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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공농산물 보존을 위한 이산화염소

한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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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ne Dioxide for Minimally Processed Produce Preservation

Jeong-Eun Han

Food Standards Team

최소가공과채류(minimally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MPFV)는 대사 과정과 부패 미

생물들의 활동으로 유통기한(shelf-life)이 짧다.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ClO2)는 오염제거

제(decontaminant)로 이용되는 강력한 산화제

(oxidizing agent)로 염소(Chlorine, Cl)처럼 유의

수준의 염소화 부산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

논문(article)은 이산화염소의 특성, 항균 작용의

기본 원리, 미생물과 관능적 품질 그리고 신선

농산물, 주로 MPFV의 유통기한에 미치는 효과

를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MPFV의 영양학적

품질과 생리 기능에 미치는 효과들을 논의하

고, 이산화염소의 독성과 관련 법규(legal status)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 론

최소가공과채류(MPFV)란 물리적으로 고유의

형태는 변형되었으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과채류이다. 상품(commodity)에 관계없이,

다듬고 껍질을 벗기고 세척하여 절단한 후 포

장하거나 선포장된 100% 이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MPFV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식인성

질병이나 식품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MPFV의 오염제거 공정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

염제거 공정은 관능적 그리고 생리적 변화를

촉진시켜 MPFV의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들어 MPFV의 유통기한 연장은 식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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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오염제거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기관

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이다. MPFV

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오염제거 방법을 시험

하기 위한 연구 구성은 다섯 가지 양상을 포함

하고 있다. 

1) 식인성 감염과 식중독의 위험 감소

2) 미생물 부패 감소

3) 신선도 유지

4) 영양학적 품질 보존

5) 비 허용수준(unacceptable levels)의 독성잔

류물의 결여 또는 독성부산물 형성

이러한 목표에 의거해, 입수할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을 모든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 가지나 몇 가지 사항에만 집중하였다. 압도

적인 다수의 정보들이 ClO2의 식인성 감염과

식중독의 위험 감소 효과를 상세히 말하고 있

기는 하지만, 앞서 열거한 다섯 가지 양상이 식

품 산업에서의 ClO2의 잠재적 적용 범위를 결

정할 것이다. 

ClO2의 적용 분야 중 2)와 3)의 양상을 기

술한 보고서가 수적으로 뒤를 잇는다. 유통기

한을 연장하는데 있어 부패 미생물상(spoilage

microflora)의 감소는 중요하다. 오염제거된

MPFV는 처리공정 후에도 여전히 신선한 외관

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신선도를 보존하는 적절

한 오염제거 방법은 필수적이다. 식인성 병원균

을 다룬 대부분의 보고서는 이러한 MPFV 보

존의 필수적인 양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잔류하

는 부패 미생물상 수준 뿐만아니라 신선도가

유지되는 수준도 MPFV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

한 오염제거 공정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영양학적 품질 보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새로운 오염제거기술

로 인한 산화작용으로 MPFV의 영양학적 품질

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MPFV

가 주로 신선 농산물과 같은 영양학적 품질을

기대하는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구

매되어지므로, 영양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손실 정도를 정량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신선농산물과 MPFV의 오염제거 처

리의 독성학적 양상 역시 거의 연구되지 않았

다. 관련 연구로는 흐르는 물(water streams)에

서의 유기 물질과 오염제거제 사이의 반응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독성 분야의 관심 부족은

온화한 처리로 인해 부산물 형성 가능성이 낮

기 때문일 것이다. 

이 리뷰(review)는 주로 MPFV의 미생물학적,

관능적 그리고 영양학적 품질과 잔존할 수 있

는 독성 화합물에 대한 ClO2 오염제거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생물학

과 화학적 관점에서 제품의 안전에 필수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장된 유통기한과 영

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진 MPFV 생산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정의와 개론

이산화염소(ClO2)는 단량체의 유리기(mono-

meric free radicals)로서 거의 전체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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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몇 안 되는 화합물 중의 하나이다. 살균

소독제로써 이산화염소가 사용된 시기는 20세

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상수의 살균소독

을 위해 벨기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

로 제지 공장과 음용수를 보다 안전하게 공급

하기 위해 상수도 처리시설에서 표백제로 사용

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탄저균 포자

(anthrax spores)가 방출된 후 많은 공공건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ClO2와 아염소산염

(chlorite)이 사용되었다. 채소류 오염제거제로서

의 ClO2에 대한 관심은 낮은 pH와 유기 물질

의 존재 하에서도 손상될 가능성이 적고 클로

라민류(chloramines)를 형성하는 암모니아와의

불활성에 크게 기초를 두고 있다. ClO2는 어떠

한 반응 없이 쉽게 물에 용해되어 가스 상태가

된다. ClO2의 산화력은 염소 원자의 산화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때 산화수는 +4이다. 그러

므로 ClO2는 염소 이온으로 환원될 때 263%의

‘유효 염소’를 공급하면서 5개의 전자를 받아들

이는데, 이는 HOCl의 염소 산화력보다 2.5배

이상 강하다. 그러나 보다 낮은 산화도 때문에

ClO2는 이 반응에서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며,

유기화합물의 산화와 염소화는 염소보다 더 느

린 속도로 이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산화

반응은 다른 반응보다 우세하다. ClO2는 폭발

성이 있어 압력 하에 압축하거나 저장할 수 없

다. 따라서 ClO2 가스의 선적은 불가능하여 현

지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현지 ClO2 생산 시

장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업 시스템이 존

재한다. 이 시스템은 ClO2 생산용 전구체가 들

어있는 두 개의 주머니(sachet)로 구성되어 있

는데, 시스템 내에서 두 성분의 혼합이 이루어

진다.

항균 효과의 원리

미생물 세포의 세포막은 ClO2의 주된 대상으

로 인식된다. Bernarde, Snow, Olivieri와

Davidson가 대장균(Escherichia coli)로 수행한

초기 연구로 미생물 세포에서 ClO2에 의해 유

도된 치명적인 손상이 단백질 합성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후에 투과성

제어의 손실이 세균 세포에서 ClO2의 생리학적

수준에 의한 치명적인 손상의 결과임이 Berg,

Roberts와 Matin에 의해 밝혀졌다. ClO2의 효과

는 막전이 이온 구배(ionic gradient)의 파괴로

인한 세포 외막의 비특이적 산화손상과 연관되

어 있다. 또한, Young과 Setlow는 몇 가지 형

태의 세포막 손상이 Bacillus subtilis 포자 사멸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는데, 이는 ClO2

처리된 포자가 포자 발아의 초기 단계를 거치

지만 더 이상 발아할 수 없기 때문이다. Peta,

Lindsay, Brözel와 von Holy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간균인 대조구와는 반대로, ClO2 처리된

Bacillus cereus 세포는 울퉁불퉁한 표면과 톱니

모양을 가짐을 관찰하였다. 세포의 신장은 분열

억제로 일어나며 대사 손상의 결과이다. Alvarez

와 O’Brien이 세균과 곰팡이 세포가 초기 인자

가 아닐지라도 바이러스성 RNA가 ClO2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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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함을 증명하고 난 후 유전 물질의 손상 또한

가능성이 있다. 

이산화염소 가스

ClO2 가스는 원래 제지 산업에서 펄프 표백

제로만 사용이 제한되어져 왔다. 여하튼, 여러

연구들이 식품의 오염제거를 위한 가스상 ClO2

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보여줬다. 액상 소독

제(sanitizers)를 넘어선 ClO2 가스의 주된 이점

은 가스가 더 높은 투과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Gómez-López, Ragaert, Debevere와 Devlieghere

에 의해 논의된 것처럼 미생물의 고르지 못한

표면 또는 유막(biofilms)에 의해 액상 살균소독

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1. 이산화염소 가스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Han, Floros, Linton, Nielsen과 Nelson는 피

망에 존재하는 E. coli O157 : H7의 불활성을

결정하는 인자에 대한 ClO2 가스 효과를 설명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최소한의 것까지

중요성에 따른 배열은 다음과 같다: 가스 농도

(0.1~0.5 mg/1), 시간(7~135분), 상대 습도(55~

95%)와 온도(5~25oC). 더욱이 ClO2 가스 농도

와 상대 습도의 상승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가스 농도, 시간, 상대 습도의 효과는 Han,

Guentert, Smith, Linton과 Nelson 그리고 Jeng

와 Woodworth에 의해 발표된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Westphal, Price, Leighton과 Wheeler는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 Bacillus thuringiensis 포

자가 팽창한다고 하였다. 포자 팽창은 포자로

이동하는 가스의 접근 통로의 직경을 넓혀 매

우 높은 상대 습도에서 가스상 ClO2에 의한 더

강력한 포자 사멸 유효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

세균 불활성에 대한 동역학(Kinetics)은 Weibull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가스상 ClO2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ClO2 사용량에 비례한 농산물의

처리량이며, 농산물의 처리량은 처리실의 크기

와 가스 농도에 의존한다. ClO2 분해율은 유기

물질량에 의존한다. 주어진 ClO2 농도로, 좁은

처리실에서 더 많은 양의 샘플을 처리하는 것

은 넓은 처리실에서 더 적은 양의 샘플을 처리

하는 것보다 살균소독제의 분해가 더 빠를 것

이다. 빠른 ClO2 분해는 처리 시간동안 살균소

독이 유효한 가스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표면 보전(surface integrity)과 미생물 위치는

또 다른 중요 인자이다. Han, Linton, Nielsen과

Nelson는 손상된 피망(green bell pepper)의 표

면보다 손상되지 않은 표면에 있는 E. coli

O157 : H7이 ClO2 가스 처리로 상당한 대수감

소(1.23~4.24 log)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Du,

Han과 Linton는 서로 다른 부위의 사과 표면에

접종한 Listeria monocytogenes의 불활성은 꽃받

침(calyx) 또는 줄기 공동(stem cavity)에 부착된

세균보다 과육 껍질(pulp skin)에 부착된 세균

에 더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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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O
2
 가스 처리 실험의 주요 유형

ClO2 오염제거와 관련된 연구들을 비교해 볼

때, 보고된 ClO2 농도의 실제 유효 염소량

(actual meaning)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농도는 실험 장비를 사용하여 증가, 감

소 또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가스방

출 주머니(gas releasing sachets)로 실험할 경

우, ClO2 농도는 증가한다. Gómez-López,

Devlieghere, Ragaert와 Debevere 그리고 Gómez-

López, Ragaert, Jeyachchandran, Debevere와

Devlieghere가 사용한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10분간의 샘플처리를 위해 30초 동안 내실에

ClO2를 가한 기류를 주입하면서 시작한다. 주

입 시간 동안 ClO2 농도는 증가하고, 남은 처

리 시간은 채소 샘플과의 반응으로 인해 ClO2

농도가 감소한다. 세 번째 실험 장치는 처리

실에 적은 양의 샘플을 넣고 가스를 순간주입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Du et al., Du, Han과

Linton, 그리고 Han, Sherman, Linton, Nielsen

과 Nelson에 의해 사용된 이 장치에는 시간에

따른 ClO2 농도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

는 아마도 ClO2 비율에 비해 식품량이 적어

살균소독제 농도가 일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

다. 그러므로 두 연구의 비교는 가스 방출의

차이로 인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

루어져야하고, 단일 가스 농도 값은 일반적으

로 참고 기준으로써만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

하여야 한다.

시험관 내(in vitro)에서의 병원균의 

불활성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적

용되는 ClO2의 효능을 증명하였다. Chen과

Vaughn는 로터바이러스(Rotaviruses)에 대한 ClO2

의 활성을 증명하고 알칼리 조건에서의 바이러

스 박멸 효능에 대한 초기 연구를 재검토하였

다. ClO2가 Cryptosporidium parvum 접합자

(oocysts)의 생존 능력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안전 수준까지는 아니다. 1분 동안 3 또는 5 mg/

l의 ClO2로 처리한 4종류 곰팡이의 분생포자

(conidial) 또는 포자낭병(sporangiosphore) 부유물

시험에서 > 2 대수 감소를 증명하였다. 또한,

Beuchat, Pettigrew, Tremblay, Roselle과 Scouten

는 영양 세포뿐만 아니라 B. cereus 포자도

200 mg/ml의 ClO2를 사용하여 각각 5분 내에

> 5.4와 > 6.4 log CFU/ml까지 균수(counts)가 감

소함을 증명하였다. 최근에 Kim, Khang, Beuchat

와 Ryu는 ClO2를 방출시킬 때 사용되는 산의 종

류와 pH가 B. cereus 포자를 불활성시키는 ClO2

의 효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생체 내(in vivo)에서의 병원균의 

불활성

1. 액상 이산화염소

ClO2 용액은 균의 완전한 제거는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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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접종된 병원균을 제거하

는데에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Table 1).

Zhang과 Farber에 의한 초기 연구에서는 액체

ClO2 사용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최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5 log CFU/ml 만

큼의 높은 감소를 보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가

스상 ClO2와 마찬가지로, 상처난 과일과 채소

는 액상 ClO2의 효능을 제한한다. Han, Linton,

et al.는 피망에 접종한 L. monocytogenes 세포

가 3 mg/l ClO2 용액으로 처리한 후, 표면에 상

처가 없을 때는 3.7 log CFU/5 g까지, 상처가 있

을 때는 0.44까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ClO2

용액의 유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차세

척법이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Singh, Singh,

Bhunia와 Stroshine는 E. coli O157 : H7를 접종

한 잘게 조각낸 양상추를 10 mg/l ClO2로 5분

간 세척하였을 때 1.20 log CFU/g까지 균수가

감소하였고, 두 번째 5분의 세척 단계에서도 추

가 감소가 일어났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

가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Pao et al. 연구 결과, 토마토 표면에 갓 접종

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과 세균성 무

름병균(Erwinia carotovora)이 20 mg/l ClO2 처

리로 5 log CFU/cm2 감소를 보이는 상당한 소

Table 1. Studies on the effect of liquid ClO
2
 on pathogenic microorganisms inoculated onto fruits and vegetables

Produce Microorganism 
[ClO

2
] 

(mg/l) 

Time 

(min)
log Reduction Reference

Lettuce

Cabbage
Listeria monocytogenes 5 10 

0.8

0.8
Zhang and Farber (1996)

Green bell pepper L. monocytogenes 3 10 3.7 Han, Linton, et al. (2001)

Lettuce Escherichia coli O157 : H7 10 5 1.20 Singh et al. (2002a)

Lettuce

Baby carrot 
E. coli O157 : H7 20 15

1.7

2.5
Singh et al. (2002b)

Apple

Tomato

Lettuce

Enterobacter sakazakii 100 1

≥ 4.49

≥ 3.59

 4.05

Kim, Ryu, and Beuchat (2006)

Apples

Salmonella 

E. coli O157 : H7

Salmonella 

5 10

2

1

1

Huang et al. (2006)

Tomato
Salmonella enterica

Erwinia carotovora

20

10

1

1

5

5
Pao et al. (2007)

Mungbean sprout
Salmonella Typhimurium

L. monocytogenes

100

100

5

5

3.0

1.5
Jin and Lee (2007)

Blueberry

L. monocytogenes

Pseudomonas aeruginosa

S. Typhimurium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 

15 120

120

20

30

60

4.88

4.48

3.32

4.56

3.69

Wu and Kim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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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ies on the effect of gaseous ClO
2
 on pathogenic microorganisms inoculated onto fruits and vegetables

Produce Microorganism 
[ClO

2
] 

(mg/l) 

Time 

(min)

RH

(%)

log

Reduction
Reference

Green bell pepper
Escherichia coli 

O157 : H7
1.24 30 90~95 6.45 Han, Sherman, et al. (2000)

Green bell pepper E. coli O157 : H7 1.2 30 90~95 >8.04 Han, Linton, et al. (2000)

Green bell pepper Listeria monocytogenes 3 10 90~95 >6 Han, Linton, et al. (2001)

Apple L. monocytogenes 4.0 10 90 3.2~5.5 Du et al. (2002)

Lettuce

Baby carrot
E. coli O157 : H7 1.00 15 80

2.31

3.08
Singh et al. (2002b)

Apple E. coli O157 : H7 18.0 10 90~95 3.8->7.0 Du et al. (2003)

Blueberry

Strawberry

Raspberry

Salmonella

Salmonella

Salmonella

8.0

8.0

8.0

120

120

120

2.44~3.67 

3.76~4.41

1.54

Sy, McWatters, et al. (2005)

Cabbage

Salmonella

E. coli O157 : H7 

L. monocytogenes

4.1

30.8

20.5

29.3

4.42 

3.13

3.60

Sy, Murray, et al. (2005)

Carrot

Salmonella 

E. coli O157 : H7

L. monocytogenes

4.1

30.8

20.5

29.3

5.15

5.62

5.88

Lettuce

Salmonella

E. coli O157 : H7

L. monocytogenes

4.1

30.8

20.5

29.3

1.58

1.57

1.53

Apple Salmonella 4.1 25 4.21

Tomato Salmonella 4.1 25 4.33

Onion Salmonella 4.1 20 1.94

Peach Salmonella 4.1 20 3.23

Apple Allicyclobacillus acidoterrestris 4.32 60 >5 Lee et al. (2006)

Blueberry

L. monocytogenes

Salmonella

E. coli O157:H7

4 720 99.9

3.94

3.62

4.25

Popa et al. (2007)

Strawberry

E. coli O157 : H7

L. monocytogenes

Salmonella enterica

5 10 90~95

4.6

4.7

4.3

Mahmoud et al. (2007)

Lettuce
E. coli O157 : H7

S. enterica
5 10 90~95

3.9

2.8
Mahmoud and Linton (2008)

Melon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almonella Poona 

5

5

5

10

10

6

90~95

4.6

4.3

5

Mahmoud et al. (in press)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20~2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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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력을 보였다. 그러나 과일 표면의 접종 부유

물이 완전히 건조되었다면, 일반적인 수돗물과

비교해 상당한 균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2. 가스상 이산화염소

살균소독제로서 ClO2 가스 사용의 선구적인

논문은 의료 제품 멸균제(sterilant)인 에틸렌 이

산화물(ethylene dioxide) 가스의 대체물질을 찾

고자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Jeng과 Woodworth

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들은 ClO2 가스가 여러

다른 Bacillus 종의 포자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

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후속 연구로 가스상

ClO2가 채소와 과일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미

생물을 불활성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Table 2). 일반적으로, 가스상 ClO2로 가능한

오염제거 수준은 물세척 방법보다 더 높으며,

> 8 logs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액상과 가스상

ClO2 효능에 관한 Han, Linton, et al.의 연구결

과 하나는 손상되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두 개

의 피망 표면에 접종한 L. monocytogenes를 불

활성시키는데 액상 ClO2 보다 가스상 ClO2가 훨

씬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부패와 유통기한

1. 액상 이산화염소

액상 ClO2 오염제거(Table 3)와 농산물의 유

통기한 연장에 관한 보고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에서부터 4.2 log 감소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

여준다. 유통기한에 관한 Reina, Fleming와

Humphries의 연구는 총 호기성 세균류와 곰팡

이에서의 상당한 균 감소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10~12oC에서 저장한 후 살균소독된 오이가 물

로만 세척한 오이보다 저장 수명이 더 길어지

지는 않았다. 반대로, Rodgers et al.는 잘게 조

각난 양상추에 붙어 있는 중온균,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상당한 감소를 보고하였는데, 4oC에서

9일간 저장하는 동안 물로 세척한 대조군보다

3 또는 5 mg/l의 ClO2로 5분간 세척한 시험군

의 중온성 세균,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균수가

더 적었다. 

2. 가스상 이산화염소

과일과 채소의 부패 미생물상에 ClO2 가스가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만족스

러운 결과를 낳았다. Sy, Murray, et al.는

20~25분 동안 4.1 mg/l ClO2로 처리한 토마토와

양파의 효모와 곰팡이 군에서 눈에 띄는 큰 차

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과와 복숭

아의 경우 동일한 처리 조건에서 각각 1.68과

2.65 log 감소를 보였다. 8.0 mg/l ClO2 농도로

여러 가지 작은 과일에 120분간 처리하였을 때

블루베리(blueberries), 딸기(strawberries)와 산딸

기(raspberries)의 경우 각각 2.06~2.32, 4.07~

4.16과 2.56 log CFC/g의 효모와 곰팡이 군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Gómez-López, Ragaer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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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는 1.74와 1.29 mg/l의 고농도 ClO2로 10분간

처리한 잘게 조각낸 Iceberg lettuce(양상추 일

종)와 흰 양배추의 호기성균수가 > 1 log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 

ClO2 가스는 신선농산물과 신선편이(fresh-cut)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ClO2 가스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갈은 당근(grated carrots)의 유통기

한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Gómez-López, Dev-

lieghere, et al.에 의해 보고되었다. 살균소독된

MPV에서 최소 2일간의 지체기(lag phase)와 함

께 물로 세척한 시험군에 비해 psychrotroph 균

수가 1.7 logs의 감소하여 부가적인 유통기한일

을 얻었다. 딸기 전체에서 관찰되는 중온균수,

psychrotrophic 균수와 효모와 곰팡이수가 10분

간 5.0 mg ClO2/l로 처리함으로써 3.9, 3.8과

4.8 log CFU/g에서 2 log CFU/g에 다소 못 미

치는 수치까지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4oC에 저

장시 8일에서 16일까지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

하였다. 또한, ClO2 가스는 토마토 수확 후 발

생되는 부패(decay)를 억제시키는데 유용하다.

과일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어 E. carotovora

를 접종하고 24시간 동안 88 mg의 ClO2를 처

리하거나 2시간 동안 99 mg의 ClO2를 처리하

여 실온에서 3일 저장한 후에도 여전히 부패되

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저장 기간

후 비처리된 과일 상처의 91.3%에서 부패병(soft

rot)이 관찰되었다. 게다가, Mahmoud와 Linton

는 가스로 처리한 잘게 조각낸 양상추의

psychrotropic 균수와 효모와 곰팡이 균수가 더

적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4oC에서 7일간 저장

하는 동안 비처리된 대조군과 비교하여 균수가

더 낮게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Mahmoud et

al.은 멜론(cantaloupe)의 초기 미생물상이 > 2

Table 3. Studies on the effect of liquid ClO
2
 on natural microflora of fruits and vegetables

Produce Microorganism [ClO
2
] (mg/l) Time (min) log Reduction Reference

Cucumber Yeast, molds, LAB 105 15 NS* Costilow et al. (1984)

Cucumber
Total aerobes

Molds
5.1 

3.46 

1.32
Reina et al. (1995)

Lettuce

Mesophilic bacteria 

Yeast 

Mold 

5 5

4.2

1.6

1.2

Rodgers et al. (2004)

Mungbean sprout Total mesophiles 100 5 NS Jin and Lee (2007)

Blueberry Yeasts and molds 15 60 2.82 Wu and Kim (2007)

Lettuce
Psychrotrophs

Yeast and molds
5 2

> 1

> 0.9
Mahmoud and Linton (2008)

Lettuce 

Cabbage

Carrot 

Aerobic plate count 20 20

NS

NS

1.89

Gómez-López et al. (in press)

*Non-significant reductio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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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CFU/cm2 까지 감소하였고, 22oC에서 저장

했을 때 비처리된 대조군의 유통기한이 3일인

데 비해 처리군은 9일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험실(lab-scale) 실험 외에, 선행 연구(pilot

studies)가 실행되고 있다. Popa, Hanson, Todd,

Schilder와 Ryser는 12시간 동안 18 mg/l, 0.13

mg/g ClO2로 30 lug의 블루베리(약 9.8 kg/lug)를

처리하였다. 비처리된 대조군과 비교하여 호기

성 중온균, 대장균군, 대장균, 효모와 곰팡이 균

수가 각각 2.33, 1.47, 0.52, 1.63, 그리고 0.48

log 감소하였다. 중요한 점은 미생물의 불활성

이 로트(lot) 전체에 걸쳐 동일했다는 것이다. 

관능적 품질

1. 액상 이산화염소

과일과 채소의 관능적 품질에 미치는 ClO2

용액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 관능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다. 5분 동안 5 mg/l ClO2로 처

리한 잘게 조각낸 양상추를 삼점 검사(triangle

tests)한 결과 대조군과 구별지을 수 없었다. 유

사하게, Wu와 Kim도 블루베리의 관능적 손상

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Gómez-López, Devlieghere, Ragaert와 Debevere

는 5분 동안 20 mg/1 ClO2로 처리한 잘게 조각

낸 양상추를 물로 세척한 대조군과 삼점 검사

로 구별지을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잘게 조각낸 양배추와 갈은 당근은

구별하지 못하였다. 

2. 가스상 이산화염소

여러 보고서들이 ClO2 가스 처리가 MPFV의

관능적 품질, 주로 갈변과 표백을 유발하여 품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시간과 농

도 조합의 신중한 선택은 농산물의 손상 없이

MPFV의 오염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것 같다.

과일과 채소의 갈변 현상은 일반적으로 페놀

(phenols)의 산화로 퀴논(quinones)이 유도되어

갈색색소(melanins)로 중합되는데, 이 반응은 폴

리페놀 산화효소(polyphenol oxidase)에 의해 촉

진된다. ClO2가 페놀을 산화시켜, 갈색색소를

형성하는데 그 진행 메카니즘은 효소적 갈변과

비슷하나, 산소(O2)와 폴리페놀 산화효소 없이

는 불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양배추는 ClO2가

스 처리후 바로 갈변을 일으킬 수 있으나, L-

시스테인(L-cysteine) 용액에 담궈 전처리하면

갈변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잘게 조각낸 양

상추의 갈변은 Gómez-López et al., Mahmoud

과 Linton 그리고 Sy, Murray, et al.에 의해,

복숭아의 갈변은 Sy, Murray, et al.에 의해, 그

리고 사과는 Lee, Dancer, Chang, Rhee와

Kang, Sapers, Walker, Sites, Annous와 Eblen

와 Sy, Murray, et al.에 의해 보고되었다. 

제지 산업에서 ClO2가 펄프 표백제로 널리

사용된 이래 Fu, Zhang, Wang와 Du는 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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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보존하는데 ClO2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들은 천연 그대

로의 사과 추출물에서 ClO2가 폴리페놀 산화효

소의 활성을 37%까지 떨어뜨릴 수 있음을 증

명하였는데, 이는 효소의 구조적 변형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생체 내(in vivo) 결과 페놀에

서의 ClO2의 산화력은 폴리페놀 산화효소

(polyphenol oxidase) 억제로 인해 유도된 항갈

변 효과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가스상 ClO2에 의한 표백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적이 있다. 표백 공정의 가능한 메

카니즘은 과일과 채소에 존재하는 셀룰로오스

(cellulose), 헤미셀룰로오스(hemicellulose)와 리

그닌(lignin)과 같은 다양한 올리고당(oligosa-

ccharides)의 산화에서 발견될 수 있다. 셀룰로

오스는 ClO2에 의한 표백을 설명할 수 있는 모

델 화합물(model compound)로 사용되어왔고 주

로 글리코시드 결합(glycosidic bond)의 산화와

C-2와 C-3 탄소 사이의 산화분열(oxidative

cleavage)는 Fukayama et al.의 리뷰(review)에

의해 일어났다. 헤미셀룰로오스의 경우, 셀룰로

오스보다 ClO2와 더 쉽게 반응한다고 보고되었

다. 양상추는 0.75 mg/l 가스상 ClO2에 15분간,

1.0 mg/l에 10분 또는 15분간 노출시켰을 때 변

색이 일어났다. 이는 클로로필(Chlorophyll)의 산

화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색깔의 변화는

더 온화한 처리 조건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Iceberg lettuce(양상추 일종) 잎을 5 mg/l의 가

스상 ClO2에 10분간 처리한 직후 yellow-green

색이 완전히 white-brown 색으로 변색이 일어

났다. 잘게 썬 당근의 가벼운 백화현상이 Sy,

Murray, et al.의해 보고되었다. Du, Fu, Li와

Xia는 피망의 경우 ClO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클로로필(Chlorophyll)의 분해가 더 신

속히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표백을 위한 ClO2 도입은 과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Sy, McWatters, et

al.은 ClO2 처리후 90분 이내에 처리된 딸기의

표백 반점이 나타났으나, 저장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0.13 mg/

l ClO2로 12시간 동안 가스 처리된 블루베리를

4oC에서 하룻밤 저장한 후 외관, 향기, 조직, 풍

미 및 전반적인 수용성에 대해 관찰한 결과 어

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았으나, 처리 후 바로 블

루베리 잎 부분에 약간의 탈색이 관찰되었다.

88 mg ClO2로 처리한 토마토는 손상 부위가 탈

색되고 약간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난 반

면, 남은 잎자국(stem scars) 주위의 껍질 테

(corky ring)를 포함한 줄기가 탈색되었다.

마지막으로, 몇몇의 연구들이 블루베리, 산딸

기, 토마토와 양파에 ClO2 가스 처리한 후 바

로 또는 8oC(과일)나 21oC(기타)에서 10일간 저

장한 후 관능적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5 mg/l ClO2로 10분 동안 처

리한 딸기는 처리된 후 바로 4oC에서 16일간

저장한 후 역시 색깔이나 외관 모두 어떠한 영

향도 끼치지 않았다. 유사하게, 5 mg/l ClO2 처

리한 cantaloupe(멜론의 일종)의 껍질 색깔도 변

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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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기능과 영양소에 미치는 효과

ClO2 적용 후 채소 호흡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매우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ClO2 가스

는 절단된 흰 양배추의 호흡률을 22%까지 증

가시켰으나, 갈은 당근과 잘게 조각낸 Iceberg

lettuce(양상추 일종)의 호흡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망에 의해 이산화탄소 생산이 억제되

었다.

영양학적 품질을 고려해 볼 때, ClO2는 페놀

류(phenolics)와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유 페놀류(essence phenolics)

안에 많은 식물화학물질(phytochemicals)이 존재

하기 때문에, ClO2가 이러한 화합물의 개념으

로 하나의 영향력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ClO2

는 산화제로 아스코르브산과 같은 영양소를 쉽

게 산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제를 다룬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Du et al.는 피망의 비

타민 C 손실이 ClO2를 함유한 대기 중에 10oC

에서 10일간 저장한 후 가속화되지만, 20일 후

에는 지연되다가, 결국 40일후에는 비타민 C의

농도가 더 높아졌다. 

독성과 독성 부산물

염소화 독성 부산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

실은 HOCl를 뛰어넘어 ClO2가 갖은 주요 장점

이다. 다른 살균소독제와 달리, ClO2의 주요 부

산물인 아염소산염(chlorite)과 염소산염 이온

(chlorate ions)은 유기할로겐(organohalogen) 부

산물을 직접적으로 형성하지 않고 살균소독제

의 분해로부터 유도된다. 산화와 친전자성 치환

을 통해 반응하는 염소(chlorine)와 대조적으로,

ClO2는 오로지 산화에 의해서만 반응한다. 이

는 ClO2가 유기할로겐 화합물을 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불순물(염소, 클로라

민 등)의 출현은 염소화 부산물의 형성을 이끌

수 있다. 

Richardson et al.는 8년간의 ClO2 수처리

연구를 통해 단지 두 가지의 염소화 부산물

인 1,1,3,3-tetrachloroprpanone와 (1-chloroethyl)-

dimethylbenzene를 발견하였고 halomethans은

찾지 못했다. Hua와 Reckhow는 매우 낮은 수

치의 dihaloacetic acids와 dichloropropanone를

검출한 반면, 음용수 샘플을 1.5 mg/l ClO2로

처리했을 때 알려지지 않은 총유기할로겐이 다

량 검출되었다. 염소 처리된 물은 어떤 경우

에도 높은 수치의 할로겐화 부산물을 얻었다.

유사하게, Sorlini와 Collivignarelli는 이태리 내

의 10개의 다른 수원지에서 얻은 지표수

(surface waters)에 ClO2를 첨가했을 때 염소보

다 98% 더 낮은 수치의 Trihalomethanes

(THMs)를 야기함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산화 부산물의 독성은 염소화 부산물

의 독성보다 연구가 훨씬 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다.

Tsai, Huxsoll와 Robertson는 ClO2 함유 대기

중에 저장된 감자에서 ClO2, 아염소산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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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염의 잔여물을 검출할 수 없었다. 저자의

추측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감자 내의 ClO2 양

이 14 mg/l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는

ClO2 만이 껍질 한꺼풀 깊이에 침투할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아염소산염과 ClO2 결합량은 0.07

mg/l 이하이고 염소산염 또한 마찬가지임을 보

여주었다(염소산염과 아염소산염의 검출 한계는

0.1 mg/l 이다).

ClO2가 음용수 살균소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래, 수많은 유용한 연구들이 음용수 내 ClO2

의 부산물, 주로 아염소산염의 독성을 평가하

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ClO2 살균소독된

음용수를 마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

어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미국 환경청(US EPA)에 의하면, 이러한 독

성 연구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인해 결정적이

라고 할 수 없다. 불충분한 정보의 유효성을

기반으로,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아염소

나트륨(sodium chlorite)과 ClO2는 인체발암물

질(human carcinogenicity)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ClO2 용액과 그것의 부산물인 아염소산염과

염소산염을 인체허용량(human dosage)보다 120

배 높은 양을 90일 동안 쥐에게 복용시킨 결과

독성은 없었다. 유효한 독성학 자료를 바탕으로,

FAO/WHO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아염소

산염과 염소산염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values)을 체중 kg당 각각 0.03과

0.01 mg으로 정하였다. 

법적 제도

유럽 연합 규정 EC 852/2004은 음용수나 청

정수에 유일하게 허가된 오염제거제(decon-

tamination agents)로 ClO2를 명시하였다. 신선

농산물의 표면 오염제거를 위한 ClO2나 다른

여러 화학제 사용은 EU에서 합법적이지 못하

였다. 미국에서는 신선 농산물 가공업자들이

살균소독제로 ClO2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허

가하였다. 최대 200 mg/ml ClO2 양이 가공 설

비 소독에 허용될 수 있으며 농산물 세척에

허용된 최대량은 3 mg/l ClO2이다. 껍질 벗긴

감자의 경우 최대 허용량은 1 mg/l 이다. 농산

물을 ClO2로 처리를 한 다음 데치고, 조리하

거나 캔으로 포장되는 공정을 거친다. EC 853/

2004은 명확히 허가된 물질의 경우에만 표면

오염제거를 위하여 식품 산업 경영자들이 물

이외 다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작업상으로 볼 때, 농산물의 ClO2 처리

는 전문 노동자 안전 프로그램과 농축액 누출

과 휘발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fumes)의 봉쇄

를 위한 잠금주입식 시스템(closed injection

systems)이 필요하다. 대기의 최대 ClO2 허용

량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

다. 러시아의 경우 0.1 mg/m3이고 미국의 경

우 0.3 mg/m3로 나라마다 최대 허용량(8시간

-가중평균농도)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일부

허용량 결정에 사용된 방법과 증상에 의해 설

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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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산화염소는 최소가공처리 과채류의 오염제

거제로써 잠재력이 큰 강력한 산화제이다. ClO2

는 광범위한 미생물 증식을 막는데 엄청난 유

효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생물 세포막은 ClO2

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미생물이

농산물의 상처에 잠식되어 있을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 이산화염소 가스가 갈변

과 탈색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MPFV의 유통

기한을 연장하는데는 유용하다. 또한 이산화염

소는 유의수준의 독성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다. 과일과 채소의 생리 기능, 독성 문제 그리

고 영양분 안정성에 미치는 ClO2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 문헌

1. Alvarez ME, O’'Brien RT, Mechanisms of

inactivation of poliovirus by chlorine dioxide and

iodine,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44, 1064-1071, 1982

2.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2004

3. Berg JD, Roberts PV, Matin A, Effect of chlorine

dioxide on selected membrane functions of

Escherichia coli., Journal of Applied Bacteriology,

60, 213-220, 1986 

4. Bernarde MA, Snow WB, Olivieri VP, Davidson

B, Kinetics and mechanism of bacterial

disinfection by chlorine dioxide, Applied

Microbiology, 15, 257-265, 1967

5. Beuchat L, Surface decontamina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eaten raw: A review, 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Safety Unit, 1998

6. Beuchat LR, Pettigrew CA, Tremblay ME,

Roselle BJ, Scouten AJ, Lethality of chlorine,

chlorine dioxide, and a commercial fruit and

vegetable sanitizer to vegetative and spores of

Bacillus cereus and spores of Bacillus thuringiensis,

Journal of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32, 301-308, 2005 

7. Bunzel M, Ralph J, NMR characterization lignins

isolated from fruit and vegetables insoluble

dietary fibr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4, 8352-8361, 2006

8. Cantos E, Espín JC, Tomás-Barberán FA,

Postharvest induction modeling method using UV

irradiation pulses for obtaining resveratrol-

enriched table grapes: a new ‘‘functional’’ fruit?,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9. Chen YS, Vaughn JM, Inactivation of human and

simian rotaviruses by chlorine dioxide,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56, 1363-1366,

1990

10. Chorine dioxide and chlorite, http://www.atsdr.

cdc.gov/tfacts160.html

11. Costilow RN, Uebersax MA, Ward PJ, Use of

chlorine dioxide for controlling microorganisms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최소가공농산물 보존을 위한 이산화염소

459

during the handling and storage of fresh

cucumbers, Journal of Food Science, 49, 396-401,

1984 

12. Du J, Han Y, Linton RH, Inactivation by chlorine

dioxide gas (ClO
2
) of Listeria monocytogenes

spotted onto different apple surfaces, Journal of

Food Protection, 19, 481-490, 2002

13. Du J, Han Y, Linton RH, Efficacy of chlorine

dioxide gas in reducing Escherichia coli O157:H7

on apple surfaces, Food Microbiology, 20, 583-

591, 2003 

14. Du JH, Fu MR, Li MM, Xia W, Effects of

chlorine dioxide gas on postharvest physiology

and storage quality of green bell pepper

(Capsicum frutescens L. var. Longrum), Agricultural

Sciences China, 6, 214-219, 2007

15. EU (European Union), Regulation (EC) No 852/

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including HACCP principles), 2004a

16. EU (European Union), Regulation (EC) No 853/

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2004b

17.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 CFR

1910.1000. Table Z-1 Limits for Air

Contaminants, http://www.osha.gov/pls/oshaweb/

owadisp.show_document?p_table=STANDARDS&

p_id=9992, Accessed 08.08.08. 2005

18.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173.300: Secondary direct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ood for human consumption:

Chlorine dioxide. [Revised as of April 1, 2003].

http://frwebgate5. access.gpo.gov/cgi-bin/waisgate.cgi?

WAISdocID=201673176196 þ5þ2þ0&WAISaction=

retrieve, Accessed 08.08.08. 2008

19. Fukayama MY, Tan H, Wheelr WB, Wei-I C,

Reactions of aqueous chlorine and chlorine

dioxide with model food compound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69, 267-274,

1986 

20. Fu Y, Zhang K, Wang N, Du J, Effects of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on polyphenol

oxidases from Golden Delicious apple, Lebensmittel-

Wissenschaft und-Technologie, 40, 1362-1368,

2007

21. Gómez-López VM, Some biochemical properties

of polyphenol oxidase from two varieties of

avocado, Food Chemistry, 77, 163-169, 2005 

22. Gómez-López VM, Devlieghere F, Ragaert P,

Debevere J, Shelf-life extension of minimally

processed carrots by gaseous chlorine dioxide,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116,

221-227, 2007 

23. Gómez-López VM, Devlieghere F, Ragaert P,

Debevere J, Reduction of microbial load and

sensory evaluation of minimally processed

vegetables treated with chlorine dioxide and

electrolysed water, Italian Journal of Food

Science, in press



식품기술

한 정 은

460

24. Gómez-López VM, Ragaert P, Debevere J,

Devlieghere F, Decontamination methods to

prolong the shelf-life of minimally processed

vegetables, state-of-the-art,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48, 487-495, 2008 

25. Gómez-López VM, Ragaert P, Jeyachchandran V,

Debevere J, Devlieghere F, Shelf-life of

minimally processed lettuce apples, lettuce,

strawberries, and cantaloupe, Journal of Food

Protection, 67, 721-731, 2007 

26. Sapers GM, Walker PN, Sites JE, Annous BA,

Eblen DR, Vapor-phase decontamination of apples

inoculated with Escherichia coli, Journal of Food

Science, 68, 1003-1007, 2003 

27. Singh N, Singh RK, Bhunia AK, Stroshine RL,

Effect of inoculation and washing methods on the

efficacy of different sanitizers against Escherichia

coli O157:H7 on lettuce, Food Microbiology, 19,

183-193, 2002a 

28. Singh N, Singh RK, Bhunia AK, Stroshine RL,

Efficacy of chlorine dioxide, ozone, and thyme

essential oil or a sequential washing in killing

Escherichia coli O157:H7 on lettuce and baby

carrots, Lebensmittel-Wissenschaft und-Technologie,

35, 720-729, 2002b

29. Sorlini S, Collivignarelli C, Trihihalomethane

formation during chemical oxidation with chlorine,

chlorine dioxide and ozone of ten Italian natural

waters, Desalination, 176, 103-111, 2005 

30. Suslow T, Postharvest chlorination: Basic

properties and key points for effective disinfection,

Publication 8003, University of California, Division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http://

anrcatalog.ucdavis.edu/pdf/8003.pdf, 1997 

31. Sy KV, McWatters KH, Beuchat LR, Efficacy of

gaseous chlorine dioxide as a sanitizer for killing

Salmonella, yeasts and molds on blueberries,

strawberries, and raspberries, Journal of Food

Protection, 68, 1165-1175, 2005 

32. Sy KV, Murray MB, Harrison MD, Beuchat LR,

Evalua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as a

sanitizer for killing Salmonella,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and yeasts and

molds on fresh and fresh-cut produce, Journal of

Food Protection, 68, 1176-1187, 2005

33. Tsai LS, Huxsoll CC, Robertson G, Prevention of

potato spoilage during storage by chlorine

dioxide, Journal of Food Science, 66, 472-477,

2001 

34. Tzanavaras PD, Themelis DG, Kika FS, Review

of analytical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chlorine dioxide, Central European Journal of

Chemistry, 5, 1-12, 2007 

35.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oxicological

review of chlorine dioxide and chlorite, EPA/635/

R-00/007, http://www.epa.gov/iris/toxreviews/0496-

tr.pdf#search=%22EPA%2F635%2FR-00%

2F007%20usepa%22, 2000 

36. Westphal AJ, Price PB, Leighton TJ, Wheeler

KE, Kinetics of size changes of individual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최소가공농산물 보존을 위한 이산화염소

461

Bacillus thuringiensis spores in response to

changes in relative humid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100, 3461-

3466, 2003

3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216, disinfectants and disinfectant

by-products, http://www.inchem.org/documents/ehc/

ehc/ehc216.htm#SectionNumber:8.1, 2000

38. Wu VCH, Kim B, Effect of a simple chlorine

dioxide method for controlling five foodborne

pathogens, yeast and molds blueberries, Food

Microbiology, 24, 794-800, 2007

39. Young SB, Setlow P, Mechanisms of killing of

Bacillus subtilis spores by hypochlorite and

chlorine dioxide,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95, 54-67, 2003 

40. Yuk HG, Bartz JA, Schneider KR, The

effectiveness of sanitizer treatments in inactivation

of Salmonella spp. from bell pepper, cucumber,

and strawberry, Journal of Food Science, 71,

M95-M99, 2006

41. Zhang S, Farber JM, The effects of various

disinfectants against Listeria monocytogenes on

fresh-cut vegetables, Food Microbiology, 13, 311-

321, 1996 

자료출처

Vicente M. Gómez-Lópeza,*, 

Andreja Rajkovicb, 

Peter Ragaertb, Nada Smigicb 

and Frank Devlieghereb 

aInstituto de Ciencia y Tecnología de

Alimentos, Facultad de Cienci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Apartado 47097,

Caracas 1041-A, Venezuela (e-mails: vicente.

gomez@ciens.ucv.ve, vicente2709@yahoo.es)

bLaboratory of Food Microbiology and

Food Preservation, Ghent University, Coupure

Links 653, 9000 Gent, Belgium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20,

17-26,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