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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sterilization ability of S. aureus and P. aeruginosa was evaluated using a plasma
generator with a flexible electrode structure. Both strains were prepared at a concentration of
6
1.5×10 CFU/mL and inoculated and spread evenly on two medium plates. The medium were kept
at a distance of 3 cm and 9 cm from the plasma generator and were plasma discharged from 30 sec
to 10 minutes. The growth of colonies on the media, were subsequently compared with the control
2
group. The mean colonies of S. aureus formed at a 3 cm distance were 9.2×10 (log value 2.96)
CFU/mL for the 5 min discharge period and 8.0×10 (1.90) CFU/mL for the 10 min discharge period.
When the medium was exposed for 5 min and 10 min at a 9 cm distance, the mean colonies of S.
aureus formed were 2.16×103 (3.33) and 2.4×102 (2.38) CFU/mL, respectively. The medium
containing P. aeruginosa kept at a 3 cm distance and exposed to 3, 5, 10-minute discharge, did not
2
form any colonies. When kept at a 9 cm distance for 3 minutes, 6.0×10 (2.78) CFU/mL mean
colonies were formed but no colonies were formed at exposure periods of 5 and 10 minutes. This
enhanced sterilization effect was confirmed in experiments of S. aureus and P. aeruginosa using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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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 전기적인 중성을 나타내는 하전입자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
를 플라즈마라고 한다[1]. 대기권 내에서 일어나는 번개 등과 같

플라즈마(plasma)는 기체상태의 물질에 더욱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나 분자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음전하인 전자로

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형광등과 네온사인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즈마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온화된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때 양이온의 수와 전자

플라즈마에서 초산소음이온(superoxide anion, O2−), 수

를 포함한 음전하를 띤 입자의 수는 거의 동일한 밀도로 분포되

산화기(hydroxyl radical, OH),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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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 등 다양한 활성화학종들이 발생되며, 그 밖에 오존(O3),
자외선(ultraviolet, UV) 등도 생성된다. 플라즈마에 의한 박테
리아 살균은 오존, 활성산소종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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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플라즈마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근래에

재료 및 방법

는 대기압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경제적, 기술적 효율
성도 살린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의 개발로 살균, 의학, 바이

1. 연구대상

오 분야에서 폭 넓게 응용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

연구에서 사용한 그람양성알균인 S. aureus KCTC 1621은

다[3, 4]. 특히 미생물 멸균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기술은 그 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능성이 입증되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5-7].

Type Culture, KCTC)에서 분양받았고 그람음성막대균인 P.

고압증기멸균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멸균

aeruginosa KCCM 11321은 한국미생물보존센터(Korean

이 가능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열에 약한 기구의 변형과 금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KCCM)로부터 분양받

속의 경우에는 부식을 일으켜 기구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므로,

았다. 균체 현탁액을 KCTC, KCCM이 추천한 평판배지에 접종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EtO (ethylene oxide)를 사용하는 멸균

하여 배양한 후 균주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순수 배양된 균주

법은 멸균온도가 낮아 변형되기 쉬운 의료기구 및 용품의 멸균

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가능하나,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일정량 이상의 EtO gas가
인체에 흡수되면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키므로, 잔류가스를 장

2. 연구방법

시간에 걸쳐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

유연전극 구조를 가진 플라즈마 발생기의 살균성능을 확인하

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 중ㆍ소 의료기관에는 실용적이지

기 위하여 Lee 등[11]에 의해 2020년 연구에 사용된 유전체장

못하다는 단점도 있다[8]. 하지만 플라즈마에 의한 멸균법은 상

벽방전을 기본 형태로 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사용하였으나,

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멸균과정이 이루어져 열과 습기에 취약

플라즈마 발생 고전압 전원장치는 AC 220V 전원을 DC 400V

한 기구 및 재료의 멸균이 가능하고, 멸균 시간이 크게 단축될 뿐

로 변환하는 2 kW급 AC-DC 정류기 모듈과 DC 400V를 9 kV

만 아니라 멸균 조작자에게도 안전하다[9, 10]. 안전성과 효율

로 변환하는 150 W급 고전압 전원모듈로 구성하였다. 또한 반

성 및 경제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멸균법으로 부상하여 이를 위

응 chamber 체적을 9.7 L에서 180 mm×180 mm×180 mm

한 대안으로 최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WHD) 규격의 5.8 L로 변경하였고 유연전극을 원형으로 가공

Lee 등[11]에 의한 이전 연구에서는 대기압 상태에서 유전체

한 SUS (steel use stainless) 가공물 내에 연속 평행구조 배치

장벽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을 기본 형태

방식에서 선형으로 가공한 SUS 가공물 외부에 고무 절연층을

로 하는 유연전극 케이블과 고전압 전원장치를 제작하여 플라즈

추가하고 tefron 코팅하여 유연전극을 나선형으로 배치하였다.

마 발생장치 개발 등의 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중점을 두었고, 그

S. aureus 와 P. aeruginosa의 colony 관찰을 위해 세균 현탁

람음성막대균인 E. coli 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살균기기로서의

액 탁도(turbidity)를 측정하는 DensiCHECKTM Plus (Bio-

응용성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와 유연전극 구조 자체는 동일

merieux Inc, Missouri, USA)를 이용하여 McFarland

하지만, 대기압상태에서 미생물 살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Standard 0.50±0.5 (1.5×10 CFU/mL) 농도로 세균 부유액

한 요소인 플라즈마 방전전압과 반응 chamber 용적, 유연전극

을 조제하였다.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을 이용하

배치 방식, 방전시간, 방전거리, 세균들을 이전 연구 조건과 다

여 100배 희석하여 1.5×106 CFU/mL 농도로 조제하였으며,

르게 설계하였다. 또한 추가로 광촉매제인 이산화티타늄(tita-

autopipette을 이용하여 부유액 50 μL를 Blood agar plate와

nium dioxide, TiO2)을 이용하여 살균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

Nutrient agar plate에 옮긴 후, 1회용 L-shaped spreader

하였다. 이전 연구보다 세포벽이 휠씬 두꺼우며, 항균제 내성균

를 이용하여 배지 전체에 접종하였다. 플라즈마 발생기로부터

으로 알려진 그람양성알균인 Staphylococcus aureus 와 기회

배지를 3 cm, 9 cm 떨어뜨리고 30초, 45초, 60초, 75초, 90초,

감염균으로 의료기관에서 많이 분리되며, 항균제에 내성이 높

105초, 120초, 3분, 5분, 10분간 플라즈마를 방전시킨 후, 바로

은 그람음성막대균인 Pseudomonas aeruginosa로 박테리아

35±1°C에서 24±2시간 배양하고 형성된 균의 colony를 자동

의 살균효과를 관찰하였다.

집락계수기인 IncuCount

8

TM

Automatic Colony counter

(Revolutionary Sci, Minneapolis, USA)와 육안으로 확인하
였다. 배지에 형성된 colony 수에 희석배수(20)를 곱하여
CFU/mL로 산정하였고, 각 균주에 대한 Log reduction (LR)
값을 확인하였다. LR은 log(A)−log(B)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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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군 생균수의 로그값, B는 시험군 생균수의 로그값이다.

LR은 log(A)−log(B)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A는 대조군 생균수

로그값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의 로그값, B는 시험군 생균수의 로그값이다. 로그값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 동일 조건으로 5회 실시하였으며, 대

실험은 동일 조건으로 5회 실시하였으며, 평균(Mean, M)과

조군은 동일하게 도말하고 플라즈마를 방전시키지 않았다.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고 대조군은
동일하게 접종하고 플라즈마를 방전시키지 않았다.
스프레이타입의 광촉매제(Ecokimera, SKB Tech, Korea)

결 과

인 TiO2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방전에 따른 살균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1.5×106 CFU/mL 농도의 S. aureus 부유액 100 μL를

1. 3 cm 거리에서 방전 시간에 따른 S. aureus의 colony 형성

tryptic soy agar plate (TSA)에 균일하게 접종하고 배지 위에

1.5×106 CFU/mL 농도의 균 부유액 50 μL을 BAP에 접종

TiO2를 도포한 그물망을 위치시키고 플라즈마 발생기로부터

하고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3 cm 이격하여 방전 후 형성된

6

3 cm 이격하여 5분, 10분간 방전하였다. 또한 1.5×10 CFU/mL

colony를 관찰하였다(Table 1, Figure 1). 120초에서 178±

농도의 P. aeruginosa 부유액 100 μL를 TSA에 균일하게 접종

17 (3.56×103 CFU/mL), 3분에서는 98±13 (1.96×103

하고 그 위에 TiO2를 도포한 그물망을 위치시키고 플라즈마 발

CFU/mL), 5분에서는 46±10 (9.2×10 CFU/mL), 10분에서

생기로 부터 3 cm 이격시켜 105초, 120초간 방전하였다.

는 4±3 (8.0×10 CFU/mL)으로 확인되었다.

2

35±1°C incubator에서 24±2시간 배양하고, 형성된 균의
colony를 자동집락계수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세균이 증

2. 9 cm 거리에서 방전 시간에 따른 S. aureus의 colony 형성

식한 경우 배지에 형성된 colony 수에 희석배수(10)를 곱하여

1.5×106 CFU/mL 농도의 균 부유액 50 μL을 BAP에 접종

CFU/mL로 산정하였고, 각 균주에 대한 LR 값을 확인하였다.

하고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9 cm 이격하여 방전 후 형성된

Table 1. Number of colony and log value of S. aureus after plasma discharge
Distance

S. aureus

3 cm

9 cm

Discharge time
3 min
5 min
10 min
3 min
5 min
10 min

Control log value

Number of colonies
3

6.18

6.18

1.96×10
2
9.2×10
8.0×10
4.28×103
3
2.16×10
2
2.4×10

Abbreviation: LR, log reduction.

Figure 1. The colonies of S. aureus formed after plasma discharge at 3 cm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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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value

LR

3.29
2.96
1.90
3.63
3.33
2.38

2.89
3.22
4.28
2.55
2.85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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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lonies of S. aureus formed after plasma discharge at 9 cm distance.
Table 2. Number of colony and log value of P. aeruginosa after plasma discharge
Distance

P. aeruginosa

3 cm

9 cm

Discharge time

Control log value

105 sec
120 sec
3, 5, 10 min
120 sec
3 min
5, 10 min

colony를 관찰하였다(Table 1, Figure 2). 120초까지는 계수
3

가 어려웠고 3분에서 214±13 (4.28×10 CFU/mL), 5분에서
3

는 108±10 (2.16×10 CFU/mL), 10분에서는 12±4 (2.4×

Number of colonies

Log value

LR

3.07
2.62
0
3.89
2.78
0

3.11
3.56
6.18
2.29
3.4
6.18

3

1.18×10
2
4.2×10
0
7.68×103
2
6.0×10
0

6.18

6.18

라즈마 방전 후 형성된 colony를 관찰하였다(Table 2, Figure
4). 3분에서는 30±10 (6.0×102 CFU/mL), 5분, 10분에서는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

2

10 CFU/mL)로 확인되었다.
5. TiO2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른 colony 변화
3. 3 cm 거리에서 플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른 P. aeruginosa 의
colony 형성

6

1.5×10 CFU/mL 농도의 균 부유액 100 μL를 TSA에 균일
하게 접종하고 그 위에 TiO2를 도포한 그물망을 위치시키고 플

6

1.5×10 CFU/mL 농도의 균 부유액 50 μL를 Nutrient

라즈마 발생기로 부터 3 cm 이격시켜 5분, 10분간 방전시킨 S.

agar plate에 접종하고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3 cm 이격하여 방

aureus 와 105초, 120초간 방전시킨 P. aeruginosa 결과는

전 후 형성된 colony를 관찰하였다(Table 2, Figure 3). 105초

Table 3, Figures 5∼7과 같았다. S. aureus는 5분 방전에

3

에서는 59±6 (1.18×10 CFU/mL), 120초에서는 21±5
2

17±6 (1.7×102 CFU/mL)가 관찰되었고 10분에서는 colony

(4.2×10 CFU/mL)가 확인되었으며, 3분, 5분, 10분에서는

가 형성되지 않았다. P. aeruginosa는 105초에서 3±1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

(3.2×10 CFU/mL)가 관찰되었고, 120초에서는 colony가 형
성되지 않았다.

4. 9 cm 거리에서 플라즈마 방전 시간에 따른 P. aeruginosa 의
colony 형성

고 찰

6

1.5×10 CFU/mL 농도의 균 부유액 50 μL를 Nutrient
agar plate에 접종하고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9 cm 이격하여 플

상압 플라즈마의 발생은 대기압 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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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lonies of P. aeruginosa formed after plasma discharge at 3 cm distance.

Figure 4. The colonies of P. aeruginosa formed after plasma discharge at 9 cm distance.

Table 3. Number and log value of living bacteria after plasma discharge using photocatalyst TiO2
Discharge time

S. aureus
P. aeruginosa

5 min
10 min
105 sec
120 sec

Control

Log value

6

1.5×10
1.5×106
6
1.5×10
6
1.5×10

6.18

Number of colonies
2

1.7×10
0
1.6×10
0

Log value

LR

2.23
0
1.20
0

3.95
6.18
4.98
6.18

기방전을 이용하며, 플라즈마를 구현하는 방전형태에 따라 아

적 간단하면서도 고출력 방전이 가능하고 복잡한 펄스 전력 공

크방전(arc discharge), 코로나방전(corona discharge), 유

급기가 없어도 쉽게 방전할 수 있어 산업체 전반에 널리 이용되

전체장벽방전(DBD), 마이크로웨이브방전(microwave dis-

고 있다[1, 12]. 유전체장벽방전은 기본적으로 두 전극의 한쪽

charge) 등이 있다. 이중에서 유전체장벽방전은 시스템이 비교

또는 양쪽 전극의 표면을 세라믹이나 유리 등의 유전체(di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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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olonies of S. aureus formed on tryptic soy agar plates by plasma discharge time (a: photocatalyst TiO2 is not used, b: photocatalyst
TiO2 is used).

Figure 6. The colonies of P. aeruginosa formed on tryptic soy agar plates by plasma discharge time (a: photocatalyst TiO2 is not used, b:
photocatalyst TiO2 is used).

Figure 7. The inactivation of S. aureus and P. aeruginosa formed on tryptic soy agar plates by plasma discharge time using photocatalyst
TiO2.

가 덮거나, 삽입되는 형태를 기본으로, 고전압 전극을 평판형 또

은 다양한 종류의 기체가 사용되고 있으며, 살균 목적으로는 반

는 선형으로 제작하여 교류전압을 인가하면 전극과 유전체 간극

응기 내부에 H2O2, O2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 플라즈마가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고

Ar, He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거나, 반응기 내부에 H2O2

전압 전극과 접지전극 사이에 유전체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

와 같은 촉매제를 이용하지 않는 대기압 상태에서 유연전극 구

전체 특성에 따라 플라즈마 특성도 바뀌게 되며, 많은 양의 라디

조를 가진 플라즈마 발생기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

칼들이 생성된다.

생시키는 형태이다. 플라즈마의 특성과 주입하는 방전가스의

플라즈마 방전에 생성되는 다양한 활성화학종들은 미생물의

종류나 양에 따라 발생하는 radical의 종류와 농도가 달라지며,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면서 주요 구성성분인 다당류,

이에 따라 플라즈마 반응기의 성능도 달라진다[17]. 이번 연구

지질, 단백질 그리고 세포 내의 DNA와 같은 거대 분자들과 반응

에서는 Lee 등[11]이 실시했던 연구와 달리 플라즈마를 발생시

하여 구조를 변화시켜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키기 위한 방전 인가 전압을 2.5 kV에서 9 kV로 변경하였고 이

[13-16].

에 알맞게 유연전극의 길이 등을 재설계하였다. 인가되는 방전

일반적으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 방전에 Ar, He, N2 등과 같

전압에 따라 플라즈마 반응이 달라졌다. 2.5 kV보다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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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나 생성되는 오존농도가 더 높았으나, 높은 전압에 따른

키기 위해서는 오존 발생 농도를 높이거나 오존과의 살균 유효

유연전극의 절연문제로 인하여 발화가 발생하면서 전극손상이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 하였다.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처럼 방전전압이 달라짐에 따라 유연

방전 전압이 이전 연구보다 높아졌으므로, 플라즈마 방전에

전극의 설계 사양도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Son과 Lee [12, 18]

따른 온도를 배지가 놓이는 부위에서 측정하였다. 방전 전

의 연구에 따르면 입력전압에 따라 플라즈마 방전에 영향을 미

chamber 내의 온도는 20.3°C, 방전에 따른 플라즈마 발생기

친다고 보고하였다.

자체 온도 변화는 5분에 52.4°C, 10분에는 61.9°C였고,

플라즈마 방전 시 방출된 라디칼이나 이온을 확인하고자 광

chamber 내 온도는 1분에 22.2°C, 5분에 25.3°C, 10분에는

방출분광진단기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생성된

28.4°C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방전에 따른 플라즈마 발생기

활성화학종들 중에는 O2−,

OH 같은 활성산소종과 N2−, N2+와

온도는 약 41.6°C 정도 상승하였고 chamber 내 온도는 약

같은 활성질소종들이 주로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8.1°C 상승하였다. Son과 Lee [12]의 연구에서도 초기에 측정

대기압 상태에서 이루어진 방전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고농도

된 실내 온도는 27°C, 5분 후에 40°C, 10분 후에는 43°C였다

의 오존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압 유전체장벽방전

고 보고하였다. Ryu 등[21]의 연구에서도 플라즈마 방전 시간

의 경우 2개의 전극사이에 유전체가 삽입되고 교류형 고전압을

이 길어질수록 온도가 증가되어 10분까지 방전하였을 경우

인가하면 전극과 유전체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고 이 간극 사

52°C까지 상승하였다. 발생기에서 발생한 열에 의한 온도 변화

이에서 생성된 산소라디칼(O*)이 공기 중의 다른 산소분자(O2)

는 작아서 직접적으로 실험 균주에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와 결합하여 활성종인 오존이 생성된다[19]. 오존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열에 의한 살균 효과는 배제되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방법은 전기분해, 광화학식 등의 방법이 있으나, 유전체장벽방

방전으로 생성된 여러 라디칼 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을 이용한 플라즈마 방전은 다양한 라디칼들을 생성하는 동시

살균능 확인을 위해 두 균주 모두 1.5×106 CFU/mL 농도의

에 오존의 생성량이 크므로 오존 생성 기술로도 이용된다[20].

부유액으로 조제하여 배지에 도말 후, 플라즈마 발생기로부터

오존은 강한 산화력과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감기가 매

3 cm 이격하여 15초 간격으로, 30초부터 120초까지 그리고 3

우 짧고 열과 자외선, 촉매 등에 의해 간단하게 분해되어 최종적

분, 5분, 10분 동안 플라즈마 처리하고 형성된 colony를 대조군

으로 산소로 환원되기 때문에 다른 화학약품과는 달리 유해 반

과 비교하였다. S. aureus 는 3 cm 120초에서 3.56×10 , 3분

응 생성물을 잔류시키지 않아 다른 살균제보다 적용범위가 넓

에서 1.96×103, 5분에서 9.2×102, 10분에서는 8.0×10

다. 또한 부가적인 화학제의 첨가 없이 미생물을 빠르게 사멸시

CFU/mL이 형성되어 플라즈마 방전시간이 증가할수록 colony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즈마 방전에 의해 chamber 내에

형성이 감소하였다. 9 cm 이격하여 동일하게 방전시켰을 때

생성되는 오존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오존은 산소보다 무겁기

120초까지는 계수할 수 없었고, 3분에서 4.28×103, 5분에서

때문에 chamber 바닥에서부터 축척되므로 바닥에서 약 3 cm

2.16×103, 10분에서는 2.4×102 CFU/mL를 보였다. P.

정도의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생성되는 오존 농도는 플라즈마

aeruginosa는 3 cm 105초에서는 1.18×103, 120초에서

방전 시간에 비례하게 상승하였는데 방전 후 약 3분 정도에

4.2×102 CFU/mL이 형성되었으며, 3분, 5분, 10분에서는

1,000 ppm까지 도달하였다. 오존계측기가 최대 1,000 ppm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 9 cm 이격하여 동일하게 방전시켰

까지만 측정 가능하여 3분 이후의 오존농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을 때 120초까지는 계수할 수 없었고, 3분에서 6.0×10 , 5분,

확인할 수 없었다. Son과 Lee [12, 18]의 연구에 의하면 상압 플

10분에서는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 실험 결과처럼 두 균주

라즈마 반응기에서 생성되는 오존의 농도는 혼합기체 내의 산소

모두 방전시간이 길수록 형성되는 colony 수가 적었고, 플라즈

비율과 인가전력이 증가할수록 오존 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마 발생기로부터 배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살균력이 현저히 떨어

였다고 하였다. Ryu 등[21]은 대기압 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

져 colony 형성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세포벽이 두꺼운 그

처리에서 인가전력, 노출 시간이 증가될수록 활성종인 오존, 일

람양성균보다는 그람음성균의 살균력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산화질소 등의 농도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Lee

있었다.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미생물의

등[11]의 연구보다 플라즈마 방전 전압을 높였을 때 생성되는 오

손상 정도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멸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

존의 농도는 더 높았다. 따라서 고농도의 오존을 생성하기 위해

고하였다[22-24]. 기체의 이온화, 여기, 해리 등의 과정이 더욱

서는 가급적 산소 비율이 높은 혼합기체와 높은 인가전력이 필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활성종의 발생과 농도가 증가한 결과로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on과 Lee [12]는 살균효과를 극대화시

살균력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S. aure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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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CFU/mL 농도의 부유액으로 조제하여 BAP에 접종

적정 농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고 15분, 20분, 25분 동안 플라즈마를 방전시켜 colony 형성

현재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과 의료기관에서 주로

을 관찰하였다. 방전 5분까지 급격히 colony 형성이 감소하고

사용하고 있는 저온 플라즈마 방식의 멸균기는 chamber 내부

10분 정도까지는 완만히 감소하며, 15분 이후에는 모두 사멸됨

를 진공상태로 유지시키거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에 플

을 확인하였다. Lee 등[23]의 연구에서도 노출시간에 따른 사멸

라즈마를 방전시켜 멸균을 시키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

률 경향은 5분의 플라즈마 노출시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나 연구에 사용된 유연전극 구조의 플라즈마 발생기를 이용한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Kim 등[25]의 비열 대기압 유전체장벽

미생물 살균 시스템은 순수한 공기만을 이용하여 방전함으로써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한 E. coli 의 살균평가에서도 30분에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제품

41%, 1시간에 79%, 2시간에 100% 사멸률을 보였다.

들에 비해 경제적이며, 저온에서 짧은 시간에 살균이 이루어져

광촉매제는 빛을 에너지원으로, 촉매반응을 촉진시켜 각종

종래 살균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

세균 및 오염물질을 분해 시켜주는 물질이다. 광촉매로 이용될

연전극을 편조방식으로 배치 제작이 가능하므로, 고농도의 오

수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서 주로 TiO2가 이용되는데, 이는 높은

존보다는 인체에 무해한 다른 라디칼에 의한 살균 연구가 선행

산화ㆍ환원력과 더불어 광촉매능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매우

된다면 병원 내 기구, 물품 등을 손쉽게 멸균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정하고 광활성이 우수하며,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한 물질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로 알려져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26]. TiO2에 자외선
이 조사되면 표면에서 광 여기가 발생하여 표면의 전자가 산소
와 반응하여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O2−와 OH가 생성된다.

요 약

생

성된 OH는 산화 분해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분해한

본 연구에서 유연전극 구조의 플라즈마 발생기를 이용하여 S.

다[27]. 이는 염소나 오존보다 산화력이 높아 살균력이 뛰어나

aureus 와 P. aeruginosa의 살균 능력을 평가하였다. 두 균주

다. 광촉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250∼380 nm 파장 영역

모두 1.5×106 CFU/mL 농도의 부유액으로 조제하여 배지에

의 자외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도말 후, 플라즈마 발생기로부터 3 cm, 9 cm 떨어뜨려 15초 간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OES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300∼400

격으로, 30초부터 120초까지 그리고 3분, 5분, 10분 동안 플라

nm 자외선 영역에서 방출 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

즈마를 방전하여 배지에 형성된 colony를 대조군과 비교 하였

6

었다. 두 균주 모두 1.5×10 CFU/mL 농도의 부유액으로 조제

다. 3 cm 떨어뜨린 배지에서 형성된 S. aureus의 평균 집락은

하여 광촉매제인 TiO2를 이용하여 살균력을 확인하였다. S.

5분 방전했을 때 9.2×10 (log 값 2.96) CFU/mL 이었고, 10

aureus 가 접종된 배지를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3 cm 이격하여

분 방전했을 때는 8.0×10 (1.90) CFU/mL이 형성되었다. 9 cm

2

2

5분 방전시켰을 때 1.7×10 CFU/mL의 colony가 형성되어

떨어뜨린 배지에 5분 또는 10분 동안 방전했을 때 형성된 S.

LR은 3.95로 99.988%의 사멸률을 보였고, 10분간 방전시켰을

aureus의 평균 집락은 각각 2.16×103 (3.33)과 2.4×102

때는 모두 사멸되어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 P. aeruginosa

(2.38) CFU/mL이 형성되었다. 3 cm 떨어뜨려 3분, 5분, 10분

는 105초 방전했을 때 1.6×10 CFU/mL의 colony가 형성되

간 방전하였을 때 P. aeruginosa는 완전히 사멸되어 colony가

어, LR은 4.98로 99.998%의 사멸률을 보였으며, 120초 방전

형성되지 않았다. 9 cm 떨어뜨려 3분 방전했을 때 P.

시켰을 때는 모두 사멸되어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 Yoon

aeruginosa는 6.0×102 (2.78) CFU/mL이 형성되었으나, 5

등[28]에 의한 광촉매와 UVA를 이용한 E. coli 살균실험에서도

분, 10분간 방전하였을 때는 완전히 사멸되어 colony가 형성되

UVA 단독 사용할 때보다 광촉매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약 30%

지 않았다. 또한 TiO2를 이용한 S. aureus 와 P. aeruginosa 실

높은 사멸률을 보였다. TiO2와 UV을 이용한 Pseudomonas

험에서 더 나은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sp.에 대한 광화학 살균실험에서 Ti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살
균력이 증가하였다[29]. 본 연구에서도 플라즈마만 방전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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