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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를 이용한 계육 표면에서 Campylobacter jejuni의 부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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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on control of Campylobacter jejuni in chicken skin using emuls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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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vent contamination by Campylobacter jejuni during chicken carcass processing, the effect of emulsifiers
on C. jejuni inoculated on chicken skin was investigated using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Among the 8
emulsifiers (SWA-10D, L-7D, M-7D, S-1670, L-1695, P-1670,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test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by the paper disk method, 4 emulsifiers (L-7D, L-1695,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were screened further.
Emulsifier L-1695 showed the largest clear zone at a concentration of 200 mg/mL. The 4 emulsifiers subjected to primary
screening were screened for heat and pH stability. In the contact surface test, emulsifier L-1695 showed the lowest log
CFU/cm2 value on both stainless steel and ceramic surfaces. When emulsifier L-1695 was applied via general and
electrostatic spray methods, the number of C. jejuni entrapped inside chicken skin follicle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both methods. In conclusion, the emulsifier L-1695 could be employed as a microbial detachment agent in the chicken
carcass process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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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캠필로박터 균(Campylobacter spp.)은 무포자, 그람(Gram) 음성

간균으로, 세계적으로 식품매개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캠필로박터 속 중 캠필로박터 제주니

(Campylobacter jejuni)는 매우 소량인 500개 정도의 균수로도 식

품매개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질병발생이 80% 정도로 보고되었

다(Black 등, 1988; Foster 등, 2004; Moore 등, 2005).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10-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캠필

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에 의한 질병의 발생건수

(outbreak)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캠필로박터의 감염경로와 제어방

법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C. jejuni)의 주된 감염원은 가금육, 특히 계

육으로 알려져있다(Jo 등, 2016). 계육표면으로의 주된 오염은 도

계공정에서 이루어진다. 닭의 분변, 내장 등에 존재하는 균들이

도살, 내장적출 후 세척과정에서 사용되는 냉각수에 의해 닭의 장

내에 있던 균들이 피부에 오염되게 된다(Oh 등, 1988). 장내세균

인 캠필로박터는 물이나 냉각-해동의 반복과 같은 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살았지만 배

양은 불가능한(viable but non-culturable: VBNC)’ 구형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Cappelier 등, 1999; Fizgerald와 Nachamkin, 2015;

Ku 등, 2008). 구형으로 변형된 VBNC 상태의 캠필로박터는 환경

적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잘 살아남으며, 특히 낮은 온도에서 식

품 가공 처리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laser

등, 1980; Moran과 Upton, 1987; Rollins와 Colwell, 1986). 세척

수로 인하여 계육의 피부에 오염된 캠필로박터는 이런 특성에 의

해 외부환경에서 생존하게 되고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발생

시키게 된다.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항균물질처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Ahn과 Shin, 1999; Burfoot 등, 2016;

Meredith 등, 2013; Park, 2002), 계육의 피부에 있는 모공(follicle)

과 주름(wrinkle)에 잔존하는 균들을 모두 제거할 수 없어 가공,

유통, 소비과정에서 교차오염의 원인이 된다(Jang 등, 2006). 또한,

항균물질로 연구된 유기산과 같은 물질들은 관능적인 특성의 변

화, 안전성 문제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기에 어렵다(Jang 등, 2013).

따라서, 계육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캠필로박터 제주니(C. jejuni)

등 유해균에 대해 영향을 주는 물질의 탐색이 필요하다.

유화제는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식품을 유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이다. 유화제의 종류로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

르,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솔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등 화학적 합

성품과 레시틴과 같은 천연 유화제가 있다(MFDS, 2017). 유화제

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되어 있고, FAO/WHO의 ADI도 제한이

없다(Oh 등, 1999). 이런 자료를 토대로 유화제를 기존 용도로 부

터 확대해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가정되어 미생물과 관련된 연

구자료를 탐색한 결과 Chassaing 등(2015)에 의하면 유화제의 섭

취가 쥐의 장내 미생물 균총에 변화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만, 유화제가 세균이 세포 외에서 부착과 생육저해에 미치는 연

구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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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외에서 세포 및 세균의 viability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공초점 현미경이 사용되는데(Jang 등, 2006),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lager scanning microscopy; CLSM)은 광학현미경과 달리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입체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

으며, 3차원으로 이미지를 재구성 할 수 있다(Bae 등, 2006).

CLSM은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파장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형광을 얻을 수 있어서 세포내부 구조 관찰, 조직에서의 특정세

포의 이동, 식품 등의 미세구조 관찰 등 바이오 분야에서 그 활

용도가 매우 크다(Pang 등, 1999).

정전분무(electrospray)란 전도성 액체가 통과하는 노즐(nozzle)

에 고전압을 인가하면 미세한 액적(droplet)이 정전기적 전하를 가

지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형성되어 전체 표면에 분무된다(Kim

등, 2015). 식품산업에서는 식품첨가제를 식품에 코팅할 때 사용

하는 기술로(Barringer 등, 2007; Clark, 1995) 사용되며 세척수를

분무할 때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계과정에서 계육 피부의 모공과 주름에 부착

되어있는 Campylobacter와 같은 병원성 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안

전하다고 알려진 물질인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 중 항균능력

을 가지면서, 계육의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착된 균

을 탈착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물질을 탐색하여 실제 도계공정에

서 세척수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및 배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orean Col-

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Jeong-eup, Korea)에서 분양받

은 C. jejuni KCTC 5327을 사용하였다. 균주는 70% 글리세롤이

포함된 배지 Bolton broth (OXOID, Hampshire, UK)에 넣어 −70
oC의 deep freezer (Ulter-low temperature freezer, MDF-192,

Sanyo Electric Biomedical Co., Ltd., Osaka, Japan)에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전 3회 이상 계대 배양하여 균주

의 활성을 높인 후 사용하였다. 균주의 생육배지로는 Bolton broth

를 사용하였고, 전 배양을 위해 미호기 가스 팩(AnaeroPack-

MicroAero, Mitsubishi gas chemical Co. INC., Tokyo, Japan)을

넣은 각형 케이스(rectangular jar, Mitsubishi gas chemical Co.

INC., Japan)을 37oC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고, 본 배양은 대

기조성이 5% CO2, 10% O2, 85% N2 조건인 배양기에 넣고 42oC

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계육 및 유화제

본 연구에 사용된 계육은 청주시내 마트에서 구입한 (주)하림

생닭 백숙용 12호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유화제 폴리 글

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3종(SWA-10D, L-7D, M-7D)과 자당 지

방산 에스테르 3종(S-1670, L-1695, P-1670)는 수입사 남영상사

주식회사(Seoul, Korea)에서 제조사 Mitsubishi-chemical foods cor-

poration (Tokyo, Japan)으로부터 수입한 유화제를 샘플로 소량 지

원받아 사용하였고, 솔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2종(polysorbate 20,

polysorbate 80)은 Sigma-Aldrich (St. Louis, USA) 구매하여 사용

하였다(Table 1).

시약 및 기기

본 연구에서 균주의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

용한 정전기 스프레이는 Electrostatic spray gun (SE-EB, ESS,

Maxcharge, Watkinsville, GA, USA)을 사용하였다. 계육의 피부와

균체의 염색을 위해 사용한 형광염색 시약으로는 0.005%

Rhodamine B (Sigma-Aldrich, USA), 0.1% FITC (Flourescein

isothiocyanate, Sigma-Aldrich, USA)을 사용하였고, 계육 피부와

균체의 부착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 이용된 형광현미경은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 710, Kr/Ar Ion Laser, Zeiss,

Jena, Germany)을 사용하였다.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

유화제의 항균활성 검색은 paper disc agar diffusion법을 사용

한 Ha 등(2007)의 연구 및 Oh와 Kim (2010)의 연구에서 수행된

방법을 응용하였다. 저장된 stock으로부터 3회 계대하여 활성을

높여 균수를 106-107 CFU/mL 농도로 조정 한 뒤, 멸균된 bolton

평판배지를 60oC까지 식힌 후 부피에 2%가 되도록 접종하여 각

각의 petri dish에 15 mL씩 분주하였다. 여기에 멸균된 paper disc

에 200, 100, 50, 25 mg/mL 농도로 제조된 유화제들을 30 µL 흡

수시켜 배지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시킨 다음 대기조성이 5%

CO2, 10% O2, 85% N2 조건인 배양기에 넣고 42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유화제를 녹인 용매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조군으로는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pH 안정성 및 열 안정성 측정

유화제의 항균물질에 대한 pH 안정성은 pH meter (720P, Istek,

Seoul, Korea)를 사용하여 각 50 mg/mL 농도의 시료를 0.1 N HCl

과 0.1 N NaOH로 pH 4, 7, 10으로 조정하고 대조구를 포함하여

paper disc agar diffusion법을 이용해서 배양 후 생성된 생육 억

제환의 지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대조구는 0.1 N HCl, 0.1 N

NaOH와 pH를 조절하지 않은 유화제를 사용하였다.

열 안정성은 50 mg/mL 농도의 시료를 각각 60, 80, 100oC에서

30분, 121oC에서 15분 가열하여 4가지 조건으로 유화제를 전처리

하고 대조구를 포함하여 paper disc agar diffusion법을 이용해서

배양 후 생성된 생육 억제환의 지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대

조구는 가열하지 않은 유화제를 사용하였다.

Table 1. List of emulsifiers used for experiments

Sample Type Fatty acid HLB Value Maker

SWA-10D Polyglycerin fatty acid ester Stearic acid 14 MFC

L-7D Polyglycerin fatty acid ester Lauric acid 17 MFC

M-7D Polyglycerin fatty acid ester Myristic acid 16 MFC

S-1670 Sucrose esters of fatty acids Stearic acid 16 MFC

L-1695 Sucrose esters of fatty acids Lauric acid 16 MFC

P-1670 Sucrose esters of fatty acids Palmitic acid 16 MFC

Polysorbate 20 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Lauric acid 16 Sigma

Polysorbate 80 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Oleic acid 15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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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및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측정

미생물의 최소저해농도(MIC)는 broth micro-dilution method

(Lee 등, 2015)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균주의 활성

을 높인 배양액의 균수를 105-106 CFU/mL 농도가 되도록 0.85%

NaCl로 희석시켜 96-well plate에 100 µL씩 분주하고, bolton broth

와 최고농도 100 mg/mL에서 2배씩 희석하여 최저농도까지 조정

한 유화제를 96-well plate에 각각 100 µL씩 처리하고 24시간 배

양한 후 유화제가 세균에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650 nm에서

ELISA Reader를 통해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미생물의 최소살균농도(MBC)는 최소저해농도 시험으로 판별

된 시료의 최소저해농도로부터 그 이상의 농도에 해당하는 test

가 끝난 well의 배양액을 100 µL씩 bolton 평판배지에 도말한 후

대기조성이 5% CO2, 10% O2, 85% N2 조건인 배양기에 넣고

42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생성된 colony의 수가 액

체 배양액으로부터 접종한 초기 균수의 99.9%를 사멸시키는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진 경우, 이때의 시료 처리 농도

를 최소살균농도로 정하였다.

접촉표면시험

식품접촉표면에 대해 균주가 주는 영향을 측정한 시험방법은

Nguyen과 Yuk(2013)의 biofilm 형성 방법과 Lee 등(2011)의 표면

시험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계대 배양을 통해

균주의 활성을 높인 배양액을 7.6 cm×2.6 cm 크기의 stainless steel

과 ceramics 표면 위 1×1 cm2의 면적에 100 µL 접종한 후 1시간

방치하여 접종된 배양액이 건조 된 후, 새로운 broth 10 mM 함

께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plate는 배양액을 제거하고

1× PBS buffer 10 mL로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여 3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표면에는 최소저해농도의 유화제를 각각 50

µL씩 도포하여 30초, 3분, 10분간 반응 시켰다. 유화제 처리 후

1×1 cm2의 면적에 멸균된 swab 봉으로 swab을 실시한 후 0.85%

NaCl 10 mL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Swab 봉이 담긴 0.85%

NaCl 샘플은 10배씩 희석하여 bolton 평판배지에 분주하여 계수

하였다. 균수는 42oC에서 48시간 배양 후 각각의 배지 위에 형

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CFU/cm2으로 나타내었다.

계육 피부 부착시험

세척과정에서 계육 피부에서 균주의 부착상태를 확인하기 위

한 실험은 Jang 등(2006)의 방법을 응용하여 수행하였다. 미 호

기적 조건에서 107 CFU/mL으로 배양되어진 C. jejuni를 effendorf

tube에 넣고 4oC, 14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centrifuge 5810

R, Eppendorf)하였다. 원심분리 된 샘플은 상등액을 제거하고 1×

PBS buffer 1 mL을 넣고 다시 4oC, 14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

리 하고 3회 수세하여 배지성분을 제거하였다. 튜브에 남아 있는

펠렛(pellet)에 0.1% FITC로 균질화 한 상태로 10분간 염색을 하

였다. 염색이 끝난 샘플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3회 수세를 실시

하였다. 계육의 피부는 계육의 가슴부위에 있는 피부를 멸균된

칼과 핀셋을 이용하여 1×1 cm2로 떼어내서 3% 과산화수소수에

20분간 침지시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red blood cell (RBC)

제거하였다. 그 후 피부조각은 0.005% Rhodamine B로 24-well

plate에서 10분간 염색을 하고, 1× PBS buffer에 5분간 침지 3회

수세를 하였다. Rhodamine B로 염색한 계육의 피부 조각을 멸균

된 petri dish에 올려두고 피부 부분에 FITC로 염색한 C. jejuni

100 µL를 인위접종 시킨 뒤 1분간 정치하여 부착시킨 후 1× PBS

buffer로 1회 수세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옮긴 후 mounting

(aqueous mounting medium, Dako) 한 뒤 커버글라스로 덮고

CLSM으로 관찰하였다.

계육 피부에 부착된 C. jejuni에 대한 유화제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시험 방법은 계육 피부조각에 C. jejuni를 접종하는 방법

과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C. jejuni가 접종된 피부조각에 최종적

으로 선정한 유화제를 최소저해농도에서 conventional spray와

electrostatic spray로 분무하였다. 유화제를 conventional spray와

electrostatic spray는 1 m 거리에서 분무한 후 1× PBS buffer로 1

회 수세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옮긴 후 mounting한 뒤 커버글

라스로 덮고 CLSM으로 관찰하였다.

Conventional spray와 electrostatic spray 처리가 C. jejuni에 주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계육 피부조각에 C. jejuni

를 인위접종 하는 방법에서 염색방법을 제외하고 유화제를 최소

저해농도에서 conventional spray와 electrostatic spray로 분무하고

수세한 뒤, 0.85% NaCl 10 mL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계육

피부조각에 spray로 처리한 NaCl 용액은 10배씩 희석하여 bolton

평판배지에 분주하여 계수하였다. 균수는 42oC에서 48시간 배양

후 각각의 배지 위에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CFU/cm2으로 나

타내었다.

통계 처리

실험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

며, 통계분석은 SPSS/Windows 18.0 (IB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시행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신뢰 수준

p<0.05에서 평균값들에 대한 그룹 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를 이용한 항균활성

8종류의 유화제 시료(SWA-10D, L-7D, M-7D, S-1670, L-1695,

P-1670,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들을 멸균 증류수를 이용

하여 각각의 농도를 200 mg/mL에서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로 항균활성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

화제 시료들의 항균활성 스크리닝 결과 폴리 글리세린 지방산 에

스테르,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는 대체적으로 탄소수가 적은 지방

산인 lauric acid와 결합한 시료들에서 저해효과가 나타났다. 솔비

탄 지방산 에스테르 시료(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들은 모

두 저해효과가 나타났다. 가장 강한 항균활성 효과가 나타난 샘

플은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인 L-1695 샘플이었으며, 그 외의 항

Table 2. Antimicrobial effect of screening emulsifier against
Campylobacter jejuni

Sample Antimicrobial effect1)

SWA-10D -

L-7D ++++

M-7D -

S-1670 -

L-1695 +++++

P-1670 -

Polysorbate 20 ++++

Polysorbate 80 ++++

1)Growth inhibition size of clear zone: clear zone: -, not detected; +,
smaller than 10; ++, 10-15 mm; +++, 15-20 mm; ++++, 20-25 mm;
+++++, more than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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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활성이 나타난 샘플들은 모두 같은 강도의 활성을 나타냈다. 8

종의 유화제 중 항균활성 효과가 나타난 L-7D, L-1695, polysor-

bate 20, polysorbate 80 등 4종의 유화제를 1차적으로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를 각각 25, 50, 100, 200 mg/mL의 농

도로 하여 C. jejuni에 대한 항균활성은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Fig. 1, Table 3와 같다. 실험 결

과 생육저해환의 크기는 1차 선별된 유화제가 모두 농도가 줄어

들면서 대체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L-1695 샘플이 200 mg/

mL에서 다른 3가지 유화제 샘플에 비해 26 mm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나, 100, 50, 25 mg/mL의 농도에서는 polysorbate 20 샘플

과 생육저해환의 크기가 유사하였다. L-7D 샘플과 polysorbate 80

샘플은 모든 농도에서 유사한 크기의 생육저해환을 형성하였다.

이는 Kim 등(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특정 물질에서 항균

활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항균성이 있는 물질은 그 농도를 줄

일수록 생육억제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 안정성 및 열 안정성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를 50 mg/mL 농도에서 C. jejuni에 대

한 pH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 Table 4와 같다. 유화제

샘플들을 pH 4, 7, 10으로 조정한 후 항균활성을 살펴본 결과,

생육억제환의 크기가 pH 조정을 위해서 0.1 N HCL, 0.1 N NaOH

인 대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유화제 샘플별로 아무 처리

를 가하지 않은 50 mg/mL 농도의 대조군 그리고 pH 4, 7, 10로

조정한 실험군에서 비슷한 크기의 생육억제환이 생성되었다. 따

라서 1차 선별된 유화제는 모두 pH에 대해 대체로 항균력이 안

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Oh와 Kim (2010)의 연구에서 pH를 조

정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이 영향을 준 경우 항균활성의 변화를

보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im 등(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특정 물질에서 항균

활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항균성이 있는 물질을 다른 pH로 조

정하였을 때, pH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에선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고, 각기 다른 pH에서 항균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

으므로 유화제가 pH에 대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를 50 mg/mL 농도에서 C. jejuni에 대

한 열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 Table 5와 같다. 유화제를

60, 80, 100oC에서 30분, 121oC에서 15분간 열처리 한 4가지 조

Fig. 2. Effect of pH for antimicrobial effect of emulsifiers on
Campylobacter jejuni A) L-7D (B) L-1695 (C) Polysorbate 20 (D)

Polysorbate 80 C, Control(untreated emulsifiers); 1, 0.1 N. HCl;
2, 0.1 N NaOH; 3, pH 4; 4, pH 7; 5, pH 10

Fig. 1. Antimicrobial effect of emulsifiers on Campylobacter

jejuni (A) L-7D (B) L-1695 (C) Polysorbate 20 (D) Polysorbate
80. C, Control(sterilized diluted water); 1, 200 mg/mL; 2, 100 mg/
mL; 3, 50 mg/mL; 4, 25 mg/mL

Table 3. Antimicrobial effect of emulsifier concentration against Campylobacter jejuni

Sample
Growth of various concentration

25 mg/mL 50 mg/mL 100 mg/mL 200 mg/mL

L-7D +1) ++ +++ ++++

L-1695 ++ +++ ++++ +++++

Polysorbate 20 ++ +++ ++++ ++++

Polysorbate 80 + ++ +++ ++++

1)Growth inhibition size of clear zone: clear zone: -, not detected; +, smaller than 10; ++, 10-15 mm; +++, 15-20 mm; ++++, 20-25 mm; +++++,
more than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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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항균활성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유화제 샘플별로 아무

처리를 가하지 않은 50 mg/mL 농도의 대조군 그리고 60, 80, 100,

121oC로 조정한 실험군에서 비슷한 크기의 생육억제환이 생성되

었다. 결과적으로 1차 선별된 유화제는 모두 열에 대해 대체로

항균력이 안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Kim 등(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특정 물질의 항균활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항

균성이 있는 물질을 다른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였을 때, 각기 다

른 온도에서 항균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유

화제가 온도에 대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MIC 및 MBC test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에 대한 C. jejuni의 생육을 저해시키

는 농도인 최소저해농도(MIC)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

내었다. 최소저해농도는 각각 L-7D는 6.25 mg/mL, L-1695는 1.56

mg/mL, polysorbate 20은 25 mg/mL의 농도에서 저해효과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polysorbate 80은 저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에 대한 C. jejuni의 생육을 저해시키

는 농도인 최소살균농도(MBC)는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 샘플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Oh와 Kim (2010)의 연구결과에

서 새로운 항균물질 탐색 시 MIC test 결과로 확인한 최소저해

농도에서 그 보다 높은 농도에서 MBC test 시험 수행 시 장내

유해균이 자라지 않은 plate가 존재하여 최소살균농도를 설정 할

수 있는 반면, 본 실험에서는 MIC test 결과에서 최소저해농도만

확인 가능하였으나, 균이 모든 plate에서 생장하였기 때문에 최소

살균농도는 설정 할 수 없었다. MIC test와 MBC test의 결과에

서, 선별된 유화제 4종은 C. jejuni의 생육을 저해하는 작용을 가

지고 있으나, 살균능력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Effect of heating temperature for antimicrobial effect of
emulsifiers on Campylobacter jejuni (A) L-7D (B) L-1695 (C)

Polysorbate 20 (D) Polysorbate 80 C, Control (untreated

emulsifiers); 1, 60oC 30 min treatment; 2, 80oC 30 min
treatment; 3, 100oC 30 min treatment; 4, 121oC, 15 min

treatment

Table 4. pH stability of emulsifier against Campylobacter jejuni

Sample
Antimicrobial effect

pH 4 pH 7 pH 10 Control2) 0.1 N HCl 0.1 N NaOH

L-7D ++1) ++ ++ ++ - -

L-1695 +++ +++ +++ +++ - -

Polysorbate 20 +++ +++ +++ +++ - -

Polysorbate 80 ++ ++ ++ ++ - -

1)Growth inhibition size of clear zone: clear zone: -, not detected; +, smaller than 10; ++, 10-15 mm; +++, 15-20 mm; ++++, 20-25 mm; +++++,
more than 25 mm
2)Control: No pH treatment on emulsifier

Table 5. Heat stability of emulsifier against Campylobacter jejuni

Sample
Antimicrobial effect

60 80 100 121 Control2)

L-7D ++1) ++ ++ ++ ++

L-1695 +++ +++ +++ +++ +++

Polysorbate 20 +++ +++ +++ +++ +++

Polysorbate 80 ++ ++ ++ ++ ++

1)Growth inhibition size of clear zone: clear zone: -, not detected; +,
smaller than 10; ++, 10-15 mm; +++, 15-20 mm; ++++, 20-25 mm;
+++++, more than 25 mm
2)Control: No heat treatment on emulsifier

Table 6.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emulsifiers

Sample
Growth of various concentration (mg/mL)

100 50 25 12.5 6.25 3.13 1.56 0.78 0.39 0.20 0.10

L-7D -1) - - - - + + + + + +

L-1695 - - - - - - - + + + +

Polysorbate 20 - - - + + + + + + + +

Polysorbate 80 +2) + + + + + + + + + +

1)No growth 2)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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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표면시험

1차적으로 선별된 유화제에 대하여 실제 식품접촉표면에 부착

하고 생존하여 biofilm을 형성한 C. jejuni에 대해 유화제가 부착

된 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표면시험은 결

과는 Fig. 4, 5와 같다. 유화제를 stainless steel 표면에 처리하였

을 때, 처리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든 처리구에서 생균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ainless steel 표면에 유화제 처

리 시 생균수는 L-1695, L-7D, polyosrbate 80, polysorbate 20 순

으로 생균수가 적게 나타났다. Cerimic 접촉표면에 유화제를 처

리하였을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생균수가 감

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tainless steel 접촉표면과 달

리 생균수는 L-1695, L-7D, polyosrbate 20, polysorbate 80 순으

로 적게 나타났다. 두 접촉 표면 모두 유화제에 의해 균수가 감

소하였고, 그 비율은 ceramics 접촉표면이 stainless steel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Kim 등(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품접촉

표면의 종류가 살균소독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결

과가 있었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유화제가 살균소독제처럼 작용

하면서, 식품접촉표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식품

접촉표면시험의 결과를 통해 유화제가 식품접촉표면에 대해서 부

착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적으로 생균수 값이 가장 적은 L-1695 유화제 샘플을 선별하여

계육 피부 부착시험에 사용하였다.

계육 피부 부착시험

Fig. 6은 계육 피부조각을 Rhodamine B로 염색한 뒤 FITC로

염색된 C. jejuni를 인위접종 한 후 CLSM으로 200배에서 관찰한

사진이다. 결과 사진은 광학적 절편 중에서 가장 밝은 형광을 가

진 부분들을 모아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었으며, 관찰결과 모

공 내부의 표면과 모공에 포집된 세척수에 FITC로 염색된 C.

jejuni가 녹색형광을 띄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모공 주변의 피부는 Rhodaimne B의 붉은색 형광만 띄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위 실험 결과는 Jang 등(2006)의 실험 결과에서

세척 후 모공과 주름에 균이 존재 한다는 결과와 일치 하였다.

유화제를 처리하였을 때, 계육 피부의 모공과 주름에 부착된

C. jejuni의 거동모델을 관찰한 실험결과는 Fig. 7와 같다. (A)는

대조구로 멸균된 증류수를 conventional spray로 처리한 결과, (B)

는 L-1695 유화제를 conventional spray로 처리한 결과이며, (C)는

L-1695 유화제를 electrostatic spray로 처리한 결과이다. Control인

(A)의 결과를 보면 계육의 모공에 FITC로 염색된 C. jejuni가 다

수 부착되어 있어서 높은 형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화제를 처리한 (B)는 (A)의 결과에 비하여 적은 수의 균이 부

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화제를 electrostatic spray로 처

리한 (C)의 결과도 (B)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균이 부

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는 유화제가 계육 피부의

모공에 포집된 세척수와 작용하여,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포집

Fig. 4. Survival (Log CFU/cm2) of Campylobacter jejuni on the
surfaces of stainless steel after treatment with emulsifiers.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a-h) above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Survival (Log CFU/cm2) of Campylobacter jejuni on the
surfaces of ceramics after treatment with emulsifiers.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a-i) above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6. CLSM images showing the split images of Campylobacter jejuni adhered to chicken skin follicle observed at ×200 magnification

(A) Campylobacter jejuni (B) chicken skin (C) merged image of (A) and (B) Scale bar=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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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척수 속의 C. jejuni에게 영향을 주어 CLSM으로 관찰하였

을 때, 대조구와 비교하여 FITC로 염색된 C. jejuni가 이미지 상

으로 보았을 때 부착된 균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C. jejuni가 인위접종된 계육 피부에 conventional spray와 elec-

trostatic spray를 이용하여 유화제를 처리하였을 때, 분무처리방식

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8와

같다. 생균수에 대하여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conventional spray

와 electrostaitc spray 처리 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분

무방식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LSM 이미지

상으로 관찰한 실험 결과(Fig. 7)에서 conventional spray와 elec-

trostatic spray 분무처리방식에서 부착된 균이 가진 intensity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생균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계육 피부에 유화제를 분무처리하는 방식이 계

육 피부 표면에 있는 여러 유효성분들과 표면에 부착되어있는 균

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Jang 등(2006)에 따르면 실

제로 식품매개질환의 원인이 되는 균들은 계육의 모공과 주름에

포집된 세척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

균인 C. jejuni의 주 감염원인 계육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를 이용하여 계육에서 C. jejuni의 부착을

제어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8종의 유화제를 200

mg/mL의 농도에서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로 C. jejuni

에 대한 항균활성을 검색한 결과 L-7D, L-1695,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등 4종의 유화제에서 생육억제환을 생성하였다. L-

7D, L-1695,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4종의 유화제를 25,

50, 100, 200 mg/mL의 농도에서 항균활성을 검색한 결과, 농도가

작아질수록 생육억제환의 크기도 줄어들었으며, 유화제 중 L-1695

샘플이 200 mg/mL에서 가장 큰 생육억제환을 생성하였다. pH 및

열에 대해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L-7D, L-1695,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4종의 유화제 모두 pH 및 열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소저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른 유화

제 L-7D,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샘플과 비교하였을때 L-

1695 샘플이 1.56 mg/mL에서 가장 좋은 최소저해농도를 나타냈

다. 최소살균 효과는 L-7D, L-1695, polysorbate 20, polysorbate

80 4종의 유화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접촉표면의 부착제어능

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stainless steel과 ceramic에서 실험한 결과,

Fig. 7. CLSM images for chicken skin follicles and wrinkles treated to emulsifier L-1695 observed at ×200 magnification (A) control (B)

regular spray (C) electrostatic spray Scale bar=50 µm

Fig. 8. Survival (Log CFU/cm2) of Campylobacter jejuni on the

chicken skin surfaces after treatment with emulsifiers.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a-b) above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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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접촉 표면 모두에서 L-1695 샘플 처리 시 가장 적은 생균수

를 나타냈다. 앞선 실험의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L-1695 유화제

를 최종적으로 선별하고, 계육 피부에 부착된 C. jejuni에 영향을

주는지 CLSM으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conventional

spray 및 electrostatic spray를 처리하였을 때 모공에 부착된 균이

대다 수 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생균수를 확인해 본 결

과 conventional spray와 electrostatic spray 처리 시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C. jejuni KCTC 5327에 대하여 L-

1695 유화제는 생육을 억제시키지만, 살균효과는 없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L-1695 유화제는 식품접촉표면에서 캠필로박터균

의 부착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계육 피부에 인위접종

된 C. jejuni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볼 때, 실제 도계공

정에서 세척수에 포함시켜 C. jejuni의 제어에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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