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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국민 소득 증가의 결

과로 외식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식생

활 패턴 변화로 학교 등에서의 단체 급식이 증

가하면서 식중독 사고가 대형화 되고 있는 추

세이다.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 발생은 2006년

259건 발생에 10,83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에는 510건 발생에 9,686명의 환자가 발

생하였으며, 2008년은 354건 발생에 7,48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소폭으로 감소된 양상을 나타

내었으나 2003년 이후 7,000명 이상으로 꾸준

히 발생하고 있다. 

식중독(food poisoning)을 방지할 수 있는 방

법 중 식품 원료에 대한 살균제 처리(sanitation)

는 미생물을 살균(sterilization) 또는 저감

(reduction) 하는 기술로서 식중독 예방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원료

를 살균 효과가 있는 수용액에 침지(immersion)

하거나 분무(spray)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

며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때

때로 살균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는 식품

표면에 미세한 틈, 격막, 바이오필름, 식물털,

hydrophobic pocket 등이 존재하여 미생물이 이

곳에 존재할 경우다. 수용액 살균제는 표면장력

이 커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므로 미생물과의

그림 1. E. sakazakii가 skim milk에서 생성한 바이오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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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게 되어 살균 작용이

떨어진다. 식품표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물리적

인 요소를 surface phenomina라고 하는데 이 들

중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이오필

름이다. 따라서 본 원고를 통하여 근래 식품 안

전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이오필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본 론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polymeric

matrix와 미생물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

한다. 바이오필름은 표면부착 정도, 구조적 상

이, 생성원인, 구성물간의 상호관계와 중합체의

구성성분으로 특징되어 진다. 단일세포의 미생

물은 일반적으로 2가지의 행동양태를 나타낸다

고 한다. 첫 번째는 액체상태의 환경조건에서

단일 세포로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이며 두 번

째는 단일세포 끼리 단단하게 부착되어 견고한

표면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양

태의 변화는 쿼럼센싱(quorum sensing,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특정한 분자를 합성하여 세포

외로 방출하고 또 그것을 흡수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기작) 이나 종간의

특성적인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된다.

바이오필름 생성

바이오필름의 형성은 자유롭게 부유하는 단

일미생물들이 표면에 부착됨에 따라 개시된다.

이러한 초기 부착은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가역

적인 반데어발스결합(van der Waals forces)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초기에 부착된 미생물들

이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pili 같은 구조

를 이용하여 더욱 더 단단하게 서로 간에 결합

이 이루어진다. 초기에 부착된 미생물은 다양한

부착 면을 제공하여 다른 미생물이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바이오필름 구조물을

만들게 된다. 미생물 종에 따라 표면에 부착하

기는 어려우나 바이오필름 구조물이나 표면에

이미 부착된 세포에 부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미생물은 군체를 형성하는 동안 쿼럼센싱에

의해 정보를 교환한다. 군체형성이 시작되면 바

이오필름의 성장이 시작되는데 이는 부착된 미

그림 2. Psedomonas aeruginosa의 바이오필름 생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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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분할(division)과 새로운 미생물을 부착

시켜 이루어진다. 바이오필름 형성의 마지막 단

계는 development이다. 이 단계는 바이오필름이

완성된 상태로 모양과 크기에만 변화가 있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 항균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다. 

바이오필름 생성과정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초기 부착 단계

2. 비가역 부착 단계

3. 성숙기 1

4. 성숙기 2 

5. 확산 단계

바이오필름 확산(dispersal) 

바이오필름에 있던 미생물이 주위로 확산되는

단계로 미생물 증식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을 통하여 새로운 표면

에 바이오필름이 전파되어 생성될 수 있다. 바이

오필름 구조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예를 들면

dispersin B, deoxyribonucleas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

구조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은 바이오필름

제거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필름 특성

바이오필름은 주로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고

체의 표면에서 발견된다. 성장 조건이 맞는다면

바이오필름은 육안으로 보일 정도까지 성장한

다. 정수기나 수도관에서 발견되는 바이오필름

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바이오필름은 미생

물 뿐만아니라 archaea, protozoa, algae 등 서

로 다른 생리작용을 하는 개체가 동시에 존재

할 수 있다. 물론 한 종의 미생물로만 구성되

는 바이오필름도 있다. 바이오필름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항균제, 세척제, 식세포와 면역체계에

서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무기(chemical

weapon)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홀로 존재하는

미생물은 식세포 등에 의해 쉽게 공격을 받지만

바이오필름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일차적으로 물

리적으로 방어되며 또한 바이오필름에 존재하는

다른 종의 미생물과의 교감에 의하여 효과적인

방어물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이오필름 구조물

바이오필름은 EPS(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or exopolysaccharide)라고 불리는 물질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속에 존재하

는 미생물을 보호하며 생화학적 신호를 통한 세

포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는 water channel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필

름도 발견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단단하며 조건

에 따라 화석화되어 경도가 증가할 수 있다. 동

일한 종류의 미생물이라도 바이오필름에 존재하

는 미생물은 홀로 부유하는 미생물과 커다란 차

이가 있다. 바이오필름에 고밀도로 존재하는 미

생물과 서로 간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교류하며

협력한다. 항균제나 세척제에 접촉되었을 때 고

밀도의 바이오필름 바깥 층은 내부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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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작에 의하여 항균제에 대한 저항성이

1000배나 증가하였다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바이오필름과 질병

바이오필름은 다양한 미생물 감염에 관련되

어 있으며 감염원인 중 약 80%에 해당한다고 알

려져 있다. 바이오필름이 관련되어 있는 전염병

으로는 요도감염, 중이염, 치아 플라그 형성과

콘택트렌즈 오염에 의한 염증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치아에 생성되는 플라그는 Streptococcus

mutans와 Streptococcus sanguis의 미생물과 침

에 있는 중합체, 미생물이 생산하는 세포외 물

질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된 바이오필름에 존재

하는 미생물은 대사물질을 생산하여 치아에 병

을 유발한다. 병원내 감염에도 바이오필름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병원내 감염으로 미국에서만

약 170만명이 감염되고 한 해 약 9만 9천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병원내 감염의 67%는 슈퍼박

테리아인 MRSA를 포함한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와 표피포도상구균(Staph-

ylococcus epidermidis) 등 2종의 균에 의해 발

생한다. 이러한 균은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심

박동기, 인공심장판막, 인공관절 등 이석용 의

료장비를 포함한 각종 물건의 표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 

바이오필름에 대비한 살균기술 개발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식용 장

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장비를 아연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으로 코팅을 하거나 세척해 주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아연이 바이오필름

형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생산에 관여하기 때문

이다. 최근 칫솔모가 1분에 3만번 이상 움직이

는 칫솔이 판매되고 있다. 진동을 통하여 공기

방울을 만들고 이 공기방울이 일반 칫솔이 닿

기 힘든 치간이나 잇몸에 침투하여 바이오필름

을 파괴한다는 개념을 전략적으로 도입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은 바이오필름의 천국이라고 해도 무리

가 없다. 미생물이 존재하는 식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식품에서 바이오필름

이 생성될 수 있다. 음식을 섭취한 후 양치질

을 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바이오필름이 형

성된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바

이오필름이 얼마나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가를

추측할 수 있다. 정수기 내부의 물탱크 표면,

수도관, 생수통 등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바이오필름에 형성되어 있는

균이 모두 사람에게 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이오필름에는 다양한 균이 존재할 수

있어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미생물간의 교류, 교감에 의해 새

로운 화학물질을 생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결 론

바이오필름은 식품에서 미생물적 안전성을 크

게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식품 자체에 형성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제조환경에

형성되어 식품에 오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

비자의 입장에서는 바이오필름에 대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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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가지고 식품을 제조, 보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공장의 경우 바이오

필름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바이오

필름은 기기 표면에 부착되어 생성될 수 있으

며 칼, 도마에도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

비책으로 기기, 기구에 대한 올바른 세척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바이오필름 구조물

을 파괴할 수 있는 detergent를 처리하여 미생

물을 노출시킨 다음 항균제를 연속적으로 처리

해야 살균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Detergent

로는 dispersin B나 핵산분해효소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표면의 재질에 따라 알카리

나 산성용액을 이용하여 바이오필름 구조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필름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 바이오필름을 검출하는

기술, 생성된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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