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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선편이농산물협회(IFPA)는 신선편이농산

물을‘신선한상태를유지하면서원래의형태를물

리적으로 변경한 과·채류나 그 혼합물’로 정의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최소 가공은 두 가

지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는 양학적 품질의 손실

없이 농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

는 소비 가능한 충분한 유통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선농산물은 수확 후 계절과 형태에 따라

미생물 오염 수준이 3∼7 log 까지 높아질 수 있어

신선채소류와 관련된 병원성 미생물이 심각한 식

인성 질병의 발발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이후신선농산물이 4번째로높은식인성질

병의 원인이며, 특히 양상추와 싹 채소가 가장 빈

번한 원인이라고 발표하 다. 유럽에서는 1992년

과 1999년 사이에 보고된 식인성 질병의 총 발발

횟수중 4.3%를 과·채류가차지하고있다. 이러한

미생물학적 위험 통계는 유기와 관행 농산물 사이

에 차이가 없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신선농작물의

미생물학적 상태에 대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유

기농 신선채소류도 적절히 가공하거나 취급하지

않으면 관행 농산물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을 내포

할수있음을보여준다. 

최근 신선편이채소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

며, 유기채소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관행 제품의 품질과 유통 기한

에 견줄 수 있는 가공된 유기 제품을 찾고 있다. 세

척·소독은 신선편이채소의 가공 라인에 따라 최

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 유통 기한에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가공 단계 중 하나이다. 염소는 신선

편이제품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척·소

독제이다. 최근 신선편이채소류의 식인성 병원균

오염과 관련된 질병 발발로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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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소 처리의 효능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염소는 천연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트리할

로메탄(trihalomethanes, THMs)과 할로초산

(haloacetic acids, HAAs)과 같은 발암성 할로겐화

소독부산물(DBP)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염소 사용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생화학적 산소요구

량(biological oxygen demand, BOD)를 가진 폐수

를 다량 배출한다. 염소 사용으로 제기된 환경과

건강 위험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유기 제품 생산에

염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는 관행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세척·소독 처리 공정에서 염소를

배제하는경향이있다. 

식품 산업의 또 하나의 과제는 물 소비와 폐수

배출률의 최소화이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유럽이

농업에서 사용하는 물보다 산업에서 사용하는 물

이 더 많은 두 지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산업계에

서 식품 산업은 화학 산업과 정제 산업에 이어 물

소비와 폐수 배출률이 3번째로 높다. 그러나 식품

부문에 따라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물 소비의 약 20

∼50%를절감할수있다고추정되고있다. 물 소비

와 폐수 배출률의 최소화는 실제 유기 가공의 원칙

중하나이다. IFOAM 기본규격(2005)에 의하면, 유

기 생산과 가공 방법은 수질을 유지하고 물을 효율

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유기가공업자와 취급업자들에게 화

학물질에 의한 공해나 오염이 없도록 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재활용을 가능케 한 체제를 구축하

여야한다고권하고있다. 

위에언급된문제로인해현재유기와관행가공

부문 모두,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품질을 유지하

며 염소만큼 유통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동시

에, 가공시 물 소비율이 절감되는 염소 대체 물질

을 구하고 있다. 이산화염소, 오존, 유기산, 과초산

(과산화초산) 및 과산화수소는 최근 관심을 갖는

주요대체소독제들이다. 

이 문헌 연구의 목적은 신선편이채소류의 여러

세척 방법을 평가하고 기술하기 위한 것이며, 유기

신선편이채소 가공에 대체 사용이 가능한 세척제

를조사하기위한것이다. 

오 존

오존은수년동안수처리에주로사용되어져왔

다. 1997년‘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gener-

ally recognized as safe, GRAS)’된 후, 유럽과 미국

에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었다. 오존은 저농도(1

∼5 ppm)와 짧은 노출 시간(1∼5 min)에서도 많은

세균, 곰팡이 및 효모에 효과적이다. 염소보다 더

강한 항균 활성을 보이고, 짧은 접촉 시간의 세척

공정에 적합하게 염소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며 불

안정성으로인해지속성있는소독잔류물을야기하

지 않아 잔류문제를 내포하지 않고 공정 용수의 재

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오존의 항

균 작용은 pH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척수의

pH를조절할필요가없다.  

신선편이채소류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오존 처

리 효과에 대한 문헌 연구는 많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오존 처리의 항균 효능에 집중되어 있

고제품의 양성분과관능품질의오존처리의효

과에대해서는거의언급되어있지않다. 

양상추에인위적으로접종한식인성병원균의오



유기농 신선편이제품의 세척·소독법에 대한 고찰

17

존 효능에 관한 문헌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토착미생물상에서는 1.5∼3.0 ppm 오존수처리

로 1.5와 2.5 log cycles 사이의 균 감소 효과를 보았

고 이러한 수치는 100 ppm의 염소 처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슷하다. 3 ppm 이상의 오존 처리

시 효능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Kim 등은 양상추

를 3 ppm의 오존수로 3분간 처리하여 Listeria

monocytogenes 수의 약 2 log unit CFU/g의 감소를

관찰하 다. 반면, Yuk 등은 조각낸 양상추를 5

ppm 오존수에 5분간 처리시 L. monocytogenes 수

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 단지 약 1.1 log cycles의

Escherichia coli O157:H7 수가감소하 다고보고하

다. 이에 반하여, Rodgers 등은 E. coli O157:H7와

L. monocytogenes을 접종한 푸른 잎의 양상추를 3

ppm의오존수에 5분간담갔을때또는조각낸양상

추잎을 3분간오존수로분무하 을때두균모두 5

log cycles 이상의감소를보 다. Singh 등은조각낸

로메인상추를 5.2 ppm 오존수로 5분간 세척한 후

약 0.9 log cycle의 E. coli O157:H7 군이감소를관찰

하 으나, 5.2 ppm이나 9.7 ppm 오존에 1분간처리

시 의미 있는 균 감소 결과를 얻지 못하 다. 게다

가, Singh 등은 9.7 ppm이나 16.5 ppm 까지오존농

도를높 을때도 5.2 ppm의오존처리와비교하여

E. coli O157:H7 수의 추가 감소가 없음을 관찰하

다. 또한, 조각낸 양상추를 22 ℃에서 10 ppm 오존

수로 10분간 세척시 접종균의 초기 수준에 따라

1.47∼1.63 log cycle의 E. coli O157:H7 군의 감소를

보 다. 여러그룹의연구결과오존수의세균 감소

효능은분명하며, 채소류의종류, 표적미생물, 접종

균의초기수준, 세균세포의생리학적상태및오존

전달 방법이 오존 처리 효능의 차이를 이끄는 주요

인자이다. 

오존은 강산화제로 어떤 수준 이상에서는 농산

물에 생리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Kim 등은 5

ppm 이상의 오존수에서 양상추 잎의 표면 조직감

이손상됨을관찰하 다. Koseki와 Isobe는 10 ppm

오존수로 처리한 아이스벅 양상추에서 빠른 갈변

징후를 관찰하 으나 3과 5 ppm 오존수로 처리한

것은증류수로처리한것과비슷한 a* value의 변화

를관찰하 다. 

일반적으로, 염소와 비교하여 1∼5 ppm 범위의

오존 처리는 채소류의 양 성분에 부정적인 향

을미치지않았다. Koseki와 Isobe는고농도의오존

(5 ppm)과 염소(200 ppm)에서 노출 시간(5분)을

길게 하더라도, 소독 처리로 인해 양상추의 아스코

르브산 함량이 변하지 않음을 알아내었다. Beltran

등은 10 ppm 오존수로 세척한 조각낸 양상추의 비

타민 C 함량이 염소로 세척한 것보다 더 낮았던데

반하여 저장 말기에는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

으로관찰하 고, Zhang 등은저장 9일째에저농도

(0.03∼0.08)의 오존수로 처리한 신선편이 샐러리

가 비처리된 샐러리보다 상당히 높은 비타민 C 함

량을 가진 반면, 0.18 ppm 오존 처리한 샐러리와

대조군 사이의 비타민 C 함량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하 다. 오존의 비타민 C 보호 효과

는 오존이 PPO(polyphenoloxidase) 활성을 억제하

여 조직 대사를 늦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원들

은 말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채소류의 오존 처

리가 염소 처리에 비해 더 높은 호흡률을 초래하지

않는다는것을보여주었다. 

식품가공산업에서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오존

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1 ppm 이상의 오존

농도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부식 가능성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소독 물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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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m 사이의 보통 농도에서 오존과 양립할 수

있다. 작업 환경에서 오존에 노출되는 경우, 장시

간(8시간)과 단시간(15분) 노출기준(threshold

limit value, TLV)은 각각 0.1 ppm과 0.3 ppm 이다.

사용하는 오존 농도를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다면 작업 환경에서의 오존 노출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더 무난할 것이다. 게다가 고

농도로 용해된 오존수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

이 들고 안정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리 변수의

최적화에 의하여 신선 농산물 소독에 필요한 가장

낮은 농도의 오존 사용은 농산물 산업에서 아주 중

요하며꼭필요한일이다.  

유기산

구연산, 젖산 및 초산은 GRAS 목록에 등재된 유

기산으로 살균 작용 때문에 조사하 다. 일반적으

로 유기산의 항균 작용은 주변 환경의 pH 저하에

의한것으로이물질들은유기산중에서도 pH 변화

가크게나타나는것들이다. 초산의항균특성은식

인성 병원균을 불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슬리를 2% 초산또는 40% 식초용액에 15분간세

척한 후 7 log cycles 이상의 Yersinia ent-erocolitica

군이 감소하 다. Torriani 등은 1.0% 젖산으로 세

척한 혼합샐러드용 채소류의 분원성 대장균군

(fecal coliforms)과 대장균군(coliforms)은 각각 1.0

과 2.0 log CFU/g 감소한 반면 0.5% 젖산으로 처리

한것은토착미생물총에아무런 향을주지않았

다고보고하 다. 일반가정용소독제인증류수, 사

과식초(5%), 레몬즙(13%), 표백제(4%) 및 화이트식

초(35%)는 관능품질에별다른 향없이양상추의

호기성균의 수를 각각 0.6, 1.2, 1.8, 1.9 및 2.3

CFU/g 감소시켰다. Francis와 O’Beirne은 양상추를

1.0% 구연산 용액으로 5분간 세척시 약 1.5 log

CFU/g의 중온성 균을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신

선편이 아이스벅 양상추를 0.5% 구연산 또는 0.5%

젖산용액에 2분간담갔을때 100 ppm 염소용액에

담갔을 때만큼 토착 미생물 군을 감소시키는데 효

과적임을 발견하 다. Uyttendaele 등은 갈은 당근,

혼합 양상추 및 잘게 썬 피망을 포함한 최소가공채

소류를 2.0% 젖산 용액에 1분간 세척한 후 향정신

성 토착 미생물총이 약 1.0 log cycle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Chang와 Fang은 5% 초산이 아이스벅

양상추의 E. coli O157:H7 군을 3 log 감소시킨 반

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맛을 부여하여 관능 품질

에 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 다. Wu 등은 5%

초산처리로파슬리의 Shigella sonnei 군을 6 log 이

상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으나, 고농도의 초산은

눈에 띄는 변색과 강한 식초 향을 초래하 다고 지

적하 다. 유기산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한 범위에

서 항균 활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반적

으로, 현저한미생물군감소에필요한노출시간이

5∼15분 사이로 매우 길어 실제 식품 산업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유기산의 특유한 향으로 인하여

농산물의관능품질에부정적인 향을줄수있다.

또한, 신선편이산업에서 소독 목적으로 유기산을

사용하는경우폐수의COD와 BOD 수치를높여폐

수의수질에 향을미치는지도고려하여야한다. 

이산화염소

이산화염소(ClO2)도 오존과 마찬가지로 강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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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산을 아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ite)과

반응시키거나, 아염소산나트륨을 염소 가스와 반

응시켜 생산할 수 있다. 염소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한 산화력을 가지기는 하나, 폭발성 때문에

현장에서 이산화염소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제조

하여야 한다. 염소의 항균 효능은 pH 의존성이어

서 염소 용액의 pH를 6.5∼7.5 범위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ClO2의 항균 효능은 넓은 범위

의 pH에서 변함없이 유지된다. 또한 발암성 할로

겐화 DBP를 생성할 가능성이 적으며 염소와 오존

보다 부식성도 덜하다. 그러나 용수에 요오드화물

이 존재할 경우, ClO2은 염소보다 더 많은 요오드

화 DBP를형성한다. 

이산화염소의 주요 단점은 최고 농도 3 ppm까

지만 농작물에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

다. 게다가, 「미연방법규(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는 농작물의 ClO2 처리 후 먹는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문헌 연구는

과·채류의 미생물 군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3 ppm보다 높은 농도에서 세척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Wisniewsky 등은 사과에 접종한

E. coli O157:H7 군이 80 ppm ClO2 처리로 단지

2.5 log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Pao 등은 토마

토에 접종한 Salmonella enterica 군의 5 log 감소

에 20 ppm ClO2에 1분간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

다. 양상추의 L. monocytogenes 군은 5 ppm 이

산화염소수에 10분간세척한후 1.1 log cycle가 감

소하 다. 최근 연구는 이산화염소수와 초음파처

리(ultrasonication)의 병행이 항균 효능을 향상시

키는가능성을가짐을보여주고있다. Huang 등의

연구는 초음파(170 kHz)와 ClO2(20∼40 ppm)의

병행 처리로 사과의 Salmonella와 E. coli O157:H7

균수가 노출 시간에 따라 2.5∼4.3 log 까지 감소

하 다. 신선농작물에 ClO2 가스를 적용하는 것이

더효과적이고산업적용에더가능성이있는듯하

나, 성공 여부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Gomez-Lopez 등은 30초 동안의 1.3 ppm ClO2 가

스 적용으로 당근의 중온균 수를 약 2 log 감소시

켰다. 또한 ClO2는 양상추의시각적품질을해치지

않고 병원균을 죽이는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인

위적으로 접종한 양상추의 E. coli, Salmonella와

L. monocytogenes 균수가 4.3 ppm ClO2 가스에

30분 처리한 후 각각 3.4, 4.3과 5.0 log 감소하

다. Sy 등은 4.1 ppm ClO2 가스 처리로 당근, 양배

추, 토마토의 병원균 수를 3∼6 log 감소시킴을 관

찰하 으나, 신선편이(fresh-cut) 양상추와 양파에

서는 단지 1∼2 log의 감소를 보 고 제품의 관능

적품질에악 향을미쳤다. 

과산화초산

과산화초산(PA)는 초산과 과산화수소의 액상

혼합물로 과초산이라고도 불린다. 오존, 이산화염

소와 마찬가지로 병원균을 죽이는데 효과적이며

염소 보다 낮은 농도로 사용한다. PA는 초산, 물,

산소로 자연 분해되므로 무해한 소독부산물을 요

구하는 염소 대체 화학소독제 중의 하나로 관심이

증가되고있다. 「US CFR」에따르면과·채류세척

수의 PA 사용은 최대 80 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 80 ppm의 PA 세척수로는

신선편이 과·채류의 미생물 수를 만족스럽게 감

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

선편이 양배추를 80 ppm PA로 세척하여 단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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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CFU/g의 균이 감소하 다. Hilgren와 Salverda

는 80 ppm PA 처리로 신선편이 샐러리와 양배추

의 토착 미생물 수가 1.5 log 이하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Ruiz-Cruz 등은 잘게 조각낸 당근을

40 ppm PA로 세척하여 E. coli O157:H7와 L.

monocytogenes 수가 약 1 log 감소하 다. PA는

염소보다 수돗물의 살균 효과는 떨어지나, 세척·

소독수로는 차이가 없음이 관찰되었다. 게다가 염

소의 효능은 세척수에 존재하는 유기물에 향을

받는 반면, PA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중요하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H2O2)는 이산화수소라고도 하며,

강한 산화력으로 세균발육저지 및 살균 작용을 하

고 세포독성을 유도한다. 과산화수소가 GRAS 목

록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0.04∼1.25% 범위에서 일부 제품(우유, 계란분말,

전분, 차 및와인)의항균제또는표백제로한정사

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CFR는 잔여 H2O2를 식품

가공 중 적당한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최종 식품의

완성전에제거하도록하고있다. 

살균소독제로서 H2O2의 주요이점중하나는자

연적으로 식물에서 발견되는 카탈라아제(catalase)

에 의해 물과 산소로 분해됨으로서 잔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H2O2의 주요 단점은 양상추와 베리

류 같은 일부 작물에 대한 식물독성(phytotoxicity)

이 있다.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 H2O2 처리시 항갈

변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일부 작물(양상추, 버

섯)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갈변을 유도한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 또한 Sapers와 Simmons는 기계 손

상된 딸기와 나무딸기의 안토시아닌 탈색의 원인

이 된다고 보고하 다. H2O2를 저농도(1∼2%)로

사용할 경우, 신선농작물의 병원균 수를 감소시키

는데효과적이지않는데반하여, 고농도(4∼5%)에

서는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킨다. 실온에

서 H2O2의 항균 효능은 100∼200 ppm 염소의 효

능과 견줄 수 있다. 그러나 50∼60℃ 정도의 고온

에서세척·소독할경우더많은균감소와전반적

으로더좋은품질을유지한다. 

법적 규정

표 1은 앞서 언급한 가능성 있는 대체 소독제에

관한법적규정을정리한것이다. 이러한소독제들

이지금은각국의규정에의해유기가공에모두사

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최소한「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의 기준(IFOAM Norms, 2005)」

에‘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세척·소독제’로 분류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염소와 비교하여, 각각의

세척·소독제는 어느 쪽이든 신선편이채소 제품

과 관련된 미생물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더

많은 물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독 과정

에서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가

지고있다(표 2).

1997년 오존이 GRAS 목록에 등재되자 미국에서

는 식품에서의 오존 사용을 승인하 다. FDA는 상

업적인목적으로제품을처리, 포장또는보관중인

신선농산물 뿐만 아니라 육류와 가금류를 포함한

식품의항균제로서가스상과액상의오존을안전하

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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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GRAS 목록에 등재된 유기산, 주로 구연산,

젖산 및 초산은 IFOAM Norms에‘식품에 직접 접

촉하는세척·소독제’로분류되어있고, 「국제식품

규격 (Codex Alimentarius)」에는‘부록 I. 우수제조

기준에 따른 일반식품첨가물(Annex I. Additives

Permitted for Use in Food in General,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GMP)’목

록에 등재되어 있다. 농산물에 사용하는 이산화염

소의 최대 허용량은 3 ppm 이다. 「US CFR」에 따르

면 과·채류 세척수의 과산화초산 사용은 80 ppm

첨가물로허용 첨가물로허용 비허용 비허용 비허용 비허용

첨가물로허용
첨가물및가공

비허용 비허용 비허용 비허용
보조제로허용

첨가물로허용 첨가물및가공 비허용 비허용 비허용 비허용
보조제로허용

허용 허용
*(가공보조 *(가공보조 *(가공보조 *(가공보조
제로허용) 제로허용) 제로허용) 제로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비허용

표 1. 대체 소독제의 규제 상태(가공보조제로서의 사용)

규정/표준 아스코르브산 구연산 오존 이산화염소 과산화초산 과산화수소
Codex Alimentarius (1999)
organically produced food;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GL32 -1999,
Rev. 1-2001)

Council Regulation (ECC) No
2092/91 and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CC) No 2092/91

IFOAM Basic Standards

EU Food legislation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R Title 21) 

* 가공보조제 규제가 없어, 언급한 가공보조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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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수준의유해DBP
유기물질과의반응
효능이유기물질의존재에 향을받음
부식성, pH 의존성활성
유기제품의경우비허용물질

시설내발생장치(on-site generation) 필요
흡입시독성, 실내사용시모니터링필요
4 ppm 이상사용시부식성
높은초기투자비용
유기제품의경우비허용물질

신선농산물의경우허용수준에서효과없음
시설내발생장치(on-site generation) 필요
폭발성
가공하지않은농작물(whole produce)에만허용
특정 부산물인 아염소산염(chlorite)와 염소산염
(chlorate) 형성
실내사용시모니터링필요
유기제품의경우비허용물질

긴접촉시간으로식품산업에적절하지못함
관능품질의손상
상대적으로낮은항균효능
유기제품의경우비허용물질

채소류의경우허용수준에서낮은항균효능을보임
유기제품의경우비허용물질

낮은항균효능
긴접촉시간
식물독소, 품질전반의부정적인 향
과산화수소처리공정후잔여H2O2를제거할필요있음
유기제품의경우비허용물질

저비용
편이성

높은항균작용, 짧은접촉시간
GRAS 물질
잔류문제없음
유해DBP 형성없음
유해물질을저장할필요없음
낮은운전비용

염소보다중성pH에서항균효능이높음
염소보다낮은pH 의존성효능
염소보다낮은유해DBP 형성가능성
염소와오존보다낮은부식성

사용의용이성
무독성
유기제품의경우허용물질

효능이 유기적인 물사용에 향을 주지않음
- (환경적인측면)
효능이온도변화에 향을주지않음
- (환경적인측면)
해로운DBP 형성을하지않음
허용수준(<80 ppm)에서부식성이없음

잔류문제없음
사용의용이성
저비용

염소
(차아염소산염)

오존

이산화염소

유기산

과산화초산

과산화수소

표 2. 신선편이 유기채소류 세척·소독 방법의 장·단점

세척·소독 방법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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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허용하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GRAS 목록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일부 제

품(우유, 계란분말, 전분, 차 및 와인)의 항균제 또

는 표백제로 제품에 따라 0.04∼1.25% 범위에서 한

정사용되고있고잔여H2O2는식품가공중적당한

물리화학적방법으로제거하여야한다. 

환경적 관점

세척·소독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향과 관련

된 두가지 중요한 이슈는 공장 폐수의 물리화학적

수질과 폐수 유출량, 바꾸어 말하면 용수의 재활

용 가능성이다. 실제 적용되는 세척·소독 기술은

소독 잔여물의 존재, 독성 DBP의 형성 및 유기 물

질의 변형 등 폐수의 물리화학적 수질로 결정되는

데, 이러한 것들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 표 2는

여러 가지 소독법에 의해 생성되는 유해 DBP에

관하여비교하 다. 

염소 소독에 의한 유해 DBP와 발암성 DBP의

형성은 이전 연구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어있다.

Wert 등은 염소와 달리 오존이 DBP 생성을 최소

화하면서 뛰어난 소독 효과를 줄 거라고 발표하

다. 현재, 브롬산염은 미국 환경청(US EPA)의 먹

는 물 기준에 규제된 유일한 오존 DBP로, 최대 허

용기준(MCL)은 10 mg/L이다. 과산화초산도 유해

DBP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과산화

초산의 DBP는 주로 카르복시산인데, 돌연변이성

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Lazarova 등은 오존과 비

교해서 과산화초산이 유출수의 유기 오염을 상당

히증가시키므로유기식품산업에적합한소독기

술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산화염소는 대체로

염소보다 THMs, HAAs와 총유기할로겐(TOX)을

적게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먹는 물 처리

중 여전히상당량의디할로겐화 HAAs (DHAAs)와

TOX를 형성하고, 원수에 요오드화물이 존재할 경

우 더 많은 요오드화 DBP를 형성한다. 독성 연구

결과 요오드화 DBP가 염소화 DBP보다 더 유독할

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제품의 단위 질량당 폐수량은 적용된 소독 방법

에달려있다. 용수와제품모두를효과적으로소독

할 수 있는 기술은 높은 비율로 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수 유출량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 산업에서 오염된

용수 사용으로 인한 재오염은 재처리수의 사용과

관련되어가장우려되는점이다. 적용된소독방법

이용수와제품의미생물을불활성화시킬수없다

면, 재처리 혹은 재활용된 물로 처리한 제품은 증

가된수치의미생물에노출될것이다. 그러한이유

로, 식품 가공에서의 재처리수 사용은 엄격한 제

한이 있다. 그러나 현「EU 법령(Council Directive

98/83/EC)」은 식품 산업용 수질에 대해 유연성 있

게 규정하고 있어, 세척·소독수가 제품의 건전성

또는 작업 환경의 안전에 향을 주지 않는 한 대

체 소독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가공업자들이 더

욱용이하게물을재사용하고재활용하게한다.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

ention control, IPPC)에 관한 법령인「Council

Directive 96/61/EC」은채소류처리와가공을포함

한 모든 관련 활동으로부터의 폐수 배출을 방지하

거나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

다(Annex I, 96/ 61/EC). 법령내주요수질오염원

목록에는 할로겐 원소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 발

암성 또는 돌연변이성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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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된 물질, 그리고 물의 산소 평형(OB)을 악화시

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Annex III, 96/61/EC).

3 조항에서는 회원국들의 소관관청은 모든 적절한

오염 방지 대책, 특히 이용 가능한 최적 기술을 통

하여 오염을 방지하면서 시설을 가동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조항은

‘이용 가능한 최적 기술’을‘활동 및 당해 작업 방

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발전된

수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체 환경으로의 배출 및

전체 환경에 대한 향을 일반적으로 방지하거나,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저감하는데 있어서, 실무상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배출 수치를

정하는 토대가 되는 특별한 기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이용 가능한’의 의미는

‘비용편익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산업부문에서 경

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한 기술’만을 의

미한다. 폐기물 저감 기술의 이용, 위험 물질의 저

사용, 재생과 재활용의 지속, 그리고 자연 등 비용

문제를 염두에 두고, 관련 폐수 배출량과 그에 따

른 향 중 이슈가 되는 몇 가지를 Annex IV에 목

록화하여이용가능한최적기술을결정할때고려

하도록 하 다. 그 점에 있어서 선진 청정 기술처

럼 보이는다양한기술의장·단점(표 2)을 고려하

면, 오존은 채소류 소독을 위한“최적 적용 가능한

기술”로받아들여질가능성을가진다. 

결 론

신선편이 과·채류의 수요 증가와 식품 산업의

또 하나의 과제인 물 소비와 폐수 배출률을 최소화

기 위한 대체 소독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

의 주된 목표는 유기 과·채류 가공의 대체 소독제

를 알아내려는 것으로 소독제의 장·단점을 이해

하기 위해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헌

조사를 하 다. 새로운 소독제 및 개발 중인 소독

제는 이 연구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병원성 미생물을 감소시키는 효능과 비용 효과 면

에서 염소와 오존이 이상적인 비율을 가짐을 분명

히 보여준다.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및 유기산은 허용 수준 내에서는 불충분한 항균 효

과를 보여주었다. 생산의 문제와 폐수의 재사용 면

에서는 오존이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체 소독 방법의 비교는 실제 간단한 과정이 아님

을 알아야 한다. 잘된 비교는 각 권장 대체 소독 방

법의 환경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항균 효능 또는 유통 기한

연장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환경 향을

기초로비교할필요가있다.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상반되지

않고 신선편이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 가

공과 보존 방법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현 소독 방법은 농산물 표면에 있는 토착 미생

물을 2∼3 log unit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농

산물 표면에 견고히 부착된 미생물의 능력, 유막

(biofilms)의 존재와 기공(stomata)과 같이 도달하

기 어려운 구석과 갈라진 팀으로 세포가 깊숙이 들

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균 감소 효과를

얻지 못한다. 유막 안에 파묻힌 세균 세포는 양

분 부족과 pH 변화에 잘 견디어 낼 수 있고, 개별

세포보다 탈리(detachment)와 소독제에 저항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소독 처리의 효능이 한정되어

신선편이 농산물의 안전을 보증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유막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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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거나 분해시킬 수 있는 처리를 연구하여야 한

다. 양상추와 같은 녹색 잎은 잎 표면이 랍성 큐

티클 층으로 덮여져 있어 세균과 잎의 소수성 상호

작용으로 세균 부착에 향을 주는 주요 힘으로 작

용한다.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

을 붕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신선 농산물 표면의

세균 부착과 유막 형성에 관련된 메커니즘의 이해

증진은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개입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세균의 생리

학과 형태학을 탐구하고 세포-세포와 세포-표면의

상호작용, 부착 역학과 유막 형성, 그리고 항균제

에 대한 세균의 민감성을 연구함으로써 이룰 수 있

다. 게다가 숙주와 병원균의 상호작용은 제품별로

연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호작용의 양식이 각 제

품의 고유의 표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 지식에 부언하자면, 환경친화적 대체 세척·

소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립성과 비용, 환

경 향, 제품의품질( 양학적, 관능적, 화학적)에

대한 향과 법적 규제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소독 효능은 수질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척수의 pH, 온도, 탁도

및 유기물질 함량과 소독 효능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품 설비에 사용된 화

학 물질은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

척·소독 공정 후 식품 표면에 남아있는 화학 잔류

물질과폐수의수질을시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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