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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업계는 미생물의 오염을 막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farm to table까지 공급해야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식
품에 대한 주요식중독 미생물의 침입은 식품 원료의 오염, 완제
품의 불충분한 살균,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오염 등 어느 단
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된 식중독 미생물의 살
균을 위해서 가열살균법, 염소소독법, UV 자외선 조사를 포함
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Arcangeli et al., 
2012). 가열 살균법은 가장 흔하고 쉽게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식품의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천연의 풍미와 조직감을 잃
거나 영양소 파괴와 식품의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Luksiene 
et al., 2010).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한 염소소독법은 항

균작용과 속효성은 탁월하지만, trihalomethanes (THM), 염화
페놀 등의 유해한 독성물질이 발생된다(Park et al., 2012). UV 
자외선 조사는 식품의 영양학적 문제가 없고 제품의 품질변화
도 적지만 병원성 식중독균의 살균효과가 미비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Song et al., 2010). 따라서, 차세대 식품의 살균방
법으로는 저온처리(low-temperature treatment)가 가능해야 하
며, 최소한의 영양소 파괴와 관능적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유
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고효율의 특징을 지닌 기술이어야 
한다(Lee et al., 2017). 
최근 이러한 차세대 식품 살균방법으로 저온플라즈마(cold 

plasma)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플라즈마는 기체가 보다 높은 
에너지를 얻게 되었을 때 방전이 되어 형성된 이온화된 가스의 
집합 상태이며 기체상태의 물질보다 높은 에너지이며 친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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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이다. 저온플라즈마 기술로는 감압플라즈마와 대기압
플라즈마로 구분되는데, 감압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감압플라즈마는 장치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며, 무엇보다 연
속적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압 하에서 연속적으로 플라
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기압플라즈마가 식품산업에서 주목
하고 있는 저온플라즈마 기술이다(Mok and lee, 2011).
대기압플라즈마 생성을 위해 유전체장벽방전(dielectric bar-

rier discharge, DBD), 코로나방전(corona discharge), 아크방
전(arc discharge) 등이 사용되고 있다(Tendero et al., 2006). 이 
중에서 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는 두 개의 전극을 덮는 유전
체를 사용하여 전류를 제한하여 두 전극 사이에 전압을 걸어 대
기압 상에서 방전시켜 플라즈마를 생성한다(Kim et al., 2018). 
플라즈마가 발생될 때 이온과 전자는 분리되며 하전된 입자 뿐
만아니라 화학적 반응성이 큰 활성 라디칼, 과산화 수소(H2O2), 
오존(O3) 등의 활성종들(reactive species)을 발생한다. 플라즈
마가 발생하는 활성종들 중에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으로 superoxide (∙O2)와 hydroxy radical (∙OH) 
등이 있으며, 활성 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으로 
nitric oxide (∙NO) 등이 있다(Kim et al.,2018). 이 활성종들은 
식중독세균의 세포막의 지질과 단백질 등을 손상시켜 세포내로 
확산되어 식중독균의 물리 ∙ 화학적 살균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곰팡이(Ryu et al., 2013), 식중독세균(Lunov et al., 2016), 노로
바이러스와 간염바이러스(Park and Ha, 2018) 등의 항미생물 
효과를 입증하였다.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연간 식
중독 발생보고에 따르면 수산식품의 주요 식중독 위해요인으로
는 생물학적 요인(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전체 식
중독의 약 62% 수준이었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이 50%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산식품은 날 것이나 덜 익은 채로 섭취
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률이 특히 
높았다(CDC, 2017). Vibrio parahaemolyticus는 호염성균으
로 대표적인 수산식품 식중독 세균으로 횟감용 수산물(e.g. 굴, 
멍게, 해삼, 회 등)에 높은 오염률을 보였다(Choi et al., 2012).  
S. aureus와 B. cereus는 대표적인 그람 양성 식중독균이며, 건
포류의 주요 관리대상 식중독균이다(Park, 2019). 특히, S. au-
reus 손을 통한 감염 및 증식이 많아 초밥 등의 수작업으로 가
공되는 수산식품에서 높은 오염률을 보였다(Choi et al., 2012). 
E. coli와 Salmonella spp.은 대표적인 분변오염으로 감염되는 
그람음성 식중독 세균이다(Choi et al., 2019). E. coli는 일반적
으로는 비병원성인 정상균(normal flora)으로 사람의 장내에 존
재하지만, 면역기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게는 드물게 
일부가 기회감염균으로 작용한다(Chun and Hong, 2009; Choi 
et al., 2019). CDC의 보고서에 의하면 Salmonella spp.은 노로
바이러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
(34%)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원인 종명은 Salmonella enter-
itidis였다(CDC, 2017).

이와 같은 미생물종에 따른 항미생물 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
하고 실용적인 식품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식품 및 pilot 규모
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와 관련한 기초연구로서 식품산업의 차세대 친환경적 살균 기
술로 주목받고 있는 비열 유전체장벽방전 형태의 대기압플라즈
마를 사용하여 처리시간에 따른 주요식중독세균에 대한 살균효
과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하여 본 유전체
장벽플라즈마 사용시의 식중독균의 불활성화를 나타내는 사멸
값(D-value)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살균 대상 미생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Ba-
cillus cereus ATCC 11778, Vibrio parahaemolyticus ATCC 
27967, Salmonella enterica ATCC 14028 및 Escherichia coli 
KCTC 1682는 glycerol stock으로 -80°C에서 보관중인 균주
를 사용하였다. 보존 배양된 각 시험 균주는 tryptic soy broth 
(TSB; BD/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접종하여 
37°C의 배양기에서 18-24시간 동안 2차례 전배양시킨 후 본 실
험에 사용하였다.

대기압 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DBD plasma 발생장치(μ-DBD Surface 
Plasma Generator, Model; Micro DBD Plasma)는 Plasma 
Biomedicine Institute (Plasma Bioscience Research Center, 
Seoul, Korea)에서 공급받았고 이 장치에 대하여 Ryu et al. 
(2013)에 의해서 기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BD plasma는 지름 80 mm, 두께 18 

mm인 원형의 소다 유리를 유전체로 하여 플라즈마 발생을 위
한 metal 전극으로 그 윗면은 은(sliver) 전극으로 덮어 하나의 
전극으로 삼고 아랫면은 사각형 그물구조를 가지는 스테인레
스 재질의 그물망(mesh)을 유리의 후면에 부착하여 반대 전극
으로 사용하였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질소 가스는 가스 주입
구멍을 통해 PLA (poly lactic acid) 커버에 의해 1.5 lpm (liter 
per minute)씩 유입되었으며, 유리와 그물망 사이의 후면 유리 
표면에 플라즈마를 생성했다(Fig 1).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파워
는 사인파 교류전원을 사용하였으며, 주행 주파수 43 kHz에서 
낮은 1 kV의 방전 전압이며, cycle의 전기 방전 에너지는 7.7 μJ
로 측정되었고 초당 에너지는 0.12 J/s로 측정되었다.
시료와 전극 사이의 거리는 조정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료와 전극 사이의 거리를 3 mm로 유지하였으며, 플라즈마
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켰을 때의 에너지의 집속으로 인한 열
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체 위에 공냉쿨러(COOLERTEC Ice 
Bridge-1, COOLERTEC, Seoul, Korea)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동작 시켰다. 최대 30분까지 플라즈마 발생시 온도를 측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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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8.5-35°C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미생물 시료준비 및 플라즈마 처리

배양된 시험 균주는 10,000 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침강된 펠릿(pellet)을 10 mL의 펩톤수에 현탁하였다. 연구
에 사용된 S. aureus ATCC 6538, B. cereus ATCC 11778, V. 
parahaemolyticus ATCC 27967, S. enterica ATCC 14028 및 
E. coli KCTC 1682는 약 9 log CFU/mL의 농도를 사용하였다. 
시험 균주의 DBD plasma 처리를 위하여 실험 시작 10분 전에 
플라즈마 장치를 켰으며, 10-1으로 희석된 현탁액은 biological 
safety cabinet (CHC Lab Co., Daejeon, Korea) 내에서 멸균된 
petri dish (35×15 mm)에 유전체장벽 플라즈마 처리 최적 용
량인 각 0.5 mL씩 분주하였다. DBD plasma 처리를 전극과 균
주 사이에 3 mm 간격을 두고 각각 1, 3, 5, 10, 20분 및 30분간 
처리하였다. 그 후 균주를 회수하여, 각각 10진 희석법으로 희
석하여 미생물 측정의 정량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의 정량적 측정

플라즈마 처리 전 ∙ 후 각 미생물의 농도는 각각 10진 희석법으
로 희석한 희석액 1 mL을 petri dish (90×15 mm)에 분주하고 
45-50°C정도로 식힌 tryptic soy agar (TSA; BD/Difco Labo-
ratories, Detroit, MI, USA)를 petri dish에 주입 평판 법(pour 
plate method)으로 혼합해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 한천평
판 균수측정법으로 37°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15-300개
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log CFU/mL으로 나타냈다.

미생물의 D-Value

주요식중독세균의 DBD plasma처리에 따른 살균효과는 다음
과 같이 First-order kinetics model을 사용하여 D-value (deci-
mal reduction time)을 측정하였다.

log
N = k·t

=-
1

t
N0 2.303 D

·N0 , 초기세균 농도(colony forming unit, CFU)

· N, DBD plasma를 t 시간 처리한 후의 세균 집락수(colony 
forming unit, CFU)

· t, DBDk plasma 처리시간(min)
· k, 사멸속도상수(min-1)
· D-value, 세균의 수를 1/10, 즉 log 주기로 1만큼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플라즈마 처리시간(min)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으며 관찰된 실험 결과는 
SPSS 25 (IBM SPSS Statistic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P<0.05) 각각의 3반복 실험에 의
한 평균값을 다중위검정법(Duncan multiple-range test)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BD Plasma 노출시간에 따른 주요수산식품 식중독
세균의 살균효과

플라즈마의 세균의 불활성화 작용 원리는 DBD plasma에 노
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종의 농도는 일정하더라도 
미생물 혹은 세균의 외막의 파열을 유발하여 손상 정도를 증
가시켜, 이에 따른 살균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 et al., 2014). 또한, 선행된 연구에 의하면 그람양성세균의 
lipopolysaccharide막과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의 두께의 차이 
때문에 그람음성세균이 그람양성세균보다 플라즈마 처리에 민
감하여 더 살균효과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그람양성세균
의 lipopolysaccharide막과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의 두께의 차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세균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식중독 세균의 살균 패턴이 완전히 규명되
지 않았고, 수산식품관련 주요식중독세균의 살균 효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Laroussi et al., 2003; Yong et al., 2015; Lu-
nov et al., 2016).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DBD 
plasma의 수산물 관련 주요식중독세균에 대한 살균력을 추가
적으로 조사해보았다. 

Fig. 1 Schematic view of μ-DBD plasma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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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처리시간에 따른 그람양성세균의 살균효과는 Table 
1에 나타냈다. DBD plasma 처리 시간(1-30분)에 따른 S. aure-
us와 B. cereus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대조구의 S. 
aureus의 population은 평균 9.28 log CFU/mL이였으며, DBD 
plasma를 5분처리 이상하였을 때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P<0.05). 또한, log 감소는 DBD plasma 1분, 5분, 10분 처리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20분(1.04 log 감
소, 90.90% 감소)과 30분 처리(1.92 log 감소, 98.79% 감소)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이는 본 연구의 방법과 유사한 Kim et al. (2018)의 DBD 

plasma를 2시간 처리하였을 때 S. aureus가 약 2 log 감소(90% 
감소)하였던 연구 결과보다 높은 살균력을 보였다. 그 이유로
는 Kim 외 연구진도 언급했듯이, DBD plasma의 살균작용은 
샘플과의 노출거리가 짧아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Kim et 
al. (2018)의 챔버형 DBD plasma는 공기 살균을 통해 DBD 
plasma 중에서도 비교적 넓은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노출거
리가 30.4 cm이내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노출거리가 3 mm 이
내인 μ-mesh (그물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샘플 표면에 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본 연구의 DBD plasma의 살균작용이 더 탁
월하였다. 또한, Kim et al. (2018)은 메티실린내성 S. aureus 
(KCCM12103, ATCC 12600)과 같은 균종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DBD plasma에 대한 내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DBD plasma 처리에 대한 B. cereus균은 S. aureus
보다는 약간 낮은 살균효과를 보였다. 대조구의 B. cereus의
population은 평균 9.36 log CFU/mL이였으며, DBD plasma를 
5분 이상 처리하였을 때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또한, log 감소는 플라즈마 처리시간 (1-30분)에 따라 최소 0.27 

log 감소(45.80% 감소)-최대 1.75 log 감소(98.24%)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5). Mok et al. (2015)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S. aureus를 코로나방전 대기압플라즈마 ACDAP (after-
glow corona discharge air plasma)에 24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약 2.0 log 감소를 보인 반면 B. cereus는 1.5 log 감소가 관찰
되었다. 이는 우리의 DBD plasma 살균 연구에서도 S. aureus가 
B. cereus보다 살균효과가 좋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한편, 플라즈마 처리시간에 따른 그람음성세균의 살균효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구 샘플과 비교하였을 때 E. coli는 DBD 
plasma를 10분 이상 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P<0.05), DBD plasma를 30분 처리시 최대 2.57 log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플라즈마 처리된 세균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살균 효
과였다. 또한, 대장균의 log 감소는 DBD plasma를 20분(1.40 
log 감소, 96.06% 감소)과 30분 처리(2.03 log 감소, 99.06% 감
소)시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 가장 큰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P<0.05). 이를 통해 기존대부분 연구와 동일하게 그람음성세
균인 E. coli가 그람양성세균인 S. aureus와 B. cereus에 비해 
높은 살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S. enterica와 
V. parahaemolyticus는 플라즈마 처리 시간(1-30분)에 따라 각
각 0.29 log (49.00% 감소)-1.53 log 감소(97.03% 감소), 0.18 
log (34.24% 감소)-최대 1.04 log 감소(90.90% 감소)의 유의
적인 살균효과는 보였으며(P<0.05), 이는 그람음성세균이 그
람양성세균보다 플라즈마 살균효과에 민감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었다(Laroussi et al., 2003; Yong et al., 2015; 
Lunov et al., 2016).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Mok et al. (2015)
의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ACDAP (afterglow corona discharge 
air plasma)처리를 사용한 Mok et al. (2015)의 연구결과에서

Table 1. Effect of DBD plasma treatment on the reduction of Gram-positive bacteria in the suspension

Bacterium DBD plasma (min) Mean±SD of bacterium (log CFU/mL) log reduction (% reduction)
Staphylococcus  aureus Control 9.28±0.11a -

1 8.97±0.14ab 0.31±0.16C (50.59%)
5 8.83±0.31bc 0.45±0.30C (64.39%)

10 8.58±0.13c 0.69±0.15BC (79.66%)
20 8.23±0.19d 1.04±0.20B (90.90%)
30 7.36±0.21e 1.92±0.22A (98.79%)

Bacillus cereus Control 9.36±0.08a -
1 9.09±0.08ab 0.27±0.08E (45.80%)
5 8.96±0.07b 0.39±0.03D (59.51%)

10 8.83±0.09bc 0.53±0.04C (70.19%)
20 8.55±0.15c 0.80±0.02B (84.27%)
30 7.60±0.34d 1.75±0.02A (98.24%)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The data presents means of three samples with standard deviations (three samples/treatment). Within 
the same column, bacterium log cou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for S. aureus or a-d for B. cereus)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of probability. Within the same column, bacterium log reduc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for S. aureus or A-E for B. cereus)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of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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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 coli는 약 3.5 log의 저감화로 가장 큰 살균효과를 보인 반
면 V. parahaemolyticus는 약 1.0 log의 저감화로 그람양성세균
보다 훨씬 낮은 살균효과를 보였다. 또한, Mok et al. (2015)의 
S.typhimurium은 ACDAP를 최대 24시간 처리시에 S. aureus
와 비슷한 약 2.0-2.5 log의 살균효과를 보였다. 또한, 그람양성
세균인 B. cereus 1.5 log 저감화보다는 더 큰 살균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Lunov et al. (2016)의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그람양성세균과 그람음성세균의 박테리아 손상을 관측한 결과 
그람음성세균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손상을 보이지만, 각 세균

의 팽압(turgor pressure)이 달라 살균 효과 패턴에 관해서는 불
일치하였다. 또한, Pompl et al. (2009)은 원자력 현미경을 통한 
플라즈마의 살균효과 확인 시, 그람양성세균과 그람음성세균
에 대한 살균효과의 일관된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플라
즈마 살균효과의 세부사항은 플라즈마 반응성의 디자인(ROS
와 RNS의 밀도, 온도 및 조성 등), 세균의 세포벽 특징 등의 전
체적인 물리적 메커니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세균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플라즈마의 세균의 살균효
과는 플라즈마 작동의 사용되는 전력(전류세기, 방출전압)에 비

Table 2. Effect of DBD plasma treatment on the reduction of Gram-negative bacteria in the suspension

Bacterium DBD plasma (min) Mean±SD of bacterium (log CFU/mL) log reduction (% reudction)
Vibrio  parahaemolyticus Control 9.00±0.01a -

1 8.82±0.08b 0.18±0.07D (34.24%)
5 8.61±0.07c 0.39±0.06C (59.63%)

10 8.55±0.17c 0.46±0.16C (65.00%)
20 8.32±0.07d 0.68±0.07B (79.21%)
30 7.96±0.03e 1.04±0.03A (90.90%)

Salmonella enterica Control 9.83±0.27a -
1 9.54±0.14b 0.29±0.20D (49.00%)
5 9.41±0.06b 0.42±0.06D (62.21%)

10 9.15±0.06c 0.68±0.18C (79.03%)
20 8.77±0.07d 1.06±0.07B (91.27%)
30 8.30±0.04e 1.53±0.09A (97.03%)

Escherichia coli Control 9.66±0.26a -
1 9.44±0.18a 0.22±0.18C (39.18%)
5 9.26±0.31ab 0.40±0.30C (59.88%)

10 8.89±0.30b 0.77±0.09C (83.03%)
20 8.25±0.20c 1.40±0.19B (96.06%)
30 7.63±0.34d 2.03±0.54A (99.06%)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The data presents means of three samples with standard deviations (three samples/treatment). Within the 
same column, bacterium log cou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for V. parahaemolyticus and S. enterica or a-d for E. coli) differ signifi-
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of probability. Within the same column, bacterium log reduc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for V. parahaemolyticus and S. enterica or A-C for E. coli)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of probability.

Table 3. D-values (time) of Gram-positive bacteria in the suspension treated by the duration time of DBD plasma

Bacterium Equation of first-order kinetic model

Staphylococcus  aureus
 y=ax+b y= -0.0563x+9.1613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6
D-values of DBD plasma treatment (min) 17.76

Bacillus cereus
 y=ax+b y= -0.0501x+9.2832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3
D-values of DBD plasma treatment (min) 19.96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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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미생물의 사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전력의 증가
에 따라 기체 이온화, 해리, 라디칼 발생 등이 더욱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종의 농도가 증가하여 세균을 더 많이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Laroussi et al., 2003; Yong et al., 2015; 
Lunov et al., 2016). 즉, 대기압플라즈마에 의한 식중독 세균의 
살균 효과는 플라즈마 발생 전력의 세기, 노출시간, 박테리아 균
주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DBD Plasma 노출시간에 따른 수산식품 식중독 세균
의 D-Value

수산식품은 각종 미생물, 그 중에서도 중온성 및 저온성 식중
독 세균이 생육하기에 알맞은 여러가지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그대로 방치하여 이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는 오염된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과정이 필요하다(Choi et al., 
2012; Berk, 2013). 
본 연구에서는 DBD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수산식품 식
중독 세균 5종(S. aureus, B. cereus, V. parahaemolyticus, S. 
enterica & E. coli)의 suspension상의 D-value를 First-order 
kinetics model에 의해 측정하여 그람양성세균(Table 3)과 그람
음성세균 (Table 4)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플라즈마 처리에 관한 미생물의 불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시간
에 의존하여 지수 붕괴(exponential decay)가 나타난다. 따라서, 
미생물의 불활성화를 반대수 좌표(semi-logarithmic graph)에 
그리면 CFU (colony forming unit)을 선형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미생물의 수를 90% 감소시키는 시간인 D-value
를 기울기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Butscher, 2016; Choi et al., 
2017).

1에 가까운 correlation coefficients (R2)는 모델 적용에 따른 
D-value값의 사멸패턴의 정확성을 보여주는데, B. cereus균을 
제외하고는 모든 균이 0.95이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B. cereus
균도 R2가 0.93이므로 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값이라고 여겨진

다. D-value는 가장 살균이 많이 된 E. coli가 15.56분으로 가
장 작았으며, 이는 DBD plasma를 30분 처리했을때 2 log 감
소된 실험결과(Table 1)와 일치했다. 그람양성균인 S. aureus와 
B. cereus는 각각 17.76분, 19.96분이었다. 반면, 그람음성세균
인 V. parahaemolyticus와 S. enterica는 각각 32.89분, 21.55분

Table 4. D-values (time) of Gram-negative bacteria in the suspension treated by the duration time of DBD plasma

Bacterium Equation of first-order kinetic model

Vibrio  parahaemolyticus
 y=ax+b y= -0.0304x+8.8779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5
D-values of DBD plasma treatment (min) 32.89

Salmonella enterica
 y=ax+b y= -0.0464x+9.6775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8
D-values of DBD plasma treatment (min) 21.55

Escherichia coli
 y=ax+b y= -0.0656x+9.5761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9
D-values of DBD plasma treatment (min) 15.24

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Fig. 2 Fitted survival curves of Gram-positive (a) and Gram-neg-
ative (b) bacteria in the suspension treated by the duration time of 
DBD plasma; R2,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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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Fig 2의 식중독균의 사멸 기울기의 패턴은 E. coli>S. 
aureus>B. cereus>S. enterica>V. parahaemolyticus 순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면 살균에 효과
적인 자외선(Lee et al., 2016), 고전장펄스(Oshima and Tato, 
2004) 등 비열 살균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같았다. 따라서, DBD 
plasma는 단시간만으로 E. coli와 같이 식중독균의 표면에 존
재하는 미생물의 살균에는 효과적이지만, V. parahaemolyticus
처럼 내독소(e.g. 내열성 용혈 독소)를 가진 미생물의 살균에
는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처리가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
다(Mok and Song, 2010; Li et al., 2011). Mok et al. (2015)에 
따르면, ACDAP (afterglow corona discharge air plasma)처리
를 식중독균에 하였을 때의 D-value는 E. coli O157:H7 (3.64
시간)<S. aureus (4.78시간)<S. typhimurium (7.79시간)<B. 
cereus (11.01시간)<V. parahaemolyticus (12.7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각 균주의 유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은 
다르지만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와 전체적
인 식중독균의 감소패턴은 유사하였다(Mok et al., 2015). 다
만, DBD plasma의 경우에는 S. aureus가 B. cereus보다 살균 
효과가 좋았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요수
산식품 식중독균 5종(S. aureus, B. cereus, V. parahaemolyti-
cus, S. enterica, E. coli)에 대한 DBD 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살균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식품공전에서 신선수산식품과 관
련하여 기준 및 규격을 제시하고 있는 L. monocytogenes과 E. 
coli O157:H7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MFDS, 2019). 한편, Park 과 Ha의 연구에 의하면 COP 
(cold oxygen plasma)의 처리가 각각 굴과 조개 등의 이매패
류의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D=43.77초)와 간염A 바
이러스(D=10분)의 살균에도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Park and 
Ha,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주요식중독세균의 DBD plasma
처리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Suspension상의 기초연구이자, 
DBD plasma 처리의 식품의 현장적용을 위해서 상업적 살균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 위생상 안전한 수준에서의 식중독
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식품상에 오염된 식중독세균과 식중
독바이러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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