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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燒性)칼슘의 항균활성과 식품으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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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리의 간소화, 식품의 외식화, 중

식화가 진행, 완전 조리된 가공식품(즉석식품)

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저염화,

저당화 경향 중에 식품의 미생물관리의 중요성

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식품분야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미생

물에 관한 열화(劣化)·부패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신미생

물제어기술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산화마그네슘(MgO)과 산화칼슘(CaO)

등의 세라믹스분말이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

는 것을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냈다. 금속산

화물을 중심으로 약 30종의 세라믹스분말에 대

하여 전도도법(conductivity method)에 의해 항

균활성을 평가한 결과, 약 10종의 항균활성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본고에 언급한 소성칼

슘의 주성분인 CaO는 특히 항균활성이 높고 세

균 및 진균(眞菌)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스펙트

럼을 가지고 있다. 

소성칼슘에는 ‘패각(貝殼)소성칼슘’, ‘성게각소

성칼슘’, ‘조초산호(造礁珊瑚, hermatypic coral)

소성칼슘’, ‘난각소성칼슘’, ‘골소성칼슘’, ‘유청

소성칼슘’이 분류되어지고 있다. ‘산호소성칼슘’

과 ‘유청소성칼슘’은 주요성분이 인산칼슘이고

그 이외의 소성칼슘은 CaO이다. 소성칼슘은 오

랫동안 사용되어진 천연첨가물로써 품목이 결

정되어져 있는 ‘기존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다.

‘살균’과 ‘보존 효과’에 관해서는, 인산칼슘은 항

균활성을 가지지 않고 CaO을 주요성분으로 하

는 소성칼슘이 대상이 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보고사례가 많은 ‘패각소성칼슘’에 대하여 서술

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2006년(헤이세이18년)의 조개류의

수확량은 농림수산성통계 ‘2006년 해면어업, 양

식어업 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약 80만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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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약 9할을 가리비와 굴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 6할의 48톤을 차지하는 것이 가리비이

고 조개의 가식부분(이른바 조갯살)의 중량은 2

할 정도로 나머지 조개껍질(패각)의 대부분은

산업폐기물로 취급되어 버려지고 있다. 최대생

산지인 북해도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조개껍

질에 아직 내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악취의 발

생, 또 내장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특히 카드

뮴)이 용해되어 나오는 것에 의한 토양오염, 나

아가서는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생산

지에서는 환경보전상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

다. 또한 가리비와 양적으로 비교는 되지 않지

만 다른 조개껍질에 대해서도 그 처리가 문제

시 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조개껍질은 전부 동

일한 고온에서 소성하는 것으로써(구워줌으로

써) 주성분인 CaCO
3
는 CaO가 되고 항균활성

을 발현한다. 굴껍질과 혹기조개껍질에 대해서

도 소성하는 것으로써(구워줌으로써) 항균활성

이 발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의 실험에

서는 조개껍질의 종류로써 항균활성의 차이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패각소성칼슘의 항균활성

1. 영양세포에 대한 작용

그림 1은 1000oC에서 소성 처리된 가리비 패

각 분말의 사진이다. Ca함유량은 약 70.8%이고

Mg가 약 0.16% 함유되어 있다. 그 이외의 원

소는 미량이며, 항균활성을 가지는 Ag 및 Cu

는 검출한계(0.01 ppm) 이하였다. 가리비 패각

중의 Ca의 존재형태는 X선회절을 사용하여 조

그림 2. 소성가리비 패각분말(1000oC, 1시간처리)의 각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 (A) 대장균, (B) 살모넬라균, (C)
고초균(枯草菌), (D) 황색포도상구균

그림 1. 가리비 패각의 가열처리 (1000oC, 1 h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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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지만 미소성의 가리비에서는 Ca는 CaCO
3

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 가리비 패각을 700~

800oC 이상으로 소성하면 스팩트럼에서는 CaO

의 피크가 나타나게 되고, 소성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CaO의 피크가 현저해 졌다. 이번에 사용

된 가리비 패각의 CaCO
3
가 가열처리에 의해 전

부 CaO로 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CaO로써의 함

유량은 99%가 된다.

그림 2에는 각종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

타내고 있다. 세로축은 임의의 시간에서의 생균

수 N(CFU/ml)과 초기균수 No(CFU/ml)의 비교

이며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온도는 37oC

이다. 소성가리비 패각분말 슬러리(slurry)는 각

세균(영양세포)에 대한 항균활성을 보인다. 소

성가리비 패각분말은 슬러리 상으로 하면 주성

분인 CaO가 Ca(OH)
2
로 되어 얼마간 용해되므

로 알칼리성을 보인다. Ca(OH)
2
의 용해도는 1.4

mg/ml(포화형태의 경우 pH는 12.5 정도)이고 슬

러리의 pH의 상승에 따라 항균활성은 증대되

고 있다. 또한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세로축에 생존률의 대수(log), 가로축을 시간(min)

으로 하면 각 세균은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였

다. 따라서 소성가리비 패각분말 슬러리에 대한

세균(영양세포)의 사멸과정은 다음에 나타내는

첫 번째 일차반응속도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1)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보여지는 사멸

속도정수 k를 구하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사

멸속도정수 k에 도달하는 패각의 소성온도의 영

향을 구한 것이 그림 3이다. 700oC 이상의 온

도에서 소성한 분말의 항균활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분말 슬러리 농도에서의 k의 값은,

소성온도의 상승에 따라 증가했다. 1000oC에서

소성된 분말에 대해서는 CaO 분말 슬러리와 거

의 같아졌다. 

2. 내열성 아포에 대한 작용

그림 4는 37oC에서 소성가리비 패각분말의 고

초균(枯草菌/Bacillus) 아포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타낸다. 37oC에서 가리비패각슬러리는 높은

내구성을 가진 고초균 아포에 대해서도 항균활

성을 보였다. 저농도에서는 소성패각의 항균활

성은 슬러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대했지만

dN

dt
---- kt–=

그림 3. 가리비분말의 항균활성에 도달하는 소성온도의 영향 (황색포도상구균) : ●1000oC, ◆900oC, ▲800oC,
■700oC,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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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ml 이상에서는 분말농도가 높아져도 항균

활성은 거의(대부분) 변화가 없고 농도의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그림 2에서 나타내는 것

과 같이 소성가리비 패각분말에 대한 세균의

영양세포의 사멸과정은 1차 반응(대수사멸)에

거의 따른다. 한편, 아포의 사멸 곡선은 영양세

포의 경우와는 달리 견각(肩角, shoulder)이 확

인되었다. 사멸기구에 대해서는 발아에 관여하

는 효소를 소성가리비 패각분말이 활성화 시키

는지, 반강제적으로 투과장벽인 콜텍스층을 파

괴하는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소성가리비 패각분말 슬러리 처리는

고초균 아포의 투과장벽을 없애고 내성을 잃은

세포를 사멸시키고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온도를 상승시키면 항균활성은 현저히 증가했다. 

3. 작용기구

소성조개껍질분말의 작용기구로써는 주성분인

CaO가 수화되는 것에 의한 pH의 상승, 즉 알

카리의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다. 각 온도에서

소성시킨 가리비패각분말에서 조제된 슬러리의

사멸속도정수 k는 슬러리 pH로 정리할 수 있

고 슬러리 pH의 상승에 따라 항균활성도 증가

한다. 소성온도가 다른 분말에서도 슬러리 pH

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항균활성을 가지

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pH값이라도 CaO와 소

성가리비분말의 항균활성은 단순한 알카리처리

(NaOH)와 비교하면 상당히 크다. CaO 분말 그

리고 그러한 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성가리비

분말의 항균작용기구는 강알카리가 주된 요인

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아직 잘 모

르는 부분도 있다. 저자들은 CaO, MgO 분말

슬러리로부터 활성산소종(특히 초과산이온

(superoxide, O
2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그리고 CaO 분말 슬러리 처리한 대장균

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변화는 고알칼리처리

를 한 경우와도 다르고 O
2
-처리에 의한 대장균

그림 4. 소성가리비 패각분말(1000oC, 1시간처리)의 고초균(枯草菌)아포에 대한 항균 활성(37oC) : ●100 mg/ml,
◇10 mg/ml, □7.5 mg/ml, △5 mg/ml, ○1.4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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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수성변화의 경향은 CaO처리와 거의 일치

했다. 소성패각분말의 항균활성의 강도에서 생

각해도 pH 이외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확실하고 활성산소종도 항균요인의 하나라

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Hewitt 등은 유세포분

석법(flow cytometry)을 사용해서 CaO 및 MgO

의 항균활성에 관해 검토하고 저자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aO 및 MgO

등 알카리 토류금속산화물에서 활성산소종이 발

생하는 기구(機構)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Hayashi 등은 알루미나(alumina, 산화알루미늄)

와 CaO의 고용체로부터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

생하는 것을 ESR로 측정해서 보고한 바 있다.

4. 주성분 CaO의 항변이원성

항변이원성이라는 것은, 세포의 염색체에 작

용하여 그 DNA의 염기배열(base sequence)에

손상을 일으키는 성질을 말한다. 우리들의 몸

주변의 생활관련물질에는 변이원물질이 존재하

고 변이원물질의 대부분은 동시에 발암물질일

확률이 높아, 양자(兩者, 양쪽)는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살모넬라균을 사용한 에임스시

험(Ames test)에서는 CaO 분말에는 변이원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항변이원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5는 커피에 포함된 변

이원성물질인 메틸글리옥살(methyglyoxal)에 대

한 CaO의 영향이다. 세로축은 플레이트(plate)

주위의 복귀돌연변이 콜로니 수에 균주는

S.Typhimurium TA102이다. 복귀돌연변이 콜로

니 수가 CaO를 첨가함으로써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aO를 주성분으로 하

는 소성칼슘을 식품에 잘 이용한다면 보존성

향상(항균활성), 미네랄성분의 보급에 더해 기

능성의 향상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식품으로의 이용

그림 6은 20oC에서 소성가리비 패각분말 슬

러리 처리한 cut-양배추(잘라서 파는 양배추)의

일반 세균의 생존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초기생

균수는 104~105CFU/g의 범위에서 거의 일정했

으므로, 초기균수에 대한 생균수의 비교인 생존

율을 세로축에 두었다. 분말농도의 증가에 따라

그림 5. 메틸글리오살의 변이원성에 도달하는 CaO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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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효과는 증대했다. 일반 세균의 생존율은

1mg/ml에서는 20분간 처리에서 약 1/10로 감소

하였으며, 5, 10mg/ml에서는 처리개시 10분에

서 1/100 이상 감소하고 그 후 감소가 없었다.

한편 대장균은 그 어떠한 농도에서도 5분 후에

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처리한 cut-양배추에

특별한 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cut-야채

(잘라서 파는 야채)의 살균세척에 일반적으로

그림 6. Cut-양배추의 생균수에 대한 소성가리비 패각분말(1000oC, 1시간처리)의 항균효과 : ■1.0 mg/ml, ◆
5.0 mg/ml, ●10 mg/ml, 차아염소산(200ppm)

그림 7. 칼슘제제 현탁액에 침지한 오이의 생균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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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차아염소산과 살균효과를 비교

해보았다. 200ppm의 차아염소산은 20oC, 1mg/

ml의 소성가리비 패각분말처리와 거의 동등의

살균효과를 보였지만 대장균군은 20분에서도 10~

100 CFU/g의 범위로 검출되었다. 4oC에서 냉장

보관한 경우 물세척만으로는 보존 중에 생균수

가 증대했고 24시간 보존 후에는 일부 갈변이

나타난 것에 비해, 가리비패각분말을 5mg/ml

슬러리 처리한 경우, 균수의 변화와 갈변은 관

찰되지 않았다. 차아염소산에 의한 cut-야채의

처리 공정은 실제적으로는 가스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저온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성칼슘이라면 상온에서 처리할 수 있다. 

一色(잇시키) 등은 굴패각소성칼슘을 사용하

여 오이와 떡잎무의 침지 실험을 하여 살균효

과를 확인하고 있다. 오이에서는 0.05~0.5%의

10분간 처리로 균수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그

림 7). 또한 이 처리 후에 오이를 사용한 포테

이토샐러드는 미처리 및 차아염소산으로 처리

한 오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포테이토샐러드와

비교해, 초기균수가 저하하였고 보존기간은 연

장되었다. 떡잎무에서도 1% 현탁액(슬러리)에서

102~3 정도의 균수감소가 확인되었고 맛이 향상

되었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山

中(야마무라) 등은 튀김의 응용을 시험하고 있

다. 계퇴육(닭다리고기)을 1% 슬러리에 1시간 동

안 침지하여 튀김을 만들어 25oC에서 보존 중

의 균수를 조사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소

성칼슘처리에 의한 균수의 증가억제가 확인되

었다. 또한 관능시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식

감이 부드럽고 맛있게 느낀 점을 보고하고 있다. 

Gandhi 등은 앨팰퍼(alfalfa)의 종자와 스프라

우트(sprout)의 살균에서 소성칼슘의 차아염소산

과의 병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Bari 등은 당근의 스프라우트(sprout)를 재배하

는 배지에 0.4% 정도의 소성칼슘을 첨가하는

것에 의해 병원성대장균O157의 증식을 완전히

억제하였고 스프라우트(sprout)의 생장에는 영향

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峰(미네) 등은 소성굴패각칼슘의 축육 및 어

육에 대한 효과에 대해, 보수성과 물성을 중심

으로 조사하고 있다. 1% 현탁액(슬러리)의 침

지에서는, 절단실험결과로부터 축육을 부드럽게

하는 결과도 나타났고 침지시간의 증대는 가열

시간에 의해 중량감소를 보다 억제할 수 있었

다. 민스(mince, 다진 고기)의 첨가는 0.1~0.3%

에서는 고기의 결착력을 높여 탄력감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i 등은 김치에

소성굴패각칼슘을 0.5% 첨가하는 것으로, 총균

수유산균 및 산미의 증가를 억제하고 보존성이

높아지며 식감(맛)도 향상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식품의 침지와 식품으로의 직접

첨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성형품, 폴리에틸렌필

름, 부직포, 종이에 항균활성부여를 목적으로 한

배합도 행해지고 있다. 소성칼슘을 1~3% 함유

시킨 발포우레탄은 현재 수경재배에 이미 사용

표 1. 칼슘제제 현탁액에 침지한 떡잎무의 생균수 감소

처리구 침지시간(분) pH 총균수(/g)

수돗물 10 5.3 2.0×108

60 5.3 2.2×108

1% 현탁액 10 5.2 8.0×105

60 5.9 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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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고 있다. 또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와 VOC의 경감효과와 소취효과도

보고되고 있고 도료나 내장재로써도 근래 주목

받고 있다.

결 론

조개껍질(패각)을 원료로 하는 소성칼슘에 대

하여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조개껍질(패각)은

바다의 성분이 농축된 것이다. 가식부가 아닌

조개껍질(패각)은 산업폐기물이지만 이것을 소

성하면 주성분인 탄산칼슘(CaCO
3
)은 항균활성

을 가진 산화칼슘(CaO)로 변하고 소성칼슘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식품을 시작으로 환경 등

의 분야에 이용하고 있지만 소성칼슘의 성분인

CaO는 환경으로 배출되어지면 공기 중의 CO
2

를 흡수하고 이전의 항균활성이 없는 CaCO
3
로

되돌아간다. 바다의 성분으로부터 생긴 것을 식

품과 환경에 사용하고 하천 등을 통하여 최종

적으로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내는 이른바 ‘순

환형(循環型)’의 항균제이다.

시판되어지고 있는 소성칼슘제제를 미생물억

제에 이용하는데 있어, 중요하고도 유의해야 할

점은 pH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말 또는 펠렛(pellet) 상으로 성

형된 것, 분말을 부직포에 넣은 것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소성칼슘제제를 물에 더했을 때의

처리액은 pH12 정도의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

낸다. 이 pH가 처리중에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

을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등액도 상품으

로써 판매되고 있지만 분말이 없으므로 pH의

저하가 분말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하다.

또한 공기 중의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상태도 중요하다. 

소성칼슘의 과제로써는 역시 ‘알카리’라고 하

는 특성이다. ‘알카리’라고 하는 특성은 이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취급하기 어렵고 대상을 한

정하는 것으로도 된다. 그러나 살균, 항균기술

에 완벽한 것은 없고 다른 기술 등과 조합시켜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으로 자연의 순환(循環)

에 맞는 재료 및 항균제로써 미생물제어를 달

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8. 환경의 순환에 적응한 미생물억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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