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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ived: 8 November 2018

Paprika is an important agricultural export in Korea. However, paprika is not suitable for
exporting over long distances as it does not store well. A major cause of damage to fresh
Accepted: 15 November 2018 agricultural produce, including paprika, is infection with pathogenic microorganisms that cause
post-harvest diseases during storage and distribution. To address this problem, research is ongoing
to develop a range of surface sterilization techniques. The recent confirmation of the sterilization
effects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ed from plasma discharge has attracted
substantial research interest in applying the plasma technology to agriculture. Therefore, a plasma
sterilization system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o improve paprika storability. This system
consists of an atmospheric-pressure plasma generator, a plasma controller, and a chamber for
plasma treatment. To validate the system performance, the internal chamber temperature was
measured; the volume of ozone, a strong oxidant that generates ROS, was also measured to
compute the volume of all ROS generated through plasma discharge; based on this calculation, the
concentration of ROS that can effectively deactivate microorganisms was identified. The
sterilization effect of the present system was examined using Erwinia carotovora, the bacteria
responsible for soft rot in paprika. Erwinia carotovora samples were treated with plasma for 30
and 60 s with 2.5 bar pressure and 500 W, 700 W, and 1000 W plasma power. The samples treated
for 60 s showed a 100% sterilization effect. To then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maintaining paprika freshness, paprika were treated at 1000 W plasma power for 30 and 60 s. As a
result, browning was observed in the stem end of untreated paprika due to withering, whereas
browning was delayed for 26 d in the stem end of plasma-treated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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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Freshness paprika, Plasma, Sterilization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김현승 외 / 파프리카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 살균 시스템 개발과 이의 효과 검정 ∙ 145

서론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로, 수출량은 2012년 2만1천 톤에서 2016년 3만 톤으로 70% 증가하
였으며 인삼류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크다(Lee, 2017). 그러나 파프리카의 수출량 90% 이상이 일본에 편중되
어 있어 다양한 수출국 확대가 시급하나, 저장성의 문제로 원거리 수출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저장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신선 농산물이 손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면 소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선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달라 적용이 쉽지 않다. 그동안 신
선 농산물의 수확후 품질 관리를 위해 화학약제, 물리적 환경 제어. 친환경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고, 이러
한 방법들 중에서 화학약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약제
는 액상이며 잔류성이 심해 사람이 작물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같이 흡수되어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토양에
잔류하게 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Yang et al., 2000). 특히, 파프리카와 같이 과실이 연한 신선 농산물의 경우, 표
면에 물이 묻으면 쉽게 손상되므로 세척 등과 같은 방법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건식 살균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에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분야간 기술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보다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플라즈마는 제 4의 물질로 불리는데, 음전하를 가진 전하와 양전하를 가지는 이온
이 동일한 양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Eliezer and Eliezer, 2001), 플라즈마의 종류에는 크게 난분해성 기체를
분해하거나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고온 플라즈마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형광등에 응용되는 저온 플라즈마가 있다
(Winter, 2004). 플라즈마의 한 종류인 대기압 플라즈마는 특정 기체 또는 대기의 공기 등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플라
즈마를 생성하여 플라즈마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활성종에 의해 살균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Fig. 1), 실험적
으로 Staphylococci, Streptococci, Candida 종의 colony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고(Pointu et al., 2005; Fridman
et al., 2007), 오염 제거 및 멸균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 분야에서 효과가 있고(Pankaj et al., 2014; Niemira, 2012), 플
라즈마를 처리한 딸기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켜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Ma et al., 2015; Xu et al.,
2016). 또한 플라즈마 처리는 Bacillus subtilis의 포자 형태를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포자의 활성을 억제함이
증명되었다(Moisan et al., 2001). 이는 플라즈마의 물리 화학적 성질 변화에 의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향후 식물 재배,

Fig. 1. Diagram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ed from plasma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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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생산 및 수확후 품질 보존 기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하여 파프리카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 살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의 미생물 살균 및 파프리카의 신선도 유지효과를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적색 품종의 파프리카(Paprika)를 대상으로 나가노(Nagano) 품종 파프리카를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저장
성 관련 미생물은 전남대학교 식물바이러스학실험실에서 작물에 무름병을 일으키는 Erwinia carotovora 균주를 분
양받아 실험에 이용하였다.

플라즈마 시스템 구축 및 성능 평가
플라즈마 살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대기압 플라즈마 토치(발생기), 플라즈마 컨트롤러와 챔
버로 이루어졌고, 대기압 플라즈마 토치는 AP-4000R (Advanced Engineering Technology Provider, Korea)을 플라
즈마 살균 시스템에 적용하였다(Fig. 2). 플라즈마 처리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K6-M (HanyoungNux) 온도센
서(8개)와 UV-106M 모델인 UV Ozone Analyzer (Range: 0.01－1,000 ppm, six channel) 측정기를 시스템에 적용
하였으며, 챔버 측면에 커튼을 설치하여 활성종의 유출을 방지하였다. 플라즈마 발생시 생성되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
해 온도 센서가 있는 위치를 A－H까지 명명 후 8곳의 위치를 선정하여 온도를 4분 동안 10초 단위로 온도를 측정하였
다. 온도 측정 후 변화가 가장 적은 곳을 J라고 칭하고 오존 측정기를 이용하여 21분까지 1분단위로 오존 농도를 측정
하였다. 플라즈마 처리 조건은 2.5 bar, 500 W 파워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 Organization of the plasma sterilization system.

김현승 외 / 파프리카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 살균 시스템 개발과 이의 효과 검정 ∙ 147

무름병원균(Erwinia carotovora) 살균효과 검정을 위한 플라즈마 처리
분양받은 E. carotovora 균주를 LB (Luria broth)배지 10 mL에 접종하여 24시간 배양 후 LA (Luria agar)배지에
20 µL씩 분주하여 배양액이 배지에 스며들 때까지 말린 후 J위치에서 2.5 bar에서 500 W, 700 W, 1,000 W 파워로 각
각 30초, 60초 조건으로 플라즈마 노즐로부터 20 cm거리에서 3반복 플라즈마를 처리하였다. 처리한 세균은 30°C 배
양기에 24시간 배양하여 colony의 사멸 유무를 확인하였다.

파프리카 신선도 유지 검정을 위한 플라즈마 처리
파프리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air gun으로 세척을 진행하였다. 플라즈마 노즐로부터 20 cm거리에서 2.5 bar,
1,000 W 파워 조건으로 30초, 60초 동안 3반복 플라즈마 처리를 진행하였다. 처리한 파프리카는 아크릴 소재의 보관
박스에서 26일 동안 실온 보관하여 꼭지의 마름 및 과육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결과
대용량 플라즈마 온도 및 오존 농도
대용량 플라즈마 시스템 내에서 A－H까지 위치별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위치에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플라즈마 노즐에서 가장 가까운 E와 F 위치에서 최고 31°C까지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플라즈
마 작동 후 30－60초 시간동안 모든 위치에서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여 210－240초 시간에서 평형
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이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G와 H 중간에 있는 위치를 J로 정하여 오존 농도
를 측정하였다. 오존 농도는 4분에 0.17 ppm까지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에 21분까지 0.14－0.17
ppm으로 농도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4).

Fig. 3. Internal chamber temperature (°C) in the plasma sterilization system. (a) Temperature measuring sites (A–H); (b)
temperature values measured in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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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lume (ppm) of ozone, one of the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ed from plasma discharge. (a) Ozone
measuring site (J); (b) ozone value measured in site J.

플라즈마 처리 무름병원균(Erwinia carotovora)에 대한 플라즈마 살균효과 검정
E. carotovora 현탁액을 60 mm LA 고체배지 중심에 20 µL씩 분주하여 건조시킨 후 플라즈마를 조건별 처리하여
24시간 뒤에 colony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E. carotovora는 무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파워 조건에 30초간
처리한 샘플에서 colony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60초간 처리한 샘플에서는 colony가 형성되지 않았다(Fig. 5,
Table 1). 이를 통해 30초에서 60초 사이에 오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활성종도 발생이 증가하여 colony 생성
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Sterilization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Erwinia carotovora, the bacteria that causes soft rot on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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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erilization effect of plasma system treatment in Erwinia carotovora
Treatment conditions
Pressure
2.5 bar

Time

500 W

700 W

1,000 W

30 sec

+

+

+

60 sec

－

－

－

Control
+

(+): positive, (-): negative.

파프리카 신선도 유지 검정을 위한 플라즈마 처리
저장 중에 파프리카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적색 파프리카에 플라즈마를 처리하였으며, 처리후 26일
까지 꼭지의 마름 그리고 과실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플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샘플은 꼭지 부분의
시들음으로 인한 갈변현상을 보였다. 반면에 플라즈마를 처리한 두 조건의 파프리카 샘플은 꼭지 부분의 시들음이 지
연되었으나, 무처리와 처리구 모두 과실 시들음의 차이는 없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6). 따라서 플라즈마 방전시 생
성되는 활성종의 처리에 의해 파프리카 꼭지부분의 시들음이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Fig. 6. Effectiveness of the plasma sterilization system in maintaining paprika freshness.

고찰
본 연구에서는 파프리카 적용 플라즈마 살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챔버 내
에 온도와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종의 양을 유추하기 위해 활성종 중 하나인 오존을 대표로 하여 활성종 농도
를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처리 4분 이후에 평균적으로 오존 농도는 0.17 ppm으로 측정되었고 30초에서 60초까지 큰
온도 변화가 있다가 이후에 거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프리카에 무름병을 일으키는 세균인 E.
carotovora를 대상으로 30초간 플라즈마를 처리한 샘플에는 살균효과에 차이가 없었지만 60초간 처리한 샘플에서는
살균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활성종의 일정 농도에 노출되는 시점에서 활성종이 살균효과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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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0초와 60초간 처리한 샘플에서 모두 무처리 샘플에 비해 꼭지 부분의 시들음이 지연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E. carotovora를 대상으로 살균효과는 처리 시간에 의존하지만, 파프리카 신선도 지연에
는 플라즈마 처리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Fusarium과 Ascochta 속에 감염된
종자에 플라즈마를 처리하였을 때, 곰팡이의 균사 생장을 억제하여 종자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Filatova et al., 2011). 이는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활성종 기체가 미생물의 표면에 노출되어
산화반응에 의한 물리적 손상에 의한 살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자 발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되
었다(Zivkovic et al., 2004). 농업분야의 플라즈마 기술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기존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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