동안 UV 처리한 조제분유 5 g을 테플론평판(Teflon plate)

(25×25 cm) 위에 15×15 cm 면적으로 고르게 편 후, 멸균된 분무

기를 이용하여 C. sakazakii를 접종하였다. 균주가 접종된 각각의

시료는 콜드 플라즈마를 처리하기 전 1시간 동안 클린 벤치

(22±2oC)에서 건조되었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분유 내 C. sakazakii 저해

콜드 플라즈마 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SWU-2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18). 분유와 양파

분말의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있어서 최적의 가스를 선정하기 위

해 질소-산소(N2-O2) 혼합가스(4:1, N2-O2 (I)), N2-O2 혼합가스

(99.3:0.7, N2-O2 (II)), 헬륨-산소(He-O2) 혼합가스(He-O2, 99.8:0.2),

N2 가스, 그리고 He 가스를 사용했다. N2-O2 (I)의 가스 흐름 속

도는 2.5 L/min이었고, N2-O2 (II), N2, He-O2, 그리고 He의 가스

흐름속도는 1 L/min이었다. 플라즈마 형성 전력, 처리 시간, 그리

고 처리 압력은 각각 900 W, 20분 그리고 0.7 kPa이었다. 최적 플

라즈마 형성가스를 결정한 후, 분유시료를 사용한 C. sakazakii의

저해 실험에서는 플라즈마 형성 가스로서 He-O2 (1 L/min)를 사용

하였고, 플라즈마 형성 전력을 474, 650, 그리고 900 W로, 처리

시간을 2.15, 10, 20 그리고 40분으로 설정하여 전력과 시간 변

수에 의한 저해 영향을 알아보았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양파 분말 내 B. cereus 저해

마이크로파와 병합된 콜드 플라즈마 처리(MW-CP 처리)는 Fig.

1에 묘사된 바와 같이 콜드 플라즈마 처리 챔버 내 마이크로파

가 크게 존재하는 곳(Teflon plate로부터 24 cm 지점)에 시료를 놓

고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이때 마이크로파의 전력 밀도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였을 때 0.25 W/cm2이었다(21). 양파 분말

시료(5 g)를 멸균백(19×30 cm, Nasco Whirl-Pak®, Fort Atkinson,

WI, USA)에 넣고 항온수조에서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후, 각각

의 시료를 CP 처리(H-CP 처리) 또는 MW-CP 처리(H-MW-CP 처

리)하였다. 이 때, 사용된 가스는 단독 He 가스였으며 유속, 처

리전력, 시간 그리고 압력은 각각 1 L/min, 900 W, 0.7 kPa, 그리

고 20분이었다. 열처리 조건은 포자의 발아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온도와 시간을 각각 8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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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oC, 그리고 1, 3, 5, 10, 그리고 30분으로 변경하며 시험하였다

. 발아율은 처리하지 않은 시료의 농도(A0, log CFU/g)와 열처리

후의 시료의 농도(A, log CFU/g)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Germination rate (%)=A0−A/A0×100

미생물의 저해 효과

처리된 시료에 대한 저해효과를 보기 위해 연속희석법에 의한

도말 평판 배양법(spread plate method)을 이용한 생균수 측정이

이루어졌다. 시료는 멸균백(19×30 cm, Nasco Whirl-Pak®)에 넣어

0.1%의 펩톤수를 이용하여 10배 희석하고 230±5 rpm에서 3분간

혼합하였다(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Seward Medical,

London, UK). 혼합된 시료는 단계별 희석 후, 곰팡이와 효모의

경우 PDA를 사용하였고, total aerobic bacteria는 PCA를, C.

sakazakii와 B. cereus는 TSA를 사용하여 100 µL를 분주한 후 도

말하였다.

온도 측정

콜드 플라즈마 처리 동안 분말 표면의 온도는 적외선 온도계

(infrared thermometer) (DT 44L, DIAS Infrared GmbH, Dres-

de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설계 및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 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SAS 프로그램(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각

표본 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법(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적용하였고, 유의차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방법으

로서 던컨(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분유 내 C. sakazakii 저해

다양한 종류의 플라즈마 형성가스를 이용하여 콜드 플라즈마

처리 된 분유 내 C. sakazakii의 저해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He으로 생성된 콜드 플라즈마에 의해서 C. sakazakii는 거의 저

해되지 않았으며 N2와 N2-O2 (I)로 생성된 콜드 플라즈마는 약

0.4 log CFU/g의 억제를 보였고, He-O2로 생성된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서는 약 1 log CFU/g의 억제를 보였다. He-O2를 이용하는

콜드 플라즈마 처리는 진균의 일종인 Candida 속의 저해에 효율

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22), Enterococcus faecalis 균주의 경

우에도 순수한 He 단독 가스보다 O2와의 혼합가스를 이용한 콜

드 플라즈마 처리에서 더 높은 저해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었

다(23). Kim과 Shim (2)은 He-O2에 의해 생성되는 낮은 농도의

UV와 함께 저해의 주된 요인으로서 활성 산소종에 의한 저해를

증명한 바 있어, He 단독 가스보다 O2 혼합가스에서 더 효율적

임을 알 수 있었다.

He-O2에 의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20분)의 플라즈마 형성 전력

이 474, 650, 그리고 900 W이었을 때, C. sakazakii 저해율은 각

각 0.5±0.1, 0.8±0.1, 그리고 0.9±0.1 log CFU/g이었다(Table 2).

이를 통해 전력이 높아질 때 C. sakazakii 저해율도 대략 증가함

Fig. 1. Location of treatment zones for cold plasma (CP

treatment) and cold plasma integrated with microwave (MW-CP
treatment) in the treatment chamber.

Fig. 2. Effects of treatment time for the cold plasma treatment on

the inhibition of C. sakazakii in infant milk powder. Plasma-
forming gas, helium-oxygen mixture (helium:oxygen=99.8:0.2);
plasma-forming power, 900 W; pressure, 0.7 kPa; gas flow rate, 1 L/
min. D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1. Effects of plasma-forming gases for cold plasma

treatments on the inhibition of C. sakazakii on infant milk
powder                                                                     (Unit: log CFU/g)

Gas Initial counts Final counts Reduction rates

N2 5.9±0.1 5.4±0.1 0.4±0.1b

N2-O2 (I) 5.9±0.1 5.5±0.1 0.4±0.1b

N2-O2 (II) 5.6±0.0 5.3±0.1 0.3±0.1b

He 5.5±0.1 5.4±0.1 0.1±0.1c

He-O2 5.5±0.0 4.6±0.1 0.9±0.1a

Means±standard deviation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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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900 W의 전력을 처리하였을 때, 474 W의 전

력보다 그 저해율은 약 19% 증가하였다.

900 W의 전력에서 처리시간을 10, 20, 30, 그리고 40분으로 달

리했을 때, C. sakazakii (초기 접종 농도: 6.3±0.1 log CFU/g)의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저해율은 각각 0.8±0.0, 1.1±0.1,

1.1±0.0, 그리고 1.8±0.0 log CFU/g이었다. 대체로 처리시간이 길

어질수록 C. sakazakii의 저해율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40분 처리하였을 때 분유의 온도 변화(DT)는 5.0±0.3oC이었다

(초기온도: 24.5±0.2oC). 온도 변화 정도를 통해 분유에 대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가 비가열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C. sakazakii는 E. coli 나 S. Enteritidis 등의 다른 식중독 세균

류보다 저해율이 낮아 살균 방법이나 항균물질에 대해 높은 저

항성을 보였다(24). Joshi 등(25)은 콜드 플라즈마 처리시간이 길

어질수록 C. sakazakii의 저해율이 커졌으나, E. coli K-12에 비해

그 내성이 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C. sakazakii 균주가 열 스트

레스에 노출되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변화시켜

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과 유사한 균주 자체의

내성기작(26)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Arroyo 등(27)은 열처리

조건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해되지 않던 C. sakazakii가 초음파 또

는 압력의 저해요인을 더했을 때 비로소 저해됨을 발표하여 C.

sakazakii를 저해시키는데 있어 병합처리가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콜드 플라즈마 처리는 분유에 감염되어 있

는 C. sakazakii의 저감화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저

감화 효과는 다른 살균 공정과의 병합처리 방법를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저해 대상

미생물의 생리적 작용 기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양파 분말 내 B. cereus 저해

다양한 균주의 선택배지를 이용하여 양파분말에 존재하는 미

생물의 농도를 확인한 결과, 곰팡이 및 효모, Salmonella속, E.

coli, 대장균군, Clostridium속, S. aureus가 검출한계(detection limit:

101 CFU/g)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4.8±0.3

log의 농도로 존재하였고, 특히 B. cereus가 3.6±0.1 log 농도로 검

출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가스에 의해 형성된 콜드 플라즈마를 양파분말

에 처리하여, 분말 내 토착 미생물 중 호기성 미생물과 곰팡이

및 효모에 대한 저해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N2-O2 (II)에 의

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0.6±0.1 log CFU/g까

지 억제하여 가장 큰 저해율을 보였으나, He과 He-O2 가스에 의

해 형성된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저해율과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 곰팡이 및 효모에 대한 저해율도 각

가스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따라서, N2-O2

(II), He, 그리고 He-O2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경제 효용성이 높은 He 단독가스를 병합처리에 사용

하는 플라즈마 형성 가스로 최종 선택하였다. He을 이용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900 W)를 20분간 하였을 때 양파 분말의 온도는

25.0±0.2에서 29.8±0.2oC (DT=4.7±0.2oC)로 상승하였으나 그 정도

가 크지 않아 양파 분말에 대하여 비가열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열과 마이크로파를 병합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B. cereus

포자 저해에 대한 효과

B. cereus의 경우 고온에서 임의적인 열 충격을 가했을 때 포

자를 발아시킬 수도 있다(28,29). 발아된 포자는 그 구조가 파괴

되면서 외부 작용에 저항성이 낮아지게 된다(30). 본 연구에서는

포자의 발아율을 고려한 열처리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온

도와 처리 시간을 이용하여 열 충격을 가했다(Table 4). 각각의

Table 2. Effects of plasma-forming power for cold plasma

treatments on the inhibition of C. sakazakii on infant milk
powder                                                                     (Unit: log CFU/g)

Power (W) Initial counts Final counts Reduction rates

474 W

6.2±0.1

5.7±0.1 0.5±0.2b

650 W 5.4±0.1 0.8±0.1a

900 W 5.3±0.1 0.9±0.1a

Means±standard deviation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3. Effects of cold plasma treatments1) on the inhibition of indigenous aerobic microorganisms in onion powder (Unit: log CFU/g)

Sample
Microbial concentration level Reduction rate

TAB2) YM3) TAB YM

Untreated 4.1±0.1 3.7±0.1 0.0±0.0 c4) 0.0±0.0c

Treated using the 
plasma-forming gas

N2 3.7±0.2 3.4±0.1 0.3±0.1b 0.3±0.1a

N2-O2 (I) 3.6±0.1 3.3±0.1 0.4±0.1ab 0.3±0.1a

N2-O2 (II) 3.5±0.0 3.3±0.1 0.6±0.1a 0.4±0.1a

He 3.6±0.1 3.3±0.1 0.5±0.1a 0.4±0.1a

He-O2 3.6±0.3 3.2±0.2 0.5±0.1a 0.4±0.1a

1)Plasma-forming power: 900 W, treatment time: 20 min
2)Total aerobic bacteria: TAB
3)Yeast and molds: YM
4)Means±standard deviation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4. Germination rate of B. cereus spores inoculated on

onion powder after heat treatments                  (Unit: log spores/g)

Untreated

Heat treatment (HT)
conditions Concentration 

of germinated 
cells

Germination 
rate (%)Temperature 

(oC)
Time
(min)

5.6±0.2

80
10 1.7±0.2 97.81

30 2.4±0.2 99.61

90

1 2.1±0.1 99.27

3 2.3±0.1 99.52

5 2.6±0.1 99.75

10 <1 99.99

30 <1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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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포자의 발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0oC에서 10분간 열처리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포자는 영양세포로 발아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90oC, 1분을 콜드 플라즈마 처리 전 열처리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콜드 플라즈마 단독 처리와 MW-CP 처리에서 비슷한 저해율

을 보여, 마이크로파 병합의 추가적인 저해 효과는 관찰할 수 없

었다(p>0.05)(Table 5). 하지만 H-CP 처리는 콜드 플라즈마 단독

처리보다 약 0.6 log spores/g의 높은 저해율을 보였고, 열처리가

수반된 H-CP와 H-MW-CP 처리는 B. cereus 포자를 약 1.0 log

spores/g 저해시켰다. 마이크로파와의 병합처리는 B. cereus 포자

를 저해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나 콜드 플라즈마 처리 전

열처리는 포자를 저해 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연구(18)에서도 90oC, 30분 열처리와 병합된 N2-플라즈마 처리가

고춧가루에 접종된 B. cereus 포자를 효과적으로 저해(3.4±0.7 log

spores/g) 시켰음이 보고된 바 있다. 최소 열처리와 콜드 플라즈

마를 병합시키는 처리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체 살

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분유 분말의 C. sakazakii와 양파 분말의 B. cereus의 포자를 저

해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플라즈마 형성 가스는 각각 He-O2

와 He 이었다. 분유 분말에 대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시간이 길

어질수록 그리고 형성 전력이 높아질수록 C. sakazakii의 저해도

가 커졌으며, 900 W, 40분 처리시 가장 큰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양파 분말에 접종된 B. cereus 포자는 콜드 플라즈마 단독 처리

와 마이크로파와 병합된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대하여 강한 저

항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열처리(90oC, 1분)를 두 형태의 플라즈

마 처리에 선병합시켰을 때 약 90%가 저해되었다. 병합 처리한

결과, 각각의 방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보다 병합 처리시 B.

cereus 포자의 저해율(약 1.0 log spores/g)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분체 식품에 존재하는 식중독 균의 효율적인 살균 방법을 제시

하였고, 분체 식품의 새로운 살균 공정으로서의 콜드 플라즈마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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