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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체구성 성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신체 중량대비 약 60%) 물은(Kenefick, Cheuvront, Montain, 

Carter, & Sawka, 2012) 음용수,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되고, 신선, 가공식품 및 식품가공시설의 세

척 및 수세에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물의 미생물적 안전성은 식품위생 및 공공위생을 결정짓는다(EHEDG, 

2007). 그러나 물은 취수과정 중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불가피하게 오염된다. 따라서 물에 존재하는 미생

물 제거, 불활성화, 파괴 처리는 공공위생과 식품전반의 미생물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소이다(WHO, 2011).

음용수 및 식품은 전통적으로 가열에 의해 살균 처리되었다. 아마도 가열조리는 식품성분을 섭취에 유리한 구조

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식품 오염균을 제어하는 대표적 가열처리일 것이다. 미생물이 고온에 노출되면 미생물 구성

성분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미생물이 사멸 또는 불활성화 된다. 물에 오염되어 존재하는 오염

균 역시 가열처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불활성화 및 살균될 수 있다. 그러나 물 가열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과 물 가

열 및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가열처리는 음용수 및 식품용수 처리에 적용되기에 경제적, 생산효율적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물의 미생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비가열 처리기법으로는 화학적 소독제 첨

가, 침전제를 이용한 응집 및 침전, 필터를 이용한 여과, 오존처리 및 자외선 조사 등을 꼽을 수 있다(NWRI, 2012; 

Pizzi, 2011; WHO, 2011). 수돗물로 사용되는 상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염소 소독제 첨가, 응집 및 침전, 여과 및 

오존처리 등의 일련의 처리과정을 통해 물의 미생물 안전성을 기하고 있다(Pizzi, 2011). 상수처리 시설에서 적용

되는 일련의 비가열 처리는 물의 미생물 안전성을 보장하고 대량의 물 처리에 효율적인 반면, 대규모의 처리시설 구

축을 요구함에 따라 소규모의 정수가 필요한 농가 또는 식품가공장에 사용되는 용수처리에 적용되기 어렵다(Stein, 

Achari, Langford, Dore, Haider, Zhang, et al., 2017). 다만 최소의 처리시설 구축을 필요로 하는 화학적 소독

제 처리기법이 농가 및 식품산업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Dore,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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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leghi-Moghadam, & Achari, 2013). 살균효율 

및 안전성, 경제성에 따라 화학적 소독제로써 염소계 

소독제가 일반적으로 물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염소계 화학물질은 우수한 살균효율을 나타내는 반면, 

물에 첨가할 경우 물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클로로포름, 브로모다이클로로

메탄, 다이클로로브로모메탄, 다이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로다이브로모메탄, 브로모포름 등)과 같은 독성물

질을 형성함(Aieta & Berg, 1986)에 따라 화학적 소독

제 처리기법을 대체할 수 있는 물 처리기법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가열 처리기법 중 자외선 살균은 트

리할로메탄과 같은 독성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오염균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등 화학적 안전성과 미생물적 안

전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음에 따라 자외선 조사를 이

용한 물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적용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NWRI, 2012; Song, Mohseni, & 

Taghipour, 2016). 현재 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자외선 살균기법이 개발되어 소규모의 정수 및 급수

를 요구하는 식품가공장 및 급식시설 등에 보급되어 사

용되고 있고, 최근 자외선 살균기법은 소규모 급수처

리 시설 적용을 넘어 대규모의 상수처리시설에 적용되

고 있다(Dotson, Rodriguez, & Linden, 2012). 더욱

이 기존의 수은 및 할로겐 자외선 램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현저히 긴 수명을 나타내는 자외선 

다이오드의 개발, 상용화 및 보급에 따라 향후 자외선 

조사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살균기법 개발이 기대된다

(Song, Mohseni, & Taghipour, 2016). 본 글에서는 

자외선 살균의 원리와 자외선 살균시스템의 구조 및 설

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향후 식품 특히 식품용수의 미

생물적 안전성 증진 기법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자외선 살균의 원리

자외선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보라색에 인접한, 가

시광선과는 달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약 10~400 

nm의 파장을 나타내는 전자기파이다(그림 1). 자외

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A(파장; λ=315~400 nm), 

자외선 B(λ=280~315 nm), 자외선 C(λ=100~280 

nm), 극자외선(λ=10~121 nm)으로 구분된다. 자외

선은 가시광선(λ=400~700 nm)보다 짧고 엑스선(λ

=0.01~10 nm) 및 감마선(λ<0.01 nm)보다 긴 파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플랑크-아인슈타인 공식(공식 1)에 

따라, 자외선 광자의 에너지는 가시광선의 에너지보다 

높고 엑스선 및 감마선의 것보다 낮게 나타난다.

 

 E =hc
λ   (공식 1)

·E: 광자의 에너지(unit: joule; J)

·h: 플랑크 상수(6.626×10-34 J·s)

·c: 빛의 속도(2.998×108 m/s)

·λ: 전자기파의 파장(unit: m)

빛(가시광선)과 같은 전자기파가 물질에 조사되

면, 물질에 도달한 전자기파의 광자가 물질에 흡수되

어 피조사된 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상승한다. 감마선

의 경우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

사 물질의 화학적 결합을 파괴한다(da Silva Aquino, 

2012). 그리고 감마선은 자외선 및 가시광선과는 달

리 높은 물질투과성을 나타낸다(da Silva Aquino, 

2012; Kim, Ham, Lee, Kim, Ha, & Jo, 2010). 따

그림 1. 전자기파 스펙트럼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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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감마선은 식품 및 의료기기 멸균에 적용되기도 한

다 (Kim, Ham, Lee, Kim, Ha, & Jo, 2010).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마선 조사는 방사선 물질사용이 불가

피하여 고가의 시설을 요구하며, 작업자 안전에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는바 식품 및 물 처리에서 쉽게 적용되

지 못한다. 자외선은 비록 감마선 및 엑스선에 비해 높

은 광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기물질, 특히 탄

화수소에 작용하여 라디칼 형성을 유도하여 유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변화를 유기한다(Nikogosyan & 

Görner, 1992). 자외선을 미생물에 조사하면, 미생물 

구성성분, 특히 미생물 DNA를 구성하는 pyrimidine 

(cytosine;C, thymine; T)에 작용하여, pyrimidine

이 위치한 DNA의 이중나선구조가 상실되고, 나아가 인

접한 pyrimidine 간 화학적 결합에 따라 pyrimidine 

dimer가 형성된다(Goto, Bazar, Kovacs, Kunisada, 

Morita, Kizaki, et al., 2015; Yokoyama & 

Mizutani, 2014)(그림 2, 3). 결과적으로 자외선에 피

조사된 미생물은 DNA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적 특성

을 상실함에 따라 생장을 위한 대사산물을 생성하지 못

하고, DNA를 증폭하지 못하여 사멸에 이르게 된다. 일

반적으로 물 그리고 식품 및 표면살균을 위해 자외선 C

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외선 A 및 자외선 B는 건조표면 

살균에 효과적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C의 광 에너지 

준위가 자외선 B 및 자외선 C보다 높다. 자외선 A, 자

외선 B 및 자외선 C 모두 건조표면 살균에 효과적이지

만, 비건조 물질에 적용할 경우 물 분자와 자외선의 반

응에 따라 자외선 살균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광 에너지 

준위가 높은 자외선 C를 물 또는 액상식품 살균에 적용

하고 있다. 

3. 박테리아 구조에 따른 자외선 감수성

미생물 DNA와 구성성분은 세포막 및 세포벽에 의해 

외부환경과 구분되어 존재한다. 미생물, 특히 박테리아

는 세포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지질막(세포막)과 세포

막 외부에 펩티도글리칸 그리고/또는 지질층으로 구성

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벽의 화학적, 구조적 

특징에 따라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으로 구분된다. 

그람양성균은 그람음성균에 비해 두껍고 치밀한 펩티

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람음성균은 세포막 

외부에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과 지질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람음성균은 그람양성균에 비해 넓은 주변세포질 

공간 층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그람양성균의 세포

막 및 세포벽이 그람음성균에 비해 치밀한 구조를 나타

그림 2. 자외선 조사에 따른 DNA 구조 변화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그림 3. 자외선 조사에 따른 pyrimidine dimer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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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연구에 따르면, 두껍고 치밀한 구조의 펩티도글리

칸 층을 가지고 있는 그람양성균이 그람음성균에 비

해 열, 플라즈마 등 외부 자극에 대하여 더 내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y, Loessner, & Golden, 

2005; Mai-Prochnow, Clauson, Hong, & Murphy, 

2016). 미생물 DNA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질 내

부에 존재하고 있고, 자외선은 감마선 또는 엑스선과는 

달리 물질 투과성이 뛰어나지 않음에 따라 자외선 살균

은 미생물 세포의 세포막 및 세포벽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그람양성 및 그람음성균의 

자외선 감수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검색되지 않았으

나,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그람

음성균인 E. coli를 1 log/mL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

해 약 5 mJ/cm2 수준의 자외선 조사가 요구되었으나

(Hijnen, Beerendonk, & Medema, 2006), 그람양성

균인 Bacillus subtilis를 동일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

해 약 9 mJ/cm2 수준의 자외선 조사가 요구되는 것으

로 보고된바 있다(Hanlin, Lombardi, & Slepecky, 

1985). 그리고 세포벽의 구조가 더 치밀한 B. subtilis 

spore를 동일수준으로 감소기키기 위해 약 56 mJ/cm2 

수준의 자외선 조사가 요구된다. 본 저자의 연구경험에 

의하면, 앞서 보고된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람음성균인 

E. coli보다 그람양성균인 Listeria monocytogenes가 

자외선에 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된바 있다(data 

not shown). 자외선 살균효율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에 따라 물과 같은 액상시료 살균을 위

해 자외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주 오염 미생물을 파악

하여, 자외선 조사량 및 조사시간 등 자외선 살균조건

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외선을 이용한 물 처리 시스템

자외선 살균은 화학물질 소비 또는 인체에 해로운 부

산물 생성 없이 대상 미생물을 제어함에 따라 음용을 

위한 지하수 및 상수, 식품 등 생산에 사용되는 공정수 

및 세척수 살균뿐만 아니라, 수영장 용수 재사용을 위

한 살균, 오수 및 폐수 살균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물 처리를 위한 자외선 살균 시스템은 크게 자외선 

램프가 설치된 자외선 조사부와 물의 연속적 이송 및 

자외선이 자외선 살균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자외선 살균 시스템 운용은 피조사 대상

의 자외선 감수성과 피조사체의 자외선 노출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자외선의 낮은 입자 투과력에 따라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상수 및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오

수 및 폐수처리를 목적으로 자외선 살균을 적용하는 경

우 물에 포함된 입자 제거를 위한 필터링 처리 후 자외

선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용수 또는 식품용수 

사용을 위한 소규모의 지하수 처리의 경우 저농도의 유

기입자가 존재함에 따라 막 여과, 역삼투압, 한외여과 

등 필터링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식품용

그림 4.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의 세포막 및 세포벽 구조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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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처리를 위한 자외선 살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

고자 자외선 광원 및 광량 결정, 반응조 및 공정설계에 

대해 논의한다.

4.1. 자외선 광원

자외선 살균 시스템은 경제성과 살균효율에 따라 자

외선 C 램프 또는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자외

선 C 광원으로는 저압-저강도 자외선 램프, 저압-고

강도 자외선 램프, 중압-고강도 자외선 램프 및 자외

선 발광 다이오드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자외선, 특히 자외선 C는 낮은 물질 투과성을 나타

내고, 일반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음에 따라 자외선 조사부를 석영유리로 감싼 형태로 제

작해야 한다. 다만 최근 개발되어 시판 중인 자외선 발

광 다이오드의 경우 다이오드와 배선부분의 접합 상태

에 따라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기도 한다. 

다음은 각 자외선 C 광원에 대한 설명이다.

1) 저압-저강도 자외선 램프 

수은입자는 전자와의 전기적 반응, 즉 방전현상에 따

라 자외선을 방출한다. 형광등 형태의 자외선 램프는 

수은과 전자에 의한 방전현상을 이용한 램프로써 램프

에 충전된 수은증기의 압력에 따라 저압 또는 중압 자

외선 램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저압-저강도 자외

선 램프는 약 250~270 nm의 자외선을 방출하고, 특

히 살균 효율이 우수한 260 nm와 근접한 253.7 nm

에서 약 85% 정도의 광선을 출력함에 따라 살균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자외선 램프이다. 저압-저강도 자외

선 램프는 일반적으로 형광등보다 지름이 작으며, 약 

30~600 W의 출력을 나타낸다. 램프 표면온도 약 40°

C, 내부 압력 0.007 mmHg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장인성 & 김준영, 2005).

2) 저압-고강도 자외선 램프 

수은 대신 수은-인듐 아말감 증기가 약 0.001~0.01 

mmHg의 압력으로 충전된 저압-고강도 자외선 램프는 

저압-저강도 자외선 램프보다 약 2~4배 높은 출력을 

나타낸다. 높은 출력을 나타내는 만큼 높은 살균효율을 

나타내며, 오염수준이 높은 오·폐수 처리에 주로 사용

된다. 그러나 저압-저강도 자외선 램프에 비해 전력소

모가 많다(장인성 & 김준영, 2005).

3) 중압-고강도 자외선 램프 

자외선 살균 시스템의 응용 및 적용이 확대됨에 따

라 다양한 자외선 램프가 개발되고 있다. 중압-고강도 

자외선 램프는 수은을 고압(102~104 mmHg)으로 충

전한 자외선 램프로써 저압 자외선 램프와 달리 다파

장(185~600 nm)의 전자기파를 방전한다. 저압 자외

선 램프에 비하여 아주 높은 출력(1~12 kW)를 나타내

는 반면, 살균에 효과적인 260 nm 파장의 자외선은 약 

7~15% 정도만 방출한다. 또한 중압-고강도 자외선 램

프는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큰 단점을 나타낸다. 

4)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가했을 때 빛을 발하는 반도

체 소자이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적으로 상이한 반도

체가 접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류를 가하면 반

도체 접합 부분에서 에너지 준위차가 발생하고, 그 결

과 빛 즉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전류 공급에 의해 발생

하는 반도체 접합부분의 에너지 준위차가 크면 장파장의 

전자기파를 그렇지 않으면 단파장의 전자기파를 발생시

킨다.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는 주로 알루미늄-질화칼륨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shida, 

Kobayashi, & Ban, 2002).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는 기

존 전구형태의 램프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또한 전구형태의 기존 자외선 램프

의 석영관은 파손되기 쉽고, 파손에 따라 수은 등 중금

속이 피조사체에 전이될 수 있는 반면, 자외선 발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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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드는 파손 및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음에 따

라 기존 자외선 램프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의 높은 단가는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2. 반응조

자외선은 DNA을 변형시킴에 따라 자외선이 외부로 

방출되어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지지 않도록 자외선 반

응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물 처리에 적용되는 자외

선 살균 시스템의 경우 자외선 램프 또는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작동을 위해 설치된 배선으로부터 전기가 누

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AWWARF, 2012). 반응조는 

부식에 내성을 띄는 재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사도가 뛰어난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자외선 살균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 스테인리스 강 또는 알루미늄 합

금의 경우 물리적, 화학적, 전기화학적으로 표면을 거

울상으로 가공할 수 있음에 따라 자외선 살균 시스템의 

반응조의 소재로 사용할 경우 우수한 살균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그리고 램프 교체 및 반응조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반응조를 설계하는 것이 운영에 효과적이다. 

4.3. 자외선 살균공정

자외선 노출에 따른 미생물 살균효과는 자외선 조사

량에 의해 결정된다. 자외선 램프 및 자외선 발광 다이

오드의 조사 에너지는 단위면적(cm2) 당 Watts로 표

현하며(W/cm2), 자외선 조사량은 조사 에너지에 시간

(초; t)의 곱으로써 단위면적당 에너지 총량(J/cm2)로 

나타낼 수 있다. 저압-저강도 자외선 C 램프의 경우 약 

30~150 μW/cm2를 나타내며,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 3-300 mW/cm2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생물은 종류에 따라 자외선에 

대해 다른 감수성을 나타내며, 미생물 살균에 요구되는 

자외선 C 조사량은 표 1과 같다(Hijnen, Beerendonk, 

& Medema, 2006). 물, 특히 유기물이 적게 오염된 지

하수를 자외선을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 자외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 저하효과를 (공식 2)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logNt-logN0=-k·D=-k·I·t  (공식 2)

·N0: 자외선 조사 전 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균수

·Nt: 자외선 조사(시간; t) 후 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균수

·k:  자외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 살균계수; 미생물 1 

log/mL 감소에 요구되는 자외선 조사량의 역수 

(cm2/mW·s)

·D: 시간, t, 동안 조사된 총 자외선 조사량 (mJ/cm2)

·I: 물에 도달하는 자외선 조사 강도 (mW/cm2)

·t: 자외선 조사 시간 (sec)

비록 자외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 살균효과를 (공식 2)

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나, 자외선이 물에 도달할 

때 그리고 물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자외선 굴절, 간섭, 

및 분산 효과에 따라 실질적인 실험 수행 시 상이한 결

표 1. 미생물 살균에 요구되는 자외선 조사량 (Hijnen, Beerendonk, & 

Medema, 2006)

미생물

요구 조사량(mJ/cm2)

1 log/mL 

감소

2 log/mL 

감소

4 log/mL 

감소

E. coli 5 9 18

E. coli O157 5 9 19

Salmonella spp. 6 12 51

Clostridium perfringens 45 95 N.A.

Bacillus subtilis spores 56 111 222

Streptococcus faecalis 9 16 30

Campylobacter jejuni 3 7 14

Shigella dysenteriae 3 5 11

Vibrio cholerae 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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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의 수가 증가할 경우 미생물 입자에 의한 자외선 간섭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

질적인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자외선 살균공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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