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 22, No. 2, pp. 321-33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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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산업에 있어 고압기술은 소비자의 제품

에 대한 요구 즉, 영양적, 편리적 및 고품질 측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할 목적

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거나 관련된 상품이 시

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품에 있어 고압기술은

1899년 우유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

으로 사용을 시작한 이후 과일 및 야채 등의

선도유지를 위한 기술로 활용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후 1979년경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의 국가에서 고압기술을 식품가공 기술로서 활

용하기 위하여 품질을 유지하면서 미생물 및

효소의 불활성화를 조절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 식품시장에

가열공정을 거치지 않은 고압처리 식품(잼, 젤

리, 포장 소스제품, 사과주스, 오렌지 주스, 굴)

이 출시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에

서 최근 식품 고압기술을 비가열 공정은 물론

식품 영양소 및 고유성분의 파괴나 손실없이

기능성 식품원료,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등을

저분자화 용해 및 추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생

리활성 물질의 생산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

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고압처리에 의하여 저

분자화한 생리활성 물질은 인체의 소화 흡수율

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비교시 기능특

성에 차별화된 상업제품이 개발될 경우 산업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고압 기술은 저탄소 고효율의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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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요소기술에 있어 안전과 건강을 고려

한 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경쟁화 시대에 현행 식품산업 공정개선

및 관련기술 개발을 통한 장치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국가발전 전

략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식품 고압기술을 식품산업적

가치가 큰 기능성 식품성분의 용해화 및 추출

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응용분야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고압조건에서 물의 상태

물은 식품과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성분으로서, 만능의 용해제임과 동시에

높은 열용량, 융점, 비등점, 표면장력, 잠열 및

비극성 화합물과의 비혼화성 등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물 분자는 일반적으로 4면체 구

조로 존재하며, 각각의 물 분자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공간구조로 존재하는 이웃하는 분자

와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물의 특성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적이 변할 경우 크게 변화하며, 고

체상태의 얼음은 다형 상태로 동결이 되는 압

력조건에서 9가지의 다형 상태로 존재한다. 대

기압 조건에서 물은 0oC에서 결정화가 되고, 열

역학적으로 안정한 육각형 얼음(Ice I)이 되나,

이 얼음은 충진효율이 낮다. 한편, 물은 고압조

건에서 뒤틀린 수소결합 각도를 갖고 비수소결

합 분자들 사이에 가깝게 근접하는 치밀한 구

조의 얼음이 형성되게 된다. Fig. 1에 물의 압

Fig. 1. Phase diagram of water at high pressure 

(출처: San Martin MF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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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온도에 따른 상도표를 나타내었는데, Ice

I의 용융점은 압력 207 MPa까지(온도 -22oC) 증

가시킬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

부터 다형 상태의 얼음이 Ice II, Ice III 및 Ice

V 등과 같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융온도

가 높은 상태로 변화한다. 

생물막 및 식물세포에 대한 

고압 효과

생물막은 기능성 단백질이 포함된 인지질의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온물질의 전달

과 다른 물질들의 막 통과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질 이중막은 압력이 가해지면

상변화가 수반되게 되는데, 이때 상(phase)은 액

상 결정상으로서 지질 이중막의 탄화수소 사슬

이 구조적으로 흐트러진 즉 용융된 상태로 존

재한다. 겔상은 비교적 정렬되고 탄화수소 사슬

이 좀 더 확장된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Multilamellar vesicle에 고압조건을 유지할 경우

액상 결정상태에서 겔상 또는 단단히 얽힌 상

태로 변화하며 동시에 두께도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있

는 반면, 천연막의 경우 압력의 영향을 받아 두

꺼워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생물막의 유동

성 감소는 막의 파괴와 막에 결합된 단백질의

변성작용이 이들 단백질 기능을 혼란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이 생물막에

대한 고압의 영향은 다음 몇 가지 확인된 현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yeast cytoplasm으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내부물질의 용해화 또는 용출은 압력이 300~600

MPa 정도는 가해져야 가능하며, 이는 100oC에

서 5분 처리하는 가열처리 조건과 상응한다. 둘

째, K+, Mn+, Ca+, Na+ 같은 금속이온의 300

MPa 정도에서 용출되고, Mn2+ 및 Zn2+은 400

MPa의 압력이 요구된다. 셋째, 세포나 조직으

로 세포외 물질의 침투는(NaCl의 상추 조직으

로의 침투) 0.5% NaCl 용액에서 400 MPa 조건

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생물막의

용해화 또는 막 내부의 유용물질을 용출시켜

특정성분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생물막의 구성

성분과 획득하고자하는 유용물질의 최종 품질

에 따라 고압조건을 달리하여 시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곡류 외 과채류 및 해조류 등에 함유되어 있

는 세포벽 구성성분 물질은 주로 헤미셀룰로오

스, 셀룰로오스, 펙틴 성분들이 특정한 결정상

또는 matrix를 형성한 무정형상 상태로 존재하

며, 이들은 세포조직 내에서 수소결합, 공유결

합, 이온결합 등과 같이 복잡한 결합구조로 구

성되어 있어 수용성이 낮으며, 화학적, 효소적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해서도 분해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는다(Fig. 2). 따라서, 고압처리에 의

하여 용해화 및 가수분해를 유도함으로서 기능

특성이 다른 셀룰로오스와 펙틴의 구성 다당체

및 분자량을 조절한 사슬유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

한편, 고압처리가 식품 영양성분의 품질에 작



식품기술
김 종 태

324

용하는 기작을 살펴 보면 존재하는 영양성분

간의 거리를 변화시킴으로서 각 성분의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고압처리는 식품의 이온결합 부위에는 영향을

주나, 비타민, 색상, 향기화합물 등과 같은 저

분자 물질의 공유결합 부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열처리 공정과 비

교시 비타민 B
1
 및 B

6
는 고압처리 후 큰 변화

가 없으나, 비타민 C는 약간의 감소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압처리 공정은 식

품의 영양성분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

음을 알 수 있다.

고압기술의 식품산업적 활용

1. 기능성 식품 및 조미소재 생산

식품산업에서 고압처리 기술은 주로 식품 중

의 유해 미생물의 살균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압기술은 국내 및 일본을 중심

으로 동식물 원료로부터 유용 성분의 색상, 향

미 및 영양성분 등을 유지하면서 수용화 및 추

출증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비가열 기술로

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상업적 규모의 이용이

가능한 고압처리 장치가 개발되어 중소 식품소

재 및 미용소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Fig. 2. Structure of the primary cell wall 
Cellulose microfibrils (purple rods) are synthesized by large hexameric complexes in the plasma membrane,
whereas hemicelluloses and pectins, which compose the matrix polysaccha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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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전

통적인 천연 조미료의 제조는 미생물의 작용으

로 단백질을 분해하여 된장, 간장 및 액젖 등

을 제조하는 발효법과, 효소 등을 원료에 직접

첨가하여 단백질 분해를 통한 동물성 및 식물

성 단백질 가수분해물을 제조하는 효소분해법

이 사용되고 있으나, 제품의 저장 유통 중 발

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염과 알코올

등이 첨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압 및 효소분해

의 병행방법을 적용한다면 미생물의 증식을 억

제하고, 효소작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처리공정

이 간편하며, 아울러 부가적인 식염 및 알코올

등의 첨가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압처리 공정은 자가분해효소를 함유한

식품은 효소첨가 없이 가수분해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모가 적은 경제적 및 친환경

공정이라는 장점이 있어 식품 조미소재 생산에

활용한다면 국내 천연원료를 원료로 하는 식품

소재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소에 고압처리를 할 경우 고압에 의하여 수

소결합에 영향을 주어 분자의 3차원 거대분자

의 구조가 변하게 되어 천연의 향미와 맛을 유

지함과 동시에 효소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보존

성을 향상시킨다. 이때 효소의 불활성화 정도는

효소의 종류, pH, 온도, 시간 등에 좌우되며, 식

품 중에 함유된 phenolases, pectinases, peroxi-

dases 등과 같은 품질인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멸치는 단백질과 정미성분이 풍부하여 국내 조

미식품 소재산업에서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으

며, 저염의 젓갈 및 액젓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

압처리를 통한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

었으며, 용도 다양화 및 고품질 소재로써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수분해물 형태의 조미

소재 개발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본 저자가 속한 연구단은 고압조건에서 효소

분해를 통하여 천연 조미소재 생산연구를 수행

하여 특허출원과 함께 기술이전을 추진중에 있

다. 개발된 기술의 핵심사항은 멸치, 쇠고기 및

마늘을 원료로 효소농도, 고압처리 범위 및 처

리시간 등을 달리하여 가수분해물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총수용성 고형분, 아미노태 질소 및

가수분해율 등이 기존 단순 추출방법에 비하여

2~3배 증가한 결과를 보임과 동시에 향미증진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마늘의 고압분해시

fructan 및 alliin의 추출량은 열수추출 보다 2~3

배 증가하여 기능성 소재 및 조미소재 생산에

활용할 경우 품질과 생산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삼의 ginsenoside 추출율 증대를 위하

여 마쇄 인삼을 고압(200~600 MPa) 조건에서 1

분간 처리하고 98oC에서 3시간 증자한 결과 열

수추출에 비하여 ginsenoside 함량이 34~66%

정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수삼과 건삼을 초고

압 조건하에 탄수화물 및 식물세포벽 분해효소

첨가후 사포닌 함량은 수삼 및 건삼이 각각

76% 및 114% 증가한 결과를 보여 고압/효소의

복합분해 처리시 보다 효율적인 분해가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압기술은 종래 미생물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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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불활성화 및 단백질 변성 등의 분야에 주

로 이용되어 왔지만, 식품원료에 함유된 유용성

분의 용해와 및 추출을 통한 고품질의 기능성

소재생산 및 식품 가열공정의 대체기술로서 활

용할 경우 식품 가공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압과 비가열 공정과의 병행처리

고압처리시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비

가열 공정과 병행처리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

다. 이들 비가열 처리공정은 초임계유체, 감마

선 조사, 교류전류 및 초음파 등의 방법이 있

는데, 각각의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 초임계 유체

초임계기술은 초임계 유체 즉, 물질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만들어지는 유체로

서 기존의 용매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

성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용매의 물

성은 분자의 종류와 분자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나 액체 용매의 경우는 비압축성이고 따

라서 분자간의 거리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

문에 큰 물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

나 초임계 유체의 경우 밀도를 이상기체에 가

까운 희박한 상태부터 액체 밀도에 가까운 고

밀도까지 변화가 가능하여 용매 특성을 다양하

게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체

의 점도, 확산도, 열전도도 및 용매화(solvation)

의 특성을 변경시킬 수 있다. 초임계 유체의 밀

도는 압력범위에 좌우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밀도는 액체에 가깝고, 확산도는 기체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출 및 용해도 증진

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까지 초임계 유체와

고압병행 기술은 주스의 미생물 살균 및 생장

억제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발아감소에는 효과적이나(95%), 포자의

불활성화는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감마선 조사

고압과 감마선 조사병행 처리를 통한 닭고기

의 저장수명 연장연구에서 조사량을 낮출 수 있

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Kefir의 고압(400 MPa,

5~30분)과 감마선(5 kGy) 병행처리 후 미생물군

과 미생물에 대한 연구에서 박테리아와 이스트

가 불활성화된 반면 단백질과 지방은 변화하지

않았다.

2.3. 교류 전류

미생물 세포와 포자를 고압 및 50 Hz의 교류

병행처리시 세포 물질의 손실과 세포의 정상기

능 역할을 하는 세포 성분의 변성이 일어난 결

과가 보고되었다. 미생물의 사멸효과는 교류 전

류처리를 먼저 행하고 고압을 후속으로 처리할

경우 증진된다고 보고되었다.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식품고압기술-녹색산업 기반기술로의 활용 및 전망

327

2.4. 초음파

초음파 처리(100 W/cm2, 25 min, 25oC) 후 고

압처리(400 MPa, 25 min, 15oC)시 완전 Rhodo-

turola rubra의 완전한 불활성화가 가능하였으

며, 초음파 및 고압 각각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완전한 처리효과를 기대하기 위

하여는 고압과 병행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을 알 수 있다.

3. 고압기술의 에너지 비용 및 경제성

식품고압기술은 처리시간 및 에너지소비 등

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제

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큰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생산에 있어 단위 중량 대비 건조공정의 1/

17배, 훈연 및 발효공정의 1/7배의 에너지 비용

이 소요되며, 가열공정과는 비슷한 에너지 비용

이 소요되지만 가공강도가 낮고 구조유지가 되

기 때문에 품질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국내 식품 조미소재 생산은 진공

건조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향미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식품소재 제조업체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속적인 생산시스템에 의한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고, 건조 후 분쇄처리 등

후속공정에서 미생물 오염 등의 위생적인 문제

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품 고압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Fig. 3. Comparision of quality and costs in food uni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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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용 식품고압 장치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상업용 식품고압장치

는 핵심기술인 압력용기용 금속의 전처리 및

제작기술을 자체 개발한 D사에서 자동화 운전

이 가능한 장치를 생산하여 국내 시판은 물론

일본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분야에

서의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이 미흡하여 산업적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Fig. 4는 식품

고압장치의 개략적인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결 론

현행 식품소재(기능성 및 조미소재)의 산업적

생산은 직간접 방식의 가열공정에 의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향미물질 및 최종 식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고에너지 투입에 따른 경제성

과 품질관리가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식품

고압기술은 식품 영양성분 파괴가 거의 일어나

지 않고 고품질의 용해화 또는 추출제품 생산

은 물론 저온에서 식품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으며, 자가분해효소를 함유한 식품은 효소첨

가 없이 분해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경제적

및 친환경적 공정이기 때문에 활용보급이 확대

된다면 국내 식품 제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제조 장치산업

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식

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식품소재 및 제품생

Fig. 4. Schematic diagram of high pressure/enzymatic hydrolysis system. (1) Vessel, (2) Oil return system, (3) Pump, (4)
Solenoid value, (5) Booster pump, (6) Solenoid value, (7) Solenoid value, (8) Pilot check, (9) Drain vlaue, (10)
Safety sensor, (11) Relief value, (12) Solenoid value, (13) Level sensor, (14) Solenoid value, (15) Safety value,
(16) Drai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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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위한 식품고압 응용기술 개발과 식품고압

장치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추

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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