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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방벽 방전 콜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양파 분말 미생물 안전성 향상 및 품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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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acy of dielectric barrier discharge-cold plasma treatment (DBD-CPT) for microbial decontamination of
onion powder was evaluated. Onion powder, inoculated with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Enteritidis, or Listeria
monocytogenes, was treated with helium DBD-CPT. DBD-CPT (9 kV, 20 min) inhibited E. coli O157:H7, S. Enteritidis,
and L. monocytogenes by 1.4±0.5, 2.3±0.3, and 1.2±0.0 log CFU/cm2, respectively. The inactivation levels of E. coli
O157:H7, S. Enteritidis and L. monocytogenes increased by 2.2±0.1, 2.5±0.1 and 1.9±0.3 log CFU/cm2, respectively, as
water activity increased from 0.4 to 0.8, and increased by 2.3±0.4, 2.1±0.1 and 1.6±0.1 log CFU/cm2, respectively, as the
particle size increased from 0.3 to 1.0 cm2. Neither the ascorbic acid and quercetin concentrations nor the color of onion
powder was changed by DBD-CPT (p>0.05).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application of DBD-CPT in
improving microbiological safety of onion powder while preserving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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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파(Allium cepa L.)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료이자 식품

의 조리 및 가공 중 중요한 소재이다(1). 양파는 유황, 페놀성 및

셀레늄 화합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산화방지 작용(2,3), 항암 효

과(3) 등의 생리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건조

된 양파는 주로 양파 칩과 양파 분말 형태로 가공되어 전 세계

적으로 소스류와 건조 수프로 소비된다(4).

하지만 분말 식품은 주로 가공 공정 중에 사용되는 장비, 작

업자, 그리고 작업 환경으로부터, 혹은 포장, 저장, 그리고 유통

과정 중에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5), 양파 분말의 경

우 Salmonella, Escherichia coli, Clostridium perfringens, Bacillus

cereus 그리고 독성 곰팡이가 검출되고 있다(6,7). 분말 식품의 살

균을 위하여 초고온 증기(8), 고주파 가열법(9), 자외선 조사(10),

그리고 방사선 조사(11), 화학물질 처리(10) 등이 개발되어 왔다.

그중 초고온 증기 살균법과 같은 가열 살균 기술은 식품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고 조직감 및 색의 변화 그리고 향미 성분 손실 등

의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고(12), 증기를 사용하여

식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식품의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품질과 저

장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13). 자외선 조사는 자외선이 식품

내부까지 침투가 어렵고, 플라스틱 재질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14,15), 살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식품 보존제 첨가와

같은 화학적 방법은 처리 후에 독성 물질이 잔존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16) 일부 국가들에서는 선호되지 않고 있다(17).

따라서 양파 분말에 대한 기존의 살균 기술을 대체 할 새로운

살균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중 콜드 플라즈마는 식품 과

학 분야에서 비가열 살균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6). 콜드 플라즈마 내부에는 오존, 전자, 자유

라디칼, 양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자외선 광자 등이 포함되어 있

고 이러한 화학적 활성종 집합체는 미생물의 세포막 및 세포 내

구성 성분을 손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미생물 사멸에 영향을 준

다(18).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형성 방식에는 펄스 코로나 방전

(corona discharge)과 유전체 장벽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마이크로웨이브 방전(microwave discharge), 아크방전(arc

discharge) 등의 기술이 있다(19). Kim 등(18)은 헬륨(He)을 플라

즈마 형성 가스로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방전 콜드 플라즈마 처

리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에 접종된 Aspergillus flavus를 2.5 log 포

자/g 정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Oh 등(20)은 He-산소(O2) 혼

합가스(99.8:0.2)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전 콜드 플라즈마

처리로 분유에 접종된 Cronobacter sakazakii를 약 90% 억제시켰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웨이브 방전 콜드 플라

즈마가 분말 식품 살균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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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BD 방식을 이용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 기술은 토마토(21),

딸기(22), 치즈(23) 등 다양한 식품의 식중독균 억제에 적용된 바

있고, 식품 포장 소재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리 기술로

도 활용된 바 있다(24). 하지만 DBD 방식의 콜드 플라즈마 처리

를 이용한 분말 식품 살균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BD 방식의 콜드 플라즈마 기술을 이

용하여 양파 분말에 접종된 E. coli O157:H7, S. Enteritidis, 그리

고 L. monocytogenes를 억제시키고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양파 분말의 비타민 C, 쿼세틴 함량, 그리고 색도 등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DBD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분말 살균 방

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양파 분말은 시중 마트에서 구매한 양파

(Allium cepa L.)를 탈피한 후 12×12 cm 크기로 절단하고 5 kPa,

63oC에서 8-10시간 동안 진공 건조(Fisher Isotemp Vacuum Oven

Model 281,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시켜 준비하였

다. 건조된 양파(수분 함량: 40±2%)를 펀칭기(5  mm, Francheville

Co. Ltd., Preston, Victoria, Australia)를 이용하여 사각 형태,

0.5×0.5 cm (0.3 cm2), 0.8×0.8 cm (0.6 cm2), 또는 1.0×1.0 cm (1.0

cm2) 크기로 분말화하였다. 건조된 양파의 수분 함량은 수분 함

량 측정기(i-Thermo 163 L, Bel Engineering Srl., Milan, Italy)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유전체 장벽 방전 콜드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SWU-3)

DBD 콜드 플라즈마 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SWU-3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SWU-3는 전극

이 부착된 반응기(reactor), 전원 공급기, 유속 조절 장치(Kro-4000,

Seahwa Co. Ltd., Bucheon, Korea), 그리고 공압용 피스톤 타입의

진동기(Sevita-1500, Daekyung Unit Co. Ltd., Incheon, Korea)로

구성되었다(Fig. 1). 지름 13.5 mm, 길이 410 mm의 원기둥 형태

인 파이렉스 유리튜브(Pyrex glass tube) 반응기 외부에 얇은 구

리 동판을 감싸 전극을 구성하였고 각 전극 간의 간격은 15 mm

이었다. 콜드 플라즈마 형성 가스로 고순도 He이 사용되었고 가

스 흐름 속도는 25 L/min이었다. 양파 분말이 반응기 내부에서 플

라즈마에 효과적으로 노출되도록 초당 10회 상하운동을 하는 진

동기(Sevita-1500, Daekyung Unit Co. Ltd.)를 이용하여 양파 분말

을 부유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처리 전압은 25 kHz에서 7,

8, 9, 그리고 10 kV였고, 처리 시간은 5, 10, 12, 15, 그리고 20분

이었다.

접종원 준비 및 접종

E. coli O157:H7 (ATCC 43890), L. monocytogenes (KCTC 3569)

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공학부 연구실(Agricultural Biotechnology

Culture Collection, Seoul, Korea)로부터 제공받았고, S. Enteritidis

(CCARM 8040)는 서울여자대학교 항생제 내성 균주 은행(Culture

Collec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t Microbes, Seoul, Korea)으

로부터 받았다. E. coli O157:H7 (ATCC 43890), S. Enteritidis

(CCARM 8040), L. monocytogenes (KCTC 3569) stock을 tryptic

soy agar (TSA, Difco, Sparks, MD, USA)와 tryptic soy broth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old plasma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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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B, Difco)를 이용하여 3회 계대 배양시키고, 활성화된 균이 자

란 TSB를 일정량 취하여 원심분리기(Gyrospin, Gyrozen Co. Ltd.,

Seoul, Korea)로 원심분리(4,000×g, 15분, 22oC)한 후 0.1% 펩톤수

(pepton water)로 세척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E. coli O157:H7,

S. Enteritidis, 그리고 L. monocytogenes의 현탁액(약 109 log

CFU/mL)을 0.1% 펩톤수로 희석하여 최종 접종원 농도를 약 107

log CFU/mL로 맞춰주었다. 접종전 양파 분말 시료는 자외선에

노출(320 W, 20분)시켰다. 살균된 양파 분말은 접종원에 1분간 침

지접종 한 후 클린 벤치(Hb-402, Hanbaek Co. Ltd., Bucheon,

Korea) 내에서 60분간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미생물 억제 효과

콜드 플라즈마 처리된 분말 또는 처리되지 않은 양파 분말 10

개(총 ~0.2 g)를 14 mL 시험관(SPL life science, Pocheon, Korea)

에 넣고 2 mL의 0.1% 펩톤수를 부은 후 볼텍스믹서(voltex mixer)

(Genie 2, Scientific Industries, Inc., Bohemia, NY, USA)로 3분

간 혼합하였다. 혼합된 시료는 단계별 희석 후 고체배지에 도말

하였다. MacConkey agar (Difco)와 xylose deoxycholate agar

(XLD, Difco)는 각각 E. coli O157:H7와 S. Enteritidis를 선택적으

로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TSA는 L. monocytogenes를 검출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배지는 모두 37oC에서 24-36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 및 크기에 따른 미생물 억제 효과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 대비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식

중독균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약 0.4의 수분활성도를 갖는

양파 분말을 아질산 나트륨 포화용액과 황산 암모늄 포화용액이

각각이 담긴 데시케이터 안에 3일 동안 보관하여 양파 분말의 수

분활성도를 각각 0.6과 0.8로 맞추었다(25). 또한, 양파 분말의 크

기에 따른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식중독균 억제 효과를 연구하

기 위하여 멸균된 칼로 양파 시료의 상부 표면적을 0.3, 0.6, 그

리고 1.0 cm2 크기로 준비하였다. 처리되는 시료의 전체 상부 표

면적을 1.0 cm2로 맞추기 위해 0.3, 0.6, 그리고 1.0 cm2 크기의 양

파 분말을 각각 4, 2, 그리고 1개씩 반응기에 놓고 처리하였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 전압은 9 kV, 처리 시간은 20분으로 설정하

였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 동안의 온도 변화

콜드 플라즈마 처리 전후의 양파 분말 표면의 온도를 IR 온도

계 (DT 44L, Dias Infrared Gmbh, Dresden, Germany)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비타민 C 함량

양파 분말의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파 분말(0.3

g)에 100% 메탄올(3 mL)을 첨가한 후 900 rpm으로 30분간 반응

시켜 추출물을 얻었다(26). 양파 분말 추출물을 20분 동안 초음

파 분쇄한 후 1,006×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이후 상층액

을 취해 0.45 µm 주사기 필터(6750-2504, Whatman Inc., Piscat-

away, NJ, USA)로 여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시료는 고속액

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LC-10ATvp, Shimadzu Co., Kyoto, Japan)로 분석하였다(26). 검출

기 파장은 254 nm이었고, 사용한 컬럼은 Symmetry® C18 (5 µm,

4.6×250 mm I.D, Waters Co., Milford, MA, USA)이었다. 이동상

은 100% 메탄올이었고, 이동상의 유속, 컬럼 온도, 그리고 주입

시료 양은 각각 1.0 mL/min, 23±2oC, 그리고 20 µL였다. 비타민

C 표준물질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

하였다.

쿼세틴 함량

양파 분말의 쿼세틴 함량(mg/100 g)은 Hamauzu 등(27)의 방법

을 이용하여 HPLC로 측정하였다. 양파 분말 시료(1 g)에 증류수

(30 mL)를 첨가한 후 100o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얻어진 추출물

을 초음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10분간 처리하고, 이후 원심분리

(252×g, 20분)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총 3회의 추출 과정을 통

해 얻은 상층액은 회전 진공 농축기로 40oC에서 농축시켰고 증

류수를 이용하여 최종 부피가 15 mL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

된 상층액을 주사기 필터(6750-2504, Whatman Inc.)로 여과하여

분석시료로 준비하였다. HPLC 분석의 이동상으로는 0.1% (v/v)

트라이플루오로아세트산(trifluoroacetic acid)가 들어있는 아세토나

이트릴(acetonitrile) 용액을 사용하였고, 이동상 유속은 1.0 mL/min

이었다. 이동상에 분석 시료 20 µL를 주입하여 350 nm의 파장에

서 분석하였다. 쿼세틴 측정에 사용된 컬럼은 Symmetry® C18 (5

µm, 4.6×250 mm)이었고, 컬럼 오븐의 온도는 40±2oC이었다.

색도 측정

콜드 플라즈마 처리 전후의 양파 분말의 색도는 색차계(Minolta

Chroma Meter 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CIE Lab 명도(L*), 적색도(a*), 그리고 황색도

(b*) 값으로 측정되었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 전후의 양파 분말

은 백색 표준판(Illuminate C, 2o standard observer) 위에 놓고 각

각 5회씩 측정하였다.

통계 처리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식중독균 억제 효과 분석 실험은

3회 반복되었고,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양파 분말의 비타민

C, 쿼세틴 함량, 그리고 색도 등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실험은 2

회 반복되었다. 매 회 미생물 억제 실험과 이화학적 특성 실험에

서는 처리 군마다 3개와 2개 이상의 시료가 사용되었다. 각 실

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은 PASW Statistics 18 (IBM Co., Ver.

18.0.0,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되었다. 유의차가 있는 경우 던칸(Duncan)의

다범위검증(multiple range test)을 하였고, 유의차는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콜드 플라즈마에 의한 식중독균 억제 효과

플라즈마 형성 전압에 따른 양파 분말에 접종된 E. coli

O157:H7, S. Enteritidis, 그리고 L. monocytogenes 억제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7, 8, 9, 그리고 10 kV 전압에서 10분간 콜드 플라

즈마 처리하였다(Fig. 2). 처리 전압이 7, 8, 9, 그리고 10 kV였을

때 양파 분말의 E. coli O157:H7 수는 7.3±0.1 log CFU/cm2에서

각각 1.0±0.4, 0.8±0.3, 0.9±0.1, 그리고 1.4±0.5 log CFU/cm2만큼

감소되었다. 모든 처리 전압에서 E. coli O157:H7은 유의적으로

억제되었으나(p<0.05), 콜드 플라즈마 전압과 E. coli O157:H7 억

제 간의 뚜렷한 비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S. Enteritidis (초기 수: 5.1±0.4 log CFU/cm2)의 경우에는 처리

전압이 7, 8, 9, 그리고 10 kV으로 증가했을 때 그 수가 각각

0.7±0.4, 1.1±0.2, 1.2±0.3, 그리고 1.4±0.3 log CFU/cm2만큼 감소

하여(p<0.05) 전압 증가에 따른 억제 증가의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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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분말에 접종된 L. monocytogenes은 7, 8, 9, 그리고 10

kV 전압의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0.9±0.0, 0.5±0.1,

0.9±0.3, 그리고 0.6±0.3 log CFU/cm2만큼 억제되어(p<0.05), 모든

처리 전압에서 1 log CFU/cm2 미만의 억제 효과를 보였다(초기

농도: 7.4±0.2 log CFU/cm2). Yong 등(23)의 연구에서도 DBD 방

식 콜드 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한 공기 플라즈마 처리(250 W,

15 kHz)가 평판 배지에 접종된 7-8 log CFU/mL의 E. coli

O157:H7, S. Typhimurium, 그리고 L. monocytogenes를 억제시켰

고, 각각을 사멸시키는데 90초, 60초, 그리고 10분이 소요되어 L.

monocytogenes이 상대적으로 다른 미생물보다 콜드 플라즈마 처

리에 대해 저항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L. monocytogenes

의 세포벽이 플라즈마 내 다양한 활성종들의 세포 내부로의 확

산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

명된다(28,29).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양파 분말에 접종된 E. coli

O157:H7, S. Enteritidis, 그리고 L. monocytogenes 억제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5, 10, 15, 그리고 20분간 콜드 플라즈마 처리하였

다(Fig. 3). E. coli O157:H7가 접종된 양파 분말을 5, 10, 15, 그

리고 20분간 처리하였을 때 각각 0.4±0.1, 0.8±0.3, 0.9±0.1, 그리

고 1.4±0.5 log CFU/cm2만큼 억제되었고, 15분 이상 처리에서 유

의적으로 억제가 이루어졌다(p<0.05). S. Enteritidis의 경우에는 처

리 시간이 5, 10, 15, 그리고 20분이었을 때 각각 0.2±0.2, 0.9±0.6,

1.6±0.3, 그리고 2.3±0.3 log CFU/cm2의 저해율을 보였고, 10분 이

상의 처리를 통해 유의적인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p<0.05).

L. monocytogenes의 경우에는 5, 10, 15, 그리고 20분 처리를 통

해 각각 0.0±0.2, 0.9±0.2, 0.9±0.2, 그리고 1.2±0.0 log CFU/cm2

의 억제 효과를 보았고, 20분 처리에서만 유의적인 억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p<0.05).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길 때 더 높은 억

제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처리 시간이 길 때 그만큼 미생

물이 플라즈마 내 활성종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0,28). 또한, 처리 전압을 변수로 한 실험결과에서도 확

인된 바와 같이 L. monocytogenes가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상대

적으로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 후의 양파 분말 표면의 온도는 최대 37.5oC

(초기 양파 분말의 표면 온도: 25.0oC)로 미생물 억제는 열처리에

의한 것이 아닌(30), 비가열 플라즈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 및 크기에 따른 식중독균 억제 효과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에 따른 미생물 억제에 대한 영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가 0.4, 0.6, 그리고

0.8이었을 때, E. coli O157:H7의 저해율은 각각 1.4±0.2, 1.7±0.3,

그리고 2.2±0.1 log CFU/cm2이었고(p<0.05), S. Enteritidis의 저해

율은 2.2±0.1, 2.6±0.3, 그리고 2.5±0.1 log CFU/cm2이었다(p<0.05).

또한, L. monocytogenes도 수분활성도가 0.4에서 0.6, 그리고 0.8

로 증가했을 때 0.7±0.2에서 1.5±0.6, 그리고 1.9±0.3 log CFU/

cm2의 저해율을 보여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 증가가 미생물 억

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

에 의한 미생물 억제 정도는 식품 시료의 수분활성도, pH, 구성

성분(예, 지방 함량), 그리고 표면 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29).

미생물 세포벽은 수분활성도가 0.2-0.6으로 낮을 때 단백질 상호

결합이 안정화되어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대해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31). Lee 등(31)도 건무화과의 수분활성도가 0.7에서 0.9로

증가할 때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 저해율이 각각 0.5에서 1.3 log CFU/g으로 그리고

1.0에서 1.6 log CFU/g으로 증가하여 처리 시료의 수분활성도가

높을 때 억제 정도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양파 분말의 입자 크기에 따른 미생물 억제에 대한 영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양파 분말의 입자 크기가 0.3 cm2

에서 0.6 cm2, 그리고 1.0 cm2로 증가하였을 때, E. coli O157:H7

의 저해율도 1.2±0.3 log CFU/cm2에서 1.6±0.2 log CFU/cm2, 그

리고 2.3±0.4 log CFU/cm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양

파 분말의 입자 크기가 0.3 cm2에서 0.6 cm2, 그리고 1.0 cm2로 증

가하였을 때 S. Enteritidis와 L. monocytogenes의 저해율은 각각

1.5±0.2 log CFU/cm2, 1.9±0.2 log CFU/cm2, 그리고 2.1±0.1 log

CFU/cm2의 저해율과 0.5±0.1, 1.3±0.2, 그리고 1.6±0.1 log CFU/

cm2의 저해율을 보여 양파 분말의 크기가 클수록 억제가 잘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이

적은 큰 시료에서 그 비율이 큰 작은 시료에 비해 표면처리 특

성을 지닌 콜드 플라즈마 처리 효과가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되

었다(32).

Fig. 3. Effects of treatment time on the inhibition of micro-

organisms on onion powder by helium cold plasma treatment at

9 kV.

Fig. 2. Effects of treatment voltage on the inhibition of micro-
organisms on onion powder by helium cold plasma treatment for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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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와 쿼세틴 농도

콜드 플라즈마 처리 여부와 처리 시간에 관계없이 양파 분말

의 비타민 C 농도는 1.3±0.6-1.5±0.8 mg/g의 범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p>0.05). 양파 분말의 쿼세틴 농도도 콜드 플

라즈마 처리 여부와 처리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0.9±0.2-1.2±0.0

mg/g) 비타민 C처럼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p<0.05). 플라즈마 내 존재하는 자외선 광자

와 강한 반응성 물질들에 의해 비타민 C와 쿼세틴이 파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3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의 플라

즈마 처리는 그들의 농도에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Ramazzina 등(34)도 키위에 DBD를 이용하여 공기로 플라즈마를

형성시켜 40분간 처리하였을 때,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키위의 비타민 C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다.

색도

콜드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양파 분말의 색도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양파 분말의 명

도(L*), 적색도(a*), 그리고 황색도(b*) 값은 각각 61.7-65.7, 3.1-

5.0, 그리고 19.6-23.8이었고 콜드 플라즈마 처리 여부, 처리 시간

과 관계없이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헬륨 가스를

플라즈마 형성 가스로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처리(900 W, 20분)

했을 때에도 고춧가루의 색도는 변하지 않았다(18). 그러므로 분

말 식품을 고온 살균하면 분말 표면을 어둡게 하여 품질을 떨어

뜨릴 수 있는(35) 단점을 콜드 플라즈마 살균 처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콜드 플라즈마 처

리는 양파 분말 식품의 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생물 안전

성을 높이는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요 약

DBD 방식의 콜드 플라즈마 처리는 양파 분말에 접종된 E. coli

O157:H7, S. Enteritidis, L. monocytogenes를 효과적으로 저해시켰

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식중독균 억제 효과는 콜드 플라

즈마 전압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콜드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라 억제 효과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가 높은 것과 입자 크

기가 큰 것이 콜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억제 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처리 조건

에서의 DBD-CPT는 처리 시간과 관계없이 양파 분말의 비타민

C 함량, 쿼세틴 함량, 그리고 색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

서 DBD-CPT는 양파 분말의 이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CP 처리 시간, 양파 분말의 수분활성도와 크기 조절을 통

해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억제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로써 DBD-CPT가 양파 분말 식중독균 저감화에 사용 될 수 있

는 비가열 살균 기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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