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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플라즈마(Microwave Plasma)를 활용한 Acidovorax citrulli 감염 
수박종자의 살균 효과 검정

Effect of Microwave Plasma on Sterilization of Acidovorax citrulli 
Infected Watermelon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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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the sterilization efficacy of microwave plasma (MWP) against the water-
melon seeds infected with Acidovorax citrulli 11-251. Watermelon seeds were artificially vacuum inoculated 
to produce A. citrulli 11-251 infected seeds. Aac ImmunoStrip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results 
suggests that, seeds (coat and endosperm) were infected under the concentration of 1×107/30 min. MWP 
sterl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at 50 W (3 min, 5 min, and 10 min), 80 W (3 min, 5 min, and 10 min), and 
100 W (3 min, 5 min, and 10 min). According to the results, MWP sterilized the artificially inoculated seed coats 
by 95.96% at 80 W/10 min and seed endosperms by 100% at 100 W/10 min respectively. Although, seeds 
were sterlized by MWP, germination rate of seeds were low as compared to non treated (negative control) 
seeds. Moreover, cell membrane of A. citrulli 11-251 was damaged while observed in SEM after sterilized with 
MWP.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appropriate sterilization condition by MWP against A. citrulli infected 
seeds for germination will be conducted in our nex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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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박과 작물은 세계적으로 100속 8,860종이 알려져 있으며, 

주요 재배지역은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방에 많이 재배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수박, 호박, 박, 오이 등 약 70여 종의 박과 작물

을 재배되고 있다. 수박은 세계 90여 개국에서 생산되는 중요

한 과채 작물로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수박재배 현황은 2019년 기준 재배면적은 11,972 ha이

고 생산량은 475,815톤의 중요 재배작물이다. 수박은 박과(Cu-

curbitaceae)의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로 수박에서 발병되는 주

요 병해는 탄저병, 덩굴마름병,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병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과실썩음병(bacterial 

fruit blotch, BFB) 등 25가지 병해가 발생한다(The Korean So-

ciety of Plant Pathology, 2009). 수박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

는 BFB의 경우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에 의해 발생하

는 병해로 1차 전염의 주요 전염원은 종자전염으로 알려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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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Sowell과 Schaad, 1979; Webb과 Goth, 1965), 육묘장의 접

목이나 이병 잔재물에 의한 토양전염 등에 의해 확산되는 병으

로 세계적인 피해를 보인다(Demir, 1996; Hamn 등, 1997; Hop-

kins 등, 2003; Lessl 등, 2007; Martin와 Harlock, 2002; Somodi 

등, 1991). 수박 BFB는 1965년 미국에서 처음 발생 보고되었으

며(Sowell과 Schaad, 1979), 1990년대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

산되어 큰 피해를 주었다가(Hopkins 등, 1996; Latin and Rane, 

1990; Somodi 등, 1991; Wall 등, 1990) 1999년 이후 종자, 실생

묘(유묘), 과실 등을 매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었

다(Langston 등, 1999; Martin 등, 1999; Walcott 등, 2000). 국

내의 경우 수박 BFB는 1991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처음 보고되

었으며(Song 등, 1991), 최근까지 계속되는 BFB는 박과 작물의 

주요 병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FB 방제를 위해 등록

된 농약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초산, 염산 등

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Rane과 Latin, 1992). 현재 수박 종자에서 유래하는 BFB균을 

살균하기 위하여 물리적 처리방법인 건열처리 방법으로 85oC

에서 3–5일 처리 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으나 급격

한 온도 변화로 인한 기형 식물체 발생 및 종자 발아에 악영향

을 주는 것으로 종자 살균처리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

다(Kubota 등, 2012). 따라서 현재까지의 종자소독 방법의 문제

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종자소독의 방법으로 플라즈마를 이

용하여 수박 BFB 방제에 활용하고자 한다. 플라즈마란 제4의 

물질로 기체상태의 물질이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에 의해 생

성된 이온, 전자, 라디칼 등과 중성입자로 구성된 물질로 거시

적 중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상태를 말한다(Adhikari와 Khanal, 

2013). 플라즈마는 자연 상태의 원자 또는 분자 상태의 물질을 

이온화시켜 생성되며 원자, 분자 상태의 물질을 이온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십만도에서 수백만도의 높은 에너지와 압력이 필

요하다. 이러한 플라즈마의 종류는 저온 플라즈마(low-tem-

perature plasma)와 고온 플라즈마(thermal plasma)로 나눌 

수 있으며, 저온 플라즈마는 비교적 낮은 온도인 수백 도에서 발

생하는 플라즈마를 말하며, 반도체, 형광등 제조, 금속나노물

질 제조, 상하수도 유해물질 제거 및 미생물 살균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플라즈마 방전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플라즈마가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 플라즈마를 방전시키는 마이크

로웨이브 플라즈마(microwave plasma, MWP)가 저온 플라즈

마에 속한다. 고온 플라즈마는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하여 높

은 온도 즉 수만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 금속의 절단, 난분

해성 기체 처리, 세라믹 나노 입자 제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저

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물 종자에 처리하여 표면의 오염물 

제거, 발아촉진, 식물 생장촉진 등 작물의 종자 품질을 향상시

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있으며(Ohta, 2016), 저

온 플라즈마 생성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

cies, ROS) 및 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들은 박테리아

의 세포막 파괴와 손상을 일으키며, DNA 및 단백질을 변형시

켜 미생물을 비활성화시키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Patil 등, 2016). 병아리콩(Mitra 등, 2014), 알팔파, 양파, 무, 유채

(Butscher 등, 2016) 및 렌즈콩 종자(Waskow 등, 2018)에 대해 

저온 플라즈마 처리 시 토착 미생물이 효율적으로 비활성화된

다고 보고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식물 종자의 표면

에 저온 플라즈마 처리 시 Aspergillus spp.의 병원성 미생물이 

효과적으로 살균된다고 보고되었다(Selcuk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1 l급 MWP를 이용하여 수박 종자의 종피와 

종자 내부에 존재하는 과실썩음병균(Acidovorax citrulli)을 효

과적으로 살균하는 최적 살균조건과 플라즈마 처리 시 수박 종

자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MWP 장치. 플라즈마를 이용한 종자소독 실험을 위하여 

MWP를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Cherwon Plasma 

Research Institute, CPRI)에서 제작한 1l급 MWP 장치를 이용하

였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인가 전력은 30 W–1 kW이며, 챔버

의 플라즈마 방전의 안정화를 위하여 아르곤:공기(9:1) 혼합 기

체를 주입하여 공정 가스로 사용하였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내부 진공압력은 0.3 kPa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종자처리 시, 

처리 대상 종자의 석영 챔버내 분산력을 향상시켜 많은 양의 종

자가 일정하게 플라즈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전식 챔버를 적

용하고, 또한 석영 챔버 내부에 날개를 추가하였다. 실험에 사

용한 MWP 장치는 Fig. 1과 같다.

Acidovorax citrulli 인공감염 종자 생산. 인공감염 종자 생

산을 위해 사용한 A. citrulli 균주는 수박에서 분리한 균주로 농

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분양받은 11-251 균주를 사

용하였으며, 공시 종자는 Koregon (Anseong, Korea)에서 받은 

BN44 수박 품종을 사용하였다. 11-251 균주는 감압처리에 사용

하기 위해 tryptic soy broth (MBcell, Kisan Bio Co., Ltd., Seoul, Ko-

rea) 배지에 150 rpm/30oC/48시간 배양 후 1× phosphate buffer 

(pH 7.4±0.1) 1×10, 1×103, 1×105, 1×107 cells/ml 농도로 각각 희

석하여 수박 종자와 함께 25 kpa의 감압조건에서 30분 처리하여 

인공감염 종자를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인공감염 종자의 Aac ImmunoStrip test 및 PCR 검정. 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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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로 얻어진 인공감염 종자의 A. citrulli 11-251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ac ImmunoStrip test (Agdia, Elkhat, IN, USA)

을 이용하여 종피와 종자 내부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인공

접종하여 건조한 이병 종자를 무작위로 0.5 g 선발하여 SEB4 

extraction buffer에 넣고 5분간 침지 후, Aac ImmunoStrip

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반응하여 strip의 밴드를 확인하여 감

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종자 내부의 경우 70% EtOH을 이용하

여 1분 동안 표면 살균하여 멸균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 후, 종

피를 제거하여 같은 방법으로 Aac ImmunoStrip test를 실시

하였다. 또한, PCR 검정은 표면 살균된 인공감염 종자의 종피

를 제거 후, 종자 내부를 마쇄하여 tryptic soy broth (MBcell) 

배지에 150 rpm/30oC/16시간 배양하여 Fast DNA kit (MP 

Biomedical, Santa Ana, CA, USA)를 사용하여 배양액으로부

터 DNA를 추출하였다. PCR primer는 A. citrulli-F: 5'-GACCAGC-

CACACTGGGAC-3', A. citrulli-R: 5'-CTGCCGTACTCCAGCGAT-3'을 

사용하였으며, PCR 조건은 아래 그림과 같다(Fig. 2).

MWP 처리 감염 종자의 A. citrulli 11-251 살균 효과 실험. A. 

citrulli 인공감염시킨 수박 종자를 대상으로 플라즈마를 활용

하여 살균 효과를 검정하였다. 인공감염 종자를 각 처리별 100

립씩 0.3 kPa, 50 W, 80 W, 100 W의 조건에서 3분, 5분, 10분 플

라즈마 살균처리를 진행하였다. 무처리 종자 및 플라즈마 처리

한 종자는 5 ml 1×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0.5 g씩 넣

고 4시간 배양하여 tryptic soy agar (MBcell) 배지에 30 µl씩 도

말 접종하여 30oC 배양기에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3반복하여 

colony 수를 조사하였다. 종자 내부는 플라즈마 처리된 종자를 

1% sodium hypochlorite를 이용하여 1분 동안 처리하고 멸균

수로 3회 세척 표면하여 살균 후, 종피를 제거하여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된 colony를 집락형성능(cfu/ml) 계산

식으로 계산하고 log로 표현하였다.

집락형성능(cfu/ml) =
미생물 집락수(colony)

희석배수(dilutions)×접종량(ml)

MWP가 처리된 수박 종자의 발아율 실험. 플라즈마 처리가 

종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수박 종자 발아실험을 진행

하였다. 인공 감염된 종자를 각각 50 W, 80 W, 100 W, 시간은 3

분, 5분, 10분 조건으로 플라즈마 처리한 후, 플라즈마 처리된 

수박 종자를 105구 tray에 원예 범용상토(Baroker, Seoul Bio, 

Eumseong, Korea)에 각각 처리별 수박 종자 100립씩 파종하여 

유리 온실에서 25–28oC, 하루 2회 관주하면서 14일 경과 후, 발

아된 수박 종자 수를 개수하여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인공감염된 수박 종자의 MWP 처리 후 종자 및 A. citrulli 11-
251 형태 변화. 플라즈마 처리 후, A. citrulli 형태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를 이용하여 

종피와 종자 내부를 관찰하였다. 종자는 살균 효과가 가장 높

았던 80 W/10분, 100 W/10분의 처리 종자를 사용하였으며 플

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인공감염 종자인 대조구와 비교하였다. 

플라즈마가 처리된 인공감염 종자를 카본테이프(carbon tape)

Fig. 1. Schematic diagram of microwave plasma sterilizer: micro-
wave plasma sterilizer system (A), plasma chamber (B), inner quartz 
chamber in plasma chamber (C), and plasma controller (D).

Fig. 2. PCR composition and the PCR reaction condition used for hot-start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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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착된 알루미늄 스터브(aluminum stub)에 올려놓고 ION-

COATER (COXEM, Daejeon, Korea) 기기를 이용하여 백금으로 

코팅하여 SEM (S-3500N, Hitachi Co., Tokyo, Japan)을 이용하

여 10 kV 가속전압으로 관찰하였다. SEM 관찰은 강원대학교 기

초과학연구소(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에서 관찰하였다. 

결 과

인공감염 수박 종자의 생산 및 감염 여부 확인. 수박 종자

를 감압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인공감염 종자를 제작하였다. 감

압 처리된 인공감염 종자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Aac Im-

munoStrip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A. citrulli (11-251)

의 농도를 1×107 cells/ml으로 감압처리하였을 때 종피와 종자 

내부 모두에서 A. citrulli이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A. citrulli 
배양액의 희석 농도가 1×105 cells/ml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인

공감염이 제대로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한 모든 인공감염 종자는 A. citrulli의 농도를 1×107 cells/

ml 농도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3). 또한, PCR 검

정을 통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 citrulli specific 

primer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무처리 종자에서는 밴드를 확

인하지 못하였으나, 종피 및 종자 내부에서 360 bp의 밴드를 확

인하였다(Fig. 4). 인공감염 종자의 종자 표면 및 종자 내부에 A. 

citrulli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 관찰을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하였고, A. citrulli 농도 1×107 cells/ml/30분 처리하여 인

공감염 종자를 만들고, 종자 내부의 경우 종자 표면을 살균하

고 종피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SEM 관찰 결과, 수박 종자에

서는 감압처리 후 종피와 종자 내부에 모두 A. citrulli균의 균체

를 발견하였으며, 건전 종자를 감압처리법을 이용하여 이병 종

자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

MWP 처리 후 A. citrulli 살균 효과 검정. MWP 장치의 살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감염 종자를 50 W (3분, 5분, 10

Fig. 3. Screening result for the detection of Acidovorax citrulli 11-251 on watermelon seed using Aac ImmunoStrip test.

Fig. 4. Detection of Acidovorax citrulli 11-251 with PCR analysis us-
ing specific primer at 360 bp. M, marker; 1, seed coat; 2, seed endo-
sperm; 3, non-treated seed; 4, bacterial fruit blotch culture broth.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watermelon seed coat and 
seed endosperm artificially inoculated with Acidovorax citrulli 11-
251 (Inoculation condition of 1×107 cells/ml for 30 min). (A) Non-
treated seed coat. (B) Seed coat after inoculation. (C) Non-treated 
seed endosperm. (D) Seed endosperm after inoculation.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7  No. 112

분), 80 W (3분, 5분, 10분), 100 W (3분, 5분, 10분) 처리조건으로 

처리 후, 종피와 종자 내부의 A. citrulli 생존 균수를 측정하여 

log값으로 나타내었다. 종피의 무처리구 생존 균수는 6.42 log 

cfu/ml로 확인되었으며, 플라즈마 처리 후 50 W/3분 처리를 제

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 91% 이상의 살균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50 W, 80 W, 100 W 처리 시 다른 처리구와 비교해보면 살균 

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Fig. 6). 종자 내

부의 경우 50 W/3분 처리에서 59.02%의 가장 낮은 살균 효과

를 나타내었으며, 80 W, 100 W/10분 처리에서 100%의 가장 높

은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인공감염된 수박 종자의 A. citrulli 살균력은 종자 내부에서 80 

W, 100 W/10분 처리할 경우 100%의 가장 높은 살균력을 확인

하였으나 높은 에너지의 플라즈마 처리는 발아율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Fig. 7). 

MWP 처리 후 수박 종자의 발아율 검정. 플라즈마 처리가 

종자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공감염 종자를 

각각 50 W, 80 W, 100 W/3분, 5분, 10분 조건으로 처리하여 발

아율을 조사한 결과, 무처리구(negative control)의 경우 93%

의 발아율이 확인되었으며, 50 W 처리 시 69%, 51%, 41% (3분, 

5분, 10분)의 발아율을 확인하였고, 80 W의 경우 77%, 53%, 

4% (3분, 5분, 10분)의 발아율을 확인하였으며, 100 W는 55%, 

5%, 0% (3분, 5분, 10분)의 발아율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무처리구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발아율을 보였다. 플

라즈마 처리 에너지가 높아지고 처리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발아율은 큰 차이를 보이며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00 W/10분 처리 시 종자의 발아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인공감염 종자(positive control)

의 경우 67%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대조구에 비해 발아율이 

26% 정도 낮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감압처리 시 압력에 의

Table 1. Effect of microwave plasma sterilizer treatment on survival of Acidovorax citrulli 11-251 inoculated on seed coat and internal parts 
of seeda

Watt

Seed coat  Internal parts of seed

Control
Time (min)

Control
Time (min)

3 5 10 3 5 10

50 6.42a 5.44 ba

(89.71)b
5.09 bc
(95.41)

4.88 cd
(97.13)

5.77 a 5.38 ab
(59.02)

4.89 ab
(86.93)

2.27 cd
(99.97)

80 4.97 bc
(96.45)

4.96 bc
(96.58)

4.07 e
(99.56)

4.80 ab
(89.33)

3.02 c
(99.82)

0 d
(100)

100 5.35 bc
(91.64)

4.88 cd
(97.12)

4.39 de
(99.08)

3.97 b 
(98.43)

2.35 cd
(99.96)

0 d
(100)

Values are presented as log cfu/ml.
aSame alphabetic superscript values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level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ata are 
means of three replications.
bInhibition rate (%).

Fig. 6. Effect on the survival of Acidovorax citrulli 11-251 on seed 
coat with microwave plasma sterilizer treatment of 50, 80, and 100 
W for 3, 5, and 10 min, respectively. Non-treated and plasma-treat-
ed seeds (0.5 g each) were shaked with stirrer and submerged in 5 
ml 1× phosphate buffered saline buffer for 4 hr before an aliquote 
of 30 µl of mixture was spread on tryptic soy agar medium followed 
by an incubation at 30°C for 48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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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리적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Fig. 8).

인공감염 수박 종자 플라즈마 처리 후 A. citrulli 형태변화 확  
인. A. citrulli 인공감염 종자를 대상으로 플라즈마를 활용한 살

균 효과 검정 실험 후, 플라즈마 power와 시간에 따른 살균 효

과를 확인 결과, 가장 좋은 살균 효과를 보인 80 W, 100 W/10

분 처리구 종자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플라

즈마 처리를 하지 않은 인공감염 종자 종피에서는 세균의 표면

이 온전한 형태의 세포막을 가진 A. citrulli가 관찰되었지만 80 

W에서 플라즈마 처리구는 세포막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0 W 플라즈마 처리구에서는 세포

막이 완전히 파괴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자 내부

의 경우 대조구와 다르게 80 W, 100 W 처리구에서 A. citrulli의 

세포막 일부가 무너지거나 세포막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플라즈마 처리가 종피뿐만 아니

라 종자 내부에서도 충분히 A. citrulli의 세포를 손상시키며, 사

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9).

고 찰 

플라즈마는 1929년 Langmuir의 진공 튜브에 고전류를 가하

는 과정에서 이온화된 가스를 플라즈마라는 용어로 최초 사용

하였다. 플라즈마는 고온 플라즈마와 저온 플라즈마로 나눌 수 

있는데 고온 플라즈마의 경우 평균 온도가 수만도에 이르고 저

온 플라즈마의 경우 저압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방

전을 시킨다. 실험에 사용한 플라즈마 장치는 CPRI에서 제작

Fig. 7. Effect on the survival of Acidovorax citrulli 11-251 on seed 
endosperm with microwave plasma sterilizer treatment of 50 W, 80 
W, and 100 W for 3, 5, and 10 min, respectively. Non-treated and 
plasma-treated endosperms (0.5 g each) were shaked with stirrer 
and submerged in 5 ml 1× phosphate buffered saline buffer for 4 hr 
before an aliquote of 30 µl of mixture was spread on tryptic soy 
agar medium followed by an incubation at 30°C for 48 hr.

Fig. 8. Effect of microwave plasma treatments on watermelon seed germination. Negative control, non-treated seed; positive control, bac-
terial fruit blotch vacuum inoculated watermelon seeds. aSame alphabetic superscript values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level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ata are means of three replications. bDifferent conditions for the microwave plasma sterilizer 
treatment for watermelon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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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WP 장치를 사용하였다.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마이크

로웨이브와 플라즈마 방전 시 생성되는 ROS는 탄화수소 결합

의 반응으로 세포막을 연화시킨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ROS와 

ultraviolet (UV)이 세포 내부로 침투하여 DNA와 내부구조물

을 파괴한다. 그리고 발생된 원자 및 분자 radicals은 etching을 

통하여 세포막의 파괴를 유발한다. 그람 음성 세균은 그람 양

성 세균에 비해 막 구조가 더 얇기 때문에 etching에 의해 쉽

게 불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Stoffels 등, 2008). 또한, 생성

된 radicals는 세포 내의 pH를 낮추어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어 세포가 불활성화된다(Padan과 Schuldiner, 1987). 세

포막은 미생물 표면에 하전된 입자의 축적으로 인한 정전기 파

괴를 통해 손상될 수 있다(Laroussi 등, 2002). UV 광자는 박테

리아 DNA 가닥에서 thymine bases의 dimerization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박테리아의 복제 능력을 방해한다(Laroussi 등, 

2002). UV 광자는 박테리아 포자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

(Setlow, 2007). 하지만 다양한 기작이 존재하며 이러한 반응들

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세포가 파괴된 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mechanism을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본 연구는 플

라즈마 발생 장치의 효과적인 살균조건을 찾기 위하여 50 W, 

80 W, 100 W, 시간은 3분, 5분, 10분의 처리구를 실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A. citrulli가 인공접종된 수박 종자에 MW 플라즈마

를 처리하여 살균 효과를 검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피 

및 종자 내부까지 침투하여 살균됨을 확인하였다. 종피는 50 

W/3분을 제외한 모든 처리에서 90% 이상의 높은 살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80 W/10분 처리에서는 99.56%의 가장 높

은 살균 효과를 확인하였다. 종자 내부는 50 W/3분, 5분 처리에

서 각각 59.02%, 86.93%로 낮은 살균을 보였지만 그 외 모든 처

리에서 종피와 같이 90% 이상의 높은 살균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80 W, 100 W/10분 처리에서는 colony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는 100%의 살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자현미경 분석

은 이전 Stoffels 등(2008)의 연구에서 밝혀진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세포막 파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조구와 비교하여 80 

W/10분 처리구에서는 종자에 감염된 A. citrulli의 모양에서 중

간중간 구멍이 보였고 100 W/10분 처리조건에서는 A. citrulli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종자소독 방법과는 다르게 단시간 소독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수박 BFB 방제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종자 전염성 병원균의 경우 

소량의 병원균만으로도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종피와 종자 내부에서 모두 100%의 살균조건 및 종자 발

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플라즈마 처리조건을 찾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microwave plasma)

를 이용하여 종자에 감염된 Acidovorax citrulli 11-251의 살균 

효과를 확인하였다. 감압처리를 통하여 수박 종자에 A. citrulli 
11-251를 인공접종하여 이병 종자를 제작하였으며, Aac Im-

munoStrip 및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확인 결과, 종피 

및 종자 내부에 1×107/30분 처리한 조건에서 감염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플라즈마 처리는 50 W (3분, 5분, 10분), 80 W (3분, 5

분, 10분), 100 W (3분, 5분, 10분) 조건으로 실험 결과, 인공감염 

종자를 플라즈마 처리 시 대조구와 비교해보면 종피의 경우 80 

W/10분, 99.56%의 살균 효과를 보였고, 종자 내부는 80 W, 100 

W/10분, 100%의 높은 살균 효과를 보였다. 인공접종 종자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살균장치의 종자살균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발아율은 무처리구보다 플라즈마 처리 시 급격히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플라즈마 처

리가 A. citrulli 11-251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Fig.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watermelon seed coat and 
seed endosperm artificially inoculated with Acidovorax citrulli 11-251 
(inoculation condition of 1×107 cells/ml for 30 min) after microwave 
plasma treatment: non-treated seed coat (A), 80W, 10 min (C), and 
100W, 10 min (E); non-treated endosperm (B), 80W, 10 min (D), and 
100W, 10 mi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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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 citrulli가 접종된 수박 종자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처리 시 

살균 및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조건에 대한 추가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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