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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 vitro anti-biofilm activities of plant extracts of chives (Allium tuberosum), garlic (Allium 

sativum), and radish (Raphanus sativus L.) against environment harmful bacteria (gram-positive Staphylococcus aureus and, 
gram-negative Salmonella typhimurium and Escherichia coli O157:H7). In the paper disc assay, garlic extracts exhibited the 
highest anti-biofilm activity. The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all plant extracts was generally higher for 
gram-negative bacteria than it was for gram-positive bacteria. Gram-negative bacteria were more resistant to plant extracts. The 
tetrazolium dye (XTT) assay revealed that, each plant extract exhibited a different anti-biofilm activity at the MIC value 
depending on the pathogen involved. Among the plant extracts tested, garlic extracts (fresh juice and powder) effectively reduced 
the metabolic activity of the cells of food-poisoning bacteria in biofilms. These anti-biofilm activities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light microscopic observation. Though the garlic extract reduced biofilm formation for all pathogens 
tested, to elucidate whether this reduction was due to antimicrobial effects or anti-biofilm effects, we counted the colony forming 
units of pathogens in the presence of the garlic extract and a control antimicrobial drug. The garlic extract inhibited the E. coli 
O157:H7 biofilm effectively compared to the control antimicrobial drug ciprofloxacin; however, it did not inhibit S. aureus
biofilm significantly compared to ciprofloxacin. In conclusion, garlic extracts could be used as natural food preservatives to 
prevent the growth of foodborne pathogens and elongater the shelf life of process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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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iofilm은 고체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과 미생물이 분

비한 중합체(EPS;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의 결합층이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11). 

특히 Biofilm은 숙주의 면역체계, 건조, 항생제, 소독

제 등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보호하고, 강하게 부착되어 

있으므로 제거가 어려워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가 되며

(Jacques et al., 2010), 식품가공환경에서 유해 미생물

의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서 환경 보건 상 매우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biofilm으로 둘러 싸여져 부착

한 세균들은 동일한 균주라 할지라도 부유 상태의 세균

보다 항생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500배에서 1,000배 정

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Choi and Hwang, 2005), 
치료를 요하는 세균감염증의 60% 이상이 biofilm 형성

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and 
Hwang, 2005). 

대표적인 식중독 유발 미생물로 그람양성균인 S. 
aureus, B. cereus, L. monocytogenes와 그람음성균인 

Campylobacter spp.,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등의 병원균은 대부분 biofilm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식품 등에 강하게 부착한다(Bridier et al., 2015). 
이러한 이유로, 식품의 가공 및 보존에 큰 문제가 되고 있

다. 최근 식품첨가물은 합성 보존제 보다는 천연 물질을 

선호하는데 이는 합성 보존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 독성,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Lee et al., 2011). 천연

물질로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물질들은 식물로부터 온 

것으로 식물에는 많은 약효 뿐 아니라 항균활성을 가지

고 있으며(Mitra and Jens, 2016), 뛰어난 항균활성을 

가지는 식물은 biofilm 생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Niu and Gilbert, 2004; Mitra and Jens, 2016).
Choi and Hwang(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산 무가 

항균활성 및 항진균 활성이 있고, 이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틸파라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

다.  Lee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과 부추의 

항균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천연 항균물질로 

상업화된 상품은 거의 없으며 anti-biofilm에 대한 연구

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항노다지

마을 에서 친환경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부추, 마늘, 

무 등 3종류의 생즙과 분말을 이용하여, 식품 등에 발생

할 수 있는 병원균의 anti-biofilm 활성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biofilm 생성 저해능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paper disc assay, MIC assay, XTT 
assay, Colony Forming Unit (CFU)비교, 현미경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식물 추출물 제조

식물 추출물의 제조는 Lee et al.,(2011)의 방법을 일

부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추, 마
늘, 무는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 에서 친환경

으로 직접 생산한 원료를 깨끗이 수세하고 멸균한 분쇄

기로 분쇄하였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 1차 분쇄한  분

쇄물 30 mL에 증류수 15 mL (부추 : 약  37 - 38 g, 마늘 : 
약 40 - 41 g, 무 : 약 33 - 34 g)를 첨가하여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2차 분쇄하였다. 그 후, 10,000 rpm, 30분
간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Whatman No.1 페이퍼로 필터

한 여과액을 100%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물

을 동결건조기를 실시하여 동결건조 된 분말을 사용하였

다. 3가지 식물 추출물은 사용 전까지 20 에 보관하

였고, 각 추출물의 농도별 희석액은 멸균된 증류수를 사

용하여 1/2씩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2.2. 사용균주 및 배지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인 병원균으로서 그람 양성균으로는 S. arueus 
(ATCC25923), 그람 음성균으로는 S. typhimurium 
(ATCC 13311)과 E. coli O157:H7 (ATCC 43894)을 

사용하였다. 균주배양을 위해 Mueller Hinton Broth 
(Difco, USA)와 Bacto agar (Difco, USA)를 구입하여 

MHB와 MHA로 사용하였다. 이하 E. coli O157:H7은 

E. coli 로 사용한다.

2.3. 항균 활성 측정

부추, 마늘, 무의 추출물과 분말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aper disc assay 방법을 사용하였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물추출물은 추출물을 100%로 하

여 2배(50%)희석하였고, 분말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분

말을 0.25 g/mL 농도로 맞추고 2배(0.125 g/mL)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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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다.  MHB 에 log phase로 12시간 동안 배

양된 각각의 bacterial suspension을 1 × 106 CFU/mL
로 조정 후, 100 μl 를 Mueller Hinton agar plate에 멸

균한 면봉으로 도말하였다. 지름이 8 mm인 멸균된 

paper disc를 배지에 깔고, 식물 추출물을 50 μl 씩 흡수

시킨 후, 37 에서 24시간 배양하여 disc 주위에 생성된 

투명한 생육 저해환의 지름을 측정하여 항균활성을 비교

하였다. 대조구는 시료와 동일한 양의 ciprofloxacin (1 
mg/mL)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은 세 번씩 수행하였고, 
clear zone size를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2.4. 최소 생육 저해 농도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측정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가이드라

인에 따라 two-fold broth dilution method를 사용하였

다(CLSI. 2006). 각각의 균주를 MHB 배지에 1 × 106 

CFU/mL로 조절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고, 96-well 
microplate에 100 μl씩 첨가하였다. 1/2씩 농도별로 희

석한 식물 추출물(추출물 : 100% - 0.78%, 분말 : 250 
mg/mL - 1.96 mg/mL) 100 μl를 각 well에 차례대로 첨

가하여 총 볼륨이 200 μl가 되게 하였다. Plate에 뚜껑을 

덮어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37 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Niu and Gilbert, 2004). 양성대조구로서는 식물 추

출물 대신 100 μl ciprofloxacin (1 mg/mL)을 사용하였

으며, 음성대조구로는 식물 추출물 대신 100 μl DDW와 

bacteria solution대신 100 μl MHB를 사용하였다. 배양 

후, 40 μl MTT (3-(4,5-dimethyl-2-thiazolyl)-2,5- 
diphenyl-2H tetrazolium bromide) (0.2 mg/mL)를 각 

well에 첨가하여 15분간 상온에서 배양하였다. Bacteria
가 생장하였으면 pink-red color가 나타나고, bacteria의 

생장이 식물 추출물에 의해 저해되었으면 pink-red 
color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색의 변화가 없는 최소 농도

를 MIC로 확정하였다(Mitra and Jens, 2016). 각 실험

은 세 번씩 수행하였다.

2.5. 바이오필름 대사활성 저해 측정

본 실험에 앞서, 바이오필름 항부착활성 실험을 수행

하여 균 생육 농도가 50% 이상의 저해율을 나타낸 식물 

추출물(MIC 농도)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바이오필

름의 대사활성 저해율은 XTT reduction assay를 수행하

여 측정하였다. 100 μl 식물 추출물(MIC 농도)를 

96-well plate에 넣고, 100 μl 1 × 106 CFU/mL 균액을 

각 well에 첨가하여 총 량이 200 μl가 되도록 하였다. 양
성대조구는 식물 추출물 대신 100 μl ciprofloxacin 
(0.00125 mg/mL; MIC value)를 사용하였으며, 음성대

조구로는 100 μl MHB를 사용하였다. 영점으로는 균을 

접종하지 않은 200 μl의 MHB를 사용하였다. Plate는 

bacteria cell이 표면에 부착하여 biofilm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shaking 없이 37 에서 24시간 배양되었다. 
배양 후, 96-well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약하게 부착된 

cell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PBS로 3번 washing하였다. 
XTT (2,3-bis(2-methoxy-4-nitro-5-sulfophenyl)-2H 
-tetrazolium-5-carboxamilide)를 PBS에 1 mg/mL이 

되게 녹이고, filter 후 80 에 보관하였다. Menadione
은 아세톤에 1 mM가 되게 녹이고 각 실험 전에 즉시 

filter하였다. XTT/menadione 시약의 working solution
은 12.5 : 1의 비율로 실험 전에 fresh하게 제조하였다. 
Washing 후에, PBS 100 μl를 96-well plate의 각 well
에 첨가하고, 13.5 μl XTT/menadione mixture를 각 

well에 첨가하였다. Plate를 부드럽게 한번 흔든 후, 호일

로 감싸 암소가 되게 하여 37 에서 2 - 3시간 배양하였

다. Absorbance를 492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세 번씩 수행하였고, 저해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

하였다(Mitra and Jens, 2016).

Percentage Inhibition 
   = [ODNegativecontrol ODExperimental/ODNegativecontrol] 
      × 100

2.6. 현미경 관찰

식물 추출물의 biofilm저해활성을 현미경 관찰을 통

해 살펴보았으며, Bridier et al.,(2015) 방법을 일부 변

형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Round cover glass 
slide (ø 12 mm)를 24-well polystyrene plate의 각 well
에 올리고, 균 배양액 100 μl (106 CFU/mL)와 100 μl 식
물 추출물(MIC농도, 2 × MIC 농도)을 첨가하였다. 식
물 추출물은 항부착 실험에서 균 생육 농도가 50% 이상

의 저해도를 나타낸 식물 추출물을 사용하였으며, 양성

대조구와 음성대조구는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하였

다. 뚜껑을 덮고 37 에서 24시간 배양 후 1/20 Giemsa 
(Sigma, Switzerland) 용액(v/v)으로 20분간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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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였다. Stained glass piece를 slide 위에 올리고, 
형성된 biofilm을 광학현미경 40배율로 관찰하였다. 

2.7. Biofilm 내 생균수 측정

   Biofilm 감소가 항균 효과에 인한 것 인지, 
anti-biofilm 효과인지 알기 위하여 마늘과 anti-biofilm 
효능이 없다고 알려진 ciprofloxacin을 추가해 균 

biofilm을 키워 CFU을 비교하였다. E. coli와  S. aureus
는 MIC 절반 농도의 마늘 추출액을 첨가해서 5 mL 
MHB에 37 로 24시간동안 배양했다. CFU 비교는 

planktonic biofilm CFU와 biofilm 만의 CFU를 비교

했다.  Planktonic biofilm CFU 측정 경우tube를 PBS
로 3번 씻어내고 4번째 PBS를 넣어준 후 1분 동안 

vortex와 sonication을 진행해준다. 이후 다시 1분 동안 

vortex를 진행해준다(Mandakhalikar et al., 2018). 
Biofilm만의 CFU경우 PBS 1분 동안 vortex와 

sonication을 진행하고 다시 1분 동안 vortex를 진행해

준다. Planktonic biofilm의 CFU와 biofilm의 CFU는 

MHA배지에서 배양 후 counting을 진행했다. 각 실험은 

세 번씩 수행하였고, biofilm내의 생균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마늘을 ciprofloxacin으로 교체해 

MIC 절반 농도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Biofilm proportion percentage 
  = [CFUbiofilm/(CFUbiofilm + CFUplanktonic)] × 100

3. 결과 및 고찰 

3.1. 항균 활성

본 연구에서 선택한 식용식물들의 항균활성을 알아보

기 위해 paper disc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Paper disc assay결과, 무 추출물

을 제외한 추출물에서 강한 항균활성이 나타났다. S. 
aureus에 대한 100% 마늘 추출물의 inhibition zone 크
기는 평균 39 mm로서, 양성대조구(ciprofloxacin 1 
mg/mL, 37.2 mm) 대비 4.8% 증가하였다. 추출물 중에

서는 마늘이 가장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부추, 무의 순서였다. 마늘 추출물은 다른 두 식물에 비해 

추출물과 분말 모두 증류수와 추출물 또는 분말을 섞은 

수용액 solution에서 더 강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ies (inhibition zone diameter) 
of the plant extracts against 3 foodborne pathogens 

Microorganism Vegetables   Concentration  Clear zone 
(mm)

Staphylococcus
aureus

Positive control 1 mg/mL 37.2 (100%)
Chives juice 100% 27.7 (74.5%)

50% 21.5 (57.8%)
 Garlic juice 100% 39.0 (104.8%)

50% 28.0 (75.3%)
Radish juice 100% 8.3 (22.3%)

50% -  (0%)
Chives   powder 0.25 g/mL 9.2 (24.7%)

0.125 g/mL -  (0%)
Garlic powder 0.25 g/mL 24.0 (64.5%)

  0.125 g/mL 16.8 (45.2%)
Radish   powder 0.25 g/mL 9.9 (26.6%)

0.125 g/mL -  (0%)

  
Salmonella   

typhimurium
  

Positive control 1 mg/mL 45.5 (122.3%)
Chives juice 100% 27.3 (73.4%)

  50% 19.0 (51.1%)
Garlic juice 100% 35.7 (96.0%)

  50% 30.3 (81.5%)
Radish juice 100% -  (0%)

50% -  (0%)
Chives   powder 0.25 g/mL 10.0 (26.9%)

  0.125 g/mL -  (0%)
Garlic powder 0.25 g/mL 27.3 (73.4%)

  0.125 g/mL 22.2 (59.7%)
Radish   powder 0.25 g/mL 9.0 (24.2%)

0.125 g/mL -  (0%)

Escherichia   
coli

O157:H7

Positive control 1 mg/mL 39.0 (104.8%)
Chives juice 100% 20.3 (54.6%)

50% 17.2 (46.2%)
Garlic juice 100% 28.0 (75.3%)

50% 24.7 (66.4%)
Radish juice 100% -  (0%)

50% -  (0%)
Chives   powder 0.25 g/mL 8.75 (23.5%)

0.125 g/mL -  (0%)
Garlic powder 0.25 g/mL 21.0 (56.5%)

 0.125 g/mL 14.7 (39.5%)
Radish   powder 0.25 g/mL 9.2 (24.7%)

 0.125 g/mL -  (0%)

Positive control is cipr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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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nd Park(1995)은 본 결과에서 나타낸 것과 같

이 젖산균인 Lactobacillus mesenteroides에 대해 마늘

이 부추에 비해 높은 항균력을 나타낸다는 유사한 경향

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Lee et al.,(2004)은 미호기성 균

주인 Campylobacter  6종에 대해 마늘보다 부추가 높은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항균활성을 보

유하는 식품소재 및 성분은 사용한 균종의 특성 뿐 아니

라 배양 조건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활성의 발현 정

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11). 분
말 성분의 항균활성은 마늘, 무, 부추의 순서로 나타났다. 
무 추출물은 S. aureus에 대해서만 항균활성을 보이는 

반면에, 분말은 모든 균에 대해 clear zone을 형성하였

다. 이는 무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된 

분말 성분에 비해 추출물에서 항균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식물추출물의 항균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했고, 일반적으로 그람 음성균인 S. typhimurium과 

E. coli에 비해 그람 양성균인 S. aureus에 더 효과적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늘과 부추가 그람음성균보다 그

람양성균에 대하여 생육억제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Lee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Lee et al., 2011).

3.2. 최소 생육 저해 농도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식물 추출물의 항균활성 효과에 

기인하여 이들의 MIC 농도 측정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Paper disc assay결과와 유사하게 마늘 추출물

이 부추와 무에 비해 가장 낮은 MIC 농도를 나타내었다. 
마늘 분말 성분의 MIC값은 S. typhimurium에서는 7.81 
mg/mL이었으며 S. aureus와 E. coli에 대해서는 

15.625 mg/mL를 나타내는 등 부추 분말, 무 분말에 비

해 2 - 4배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무의 추출물은 

MIC 농도가 25 - 100%로 부추, 마늘 추출물에 비해 낮

은 항균활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무 분말은 MIC 농도가 

15.625 31.25 mg/mL로서 부추 분말보다 더 낮은 농

도에서 균의 생육을 저해하였다. 
S. typhimurium에 대한 마늘 분말의 MIC (7.81 

mg/mL)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물 추출물은 그람 음

성균인 S. typhimurium과 E. coli보다 그람 양성균인 S. 
aureus에서 더 낮은 MIC 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그람

음성균의 세포외막의 구조적 특성이 항균물질에 저항성

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진다(Mitra and Jens, 2016). 

3.3. Biofilm 대사활성 저해 (XTT reduction assay)

Biofilm 대사활성 저해평가를 위해 각 균에 대한 항부

착 활성(Crystal Violet assay)을 테스트하였으며, 8시간 

동안 배양했을 때 biofilm부착 저해능이 50% 이상인 식

물 추출물만을 선별하여 XTT reduction assay를 수행하

였다. Fig. 1의 결과에서와 같이 식물 추출물은 S. 
aureus에서 42.2 - 93.6%, S. typhimurium에서 29.1 - 
88.3%, E. coli 에서 91.0 - 96.7%를 나타내는 등 대사

활성을 대체적으로 잘 저해하였다. 식물 추출물 중에서, 
마늘 추출물과 분말 성분은 모든 균에서 50% 이상의 저

해율을 나타내며 효과적으로 cell의 대사활성을 감소시

켰다. S. aureus의 경우, 마늘 분말이 97.6%의 저해율을 

나타내어 가장 효과가 좋았고, 다음으로 마늘 추출물

(73.3%), 부추 추출물(42.4%)의 순서였다. S. typhimurium
에서는 부추 추출물(88.3%)이 가장 강력한 항바이오필

름 활성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마늘 추출물(78.4%), 마
늘 분말(72.6%)의 순서로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무 추출

물은 29.1%의 저해율만을 나타내는 등 anti-biofilm 활
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E. coli에서는 다른 균주에 비해 

Plants Extracts
MIC value concentration (mg/mL,   % for juice) 

 S. aureus S .typhimurium E. coli O157: H7

Garlic   juice   3.125%   6.25%   12.5%

   powder 15.625mg/mL 7.812mg/mL 15.625mg/mL

Chives   juice   12.5%   25%   25%

   powder   62.5mg/mL 62.5mg/mL   62.5mg/mL

Radish   juice   25%   50%   100%

    powder 15.625mg/mL 31.25mg/mL 31.25mg/mL

Table 2. MIC value of different plant extracts against 3 foodborne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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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추출물의 저해 효과가 모두 90% 이상으로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E. coli에 식물 추출물 대신 

배지를 첨가한 음성대조구에서 균이 매우 빠르게 많이 

증식하였고, 균에 대한 식물 추출물의 MIC농도가 다른 

균주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성된 biofilm에 비해 제

거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식물 추출물의 anti-biofilm 활성은 균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Mitra and Jens(2016)의 연구에서는 biofilm 대
사활성의 감소가 추출물의 항균 및 anti-biofilm활성 뿐 

아니라,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결여되기 때문으로 보

고하기도 하였다.

Fig. 1. Effect of different plant extracts on biofilm formation 
(growth and development).

3.4. 현미경 관찰

식물 추출물의 biofilm 저해 효과가 실제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결
과를 Fig. 2 - 4에 나타내었다.

현미경 관찰 결과는 XTT reduction assay결과와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MIC 
농도일 때 마늘 분말은 마늘 추출물에 비해 S. aureus의 

biofilm 형성에 더 큰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MIC 
농도를 2배로 하였을 때, 마늘 분말은 양성대조구인 

ciprofloxacin보다 더 뛰어난 제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3의 S. typhimuirum에서는 부추 추출물이 가장 뛰

어난 anti-biofilm 활성을 나타낸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고, S. aureus와 달리 마늘 추출물이 마늘 분말보다 더 효

과적이었다. MIC농도에서 부추 추출물은 마늘 추출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나 MIC의 2배 농

도에서는 부추 추출물이 더 뛰어난 활성을 나타냈고, 이

는 양성대조구 MIC의 2배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Fig. 4의  E. coli의 경우에는 음성대조구에서 biofilm 형
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2 균주에 비해 

각 식물 추출물의 저해 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E. coli 에 대한 식물 추출물

의 MIC 농도가 높아 anti-biofilm 물질이 더 많을 것으

로 생각되며, 음성대조구에서 biofilm이 많이 형성되었

기 때문에 상대적인 제거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Microscopic visualization of effect of different plant 
extracts on biofilm formation by S. aureus (growth 
and development). NC, negative control (non-treated 
slides); PC, positive control (ciprofloxacin at MIC); 
PC2(ciprofloxacin at 2 × MIC); GJ, garlic juice at 
MIC; GJ2, garlic juice at 2 × MIC; GP, garlic 
powder at MIC; GP2, garlic powder at 2 × MIC; CJ, 
chives juice at MIC; CJ2, chives juice 2 × MIC. 
Magnification, × 40.

Fig. 3. Microscopic visualization of effect of different plant 
extracts on biofilm formation by S. typhimurium 
(growth and development). NC, negative control 
(non-treated slides); PC, positive control 
(ciprofloxacin at MIC); PC2(ciprofloxacin at 2 × 
MIC); GJ, garlic juice at MIC; GJ2, garlic juice at 2 
× MIC; GP, garlic powder at MIC; GP2, garlic 
powder at 2 × MIC; CJ, chives juice at MIC; C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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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s juice 2 × MIC; RJ, radish juice at MIC; RJ2, 
radish juice at 2 × MIC. Magnification, × 40.

Fig. 4. Microscopic visualization of effect of different plant 
extracts on biofilm formation by E. coli O157:H7 
(growth and development). NC, negative control 
(non-treated slides); PC, positive control 
(ciprofloxacin at MIC); PC2(ciprofloxacin at 2 × 
MIC); GJ, garlic juice at MIC; GJ2, garlic juice at 2 
× MIC; GP, garlic powder at MIC; GP2, garlic 
powder at 2 × MIC; CJ, chives juice at MIC; CJ2, 
chives juice 2 × MIC. Magnification, × 40.

3.5. Biofilm안에 생균 CFU 비교

마늘 추출물의 그람 양성과 음성균에 대한 biofilm 대
사 활성의 감소가 anti-biofilm활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

하기 위해 그람 음성균으로 E. coli, 그람 양성균으로 S. 
aureus균을 사용하여 생균수를 비교 실험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E. coli의 총 생

균수는 5.6 × 109 CFU/mL이며, biofilm를 형성한 생균

수는 4.5 × 107 CFU/mL로 0.8%가 biofilm을 형성하였

으며, 99.2%는 biofilm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양성

대조구인 ciprofloxacin을 첨가한 경우 E. coli의 총 생

균수는 9.0 × 108 CFU/mL이며, biofilm를 형성한 생균

수는 4.5 × 107 CFU/mL로 5.0%가 biofilm을 형성하였

으며, 95%는 biofilm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
늘 추출물은 ciprofloxacin 보다 biofilm 형성을 억제하

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S. aureus 경우 마

늘 추출물을 첨가한 후 총 생균수가 2.7 × 109 CFU/mL
인 반면에, biofilm를 형성한 생균수는 5.9 × 107 

CFU/mL로 2.2%가 biofilm을 형성하였고 97.8%는 

biofilm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Ciprofloxacin 첨가했을 

때 S. aureus 총 생균수는 1.6 × 109 CFU/mL인 반면에, 
biofilm를 형성한 생균수는 2.5 × 106 CFU/mL로 0.2%

가 biofilm을 형성하였으며, 99.8%가 biofilm을 형성하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ure 5).

Fig. 5. The value of biofilm proportion percentage on garlic 
juice against environment harmful bacteria.

마늘 추출물을 첨가했을 때 E. coli의 biofilm의 형

성은 저해되었지만 S. aureus의 biofilm저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늘 추출액을 첨가했을 때 

Pseudomonas aeruginosa 같은 그람 음성균에 대한 

quorum sessing에서 아실호모세린락톤(acyl homoserine 
lactones)을 분비하고, 그람 음성균의 biofilm 형성 작용

을 억제한다(Harjai et al., 2010). 그람 음성균에 대한 

quorum sensing에서 알리신의 억제 효과는 아실화된 호

모세린 락톤 동족 수용체의 결합을 조절하거나, AHL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혹은 quorum sensing 유전자의 발현

을 억제 할 수도 있다(Lihua et al., 2013). 알리신이 

biofilm 형성 작용에서 acylated homoserine lactone 경
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본 실험에서 S. aureus의 

biofilm형성이 마늘 추출액에 의해 억제 되지 않은 점을 

설명 할 수 있다. 알리신은 그람 양성균에서는 acylated 
homoserine lactone이 발견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람 양성균의 biofilm 형성 작용은 억제하지 못하는 것

이다(Biswa and Doble, 2013). 

4. 결 론

뛰어난 항균활성을 가지는 식물은 biofilm 저해할 가

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천연 항균물질로 상업화된 상

품은 거의 없으며 anti-biofilm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 추출물들의 anti 
-biofilm 활성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천연 보존제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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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paper 
disc assay, MIC assay, XTT assay, 현미경 관찰, 
Colony forming unit (CFU)비교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aper disc assay 결과 무 추출물을 제외한 추출물

에서 S. aureus에 대한 100% 마늘 추출물의 inhibition 
zone 크기는 평균 39 mm로서, 양성대조구(ciprofloxacin 
1 mg/mL, 37.2 mm) 대비 4.8% 증가하여 가장 강한 항

균활성이 나타났다. 
2. MIC 농도 측정결과 마늘 분말 성분의 MIC값은 S. 

typhimurium에서는 7.81 mg/mL이었으며 S. aureus와 

E. coli에 대해서는 15.625 mg/mL를 나타내는 등 부추 

분말, 무 분말에 비해 2 - 4배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3. XTT assay결과 식물 추출물은 S. aureus에서 42.2 

- 93.6%, S. typhimurium에서 29.1 - 88.3%, E. coli 에
서 91.0 - 96.7%를 나타내는 등 대사활성을 대체적으로 

잘 저해하였다. 
4. 현미경 관찰 결과 MIC 농도일 때 마늘 분말은 마늘 

추출물에 비해 S. aureus의 biofilm 형성에 더 큰 저해활

성을 나타냈다. 또한 MIC 농도를 2배로 하였을 때, 마늘 

분말은 양성대조구인 ciprofloxacin보다 더 뛰어난 제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S. typhimuirum에서는 부추 추출물

이 가장 뛰어난 anti-biofilm 활성을 나타낸 것을 관찰 할 

수 있었고, S. aureus와 달리 마늘 추출물이 마늘 분말보

다 더 효과적이었다. MIC농도에서 부추 추출물은 마늘 

추출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나 MIC
의 2배 농도에서는 부추 추출물이 더 뛰어난 활성을 나타

냈고, 이는 양성대조구 MIC의 2배 농도와 비슷한 수준

이었다. E. coli의 경우에는 음성대조구에서 biofilm 형
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균주에 비해 각 

식물 추출물의 저해 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5. 마늘 추출물의 biofilm 형성 억제효과는  E. coli 경

우 biofilm를 형성한 생균수는 4.5 × 107 CFU/mL로 

0.8%가 biofilm을 형성하였으며, 99.2%는 biofilm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양성대조구인 ciprofloxacin을 

첨가한 경우 E. coli의 총 생균수는 9.0 × 108 CFU/mL
이며, biofilm를 형성한 생균수는 4.5 × 107 CFU/mL로 

5.0%가 biofilm을 형성하였으며, 95%는 biofilm을 형

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늘 추출물은 ciprofloxacin 
보다 biofilm 형성을 억제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S. aureus 경우 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후 총 생균

수가 2.7 × 109 CFU/mL인 반면에, biofilm를 형성한 생

균수는 5.9 × 107 CFU/mL로 2.2%가 biofilm을 형성하

였고 97.8%는 biofilm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Ciprofloxacin 첨가했을 때 S. aureus 총 생균수는 1.6 × 
109 CFU/mL인 반면에, biofilm를 형성한 생균수는 2.5 
× 106 CFU/mL로 0.2%가 biofilm을 형성하였으며, 
99.8%가 biofilm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식용식물의 

항균활성 및 anti-biofilm 활성을 비교한 결과 환경유해 

미생물균인 식중독균에 대해 biofilm 형성과 생장을 잘 

저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늘과 

부추 등을 식품 가공 시스템에서 식중독균의 성장을 막

고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

는 천연 식품 첨가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며,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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