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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sually, bacterial spores are hundreds or thousands of times more resistant to chemical sanitizers than

are vegetable bacteria. Consequently, it is hard to assess whether a commercial sterilant, containing hydrogen peroxide

and peracetic acid as ingredients, has or does not have sporicidal activity under certain conditions using the National Stan-

dard Test Method for assessing bactericidal activity against Escherichia coli and Staphylococcus aureus. Hence we estab-

lished alternative the standard test method and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ffective in showing at least

reduction of 103 in the number of Bacillus subtilis ATCC 6633 spores under the required test condition for evaluation of

sporicidal activity including verification methodology. This standardized method has proved to be suitable for evaluating

effectiveness of commercial sterilants and could be used as Standardization Test Method for assessing sporicid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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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오염된 포자형성균은 식품

제조공정 중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포자형태로 살아남아

식품의 부패나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우유팩이나 음료용 PET병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초산을 원

료로 하는 살균소독제1,2)가 무균충전장치(Aseptic Filling

System)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과산화초산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formaldehyde, sodium

hypochlorite, glutaraldehyde, 과산화수소와 함께 바실러스

포자에 대해 효과적인 아포살균제로 권고3)하고 있으며, 사

용 후 산소, 물, 초산으로 분해되어 유기물질을 남기지 않

아 주목받고 있는 살균소독제4)이다. 그러나, 과산화초산

등을 포자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는 사용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

용조건이 다르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유효성 평가방법은

현재 고시된 시험방법인 현탁액시험법5)을 적용하기 어렵

다. 유럽연합의 경우,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

dardization)의 TC (Technical Committee) 216에서 개발한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법(Quantitative

suspension test for the evaluation of sporicidal activity,

CEN EN 13704)6)을 별도로 2002년 유럽 공통시험법으로

발표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7)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평가방법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연합의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

유효성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평가방법을 확립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시약
 

및
 

배지

모든 시약은 분석등급 이상의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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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배지(Nutrient broth), 보통한천배지(Nutrient agar), BBLtm

AK agar#2는 Becton Dickinson사(MD, USA)로부터,

Tryptone soya agar는 Oxoid사(hampshire, England)로부터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경수의
 

조제

용액 A (MgCl2 19.84 g과 CaCl2 46.24 g을 물 1l에 용해)

3 ml와 용액 B (NaHCO3 35.02 g을 물 1l에 용해) 8 ml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1l로 정용한 뒤 pore size 0.45 µm의

membrane filter로 여과 멸균하였다.

간섭물질의
 

조제

알부민(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3 g을

물 100 ml에 녹이고 여과 멸균하여 간섭물질로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의
 

조제

국내 유통중인 과산화초산 함유제품 3종(Table 1 참조)

을 제조업체로부터 제공 받아 경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포자현탁액
 

및
 

포자현탁희석액의
 

조제

포자현탁액 조제에 사용된 Bacillus subtilis ATCC 6633,

Bacillus subtilis ATCC19659 및 Clostridium sporogenes

ATCC 3584는 코람바이오텍(주)(서울, 한국)으로부터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포자현탁액은 Tomasino 등8)의 방법과

CEN EN 137046)에 따라 조제하였다. 우선 상기 균주를

각각 보통배지에 접종하여 Bacillus subtilis의 경우 30oC ±

1oC에서 18~24시간 배양하고, Clostridium sporogenes의 경

우에는 GasPakTM EZ Anaerobe Container System (Becton

Dickinson, MD, USA)을 사용하여 36oC ± 1oC에서 24~48

시간 혐기배양하였다. 각 배양액 2~3 ml를 황산망간첨가

한천배지(Nutrient agar with 5 µg/ml MnSO4-H2O)에 접종

하여 상기 조건에서 14일간 각각 배양하였다. 멸균유리구

슬과 멸균증류수로 집균하여 10,000rpm에서 20분 ± 10초

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 다시 멸균증류수

에 부유시켜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멸균증류수에 현탁시킨 후 75oC ± 1oC에서 10분 ± 10초간

가열하였다. 위상차현미경으로 포자생성을 Fig. 1과 같이

확인하고 멸균증류수로 희석하여 포자의 수가 1.5 × 106~

5 × 106 cfu/ml가 되도록 조제한 액을 포자현탁액으로, 포

자의 수가 6 × 102~3 × 103 cfu/ml가 되도록 조제한 액을 포

자현탁희석액으로 하였다.

실험방법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평가방법은 시험균주,

배양조건, 기구등 살균소독제의 접촉시간 및 사용온도 등

실제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CEN EN 137046) 및 AOAC

Method 966.047)의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수행하였다. 살

균소독력 유무에 대한 기준은 각 시험용액별로 포자수 감

소율이 103이상일 때를 살균소독력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로 양측검증을 시행하여 p값이 0.05이하인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시험조작

시험관에 간섭물질 1 ml 및 포자현탁액 1 ml를 첨가하

여 즉시 혼합하고 θ oC ± 1oC(θ = 4, 10, 20, 40, 75) 항온수

조에서 2분 ± 10초간 방치한 후 시험용액 8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θ oC ± 1oC 항온수조에서 t분 ± 10초(t = 5, 15,

30, 60)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혼합액 0.1 ml를 취하여 멸

균증류수 50 ml와 함께 막여과장치(Analytical filter nuit,

Nalgene)로 즉시 여과하고 다시 멸균증류수 50 ml~150 ml

를 가하여 세척 여과하였다. 막여과장치의 여과막을 여과

한 쪽이 위로 향하게 하여 보통한천배지에 밀착시켜 Bacillus

subtilis 포자현탁액의 경우 36oC ± 1oC에서 24시간 배양하

Fig. 1. Scanning phase contrast micrographs of Bacillus subtilis ATCC 6633. (A) Cell were grown in nutrient broth at 30oC for 3 days, (B)

in nutrient agar at 30oC for 14 days, and (C) after heating at 75oC for 10min

Table 1. Commercial sanitizers used in this study.

Sanitizer Active ingredients(%)
Dilution ratio recom-

mended by manufacturer

A
Peroxyacetic acid(15.0)

Hydrogen peroxide(10.0)
1:75

B
Peroxyacetic acid(5.8)

Hydrogen peroxide(27.5)
1:20

C

Peroxyacetic acid(4.4)

Hydrogen peroxide(6.9)

Octanoic acid(3.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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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lostridium sporogenes의 경우 36oC ± 1oC에서 48시간

혐기 배양하였다. 페트리접시에서 최대 집락수를 세고 시

험용액의 살균소독 작용에 의한 포자수를 산정하였다. 따

로 시험조건, 여과과정 및 여과방법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

행하였다.

검증시험

시험조건
 

검증

상기 시험방법 중 포자현탁액 대신 포자현탁희석액을,

시험용액 대신 경수를 반응혼합액 0.1 ml를 1.0 ml로 하여

시험한 결과 계수된 포자수가 포자현탁희석액 포자수의

0.05배수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여과과정
 

검증

포자현탁희석액 0.1 ml를 멸균증류수 50 ml와 함께 여과

장치를 통해 여과하고 멸균증류수 50 ml로 추가 세척 여

과하여 상기 시험조작과 동일하게 배양한 결과 계수된 포

자수가 포자현탁희석액 포자수의 0.05배수 이상인지를 확

인하였다.

여과방법
 

검증

시험관에 간섭물질 1 ml, 멸균증류수 1 ml 및 시험용액

8 ml를 혼합하여 θ oC ± 1oC 항온수조에서 t분 ± 10초간 반

응시킨 후, 이 반응액 중 0.1 ml를 취하여 멸균증류수 50 ml

와 함께 막여과장치로 즉시 여과하고 멸균증류수 50 ml~

150 ml로 세척 여과하였다. 포자현탁희석액 0.1 ml와 멸균

증류수 50 ml를 혼합하여 여과하고 멸균증류수 50 ml로 추

가 세척 여과하여 상기 시험조작과 동일하게 배양한 결과

계수된 포자수가 여과과정 검증에서 산정한 포자수의 0.5

배수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보통 세균 포자는 화학적 살균제에 대해 영양세포보다

수백~수천배이상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Bacillus속과

Clostridiun속 포자가 살균소독제에 가장 큰 저항성을 가

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유럽표준위원

회(CEN)의 TC 216에서 제안한 CEN EN 137046)의 사용

균주인 Bacillus subtilis ATCC 6633 포자와 AOAC

Method 966.047)의 사용균주인 Bacillus subtilis ATCC 19659

및 Clostridium sporogenes ATCC 3584의 포자를 대상으

로 과산화초산을 원료로 하는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에

대해 유럽CEN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인 20oC에서 60분간

처리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 및 3

과 같다. Bacillus subtilis ATCC 6633 및 Bacillus subtilis

ATCC 19659의 포자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수성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Clostridium sporogenes ATCC

3584의 포자는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산화초산을 원료로 하는 아포살균용 살균소독

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시 Bacillus subtilis ATCC 6633 포

자를 표준균주로 선택하였다. 

CEN EN 13704 또는 AOAC 966.04에서 사용하는 포자

생성배지, 계수배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지가 아니

므로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체배지를 검토하였

다. CEN 13704에서 사용하는 Yeast extract agar (MYA),

식품공전11)에 항생물질 간이시험법의 아포액 조제시 사용

되는 AK agar #2 및 최근 EPA의 OPP (Office of Pesticide

Program)에서 soil extract nutrient agar의 대체배지로 제시한

바 있는 황산망간첨가 한천배지(Nutrient agar with 5 µg/ml

Table 2. Sporicidal effect of commercial sanitizers against Bacillus subtilis and Clostridium sporogenes spores under the required test

condition at 20oC for 60min.

Sanitizer Dilution ration

Organisms

B. subtilis

ATCC 6633

B. subtilis

ATCC 19659

Cl. sporogenes

ATCC 3584

A

control

1:300

1:150

1:751)

5.48 ± 0.01

4.63 ± 0.21

ND2)

ND

5.31 ± 0.10

4.59 ± 0.31

ND

ND

5.58 ± 0.33

ND

ND

ND

B

control

1:320

1:160

1:201)

5.39 ± 0.16

4.11 ± 0.54

ND

ND

5.31 ± 0.10

4.64 ± 0.05

ND

ND

5.58 ± 0.33

ND

ND

ND

C

control

1:243

1:122

1:221)

5.39 ± 0.16

4.51 ± 0.66

ND

ND

5.31 ± 0.10

4.95 ± 0.10

ND

ND

5.58 ± 0.33

ND

ND

ND

1)Dilution ration recommended by manufacturer
2)Not detectable by plate count method with a detection limit of < 15 log10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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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SO4-H2O)를 Bacillus subtilis 포자액 조제를 위해 사용

하였다. 그 결과 Bacillus subtilis 포자액 조제에 배지의 종

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 < 0.05)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한천배지(Nutrient agar)에 황산망

간을 5 µg/ml 농도로 첨가하여 포자생성배지로 사용하였다. 

Bacillus subtilis 포자수를 계수하기 위한 배지로 CEN

13704에서 사용하는 Glucose yeast extract agar (GYA)와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평가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ryptone

soya agar (TSA) 및 보통한천배지를 각각 사용하고, 포자

의 발아를 위한 조건도 기존의 30oC/72시간 배양과 36oC/

24시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

한천배지에서 37oC, 24시간 배양한 결과가 다른 배양조건

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 < 0.05) 보통한천배지를

계수배지로 사용하고 37oC에서 24시간 배양 후 계수하였다.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사용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김

등12)의 방법에 따라 간섭물질로 알부민 용액을 사용하여

유기물에 의한 간섭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는 일반 조리기구의 살균·소독과

는 달리 주로 식품가공공장에서 우유팩이나 PET병 등의

무균충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오염조건을 제외한

청정조건만을 설정하였다. 

Bacillus subtilis ATCC 6633 포자를 사용하여 국내 유

통중인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처리온도 및 시간에 따

른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유럽연

합의 기준에 따라 20oC에서 60분 처리시 3제품 모두 제

조자가 제시한 희석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초기 포자수

가 103이상 감소하였으며, 접촉시간이 길수록,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포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유효성 평가에 사

용된 3개 제품 중 살균소독제 B와 C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멸균제로서 등록된 수입제품13)이며, 이들 제품들

은 AOAC Method 966.04의 시험방법 결과에 의해 사용농

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Tomasino와 Hamilton의 연구결과14)에

따르면 초기포자수를 6.7~7.5 log10 감소시키는 사용조건에

서도 AOAC Method 966.0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합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AOAC Method 966.04는

제품의 유효성을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EPA의 등

록을 위해서는 3개 lot의 제품에서 porcelain penicylinder

와 silk suture loop에 건조된 Bacillus subtilis와 Clostridium

Table 3. Supplementary test results against Clostridium sporogenes ATCC 3584 spore.

Sanitizer Dilution ratio
Exposure time(min)

0 5 60

A

1:1,200

1:600

1:300

5.52 ± 0.08

4.73 ± 0.09

2.73 ± 0.64

ND1)

2.85 ± 0.49

ND

ND

B

1:464

1:232

1:116

5.23 ± 0.21

5.01 ± 1.17

4.63 ± 0.05

0.76 ± 1.32

4.86 ± 0.05

ND

ND

1)Not detectable by plate count method with a detection limit of < 15 log10CFU/ml

Fig. 2. Sporicidal effects of commercial sanitizers (A;dilution

ratio 1:150, B; dilution ratio 1:160, C;dilution ratio 1:122) against

B. subtilis spore in suspension test. Surviving spores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exposure time and temperature( ■ ;4oC, ● ; 10oC,

○ ; 20oC, □ ; 40oC, ×; 7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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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ogenes 포자의 어떠한 생육도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시험방법의 신뢰도는 최근 수년간 문제가 있

음이 지적15-18)되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유효성 평가의 정

량적 접근방법을 포함한 개선안들이 제안된 바 있다19-22).

2001년 탄저균 포자를 이용한 생물테러에 대하여 아포살

균용 살균소독제로 초기 제거가 실패한 이후 Antimicrobial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EPA의 OPP에서는 아포

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시험방법을 재평가하고 개선

시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일부 결과를 논문과 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8,23-25)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

험방법의 표준화와 분석비용, 실험시간의 단축 등 해결해

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험자가 실험하기 비

교적 쉽고 일반적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살균소

독력시험법12)과 유사한 시험법으로 포자현탁액시험법을

Fig. 3과 같이 확립하였다. 확립된 시험법은 기존의 살균

소독력시험법과 같이 시험조건 검증(살균소독제를 첨가하

지 않은 조건에서 살균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 여과과정

검증(여과 과정이 포자에 대하여 살균 또는 억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 및 여과방법 검증(시험용액, 간섭물질 등의

혼합액이 여과시 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등 검증시

험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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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균포자는 살균소독제에 대해 영양세포보다 수백~수천

배이상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및 과산

Test procedure
Validation procedure

experimental condition filtration procedure filtration method

Interfering substance 1 ml

+ spore test suspention 1 ml

(1.5 × 106~5.0 × 106 CFU/ml)

 Interfering substance 1 ml

 + diluted spore suspension 

1 ml

(6 × 102~3 × 103 CFU/ml )

diluted spore suspension

0.1 ml + 50 ml water

Interfering substance 1 ml

+ water 1 ml

+ product test solution 8 ml

↓ ↓ ↓ ↓

θ ± 1oC for 2min ± 10s θ ± 1oC for 2min ± 10s membrane filtration θ ± 1oC for tmin ± 10s

↓ ↓ ↓ ↓

product test solution 8 ml hard water 8 ml rinse with 50 ml water 
0.1 ml test mixture + 50 ml 

water

↓ ↓ ↓ ↓

θ ± 1oC for tmin ± 10s θ ± 1oC for tmin ± 10s
transfer the membrane to NA 

plate surface 
membrane filtration

↓ ↓ ↓ ↓

0.1 ml test mixture + 50 ml 

water 
1 ml test mixture + 50 ml water Incubate at 36oC for 24hr rinse with 150 ml~500 ml water

↓ ↓ ↓

membrane filtration membrane filtration
0.1 ml diluted spore suspension 

+ 50 ml water

↓ ↓ ↓

rinse with 150 ml ~500 ml water rinse with 50 ml water
Filter and rinse with 50 ml 

water

↓ ↓ ↓

transfer the membrane to NA 

plate surface 

transfer the membrane to NA 

plate surface 

transfer the membrane to NA 

plate surface 

↓ ↓ ↓

Incubate at 36oC for 24hr Incubate at 36oC for 24hr Incubate at 36oC for 24hr

Fig. 3. Scheme of sporicidal te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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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산을 원료로 하는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는 Escherichia

coli 및 Staphylococcus aureus의 감소율을 측정하는 현행

살균소독제 유효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포살균용 살균속독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Bacillus

subtilis ATCC 6633 포자를 표준균주로 하여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를 처리했을 때 초기포자수를 103이상 감소시

키는지를 측정하는 정량적 표준시험방법을 확립하였다. 확

립된 시험법은 아포살균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시험법으

로서 아포살균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평가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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