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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첨단식품공학을 이용한 우주식품개발과 미래식품체계 구축을 한 연구 황 분석 

보고서

II. 연구사업의 필요성

우주공간과 같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품질은 그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들

의 건강을 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과 우주실용품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시기

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시 를 맞이하여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에게 보다 좋

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하여 국가 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순차

인 우주식품개발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주임무의 특성  기간에 따라 수개

월 내에 완료되는 우주임무에는 단기 장 우주식품, 수년 동안 지속되는 우주임무

에는 장기임무 식품시스템 그리고 우주기지 건설 후 지속 인 임무수행에서 요구되

는 정착기지 식품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 이용되고 

있는 식품가공기술, 장보존기술,  포장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형 단기 장우주식

품을 개발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한국 우주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며, 향후 본격 인 우주개발시 를 맞이하여 장기 우주여행  우주기지용 미

래우주식품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III. 우주식품연구개발 황 

우주식품은 모두 지상에서 만들어지며 메뉴는 탑승 우주인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 우주인들이 우주임무 수행시 필요한 비타민  필수 양소 권장섭취량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에 맞춰 식단이 만들어진다. 칼로리 요구

량은 기 에 지소비량(Basal Energy Expenditure, BEE)에 한 공식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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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식단은 매 7일 는 8일 마다 반복되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식품을 가

져갈 수도 있다. 우주식품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Johnson Space Center의 우주식

품연구소의 식품과학자, 양학자, 그리고 식품공학자들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있

다. 우주식품은 최종 으로 우주선에 선 되기 까지 양학  분석, 능평가, 

장성 실험, 포장재 평가 등 많은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 우주식품의 포장재는 일회

용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용기세척의 번거로움을 제거하 다. 일반 으로 우주식품

은 건조, 열 가공, 방사선조사, 수분활성도 감소, pH 조 ,  특수 포장법 등을 이

용하여 가공된다.  

IV. 미래우주식품의 연구개발

가까운 미래에는 3 가지 유형의 우주식품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지구에서 

화성까지 약 180일 정도의 편도여행시간이 소요되는 화성왕복우주선의 우주식품이

다. 이 시스템에서는 제1차 식품시스템은 포장식품이며, 샐러드와 같은 최소가공식

품은 우주선 내에서 재배되어 공 되며, 물은 유일한 이용자원이다. 둘째, 화성표면

착륙기지용 우주식품이다. 략 600일 가량 정착하게 되며, 야채류 이상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재배공간이 필요하며, 재배된 식품들이 제1차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화성 기지용 우주식품으로서 임무시 략 600일 가량 정착하며, 화

성기지는 10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임무는 거의 90 % 이상의 식품을 재

배식물에서 얻게 된다. 한 장기우주임무에는 이러한 미래우주식품 시스템 이외에

도 ALS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기와 물을 재순환하여 사용하며, 곡류를 생산하여 

장가능한 형태의 식품으로 가공하고, 고형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것 등이 첨단생명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이다. 첨단식품시스템은 안 해야 하며, 양학 , 정신학 , 

그리고 우주인들의 기호도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우주여행  탐험 임무에 이용

될 3-5년의 장기간을 가진 별도의 특수포장식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재배된 곡류

를 원료와 제품으로 가공시킬 장치나 기계 등을 고안, 제조,  유지하여야 한다.  

V. 연구사업의 추진 략 

첨단식품시스템의 기술은 안 , 양,  만족도 등 식품 시스템에 있어서 필

수 인 특성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탐험 임무는 어도 2, 3년 정도의 기

간이 소요되며, 우주식품에 있어서 꼭 풀어야할 과제는 3-5년의 보존기간을 가지는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식품 시스템에 있어서 그 용인도 는 만족도는 장기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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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서는 매우 요한데, 만족도가 높은 식품은 장기우주임에서의 스트 스를 해

소시켜주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최종 인 첨단식품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앞

서 식품포장, 식품보존,  재배후 가공 분야의 기술을 통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

다. 한 첨단식품시스템에서는 매우 요한 기술이 다른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역

효과를 가져오거나 그 반 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첨단식품시스템 기

술간의 통합은 물론 고체폐기물처리, 공기재생, 식수재생, 열발생, 생물자원생산, 정

착설비 등의 다른 생명지원시스템과의 통합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VI. 기 효과

기존의 식품가공/보존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방사선 조사기술과 병용하

여 보다 안 하고 품질이 뛰어난 식품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우주식품 

가공/보존기술의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나라의 국제  상 제고에 이

바지하게 되며, 개발된 우주식품은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군 투식량 

 비상/특수목  식량으로 이용가능하다. 조리, 포장, 선량 조사의 병용처리로 

생 , 능  품질이 우수한 특수식품 개발도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

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

다. 21세기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왕복선은 물론 우주정착기지에서의 

첨단식품시스템  인간생명지원시스템의 개발로 미래의 우주시 를 선도할 수 있

는 역량 강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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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I. Project Title

An art report to analyze research statu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food 

development and future food system using the advanced food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quality of food for the astronaut accomplishing the mission in the 

sp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ters, and it is time to study and develop 

Korean spacefood and utilities for the Korean astronaut in the space. Therefore, 

in the beginning of the space exploration er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long-term plan and study and develop Korean spacefood in order to 

provide  food with better quality for the astronaut accomplishing the space 

mis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and duration of the mission, spacefood 

for the short-term mission accomplished in several months, long-term mission 

lasting for several years, and continuous mission at planet base should be 

studied. For these reasons, using current food processing, preservation, and 

packaging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Korean spacefood, provide 

Korean astronaut studying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study the 

future spacefood systems used for the long-term space voyage and planet 

habitat base in the era of space exploration. 

III.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Spacefood

Spacefood is prepared here on Earth and diets are designed to supply each 

astronaut with all the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RDA) of vitamins and 

minerals necessary to perform in the space. Caloric requirements ar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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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mular for basal energy expenditure(BEE). 

The spacefood menu repeats after 7 or 8 days and items may be substituted to 

accomodate individual tastes. Spacefood is studied and developed by food 

scientists, nutritionist, and food technologists at Johnson Space Center at 

Houston, Texas. Spacefood is analyzed through nutritional analysis, sensory 

evaluation, storage studies, packaging evaluations, and many other methods 

before its final shipment on the space shuttle. Disposable packaging material is 

used for spacefood packaging in order to omit the complicated washing step. In 

general, spacefood is processed by using drying, heat treatment, water activity 

reduction, pH control, and specific packaging method.

IV.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ture Spacefood

In the near future, 3 types of spacefood will be required. The first type of 

spacefood is for mars transit vehicle and it will take 180 days to transit from 

Earth to Mars each way. The primary food system will be prepackaged food, 

minimally processed food items such as salad crops may be grown chamber, 

and water is probably the only resource that might be desired. The second type 

of spacefood is for Mars surface habitat lander and the space crew will stay for 

approximately 600 days per mission. A plant chamber would be needed and 

would be responsible for growing more than just garden crops, and grown food  

would be the primary diet. The last type of spacefood is for evolved Mars base 

and the space crew will stay for approximately 600 days per mission. The Mars 

base may be fully functional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is mission relies on 

plants nearly 90 % of diet. In addition to future spacefood system Advanced 

Life Support system will be required for long duration human space missions. 

Recycling of air and water, crop production and processing into storable items 

or food, and soil waste processing are key elements of an ALS. Advanced food 

system should be safe and satisfy the nutritional, psychological and acceptability 

needs of the crew. Also, advanced food system should develop a separate 

packaged stored food system with a shelf life of 3-5 years that can be used for 

transit and exploration missions, and design, build and maintain foo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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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for converting raw crops to edible ingredients.   

V. Strategy to Promote the Project 

Each technology developed for the advanced food system must provide the 

required attribute to the food system, including safety, nutrition, and 

acceptability. It is anticipated that the duration of the exploration class missions 

can be at least 2, 3 years, an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se missions 

will be to provide acceptable food with a shelf-life of 3-5 years. The 

acceptability of the food system is of much higher importance in a long duration 

space mission. Highly acceptable foods can play a primary role in reducing the 

stress of prolonged space missions. Food packaging, food preservation, 

post-harvest processing must be integrated to obtain a true assessment of a 

technology prior to developing the final advanced food system. It is possible that 

a technology that ranks ve교 high within the advanced food system may 

adversely affect the other systems such that it is unacceptable technology for 

use in a long duration space mission.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integration 

within the advanced food system, integration must also be considered between 

each of the other life support system, including solid waste management, air 

revitalization, water recovery, thermal, biomass production, habitability and so 

on. 

VI. Expected Influences

It is possible th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ood processing/preservation 

technology could be solved by combining with radiation technology, and safe 

food with higher quality could be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spacefood 

process/preservation technology and its ripple effect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nation's international phase, and the developed spacefood 

will potentially be used for combat ration and emergency/special food like the U. 

S. A. It is possible to develop the hygienic special food with high organole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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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using the combined treatment of cooking, packaging, and low-dose 

irradiation and to use for the development of convenient food and sterilized food 

with extended shelf-life using high-dose irradiation. In the 21th century of space 

exploration era,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food system and life support 

system in the Mars space base as well as the space shuttle will strengthen the 

capability to precede the future space explor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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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사업의 필요성

 1. 연구사업의 경제·사회·기술  요성

1998년 11월 20일 러시아의 로톤(Proton) 로켓으로 자라야(Zaraya) 모듈

을 발사함으로서 시작된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로

젝트는 러시아와 미국을 심으로 재 유럽연합  ESA 11개 국가와 일본, 캐나

다, 라질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심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될 과학 탑재체 지원모듈을 개발  제작을 통한 

ISS 로젝트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경

우 우리나라는 향후 ISS 외부 탑재모듈의 사용이 가능하며 ISS를 이용한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가 상되며, 연소과학, 기   유체물리, 재료과학, 생물학/의

학, 지구/우주과학 등 많은 분야의 실험연구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외에도 달

이나 타 행성 탐사활동 등에 우리나라 과학자를 탑승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2010

년 경 후보자들  3-5인의 우주인을 선발하고 2015년까지 양성시킬 계획이다. 

우주공간과 같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

의 품질은 그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

인들의 건강을 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과 우주실용품의 연구・개발이 요구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시 를 맞이하여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

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하여 국가 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순차 인 우주식품개발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주식품을 우주임무

의 특성  기간에 따라 수개월 내에 완료되는 우주임무에는 단기 장 우주식품, 

수년 동안 지속되는 우주임무에는 장기임무 식품시스템 그리고 우주기지 건설 후 

지속 인 임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정착기지 식품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재 이용되고 있는 식품가공기술, 장보존기술,  포장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형 단기 장우주식품을 개발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수행

할 한국 우주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본격 인 우주개발시 를 맞이

하여 장기 우주여행  우주기지용 미래우주식품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미국 NASA에서는 우주식품의 주요 보존기술의 하나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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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오고 있으며, 우주임무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특수용품은 물론 일반 인 

생활용품의 안 멸균처리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원자력 기

술의 평화  이용분야로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들 제품의 생화와 안 장/유통, 

가공제품의 안 성 향상, 제조공정 개선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집약

 분야의 하나로 국내․외 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우주식품  실용품의 

연구개발 등에서도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크게 확 될 망이나 국내에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실히 요구되는 시 이다.

가. 기술  측면

21세기 우주화 시 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인 우주선개발은 물

론 국제 우주정거장 개발사업 참여 등 우주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이 섭취하고 사용하게 될 식

품  용품 등의 안  공 체계 구축은 성공 인 우주개발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 식품에 기인하는 질병, 그 로서 재 문제시되고 있는 장균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등에 의한 식 독 등의 오염유기체에 의한 

해성은 우주공간에서 활동하는 우주인에게는 치명 인 장해요인으로 발 할 수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우주선 개발 창기에 안 한 식품 공 의 

요성을 깨달아 최근 식품산업분야에서 필수  생 리시스템인 해요소

리기 (HACCP; 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을 개발하여 완 무

결한 식품 생산을 한 토 를 마련하 다. 최근에는 이온화 에 지 기술을 이용

하여 우주식품의 생화와 장기보존을 실용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인  연구인력을 한 안

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안 공 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식품은 무 력상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취식이 용이한 형태로 개

발되어야 하며, 양의 불균형 상태가 쉽게 발생하므로 양분의 섭취가 쉽고 특

히 칼슘 등의 양소 등이 많이 함유된 메뉴를 개발하여야 한다.   

  

나. 경제·산업  측면

제한된 우주공간에서 활동하는 우주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오염유기체도 



- 3 -

치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완 무결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안 공 은 성

공 인 임무수행에서 필수 이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우주인은 원만한 임무 수

행이 힘들게 되며, 최악의 경우 임무를 포기해야하는 극한 상황을 래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 천문학 인  손실은 물론 많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다.    

1960년  미국 NASA에서는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하게 될 우주식품

의 개발을 해 HACCP이라고 하는 엄격한 식품생산기 체계를 확립하 고 이는 

식품산업을 진일보 시킨 획기 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 무한 한국식 

우주식품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통 발효 식품과 같은 여러 가지 식품의 식품생

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은 우

주인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활동성  임무지속능력과 심리  안정감을 부여하며 

인체생리학 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개발

은 련 산업을 한층 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사회·문화  측면

우주식품의 공 에서 생  안 공 체계의 구축은 우주 연구 인력의 건

강보호와 사기진작 등을 해 기본 인 요소이다. 첨단 장비와 최신 우주시설의 

운 도 결국은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며, 제한되고 특수한 무 력 공간에서 생활

은 지상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많은 에 지가 필요하며 양의 섭취도 원활히 

이 지지 않아 심각한 양의 불균형을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우주식품의 문제 을 검토하여 재의 문제 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미국  러시아 등의 우주개발 선진국 등은 우주식품 등의 안  공   

개발을 오래 부터 연구해오고 있으며 많은 실용화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다. 최

근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국은 물론 후발 주자  하나인 일본도 그들 나

름 로의 ‘우주라면’이라는 우주식품을 개발하 으나, 아직 우주식품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시작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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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 상태의 취약성 

재 우주식품의 개발  안 공 에 한 연구는  이 지지 않고 있

으며, 향후 국제 인 우주시 를 비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우주식품

의 경우 탈수  건조 등의 가공으로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주선의 연료 

약에 필수 이며, 그에 따른 식품의 이화학  특성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우주식품을 개발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 군 투식량 등의 특수식량 생산제조 기술을 응용하여 한국형 우주식

품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장성 문제와 우주식품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해 동결건조 는 건조된 식자재의 이용이 요구된다. 우주식품의 특성상 취식

이 간편하고, 온도  환경조건에 한 품질 안정성을 고려되어야 하므로 통

인 식품보존방법과 함께 방사선 조사 기술을 병용하면 식품의 장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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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주식품의 연구개발 

 1   우주식품

 1. 우주식품 연구개발사

머큐리(Mercury) 우주선의 우주인들은 한입크기로 만들어진 음식조각, 냉동

건조 분말가루, 알루미늄 튜 에 포장된 유동식 등을 섭취하 으며, 냉동건조식품

은 물을 첨가하여 원래상태로 만들어 섭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작은 음식 부

스러기들이 요한 기계들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

주식품은 맛이 없었으며, 튜 를 짜서 먹는 기 우주식품은 우주인들이 선호하

지 않았다. 

제미나이(Gemini) 우주선에서의 우주식품은 다소 개선되어 음식조각은 젤

라틴으로 코 되어졌으며 냉동건조식품은 특수 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물을 첨

가하여 섭취하기가 용이하도록 하 다. 포장재의 개선으로 보다 나은 종류의 음

식들을 제공하 으며, 새우 칵테일, 야채와 닭고기, 버터스카치 푸딩, 사과 소스 

등의 식품이 제공되었다.

아폴로(Apollo) 우주선 시 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냉동건조식품을 섭취

할 수 있었으며, 라스틱 용기와 함께 숟가락 등의 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 가열처리가 가능한 우치도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

유인우주실험실(Skylab)에서는 우주선에서와는 달리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발을 공간 바닥에 지지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하며, 칼, 숟가락, 포크, 

 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  풍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냉장고  

냉동고가 있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2. 우주왕복선에서의 우주식품

음식은 모두 지상에서 만들어지며 메뉴는 탑승 우주인에 의해 선택되어진

다. 우주인들이 우주임무 수행시 필요한 비타민  필수 양소 권장섭취량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에 맞춰 식단이 만들어지며, 칼로리 요

구량은 기 에 지소비량(Basal Energy Expenditure, BEE)에 한 공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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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여성 우주인의 경우, BEE = 655 + (9.6 x W) + (1.7 x H) - (4.7 x 

A)이며, 남자 우주인의 경우 BEE = 66 + (13.7 x W) + (5 x H) - (6.8 x A)이

다. W는 체 (Kg), H는 신장(cm), 그리고 A는 나이다. 

우주왕복선의 우주인들은 그들이 섭취할 식품에 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식단은 매 7일 마다 반복되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식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우주식품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Johnson Space Center의 우주식품

연구소의 식품과학자, 양학자, 그리고 식품공학자들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있

다. 우주식품은 최종 으로 우주선에 선 되기 까지 양학  분석, 능평가, 

장성 실험, 포장재 평가 등 많은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 

우주식품들은 우주선 발사 9개월여 부터 우주인들에 의해 평가되고, 식단

이 만들어지게 되며 5개월 에는 선택되어진 음식 종류들을 양학 인 에

서 다시 분석하게 된다. 우주선 발사 한 달 까지 사  계약된 식품가공업자들

에 의해 만들어져 제공되어지며, 3주 에 로리다에 있는 Kennedy Space 

Center로 운송되어 냉장 보 되어지며, 과채류, 빵 등은 발사 24에서 36시간 에 

우주선에 옮겨 실리게 되며, 색깔이 다른 을 포장용기에 붙여 표시를 한다. 

식 은 우주인의 무릎이나 벽에 부착시키게 되며, 이러한 식 은 포장식품

들을 고정시켜 무 력상태에서 공 에 떠다니는 것을 방지한다. 식품을 비하는 

시간은 최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식사후 식 은 생실(hygiene station)에서 

젖은 물수건으로 세척되어진다. 

우주인 1 명당 2일간 2100 kcal에 해당하는 비식품을 장하여, 기상 악

화 등의 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행이 연장되는 경우를 비하며 여분

의 음료와 스낵도 상비한다.

1982년 2일이었던 우주왕복선의 기임무는 1992년 STS50 임무에서는 14

일로 연장되었으며, 일반 으로 10일 이상의 임무는 장기우주비행(Extended 

Duration Orbiter, EDO) 임무라고 한다.  

우주발사체에서 부피와 무게는 가장 요한 요소이며, 우주식품시스템에서

도 이들 요소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우주인 1인당 1일 허용되는 무게는 

0.45 Kg의 개인용품을 포함하여 1.72 Kg이다. 무 력공간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우주식품은 개별 포장되어 선 되며, 모든 식품은 조리  가공되어 냉장 

보 할 필요가 없이 즉석에서 섭취가 가능하거나 간단히 물을 첨가하거나 가열을 

하여 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신선과채류는 외의 경우로서 신선식품 보 용기

에 보 하며, 냉장보 이 안 된 경우, 당근과 샐러리는 2일 이내에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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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조식품(Rehydratable Food; R) 

건조식품은 일반 인 식품과 음료를 건조한 후, 물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형

태의 식품으로서 식품에서 물을 제거함으로서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필요한 물은 우주왕복선의 연료 지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생산된 물을 이용한다. 식품을 건조하는 방법에는 일반 인 열 건조 외에 동결 

건조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닭고기 수 , 버섯크림 수 , 캐서롤, 새우 칵

테일, 아침식사용 계란요리와 시리얼 등의 식품이 제공된다.

나. 열 가공 식품(Thermostabilized Food, T)  

열 가공처리를 하여 유해한 미생물과 효소를 괴한 식품으로서 알루미늄

이나 이 속 캔, 라스틱 용기, 는 리토르트 우치 등을 이용한 식품들이 

시 되고 있다. 과일이나 참치 등은 통조림 형태로 가공되며, 푸딩은 라스틱 용

기에 담겨져 제공되며, 그 외 부분의 열 가공된 식품들은 리토르트 우치에 

포장되어 제공된다. 식품을 알맞은 용기에 넣어 포장한 후 고압상태에서 열을 처

리하여 멸균시키며, 액상 는 반고형 산성 식품(pH 4.6 이하)의 경우는 고온충진

법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 포장한다. 

다. 반건조 는 간수분 식품(Intermediate Moisture Food, IM) 

반건조 식품은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은 제한하고 식품의 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분을 제공하여 그 자체로 섭취될 수 있는 식품이다. 단순한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거나 설탕이나 소  등을 첨가하여 화학 인 방법

으로 보습하여 미생물이 수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일반 으로 15-3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건조 복숭아, 배, 살구,  육포 등의 식품이 제공된다.

라. 자연 형태의 식품(Natural Form Foods, NF)  

유연성 우치에 포장된 견과류, 쿠키류,  그라놀라 바(granola bar) 등 

더 이상의 가공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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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주왕복선 식품시스템의 식품  음료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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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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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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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주왕복선의 기본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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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 조사 식품(Irradiated Food, I)  

방사선 조사를 하여 장 안정성을 향상시킨 식품으로 재는 쇠고기 스테

이크나 칠면조 고기 등 육류에 한정되어있다. NASA는 이러한 방사선조사 기술

을 이용함에 있어 미국 식품의약안 청(Food and Drig Administration, FDA)로

부터 독 인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사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유발되진 않는 

에 지 수 의 선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조사는 과채류의 숙성  노화 과

정을 지연시키고 부패  병원성미생물을 살균하는데 효과 이다.

 

바. 그 외의 우주식품의 장 안정성 향상 방법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 pH 조 (산도 조 ),  수분활성

도 감소 등의 방법 등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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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에서의 우주식품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식단은 매 8일 마다 반복되며, 다양한 식단이 첨가되

면 늘어날 수도 있다. 재는 미국과 러시아의 식단이 반씩 차지하고 있으나 앞

으로 일본이나 캐나다 등 국제우주정거장 참여국가의 식품들도 포함시킬 계획이

다. 우주식품의 포장재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용기세척의 번거로움을 제

거하 다. 우주정거장에서의 기력은 태양에 지로부터 얻어지며 물은 재순환되

어 사용되게 되므로, 식품에 이용될 물의 이용은 제한되게 되며, 따라서 냉동건조 

식품의 이용은 어들고 상 으로 열처리한 식품의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은 거주용 모듈(Habitation Module, HAB)에서 기

거하게 되며, 식품  생활용품 등은 압축식 보  모듈(Pressurized Logistics 

Module)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90일 마다 공 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인들은 자국의 식단은 물론 상 국의 식단에 해서

도 맛을 보고 섭취한 식품들에 한 평가를 하며,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양학자들은 각 임무별 승무원들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다. 취사 비는 러시아의 

Zvezda 서비스 모듈에서 이 지며, 이식 식탁 에서 식사를 하며 러시아의 식

품들은 식탁에 내장된 온열장치를 이용하고 미국의 식품은 별도의 온열장치를 이

용하고 일종의 어 터를 이용하여 가수(rehydration) 시킨다.         

우주정거장의 식품은 우주왕복선의 식품 시스템과는 한 차이가 있다. 

우주정거장의 력공 은 태양열에 의해 얻어지기 때문에 우주왕복선에서처럼 물

을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부분의 식품은 냉동, 냉장 는 열 가공 

처리된 것이며, 섭취하기 에 물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음료는 부분 건조형태

이며 식품은 자 지나 오 에 넣어 가열 후 섭취하며, 우주정거장 식품시스템

은 일일식단, 비상조난 식품, 그리고 특별 우주선 활동(Extra Vehicular Activity, 

EVA) 식품의 3 가지의 식품체계로 이 져 있다.

가. 일일식단 

식품들은 식사의 보편성, 양소 함유량  우주에서 이용시의 합성 등에 

근거하여 선택된다. 일일식단은 냉동, 냉장,  실온 상태의 식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냉동식품은 채소  후식류 등이고 냉장식품은 신선 과채류, 냉장보

용 식품,  유제품 등이며, 실온식품은 열 가공식품, 멸균 포장제품, NF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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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말 음료 등이다. 일일식단 식품은 일회용으로 상황에 따라 메뉴를 바꾸기

가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90일 우주임무에 필요한 식품들이 우주정거장의 PLM으

로 배달되며, 배달된 식품들은 14일 분량으로 나뉘어 HAB으로 옮겨지고, 우주식

품들은 2주마다 PLM에서 HAB으로 옮겨진다.

나. 비상조난 식품  

비상조난식품시스템은 기계고장 등에 의해 비상작동 조건에서 우주정거장

의 체 우주인들이 22일간 견딜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의 목 은 

최소의 부피와 무게를 가진 식품을 확보하는 것이며, 1인당 2000 cal의 식품을 제

공하며, 비상조난식품은 60 - 85 
o
F의 실온에서 장되므로 반드시 장 안정성

이 뛰어나야 하며, 최소 2년의 보존기간을 확보해야한다.

다. 특별 우주선 활동(EVA) 식품  

EVA 식품은 8시간의 EVA 활동에 필요한 500 cal의 식품과 38 oz의 물로 

구성되며, EVA용 물과 식품 용기는 HAB의 조리시설에서 세척된 후 다시 채워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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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주정거장 식품시스템의 식품  음료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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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식품 포장기술

재 NASA는 우주의 무 력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하기 해서 연장된 보

존기간과 우주식품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포장방법과 포장재를 보유

하고 있다. 우주식품의 보조기간은 주로 포장기술에 달려있으며, 우주 왕복선 식

품 시스템에서의 모든 식품은 최소 9개월간 실온상태에서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

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식품은 1년간 안 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건조식품  한입 크기로 섭취하는 식품(bite-size food)은 

차단특성을 향상시키기 해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트 포장과 진공포장을 하여 

보존기간을 연장시킨다. 우주의 행성 등에 건설되어지는 우주기지 시스템에서의 

식품의 보존기간은 계획된 임무기간에 따라 최소 5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건조식품과 한입-크기식품을 한 포장방법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에서의 식품은 부분 동결건조되어 

건조식품용 포장용기로 포장된다. NASA는 재 이러한 건조식품  한입-크기

식품을 포장하기 해 Bayer Corporation사의 계열사인 Wolff Walsrode(Illinois

주 Burr Ridge)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Combitherm® Paxx라는 포장재를 사용하

고 있다.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의 식품에 이용되는 이 포장재는 

nylon/ethylene vinyl alcohol/polyethylene tie layer/low density polyethylene의 5

가지 재질의 포장재를 압출성형하여 제조된다.

한입-크기식품의 포장재는 3 측면이 해진 상태로 제조회사로부터 공 되

며, NASA는 이 포장재에 식품을 넣어 한다. 건조식품  한입-크기식품은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법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데, 포장  질소가스로 

3회 충진한 후 진공포장하게 된다. 진공포장의 강도가 세면 일부 식품의 조직질

감 등에 향을 주므로 진공포장의 강도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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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식품의 포장은 컵과 뚜껑의 형태로 공 되어지는데 이러한 포장용기는 

폐기할 때 압착이 용이하여 부피를 여  수 있는 유연성 소재로 만들어진다.

압출성형 라미네이트 포장 필름을 주형을 이용하여 열 성형하여 유연성 컵

으로 만드는데, 열 성형과정은 포장필름으로 컵을 만들 때 얇게 늘어나기 때문에 

필름 원래의 차단특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일종의 건조식품 포장용기 폐방법으로 septum adapter가 이용되는데, 이 

장치는 유연성 포장재에 삽입되는 주형 제작된 장치로서 이 장치에 실리콘 고무

로 만들어진 마개(septa)가 삽입된다. septa는 건조식품에 물을 주입할 때 조리용 

바늘이 들어 갈수 있는 한 통로를 제공한다.   

 2. 음료수의 포장

NASA의 음료수는 Capri Sun® 포장을 약간 변형한 형태의 알루미늄 호일 

포장재를 이용하며, NASA의 포장재는 상업 으로 시 되는 포장재보다 뛰어난 

보존기간을 요구한다. 건조분말음료를 포장용기에 넣고 질소가스로 3회 이상 충

한 후 고무 septum을 삽입하여 음료수 포장용기를 한다. 

건조식품의 포장  호일 라미네이트와 연결된 septum adapter

한입-크기식품과 건조식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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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외의 포장 방법

열 가공된 식품이나 감마선 조사된 식품의 경우에는 리토르트 우치형 포

장법이 일반 으로 사용됨. 이러한 포장법은 재 미 육군 투식량의 한 형태인 

Meals-Ready-to Eat 로그램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상업용 라스틱 푸딩 소량 용기, 상업용 원 터치 알루미늄 통조림, 그리고 토마

토 첩이나 겨자 소스 등을 넣은 소형 우치 등이 국제우주정거장과 왕복우주

선 시스템의 식품에 이용된다.

 4. 포장무게

우주왕복선에서의 1인당 1일 식품포장 허용무게는 약 0.23 Kg이며, 국제우

주정거장에서는 이  포장필름 사용과 부가 인 내열성 포장필름의 사용으로 인

해 식품포장재의 무게는 다소 증가하게 된다.   

 

MRE 포장, 푸딩용 라스틱용기, 원터치 통조림 캔

알루미늄 호일로 제조된 건조음료제품 포장



- 21 -

 5. 우주식품포장의 사례연구-계란

동결건조 계란요리는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에서 일반 인 

아침식사  하나이며, 조리시 계란요리가 보다 쉽게 수분을 흡수하게 하기 해 

동결건조를 2회 실시한다(동결건조 -> 수분 흡수 -> 동결건조). 모든 동결건조식

품들처럼 계란요리도 속통조림이나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되어 40 
o
F에서 약 2

년 이상 장될 수 있으나, 동결건조 계란요리는 무 잘 부스러져 무 력상태에

서 섭취하기가 쉽지 않은 단 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식품포장방법보다는 동

결건조에 의한 식품가공법에 의한 것이다.

   

3   우주비행에서의 인간과 양

충분한 열량,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섭취는 우주인에게는 매우 요하나 

우주공간에서의 식단은 지상과는 달리 많이 제한되므로 한 식단을 마련해서 

우주인들로 하여  필요한 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우주인은 우주공간에서 구수가 지상에서 보다 어 다소 은 량의 철분이 

필요하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철분은 구로 보내지며, 철분이 체내에 축 되면 

건강 이상을 래하게 된다.

나트륨(Sodium)과 비타민 D는 에 향을 미치는데 과다한 나트륨의 섭

취는 를 약화시킨다. 비타민 D는 태양 선에 노출함으로서 얻어지는데 우주선

에서는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기 해 태양 선도 차단하므로 

우주인들에게는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하다. 

인간의 신체가 무 력 상태에 응하면서 많은 생리학  변화들이 발생하

게 되는데, 와 근육의 약화, 심장과  그리고 액  체액 등에서의 변화가 

생긴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에게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무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요하다. 임무 ・후 그리

고 임무 에 양상태를 액  뇨검사를 통해 검사・분석하여 우주인들의 

양 흡수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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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래우주식품

1   첨단 식품공학 (Advanced Food Technology)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첨단인간지원공학 (Advanced Human Support Technology; AHST) 로그램은 

인류가 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안 하고 효과 으로 일할 수 있는 첨단의 기술 

 차세  시스템을 제공하기 한 연구와 기술을 개발한다. 이러한 AHST의 

program들  하나가 바로 첨단생명지원 (Advanced Life Support; ALS) 로그

램이다. ALS의 목 은 NASA가 계획 인 장기우주여행을 지원하기 해 재생

산이 가능한 생명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우주여행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물자보 이 불가능하여 자 자족 시스템

이 개발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공간에서 공기와 물이 재활용

되고, 고형 폐기물들로부터 자원을 얻어내고, 식물들을 재배, 가공하여 양가 있

고 맛있는 식품으로 만들기 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ALS는 임무에 필요한 특수

조건에 따라 이화학  생물학 인 조성성분들에 한 하나의 조합이 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 이용되는 식품시스템은 주로 포장식품과 아주 제한 인 조건

에서 생산되어져 공 되는 야채류가 될 것이다. 달 는 행성기지에서의 식품 시

스템은 포장식품과 기지에서 재배한 작물로 가공한 재료들이 될 것이며, 식품가

공  식품조리 등이 이러한 우주기지 식품시스템에 포함된다. 우주 첨단식품시

스템을 개발하기 해서 재 지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식품포장, 식품보존,  식

품가공기술들이 검증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술들의 유용성 등이 평가되어져야

만 한다. 첨단식품시스템에서는 질량, 부피, 수분, 그리고 공기 오염 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포장재도 첨단식품시스템에서 매우 요한 사

항이다. 일반 식품산업에서는 품질  장성은 좋지만 비싼 포장재는 은 이윤

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지만, 그 포장재가 식품을 보존하는데 더욱 효과 이거나 

무게를 히 감소시켜 다면, 우주첨단식품시스템에서는 극 활용되어질 것이

다.

성공 인 장기우주임무를 해서는 승무원들의 건강과 복리가 확보되어져

야 한다. 첨단식품시스템은 우주인의 생존에 필요한 양을 공 해 뿐 아니라 

익숙지 않고 부 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의 복리 등을 증진시켜주고자 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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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무원들의 양상태나 복리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승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 하고, 양가가 높으며, 품질

이 좋은 식품시스템은 우주임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이다. 

장기간의 임무와 지구에서부터의 거리 등의 문제로 필요물품을 재공  받

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첨단식품시스템이 개발될 때, 장기간이 연

장된 식품과 작물을 양가 있고 품질이 좋은 식품재료로 가공하는 공정 등이 고

려되어져야 한다. 첨단식품시스템은 다른 생명지원 로그램과 잘 융합되어져야 

하며 질량, 부피, 수분,  에 지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 첨단식품시

스템은 재순환되어 사용되는 물과 공기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개발되어져야만 

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다음 3가지 유형의 우주임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화성왕복우주선: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편도여행시간은 약 180일 정도가 소

요된다. 제1차 식품시스템은 포장식품이며, 샐러드와 같은 최소가공식품은 우주선 

내에서 재배되어 공 되며, 물은 유일한 이용자원이다. 첨단식품공학 필요수 : 

3-5년간의 장기간을 가진 안 하고 훌륭하며, 정확한 양섭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식품. 안 하고 양가 있는 샐러드의 공 에 필요한 재배 후 가공처

리기술 필요. 

둘째, 화성표면착륙기지: 임무시 략 600일 가량 정착하게 되며, 야채류 

이상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재배공간이 필요하며, 재배된 식품들이 제1차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첨단식품공학 필요수 : 3-5년간의 장기간을 가진 

안 하고 훌륭하며, 정확한 양섭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식품. 안 하고 양

가 있는 샐러드  가공 곡류식품의 공 에 필요한 재배 후 가공처리기술 필

요. 

셋째, 화성 기지: 임무시 략 600일 가량 정착하며, 화성기지는 10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임무는 거의 90 % 이상의 식품을 재배식물에서 얻게 

된다. 첨단식품공학 필요수 : 3-5년간의 장기간을 가진 안 하고 훌륭하며, 

정확한 양섭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식품. 안 하고 양가 있는 샐러드  

가공 곡류식품의 공 에 필요한 재배 후 가공처리기술 필요. 가공원료를 보존

하기 한 식품보존기술이 필요함. 

한 장기우주임무에는 이러한 미래우주식품 시스템 이외에도 ALS 시스템

이 필요하다. 공기와 물을 재순환하여 사용하며, 곡류를 생산하여 장가능한 형

태의 식품으로 가공하고, 고형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것 등이 첨단생명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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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기능이다.    

첨단식품시스템은 안 해야 하며, 양학 , 정신학 , 그리고 우주인들의 

기호도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우주여행  탐험 임무에 이용될 3-5년의 장

기간을 가진 별도의 특수포장식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재배된 곡류를 원료와 제

품으로 가공시킬 장치나 기계 등을 고안, 제조,  유지하여야 한다.  

 1. 식품포장기술 (Food Packaging)

식품포장기술은 식품을 부패와 화학  변화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포

장재는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 잘 유지되어 부패성 생물들

이 식품을 오염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한 포장지 내의 식품은 어떠한 화학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달이나 행성과 같은 

우주기지에서 식품포장재를 생산한다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우며, 포장재 내에 

식품을 안 하게 시킬 수 있는 장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탁상용 진공포장기

는 high barrier, ultra high barrier,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등 여러 가

지 포장에 이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규격의 포장기가 유용하다; 량, 94 kg; 

부피, 0.64 x 0.51 x 0.46 m = 0.15 m
3
; 사용 압, 120 Volt/13 amp; 물이나 화학

물질은 사용하지 않음; 최소한의 cleanup; 평균 10년의 사용기간 등. 열 기는 

기 impulse를 이용한 기로서 휴 용이나 진공처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한 다목  용도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를 청소하고 살균처리 하기 한 

방법 생설비 시설도 필요하다. 잠재 으로 이용 가능한 포장기술들은 차단 용

기에 한 Cold plasma SiOx (Silicon Oxide) 침 법, 항균 필름  포장, 능동  

MAP (Gas 주입식) 기술, 무균포장기술, Edible film이나 생분해성 film, 폐기물을 

이용한 포장재, 일회용 철제 캔, 압착식 튜  용기 등이 있다. 차단 용기에 한 

Cold plasma SiOx (Silicon Oxide) 침 법은 한층의 유리가 polymer 기질에 침

되어 차단 특성을 향상시킨다. 부수어지기 쉬운 단 이 있으며, Tetra Pak이나 

Toppan 같은 제품이 있다. 능동  MAP (Gas 주입식) 기술은 압축 gas를 사용

함으로서 승무원의 안 이나 무게 등의 문제가 있으며, 무균포장기술은 hydrogen 

peroxide나 다른 살균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포장식품에는 

합한 기술이나 우주기지에서의 사용은 합하지 않다. 살균처리 된 우치나 

컵을 사용할 수 있다. Edible film이나 생분해성 film의 경우는 3-5년 정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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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존을 한 식품포장에는 부 합하며, 곡류와 가공처리된 원료 등의 단기보

에 이용 가능하다. 

가. Retort Pouch 

고온에서 가공처리되는 식품의 포장에 이용되며, 신축성있는 기본 포장재에 

polyester나 nylon 등의 외부 보호 필름, 기본 산소/수분/미생물 barrier로서의 알

루미늄 호일, 그리고 내부 제인 polypropylene 등으로 라미네이트 시킨다. 산

소  수증기 투과는 효과 으로 차단된다. 포장재가 식품의 향미성분을 선택

으로 흡수하는 경우, 능  품질을 하시킬 수 있다. Maillard 갈색반응  지

질산화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며 3-5년 정도의 식품 장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군 투식품, Meals-Ready-to-Eat (MRE) 로그램은 물론 이미 우주왕복선과 

국제 우주정거장 식품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다.

나. 간 장기간 식품을 한 고 차단성 포장재 

알루미늄 호일을 포함하지 않은 포장재로서 Form-Fill-Seal 포장시스템에 

이용되어진다. 이 포장기술은 고온에서 온 충진식품까지 범 하게 (-20 
o
F - 

212 
o
F) 이용되고 있으며, 자 지를 이용할 수 있다. 산소와 수분 투과에 한 

높은 차단 특성은 향미 보존에 효과 이며 기계  강도  내부식성이 뛰어나다. 

이 포장재는 1기압, 75 % 상 습도, 68 
o
F에서 산소에 민감한 식품을 12 내지 15

개월 정도 장할 수 있다. 낮은 장온도(0 
o
F)와 낮은 산소분압이 유지 될 경

우, 식품을 보다 오래 (3-5년) 장할 수 있다. 이 포장재는 식품을 고온가공처리 

후 냉각  냉동온도에서 장을 하는 경우 폭넓게 이용된다. 산성 intermediate 

moisture 식품, 건조식품,  액상식품 등에 이용되어 질수 있다. 수분활성도가 

낮은 장기 장 식품에서는 하기  질소 등을 주입하거나 scavenging 시스템

을 이용, 포장 내의 headspace에서 산소의 비율을 낮춰 다. 

다.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기술 

이 포장기술은 곡류나 가루 같은 건조식품을 포장하는데 이용된다. 열을 

이용하여 하게 되며, 진공포장도 이용할 수 있다. 장공간을 이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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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나 압축포장장치 등을 장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낮은 수

분투과성을 지닌 열가소성 용기를 이용, 건조식품의 장기 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수분흡수를 방지한다. 

라. 액상 크리스털 포리머 (Liquid Crystal Polymer, LCP) 

LCP는 일반 인 포장용 polymer에 비해 뛰어난 산소/수분 barrier 특성과 

물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 LCP은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량의 LCP와 

LDPE와 PET 등과 같은 다른 polymer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LCP는 고온가공된 

식품, retort 식품, 자 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식품, 는 진공 포장 등에 이용되

며, 뛰어난 산소 차단 특성으로 인해, 용기는 진공포장을 하거나 질소 등의 gas를 

주입 headspace 산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LCP는 필름  반견고성

(semi-rigid) 용기 등의 제작에 이용될 수 있으며, 여러 겹의 라미네이트나 단층

(monolayer)의 포장재로도 쓰이게 되며, 재활용을 해서는 단층의 포장재 사용

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마. 신선야채의 수동  MAP 

MAP은 과일  야채의 보조기간을 연장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우주기지

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포장공기의 수동  조 은 정해진 장온도(32-40 
o
F)에

서의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포장재의 수증기투과율 등의 조 계에 기 로 

한다. 포장공기조성에 조 함으로서 호흡률을 감소시켜 샐러드의 장기간을 연

장시킨다. 기  조건이나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투과율이 좋지 않은 필름은 배제해야 한다. 이에 비해 능동 MAP는 압축 

gas를 사용, 식품포장에 gas를 주입하는데, 우주기지에서는 압축 gas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 MAP의 이용은 배제되고 있다. MAP은 장기간을 

효과 으로 연장시키기 해서 식품의 냉장 장이 필요하다. 이 포장기술은 재 

식품 매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잉여의 gas를 포장식품으로부터 제거

한 후 특수포장으로 작물의 호흡률을 감소시켜 장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수동 

MAP은 40 
o
F의 장온도에서 약 2주간의 장기간을 보장한다. 수동 MAP이 이

용되지 않을 경우 Zip Lock bag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동 MAP이 이용되는 경

우, 샐러드의 장기간은 야채류 생산 재배  가공과정에 달려 있다.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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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물리  상해의 최소화, 엄격한 생습 , 재배 후 냉장보  등의 조치가 식품

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 산소 제거를 이용한 Ultra-high 산소 차단 필름 

Ultra-high 산소 차단 필름은 포장재 원료로서 산소 제거제를 함유한다. 산

소를 제거하면 식품선도 유지, 장기간 연장, 색 유지 등에 도움을 다. 이 포

장방법은 식품종류에 계없으며, 산소제거 지, 라벨,  코 제 등과 같은 산소

제거제의 체제로 이용되고 있다. Cryovac 필름에서 산소제거는 포장작업 시 필

름이 강한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개시된다. 호일포장과 산소제거제를 함께 

이용하면 겉포장을 일 수 있으며, 호일 라미네이트 산소 차단 retort pouch와 

산소제거포장재를 함께 사용하면 호일로 만든 포장재의 단 이었던 cracking(포

장재가 갈라지는 상)을 방지할 수 있다. 산소제거포장은 retort 가공이 완료된 

후 gas주입 포장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재 고온충진식품에서만 연

구되어 졌으나, 열가공 식품이나 자 지용 식품에서도 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 포장방법은 세 가지 유형의 우주임무수행에 이용될 수 있지만, 포장식품

에 이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방산화에 

민감한 식품에 이용될 수 있다.  

사. Naoncomposites 

Polyer nanocomposite를 이용한 포장을 할 경우 식품을 3-5년 정도 장기 

장할 수 있으며, nanocomposite에 의해 얻어지는 차단 특성과 강도의 증가로 

반 인 식품포장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포장재의 형태와 편리함은 다른 

고차단 라미네이트 필름과 유사하며, 내열성, 자 지 사용가능, 는 고온충진 

가공처리된 식품에 이용될 수 있다. 이 포장재는 폴리머로 이 져 있기 때문에 

소각하기에 용이하며,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어 열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임시

포장용기 등으로 만들어져 이용될 수 있다. 

아. AEGIS nanocomposite 차단 Resins 

Aegis OX 합 nanocomposite, 산소제거 차단 nylon 수지는 다습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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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높은 산소  이산화탄소 barrier 특성을 유지하도록 제조되었으며, 여러 

가지 PET병을 제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Aegis NC는 코 제로 이용되거나 주

형이나 blown film를 제조하기 한 염기수지로 이용하며 Aegis OX와는 달리 산

소제거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Aegis NC 코 은 쥬스 carton 용기의 nylon6을 

체하여 약 3배 정도 향상된 산소 차단 특성, 보다 높은 강도, 그리고 높은 내습성 

등을 제공하며, 육가공품  치즈포장에서 nylon의 체 코 제로 이용된다. 이 

새로운 종류의 수지는 nylon6에 비해 2배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30 내지 50 

% 향상된 인장강도, 굴곡률,  굴곡도를 가지고 보다 얇고, 가볍고, 나은 포장재

를 만들 수 있다. 이 포장물질의 이용은 폴리머 계통의 포장재의 이용을 증가시

킬 것이며, 반견고성 용기에 포장된 고 차단성의 shelf-stable 식품을 한 포장재

로도 고려될 수 있으며 다른 포장재에 비해 부피가 작으며 소각이 용이하다.   

자. Triton nanocomposite 

Triton 나노공학은 작은  모양의 나노구조를 가진 비활성 무기 충진물질을 

첨가하는 것에 기 를 두고 있으며, 이 첨가물들은 쉽게 nyl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ethyl-vinyl alcohol (EVOH) 등과 같은 기본수지와 결합 

반응하게 된다. 화학반응과 가공조건 등을 조 함으로서 이들 나노 충진물들은 

자연스럽게 자가조합(self-assemble)을 형성하여 기질을 구성하게 된다. 기질은 

기존 폴리머의 산소 차단 특성을 향상시켜 호일의 차단 특성에 비교 될 정도로 

우수하다. 수증기 투과율은 naocomposite에 의해 반드시 향상되어질 수는 없다. 

Trition nanocomposite에 한 장기 안정성 평가는 아직 이 지지 않았다. 열가소

성 tray의 장기안정성평가가 재 미 육군의 한 로그램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연구에 의하면, 이 물질은 어도 3년 이상의 장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는 차

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졌으나 재 이 포장재의 식품이용에 한 

FDA 허가는 없다.   

차. 산소 제거제를 함유한 AMCOR PET 

PET의 특정 혼합에 의해 유리나 EVOH보다도 뛰어난 산소 차단 특성을 

가졌다. 재는 이 독 인 PET/산소제거제 혼합에 한 아주 제한 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차단 특성에 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보다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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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벼운 포장용기의 제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카. 냄새 흡착 포장 

gas를 흡수함으로서 냄새를 제거하는 활성포장 시스템은 산소와 ethylene을 

제거한다. 오취를 유발시키는 화합물을 선택 으로 제거하고 식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포장시스템이다. 냄새 흡착 포장재는 PET,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그리고 Polypropylene(PP) 등의 기본 폴리머와 함

께 이용되어질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이 포장재는 1차 포장층을 형성하며, 식품

의 장기 장  발생하게 되는 오취를 제거하는 냄새흡착제를 이용하는 기술이

다. 주요 오취유발물질들은 지질산화와 조리시 발생하는 aldehydes와 ketones 등

이며, 특히 ketones는 고온 살균우유 등에서 발견된다. 오취유발물질 제거에 있

어서 가장 요한 부분은 포장용기의 마개 는 뚜껑부분이며, 부분의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화합물들은 용기의 headspace 부분에 집 되며 포장의 가장 활

성 인 부분을 구성한다. 휘발성화합물들을 제거하기 해 polymeric amines를 

사용하면, ketones나 aldehyde 등의 carbonyl기가 이들 amines와 쉽게 반응, 악취

를 제거 할 수 있다.  

 2. 식품보존기술(Food Preservation)

식품보존기술은 우주식품의 장기산을 연장하는 기술로서, 식품 장기간 

동안에 우주식품이 안 하고, 양가 있으며, 섭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상

은 물론 우주기지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장기간을 장

기간 (3-5년) 연장시켜야 하는 식품보존기술은 약 1주 정도만 과채류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재배후 가공처리(post-harvest processing)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식품보존기술은 지상 는 우주기지에서의 이용면에서 그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을 평가받아야 한다. 첫째, 지상 기반 보존기술로는 retort 

등과 같은 통 인 보존기술이 있으며 3-5년 동안 식품 장이 가능하다(TRL 

9). 식품의 수분을 제거 는 반건조(intermediate moisture)하는 통 인 보존기

술은 포장이나 장기술을 보완하여 식품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한다(TRL 

6). 3-5년 동안 식품 장할 수 있는 재 상용화 인 신기술은 우주 무 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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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이용될 수 있는 포장의 사용이 가능한 식품에 응용될 수 있다(TRL 4). 

한 재 시  인 신기술로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식품 장할 수 있는 기술

로서 새로운 포장법을 고안하여 장기간 연장을 연장한다(TRL 3). 새로 개발된 

신기술서 재 상용화되지 않고 연구개발이 수행 인 기술 등이 있다(TRL 2).   

둘째, 우주기지 기반 식품보존기술은 우주임무에 합할 수 있도록 통

인 보존 기술을 소형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며(TRL 3), 새로 개

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신기술(TRL 2)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통  보존방법 

(1) Retort 가공법 

이 보존기술은 병원성  부패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효소의 작용을 

해함으로서 식품의 장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로 처리된 식

품들은 상업  멸균상태(commercially sterile)이며 완 멸균도 가능하다. 식품은 

통조림 캔, retort pouch, 는 병 등에 담아 정 온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air-overpressure나 water-overpressure로 처리한다. 이 기술을 포장식품에 용

하여 미 육군의 Meals-Ready-to Eat (MRE)를 개발하거나 상업 으로 

heat-and-serve 형태의 식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재 NASA는 이러한 retort 가

공법을 이용하여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용되는 많은 식품을 개발하

고 있다. 우주기지에서는 축소된 형태의 가공장치가 필요하다. 무 력  력 

환경에서는 가열시간/온도에 련하여 retort 가공 시스템이 다시 연구되어져야 

한다. 가공 후 식품에 한 선호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retort 포장 장치  부

품 그리고 포장재의 원활한 공 도 반드시 필요하며 함께 연구되어져야 한다. 

(2) 고온충진  유지 

고온충진  유지기술의 가공온도는 산성(≥ pH 4.6) 식품에서의 포자세

균의 사멸에는 합하지 않아 pH 4.6 이하의 식품에 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식품은 견고성 는 유연성 포장용기에 고온충진되고 180-185 
o
F의 온도에서 유

지된다. 장기간은 1-5년이며, 액상  반고형식품에 합한 가공기술이다. 

(3) 건조(Drying) 

건조가공은 화학반응에 필요한 수분활성도를 감소시켜 미생물 생육, 효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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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화학  반응 등을 지연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건조는 pH 조 , 가

열 살균 등의 처리와 함께 이용되어 장기간을 연장시키는 Hurdle Technology

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장기간을 좀 더 오래 연장하기 해서 high barrier 

film으로 포장하여 수분의 재흡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효율 인 건조가공을 해

서 진공을 이용한 건조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런 에서 우주기지에

서의 건조가공은 보다 효율 일 수 있다.

(4) 동결건조 

냉동건조과정에서는 식품을 냉동시키고 진공상태에서 온도상승을 유발함으

로서 얼음을 기화시키게 된다. 냉동건조는 식품의 세포 구조를 유지하여 식품고

유의 맛과 향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한 포장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냉동건조 

식품은 5-20년의 기간동안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안 하게 유지된다. 실온보

다 높은 온도에서의 장된 식품은 5년 내의 장기간에 맛, 향, 질감 등이 변하

고, 식품의 선호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동 건조식품은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에

서 이용되고 있다.

(5) 삼투에 의한 탈수(osmotic dehydration) 

Osmotic dehydration은 식품을 소 이나 설탕수용액 등의 수분활성도가 낮

은 용액에서 처리함으로서 얻어지며, 삼투압은 식품을 탈수시키고 동시에 습윤물

질이 탈수된 식품에 치되어 들어간다. 칼슘이나 folic acid와 같은 효율증진제 

등이 식품으로 흡수되게 된다. 탈수 가공 후 식품은 15 % 정도 수분과 0.85 이하

의 수분활성도 가지게 된다. Osmotic dehydration는 재 Pasta, 밥, 국수, 빵 

제품  동물성 가공단백질 등의 반건조식품(intermediate moisture food)에 이용

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수분활성도의 감소 이외에도 pH 조 , 열 처리 등의 

가공으로 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막 여과법(Membrane filtration) 

막 여과법은 분자량 분리(Molecular Weight Cutoff, MWCO)에 의해 결정

되는 입자크기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된다; 입자여과(particle filtration, 50-1000 

microns), 미세여과(microfiltration, 0.05-2.0 microns), 미세여과(ultrafiltration, 

0.005-0.15 microns), 나노여과(nanofiltration, 0.005-0.05 microns)  역삼투(0.002 

미만 microns). 미생물  효모 등은 여과에 의해 식품에서 제거되지만 여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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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정기 으로 처리하여 미생물 오염을 방지해야한다. 한 fouling(미생물들

이 자라 뭉쳐진 미세구조)이 형성은 막 여과법의 문제  에 하나이다. 단백질 

농축, 설탕정제, 그리고 정수 등에 이용된다.

나. 새로 연구 개발된 보존기술

(1) 항 열처리(Ohmic Heating) 

Ohmic heating은 최근 개발된 기술로서 액체, 고체, 고체-액체 혼합 식품을 

보다 신속하고 균질하게 가열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식품을 가열시켜 내부 

심으로의 열 도에 가공시간이 오래 걸려 품질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반  열가

공에 비해 ohmic heating은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자 지나 

radiofrequency heating에 비해서도 보다 균질하고 효과 인 가열을 할 수 있다. 

지방  유지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기 도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식품들은 

ohmic heating으로 가공할 수 없다. 설비가 가볍고, 기공 에 의해 작동하며, 

켜고 끄는 것이 용이하여, 우주선에서 식품을 가열하거나 폐기물 등을 멸균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설비가 간단하여 우주기지 등에서도 용되어 우주기지

에서 경작 재배된 작물의 단순가공에 이용될 수 있다.  

(2) 고압처리 

압가공(High pressure Processing, HPP), 고수압가공(High Hydrostatic 

Pressure, HHP), 는 고압가공(Ultra High Pressure)은 100-700 Mpa의 압력

으로 식품을 처리하는 최근 개발된 비가열 가공기술이다. 식품안 과 장기간의 

연장을 한 “cold pasteurization"으로서 식품의 맛, 질감, 그리고 양분에는 손

상을 주지 않고 세포의 기능을 해함으로서 미생물들을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HPP를 이용한 살균은 에 지를 사용하며, 새로운 화학물질들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결합의 분해 의한 것으로, 맛이나 양소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공기함량이 높은 식품 이외에는 조직질감에도 향을 주지 않는다. 재 HPP는 

장안정성이 좋은 고품질 산성식품의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70-95 
o
C의 가열

처리와 함께 가공하면 매우 짧은 가공시간(1- 2분 이내)에 포자세균을 포함한 모

든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다. 이러한 HPP-열 가공처리는 바이러스와 prion까지

도 불활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HPP에서는 가공압력, 가공온도, 수분

활성도, 그리고 pH 등이 요하며 Hurdle technology로서 이용되어 상승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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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다. HPP는 water bindin효과를 높여 gel 형성을 진하고 장기간 

 수분분리를 방지해주며, 고지방식품은 단열효과로 인해 공정의 효율성에 향

을  수 있다. 세포벽에 한 손상은 과채류에 있어서 softening을 유발하여 신

선도를 하시킬 수 있으며, 200-300 Mpa 이상의 HPP가공은 단백질을 변성시켜 

육가공 원료육의 색이나 외형에 향을 미친다.  

(3) 유도열 가공(Induction Heating) 

열 발생원이 식품이나 식품 contact표면에 직  하지 않는 다는 에서 

ohmic heating과 구분될 수 있다. 식품 주변의 열선이 진동 자기장을 발생시

키며, 이 자기장은 식품으로 류를 보내게 됨. 신속히 가열되며 에 지 효율이 

매우 높다.

(4) 동 자장(Pulsed Electric Field, PEF) 

고 압 장 기장은 가열가공을 치할 수 있는 잠재 인 가공법으로 여

겨지고 있다. PEF는 식품내 미생물들을 실온이나 냉장온도에서 매우 짧은 시간

에 살균시킬 수 있다. 짧은 가공시간과 낮은 가공온도로 인해 식품의 신선한 품

질을 유지할 수 있다. PEF는 미생물 세포막 하의 불균형을 래하여 최종 으

로 세포막의 괴를 유발하게 되며, 자장의 강도, 진동수, 진동주기, 진동 형, 

그리고 가공식품의 이온강도와 유 체 강도 등이 살균효과에 향을 미친다. 

재 열가공 처리와 함께 병용되어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비균질성 식품의 경

우는 류의 도율을 해하여 살균효과를 감소시킨다.

(5) 음  

당 20,000 이상 진동하는 음 가 발생시키는 에 지를 사용하는 처리기술

로서 음 는 세포구조와 성분을 괴하여 Cell lysis를 유발한다. 재는 살균보

다는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6) 자외선 

 자외선은 315-400 nm(UVA), 280-315 nm(UVB), 200-280 nm(UVC),  

100-200 nm(진공 UV)의 장을 가진 방사선의 일종으로서 DNA 사과정에서 

인  피리미딘 염기들 간의 crosslinking에 의한 DNA 손상에 의한 살균효과를 

가진다. 식품용기, 식품표면, 액체에 한 자외선 이용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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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과일 표면의 살균에 UVC 이용을 검토 이며, 살균효과를 얻기 해서

는 최소 400 J/m
2
의 선량에 노출되어야 한다.

(7) 선 장(Light Pulse) 

장 살균은 범 한 선 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식품포장재에 한 

살균에 이용되고 있다. 살균작용은 미생물, 주변 환경, 그리고 부착표면 등에 있

어서의 냉각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미생물에 의해 흡수 축 된 에 지는 과

열되어 세포막을 괴시킨다. PVC와 같은 열가소성 포장재에 해 최소한의 열

로 처리하며, 매우 짧은 순간에 살균되며, 자외선 사용에 의한 험요소를 제거하

며, 화학  살균법을 치할 수 있다. 액상식품에 한 살균효과는 에 지를 흡수

하는 식품 표면특성에 따라 다르며, 능  품질에 향을  수 있다.  

(8) 호  방사(Arc discharge) 

고 압 호 방사(Arc Discharge)는 미생물 탁액 표면하의 극을 통한 

빠른 고 압 방 에 의해 액상 식품을 살균하고 효소 등을 해하는 방법이다. 

액체에 고 압이 방사되면 분자는 산소 라디칼이나 산화화합물 등과 같은 독성물

질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 미생물들이 살균됨. 효소활성은 자유 라

디칼이나 산소원자에 의한 산화반응으로 해된다. 이 기술에 의한 해작용은 

식품성분의 분해도 래하여 여러 가지 화학  오염물질들을 생성시킨다.

(9) 진동 자기장(Oscillating Magnetic Fields, OMF) 

OMF는 일정한 진폭을 형성하거나 유동곡선진폭을 축소하여 이용되어지는

데 자기장은 자기코일에 의해 둘러싸여 자기강도가 일정한 곳에서는 균질한 특성

을 보이며, 자기코일에서부터 멀어져 자기강도가 감소되는 곳에서는 비균질한 특

성을 보인다. 이 기술에 의한 미생물의 억제 연구의 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약한 

OMF는 물질 사  세포막 형성에 련된 이온과 단백질 간의 결합을 약화시키

며, DNA 내의 공유결합은 미생물 생육을 해하게 된다.

다. 방사선조사

방사선 조사기술에는 감마선, X-선, 자선 등이 있으며, 조사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유발되진 않는 에 지 수 에서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조사는 과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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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부패  병원성미생물을 살균하는데 효과 이

다. NASA는 이러한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식품의약안 청(Food and 

Drig Administration, FDA)로부터 독 인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은 미 육군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2-5년의 장기간을 가지며, 오취 생성없이 안정 으로 식품을 장하기 해서 

냉동 장해야 한다. 재 NASA에서는 육가공품에만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한 식품에 이용될 수 있다. 한 미래 첨단식품시스템에서

도 지상에서 제조되어 포장된 식품이 가장 요한 기본식품군이므로 최소 5년 이

상의 보존기간을 가진 포장식품을 개발하기 해서 건조, 열가공, 냉장, 냉동 등

의 통 인 보존방법과 함께 이 방사선조사 기술을 병용하면 매우 효과 일 것

으로 사료된다.

  

(1)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살균의 구분

식품의 방사선 조사가 기존의 살균 기술에 비하여 식품고유의 특성변화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조사선량, 식품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품질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제어하고자하는 상 

미생물, 제어 수 , 식품의 특성 등에 따라 조사선량을 조 하여야 한다. 방사선

에 의한 식품 내 미생물 살균은 그 목 에 따라 ① 방사선 완 살균

(Radappertization), ② 방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③ 방사선 부분

살균(Radurization)으로 구분한다.  

 

(2)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은 세포 구성성분에 한 직 인 작용과 함께 방

사선에 의한 분해산물이 표 에 향을 주는 간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

으로 방사선에 한 가장 직 인 표 은 DNA이다. DNA에 한 방사선의 

직 효과는 DNA 분자결합 자체의 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 효과는 DNA

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물분자를 수소분자(H˙), 수산 radical(OH˙), 수용성 자

(es
-
)와 같은 1차 radical로 환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OH˙ 

radical은 DNA 분자의 수화 경계면에서 90% 정도의 손상율을 차지함으로써 미

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한편, 미생물들은 DNA의 손상

에 한 다양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으로 DNA 이 나선의 복구

시스템이 결여된 미생물은 방사선 감수성이 크고 방사선 항성 미생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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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복구능력이 상 으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방사선 조사에 의

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 고유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생존에 향을 

주는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즉, 온도, 기체환경, 수분활성도, pH, 

식품의 화학  성분, 미생물의 생장단계와 같은 외부환경이 미생물 세포의 물

리․화학  특성에 향을 미쳐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표 4. 주요 식품군의 방사선 조사 목   유효선량

주요 식품군 조사선량(kGy) 주요 목   효과

육류, 가 육, 어패류, 채소  

기타 신선식품을 이용한 특수

양식품, 무균식품 등

20-70
상업  완 살균

멸균처리 후 상온 보존 

향신료 8-30
미생물의 유효한 감균  곤충사멸

화학살균 살충의 체

육류, 가 육, 어패류 1-10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부패 방지

딸기 등 과채 1-4 곰팡이의 제거로 보존성 연장

곡류, 과일, 야채 0.1-1 해충의 제거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 등 0.25-0.35 숙성의 지연

돼지고기 0.08-0.15 선모충의 제거

감자, 양 , 마늘 0.05-0.15 발아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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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열가공 기술

Ohmic Heating
류를 식품내로 교류시켜 열을 발생시켜 병원성  부패성 

미생물을 억제하는 방법.

류이용으로 인한 감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류변환기 사용, 

주 수조   한 

극의 사용

상업  멸균상태의 

식품의 경우 실온보
3-5년

Microwave Sterilization

기장이 식품에 용될 때 물분자의 극성화 상이 발생하며, 

분자들은 불규칙 인 운동성을 가지고 열에 지가 식품내로 

유입되고 미생물을 사멸시킴. 

주 수 915, 2459, 5800,  24225 

Mhz에서 자기장의 출 우려,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시스템의 격리 장치가 

요구됨

냉장온도에서 

실온보
3-5년

Radio Frequency

기장이 식품에 용될 때 물분자의 극성화 상이 발생하며, 

분자들은 불규칙 인 운동성을 가지고 열에 지가 식품내로 

유입되고 미생물을 사멸시킴. 

주 수 13.56, 27.12,  40.68 Mhz에서 

자기장의 출 우려,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시스템의 격리 장치가 

요구됨
실온보 3년

Induction Heating
식품 근처에 치한 기코일이 류를 식품내로 보내 

진동 자기장을 발생시키며 열을 발생시킴.

고에 지의 자기장 발생,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시스템의 격리 장치가 

요구됨

새로 개발된 비열가공 기술

Irradiation

조사식품에서 방사능을 유발하지 않는 에 지수 에서의 

감마선, X-선, 는 자선 등을 이용. 과채류에서의 숙성  

노화작용 억제.

동 원소이용에 따른 자유라디칼 발생, 

가스 방출,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사선 차폐장치 냉장온도나 실온

선량-3개월 

고선량-3-5년

High Pressure
100-1100 Mpa정도의 고압을 약 20분 미만의 노출시간 동안 

용하여 미생물  효소의 억제

기계장치에 의한 높은 압력 발생, 

미생물에 의한 부패 
견고한 폐시스템 필요 냉장온도나 실온

HHP 단독처리 

- 3개월

HHP와 

열처리- 3-5년

Ultrasound 

당 20,000회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음 를 이용 미생물  

효소를 억제. 재 식품에 이용되는 음  기술은 

비살균작업임.

소음, 미생물에 의한 부패

Pulsed Electric Fields
고 압 pulse을 수 microseconds 동안 용하여 기분해에 

의한 미생물 억제. 효소 역시 억제될 수 있음.
고 압 pulse, 미생물에 의한 부패

안 차폐장치, 에 지 

조   모니터링 장치, 

고에 지 방 장치

냉장 3개월 미만

Arc Discharge
기 방 에 의한 오존발생  자외선 방사로 액상 시스템에서 

미생물  효소 억제

독성 오존 발생, 자외선  고 압, 

미생물에 의한 부패
 냉장 30일 미만

Light Pulse
170-2600 nm 장의 자장 에 지에 의한 미생물억제. 

순간 인 섬 을 표면 살균에 이용. 

섬 에 의한  부상, 감 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원의 차폐 냉장 30일 미만

Ultraviolet Light
254 nm의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DNA에 손상을 주어 

미생물 억제. 0.5-20 J/m2의 선량 필요

 부상, 자외선 방사, 감 , 미생물에 

의한 부패
자외선 조사시설 차폐 냉장 30일 미만

 표 5. 식품 보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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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ing Magnetic Fields
5-50 Tesla에서 5-500kHz의 부 수를 가진 진동자기장이 

살균효과가 있음
자기장 pulse, 미생물에 의한 부패 한 차폐장치

Plasma
액상 식품내의 극에서 방 된 양하  입자의 축 에 의한 

미생물 억제
해 가스의 발생, 미생물에 의한 부패

Ozone
오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되며, 오존수에 과일이나 채소류를 

집어넣음. 
오존의 독성, 미생물에 의한 부패 냉장 30일 미만

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s

일반 으로 아 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을 사용하거나 미생물 발효 등에 의한 방법 

이용 

피부와 에 염증 래, 이용 미생물에 

한 미생물 오염
냉동, 냉장, 실온 장 3개월 미만

Hurdle concept
미생물학  안정성  품질을 확보하기 한 여러 가지 

보존기술의 병용. Synergistic effect에 의한 보존기술.
미생물에 의한 부패  

기술에 따라 

5년까지 가능

Conventional Methods

retort sterilization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물이나 증기를 이용하여 캔이나 

리토르트 우치 등에 있는 식품의 병원균  부패성 

미생물들을 사멸시킴.

고압/고온의 증기 사용으로 인한 

작업자의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1-5년

Hot fill and hold 포장재에 pH가 높은 뜨거운 식품을 충 하고 고온상태를 유지.
고온의 증기사용,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온도, 압력,  시간 

모니터링, 압력 분출장치
냉도, 냉장, 실온 장 1-5년

Aseptic processing/packaging 
열가공 처리된 식품을 무균 인 환경에서 멸균포장재  

용기에 충   진공포장
작업자의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무균환경 는 포장, 

냉장 는 실온환경
1-5년

Acidfication

산화제나 보존제로서 산을 첨가함. pH를 낮추기 해 인산을 

사용하고, 산은 맛을 해서 사용하며, 로피온산의 염은 

항균제로 사용함.

피부와 에 염증 래, 미생물에 의한 

부패
장갑과 보호안경 착용 냉장에서 실온 장 0.5-5년

Pickling
소 을 첨가한 후 발효를 통한 산 생성. 단백질분해세균 등의 

부패세균은 2.5 % 이상의 염도에서 억제됨. 
미생물에 의한 부패 실온 장 2-3년

Concentration
액상 식품의 수분활성도를 감소시켜 보존하는 방법. 수분을 

제거하거나 설탕 등을 첨가함.
화상사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 조  밸 냉동, 냉장, 실온 장 3-5년

Membrane filtration and Reverse 

osmosis

액상식품 조성성분 간의 입자크기와 삼투압 차이에 의해 

식품의 농축과 분리가 발생함. 
미생물에 의한 부패 6개월 미만

Air dehydration 열과 물질 도에 의해 고온의 공기가 수분을 제거함. 화상사고 한 시간과 온도조 온  실온 장
식품에 따라 

다름-5년 미만

Osmotic dehydration
고농도의 소 , 설탕, sorbitol,  glycerol을 첨가하여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과 결합. 진공상태에서 효과가 증가됨.

사용용액에서의 BOD 증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냉장, 실온 장

산성식품   

3-5년

Freeze drying
냉동된 식품의 얼음은 진공상태에서 약한 열에 의해 기화됨. 

식품의 맛과 향을 유지함.
해 화학물질 사용, 유해가스 발생

냉장가스  열 을 한 

보호장치 필요

낮은 상 습도, 기압, 

산소분압 조건에서는 

실온 장 

실온에서 

3-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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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atmosphere
식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등이 첨가로 조 된 

공기상태에서 포장됨.   
미생물에 의한 부패 합구조의 개선

일반 으로 냉장  

냉동조건에서 장

냉장-1년

냉동-3-5년

Refrigeration
온은 신선식품의 호흡률을 감소시키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억재함.

력공 의 차단  가스의 방출은 악취 

등을 발생시킴.
냉장조건

일반 으로 

1년 미만

Freezing 냉동은 식품내의 수분을 무정형 기질내의 얼음처럼 고정시킴.
력공 의 차단  가스의 방출은 악취 

등을 발생시킴.
-20C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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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배후 가공법(Post-Harvest Processing, PHP)

PHP는 우주기지 등에서 재배된 작물을 양가 있고 안 한 식품재료나 완제

품으로 가공하는 기술이며, 식품재료는 일반 으로 직 으로 섭취할 수 없으나 

다른 식품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가루, 설탕, 농축액 등이며, 완제품은 두부와 빵

과 같이 직  섭취하거나 다른 음식의 재료가 되는 식품이다. 이러한 가공기술은 

우주에서 생체물질 생산 시스템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인지 는 재 시제품이 개발되어 있는지

도 요하며, 가공과정 의 단 공정(크기에 따른 선별 작업, 열 가공, 발효 등)에 

한 검증도 필요하다. 각 PHP 가공법에 한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를 들어, 식품재료나 식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가 상업 으로 유효하다면, 그 PHP는 TRL 3에 해당

되며, PHP의 일부만 상업 으로 사용가능하다면 그 경우는 TRL 2에 해당하게 된

다.

가. 발효기/생물반응기(Fermentor/Bioreactor) 

생물학  반응을 수행하는 발효기/생물반응기는 비교  은 반응물질을 이

용, 여러 가지 생산물을 생산해내게 된다. 이 가공법은 노동시간을 거의 소요하지 

않고, 고형폐기물의 배출이 거의 없으며, 은 양의 원료를 필요로 하여, 신속하게 

원하는 물질을 생산해낸다. 폐된 공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은 이 가공법

의 단 으로 지 될 수 있으나, 잘 연구하고 개발하면, 우주기지에서 잘 활용될 기

술이다. 효소에 의한 분의 단당류로의 분해는 훌륭한 식품원료를 생산하게 되며, 

이러한 가공기술은 수송되는 식품의 양을 히 이고, 식품 장에서 당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Maillard 반응, 유리화 반응 등)를 해결할 수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원료의 기능  생산기술의 발달은 거의 모든 식품원료들을 생산해 낼 

수 있어 발효기 는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식품원료 생산은 매우 효율 인 가공기

술이다. 

나. 두유, 두부, 오카라, 유장 가공기(Soymilk, Tofu, Okara, Whey Processor, 

S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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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W의 시제품은 재 미국 Johnson Space Center에서 우주기지에서의 활

용을 해 연구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 기술은 콩을 두유, 두부, 오카라, 유장 등으

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두유와 두부는 그 자체 식품으로 섭취되거나 다른 식품의 원

료로 이용되며, 오카라와 유장은 다른 식품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 장치의 장 은 한 가지 설비로 여러 가지 식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수동

조작이 가능하며, 높은 자동화율로 인해 작업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단 으로는 고

형 폐기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Stow는 부피  무게, 력사용량, 

폐기물 발생, 그리고 물의 사용을 이는 것은 물론 성능을 개선하기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 1세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제빵기(Breadmaker) 

재 빵, 스타,  잼을 만들 수 있는 제빵기(Breadman TR3000)가 시 되

고 있으며, 가볍고 청소가 용이한 장 을 가진다. 세 가지 시  paddle형 제빵기들

이 NASA의 JSC에서 원료혼합  반죽용도로 검사되어지고 있다. 제빵기는 휘발성

화합물을 발생하므로 공기순환 시스템에 향을  수 있다. 력 환경에서의 이

러한 형태의 제빵기의 이용과 내구성에 한 문제  보완을 보완하기 해 새로운 

디자인의 제빵기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라. 압출기(Extruder) 

압출성형은 유연성 있고, 연속 이며, 신속하고, 자동화율이 높으며, 력에 

한 의존도 낮은 기술로서 식품원료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만든다. 가공방법

은 말랑한 원료를 특수형태의 주형이나 분출구로 어 넣어, 식품을 높은 단력과 

압력에 노출시키며 이때 조리나 가열가공이 함께 이 진다. 조리는 압출성형가공이 

기계  열 에 지를 제품에 가할 때 순간 으로 이 지며, 최종제품으로는 스낵류, 

구슬형 스낵, 스타, 과자류,  유사 동물성 단백질 등이 있다. 압출성형 가공법의 

장 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가공생산 할 수 있으며, 비교  은 시간과 에 지 효

율에 비해 생산성은 높고, 단 으로는 많은 고형 폐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속

인 장상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원료의 감소를 래할 수 있는데 이는 작업

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원료 자체의 변성에 의한 것이다. 사업  압출성형기

는 속이나 합  등으로 제작되고 많은 력을 소모하게 되므로, NASA에서 이

용하기 해서는 보다 가벼운 압출성형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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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쇄기 는 제분기(General Purpose Mill) 

제분기는 곡류를 분쇄하여 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제분기와  제분기가 

시 되고 있다. 두 가지 곡류 모두 우주기지에서의 사용이 실용 이므로 두 곡류를 

모두 제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분기가 필요하다. 제분 공정은 비교  간단하고 일

정한 제분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으나 공정  먼지를 발생시키게 되어 곡류가루

는 상당한 가연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우주 공간과 같은 폐된 환경에서는 매우 

험할 수 있다. 

바. 과채류 로세서 (Fruits and Vegetable Processor)

재 한 가지의 로세서가 과채류를 쥬스나 농축액 등과 여러 가지 식품으

로 가공시킬 수는 없으나, 과채류의 단가공, 여과가공,  농축가공은 재 이용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술들을 병용할 수 있는 기술연구가 요구된다.

사. Low Temperature-Controlled Atmosphere System (LTCAS) 

LTCAS는 첨단 기술의 하나로서 곡물, 가공재료, 식품의 장은 물론 재배후 

가공 과정 그리고 우주선  우주기지에서 사용가능하다. 다양한 식품을 동시에 가

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 환경을 단일 설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공

기술이며, 재배 후 작물의 빠른 숙성과 원료의 화학  조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 

장환경의 온도를 조 할 수 있는 이 기술 (Maytag Climate
TM

 Technology)은 과

채류의 장 온도를 이상 으로 조 하여 ethylene 생성을 억제하고, 숙성을 지연시

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한다. 냉각된 공기는 과채류에 직  유입되지 않고 장 공

간을 둘러 싼 여러 개의 chamber로 공기를 유입시킨다.          

아. Salad의 오존 살균법 

오존은 비교  작고 가벼운 오존 발생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발

생기를 사용하기 해서 력이 필요하다. 발생된 오존은 물속으로 용해되어 오존

수를 생성하며, 이 오존수는 샐러드용 과채류를 살균하는데 이용된다. 실제로 신선

한 과채류들이 오존발생기와 연결된 을 통해 오존이 유입되는 용기 속에 넣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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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기를 폐시켜 과채류를 수 분간 살균한다. 오존은 염소보다 훨씬 범 하게 

미생물들을 살균시키고, 잔류 화학물질 없이 부패성  병원성 미생물들을 살균할 

수 있다. 0.5-2 ppm의 오존수는 토양이나 유기물이 없는 깨끗한 물에서 병원성 미

생물들을 효과 으로 살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0 ppm 정도의 농도의 오존수의 

생성은 어렵고, 5 ppm 미만의 농도가 일반 이다. 오존살균의 이용에는 몇몇 험

성도 있다. 일부 원 작물에서는 진균류에 내성을 유발 할 수 있고, 강력한 산화작

용으로 인해 인간에게 험하여 공기  약 4 ppm 이상의 오존은 치명 일 수 있

다. 미국 직업안   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작업자 안 수치로서 공기  오존농도 0.1 ppm에 8시간 노출 는 0.3 

ppm에 15 분 노출로 제한하 다. 수용액  1 ppm 이상의 오존 농도는 공기  

0.1 ppm 이상의 오존농도를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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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작 공정  가공법 기술/특수 장치

우주임무

우주선, Transport vehicle(TV), 

착륙기지, Surface habitat(SH), 

우주정착기지, Evolved base(EB)

비  고

Separation 원심분리 SH, EB 고체/액체 분리

Separation 용매를 이용한 추출기 EB 정유 추출

Separation 스크린/채 SH, EB 고체/고체 분리

Separation 압출 EB 정유 추출

Separation 미세여과/역삼투작용 SH, EB 과즙생산  농축

Size adjustment food processor TV, SH, EB 잘게 썰기/깍둑 썰기/얇게 썰기/채 썰기 

Size adjustment peeler SH, EB 껍질 까기

Size adjustment 균질기 SH, EB 균질화

Size adjustment 압출성형기 SH, EB 압출, 혼합, pumping

Heat transfer 열 류/microwave oven TV, SH, EB 우주선- 장식품에만 이용, 조리/튀김/굽기 

Heat transfer Blancher SH, EB Stabilization(안정화)

Heat transfer 냉장고 TV, SH, EB 냉각

Heat transfer 건조기 SH, EB 곡류, 콩깍지, 제분식품 등을 건조

Heat transfer 냉동기 TV, SH, EB 고기 용품으로 냉동 두부를 만들때 이용

Heat transfer 리토르트(압력조리기) SH, EB Stabilization

Heat transfer Heater/warmer TV, SH, EB 우주선- 장식품에만 이용

Heat transfer 환경조  chamber SH, EB 습도, 온도, 기체, 압력, 방사선조사 등

Mass transfer 컨베이어, auger SH, EB

Mixing 다목  믹서 SH, EB 혼합  반죽

Fluid flow Pump SH, EB

Fluid flow containment 탱크, 용기, 항아리 TV, SH, EB 임, 조리, 반응, 처리, 유지

Controlled environment storage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EB

Chemical treatment Hydrogenerator EB 정유

Chemical treatment Coagulation(응고) EB 두부

Biological treatment 발효 반응기 SH, EB
분성 성분(고구마, 감자,  )에서 얻어내는 syrup, 템페

와 버섯생산에 이용

Biological treatment 배양기 EB 발효, 생반응기, 탬페와 버섯생산

     Table 2. 재배후 가공 단 조작, 련기술, 련 임무  사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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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작 공정  가공법의 

병용처리
기술/특수 장치

우주임무

우주선, Transport vehicle(TV), 

착륙기지, Surface habitat(SH), 

우주정착기지, Evolved base(EB)

비  고

Size adjustment and heat transfer 과일 야채 processor SH, EB 과즙  농축

Size adjustment and heat transfer 일반용도의 제분기 SH, EB 가루, 분말, 부피 축소

Size adjustment and heat transfer STOW SH, EB 두유, 두부, 오카라, 유장

Heat transfer Controlled atmosphere에서의 온 장 SH, EB 냉장/냉동기, controlled atmosphere와 환경

Heat transfer Freeze dryer SH, EB 행성의 기를 이용한 동결건조

Mixing and heat transfer 제빵기 SH, EB 빵, 스타,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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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의 연구 방향

 1. 반  첨단식품시스템의 평가  

첨단식품시스템에 한 평가를 하기 해서는 식품포장, 식품보존,  재배후 

가공 분야를 통합하여야 하며, 체 식품시스템의 Equivalent System Mass(ESM)

에 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잠재 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을 평가할 

때, 다른 분야의 기술과 함께 수행되어져야 하며 최종 인 첨단식품시스템을 개발

하기에 앞서 식품포장, 식품보존,  재배후 가공 분야의 기술을 통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ESM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비교하기 한 분석방법으로 NASA에서 

이용되어져 왔다. 즉 ESM은 일반 으로 기술 이나 정책 으로 비용의 복 사용

을 피하기 해 첨단생명지원시스템 등의 수송비용을 계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ESM은 식품보존, 식품포장,  재배후 가공기술 등의 병합기술들에 

한 ESM은 체 인 시스템 효과에 한 하나의 ESM에 포함되어 질 수도 있다. 

모든 재배 작물들을 이용하여 우주인들에게 알맞은 양과 다양한 식단의 식품을 

공 하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존방법이나 재배후 가공기술들이 이용되는데, 

그 기술들은 서로 같은 식품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를 들어 두부를 생산하는 

두 기술은 서로 상호이용이 가능하지만, 두부를 만드는 기술과 빵을 만드는 기술은 

서로 다른 양가와 메뉴 등을 생산하게 되므로 상호이용이 불가능하다. ESM 평가 

이외에도 품종, 양가, 선호도,  다른 품질  요인 등의 정보가 첨단식품시스템

에 이용될 기술을 선택하기 해 제공되어야 한다. 

 2. 다른 생명지원시스템과의 통합 

첨단식품시스템 기술간의 통합은 물론 고체폐기물처리, 공기재생, 식수재생, 

열발생, 생물자원생산, 정착설비 등의 다른 생명지원시스템과의 통합도 이 져야 한

다. 서로 다른 생명지원시스템의 기술들이 서로 필요한가 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다른 시스템에 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 (Fig 

1). 첨단식품시스템에서는 매우 요한 기술이 다른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그 반 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산소분압의 증가는 식품

내의 산화 상을 진시켜 식품의 보존기간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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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우선순

새로 개발된 우주식품개발 기술들이 연구 보완되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개

발되어지면 이에 한 최신 정보가 계속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우주식품의 연구 개체들이 기술들의 문제 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첨

단식품시스템의 기술은 안 , 양,  만족도 등 식품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인 

특성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탐험 임무는 어도 2, 3년 정도의 기간이 소

요되며, 우주식품에 있어서 꼭 풀어야할 과제는 3-5년의 보존기간을 가지는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존기간(shelf-life)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 더 이상 안 , 품질, 

는 한 양분 등을 유지하지 못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식

품 시스템에 있어서 그 용인도 는 만족도는 장기우주임무에서는 매우 요한데, 

만족도가 높은 식품은 장기우주임에서의 스트 스를 해소시켜주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우주임무가 단순 우주여행임무에서 우주기지에서 수행하는 임무로 발

하면서, 식품시스템 기술도 피라미드의 바닥부분으로부터 정 부분으로 발 하게 

된다. 우주기지에서 작물재배와 작물가공이 개시되면 포장식품의 이용은 어들지

만, 일부 포장식품은 임무 반에 걸쳐 계속 이용된다. 첨단식품시스템 피라미드의 

구성요소는 포장식품군, 야채군, 기본곡류군 등이다.

Figure 1. Integration between all ALS elements is very important when 

developing an Advanced Foo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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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식품군 

피라미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포장식품군이며, 우주선에서 주로 이용

되며, 우주기지에서의 정착 기의 주식품이 될 것이다. 포장식품은 연구개발된 식

품보존기술  식품포장기술을 많이 용하게 된다. 장식품시스템의 부분 식품

들은 재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용되는 식품들과 유사하다. 보다 긴 

보존기간을 보장하는 높은 차단 특성을 가진 포장재가 이러한 식품시스템에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식품군들은 가공과 장조건, 부피와 무게제한 등이 용이해야 하

며 최소한의 폐기물을 생성해야만 한다. 생분해성,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먹을 수 있

는 포장재가 필요하다. 재 우주왕복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용되는 보존방

법 이외에도 방사선 조사와 같은 첨단보존법들이 연구되어 재 이용되고 있는 기

술보다 나은 품질과 양을 함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 포장식품을 개발함

에 있어 통 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함께 첨단 보존법 등을 병용하면 포장식

품의 보존기간은 효과 으로 연장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재 상업 으로 개발되

어있는 보존기간이 안정된 포장식품의 경우 통조림을 제외하고 부분 1년 미만의 

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첨단식품기술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Figure 2. Advanced Food System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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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소가공야채류 

첨단식품시스템 피라미드에서의 두 번째 단계는 채소작물 는 최소가공식품

이다. 이들 작물들은 우주선이나 우주기지에서 재배될 수 있으므로, 식품포장  가

공기술을 포함한 이러한 식품들에 한 기술개발  연구는 첨단식품시스템에 있어

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식품들은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효소활성을 억제시키는 

가공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을 취 하는 공정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배된 작물들은 수확 직후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장조건

이 결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채소류들이 많은 양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주

인들의 정신건강 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다. 기본 곡류의 재배후 가공과정 

이부분의 경우 기술 으로 가장 어렵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최소한 7가지 이상의 곡류가 있으며, 각 곡류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배후 가

공기술로 처리된다. 식단이 결정된 후 필요한 기술을 결정하게 된다. 작물을 가공원

료로 환시키기 한 가공방법과 설비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식품

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극 화시키며, 작업시간, 부피, 력사용, 용수사용,  유지

보수 등을 최소화하여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배용액의 양분 조성

은 재배된 작물의 조성 등에 향을 주며, 결과 으로 생산된 원료의 기능성과 최

종식품에서의 효율 등에 향을 다. 작물의 기능성 변화를 포함한 이러한 변화들

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가공처리가 요구된다.

라. 우주식품 식단의 개발 

우주임무와 식품 원료 등에 따른 식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 우주임무에서 

식품은 우주인들간의 사회  상호작용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우주인들의 정

신 인 건강에도 매우 이로운 효과를 가져온다. 개발된 식단은 장기우주임무에서 

요구되는 필수 양소의 공 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필수 양소들은 우주 방사

선에 한 노출 증가와 낮은 력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

을 보인다. 식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주기지 조리실에서는 몇몇 작은 도구들이 필

요할 수도 있으며, 일부 상업 으로 구입이 가능한 식품조리기구들은 물론 이러한 

기구들을 약간 변형시킨 것들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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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많은 기술들이 첨단식품시스템에 있어서의 궁극 인 목 을 달성하는데 요

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몇몇 포장 기술들은 차단특성은 향상시키면서 무게는 

이는 성과를 얻었으며, 일부 기술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몇몇 기술들은 폐기될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포장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 은 일부 열가공기술이나 

비열가공기술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몇 새로 개발된 식품보존기술들은 다양한 식품을 이용, 폭넓은 연구가 이

지지 않았으나, 많은 식품 보존기술이 3-5년의 보존기간을 가진 만족도가 높고 

양가 있는 식품들을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우주여행 

식품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재배후 가공기술들의 가장 요한 단 은 부분의 기술들이 경량화, 최소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어떠한 재배후 가공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결정하기 , 재

배작물, 산출량,  식품메뉴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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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사업 목표  내용

1   연구사업 최종목표

 1. 우주식품  포장재의 생화  안  보존/공 을 해 재 사용되고 있는 

통 인 식품가공  보존방법과 함께 방사선 조사기술을 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안 하고 장안정성이 뛰어난 우주식품을 개발한다.

 2. 우주식품 이외 식품포장재 등의 안 공 을 한 생화 방법으로서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3. 한국 우주인 개발 사업에 극 참여하여 한국형 우주식품을 연구개발하기 하

여 독자 인 기술을 개발한다.   

 4. 21세기 우주시 를 비하여 우주왕복선은 물론 우주기지 등의 우주정착지 개

념의 새로운 첨단우주식품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 안정성이 확보된 기본작물 재배

기술  가공기술을 확보한다. 

2   연차별 연구사업 목표  내용

구   분 연구목표

제1차년도

(2005)

- 우주식품의 생화/안 공 / 장기술 개발을 한 해요소 분석  품질개선을 

한 핵심 문제기술 악/요소기술 분석 

- 통 인 식품가공 보존기술과 함께 방사선기술을 병용하여 보다 안 하고 

장안정성이 뛰어난 식품개발을 한 최  조사선량 설정 

- 방사선 조사된 우주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1)

제2차년도

(2006)

- 방사선조사  통 인 식품가공/보존기술 이용 한국 우주인을 한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착수 

- 방사선 조사 우주식품의 미생물학 , 이화학 , 양학  품질평가

- 방사선 조사된 우주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2)

제3차년도

(2007)

- 방사선 이용 우주식품의 생화/장기안 장/공 기술 표 화  실용화/산업화를 

한 최 공정 확립

- 방사선 조사된 우주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3)

제4차년도

(2007)

- 방사선 이용 우주식품의 생화/장기안 장/공 기술 산업화

- 방사선 조사된 우주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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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년도 연구사업 내용

 1. 연구사업 목표

가. 우주식품  포장재의 안  장/보

나. 우주인의 충분한 양공 을 한 식품개발

다. 우주식품의 물성변화 최소

 2. 연구사업 내용  범

가. 처리조건 : 각 식품 품목에 해 조사선량, 포장 종류, 조리 유무

나. 최  방사선 조사선량 설정  

다. 미생물학 , 이화학 , 양학  품질평가( 장실험, 최  방사선 조사선량 

설정)

(1) 미생물학  평가 : 총균수  장균군 확인 (가혹조건에서 장하며 미

생물군의 경시 인 변화 확인)

(2) 이화학  평가 : 물성측정, 색도

(3) 양학  평가 : 소화율 측정, 열량측정, 주요 양소의 변화

(4) 능검사 : 의 최 조건을 만족하는 선량으로 처리한 식품과의 차이 

확인  

라. 산업화를 한 최 공정 확립 : 우주식품 개발시 최  방사선 조사선량

 

  



- 54 -

제 5 장  연구추진 략  방법

1   기술정보수집

 1. 본 연구와 련된 각 국 연구기 (NASA)을 통한 기 /최신 자료 수집과 국제

력사업을 통한 산업화 련자료  기술정보 수집

 2. 항공우주연구원/ 련 기   산업체와의 력연구를 통한 핵심 문제기술 악

 3. FAO/WHO/IAEA/RCA/ICGFI 등과 기술정보교환으로 개발된 요소기술의 기술

특성과 실용성을 련 기 과의 공동연구(과기부, 학, 산업계, 연구소 등), 정보교

류, 실증시험 등을 통해 타당성 수립 

 4.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한 련 정보/문헌 수집

2   문가 확보 

1. 해당년도 연구내용에 따라 련기 , 국내 학, 연구기 의 문가 확보

2. 산업화 기술과 련하여 NASA FTCSC 등의 선진 연구기   IAEA 문가로

부터의 자문/세미나 개최 등.

3   연구사업 추진방법

1. 우주식품 생산이 가능한 업계의 문제핵심 기술동향과 신기술 개발이용에 한 

정보수집/연구개발 근거에 근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 요소기술을 개발.

2. 과제수행의 효율화를 한 련 업계  연구소와의 탁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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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한 련 정보/문헌 수집.

4. 최종단계에는 개발된 요소 기술의 기술특성과 실용성을 련기   산업체와 

연계하여 정보교류, 력연구  실증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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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기 효과 

1   기술  측면

 1. 21세기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식품의 개발은 매우 요하며 우리나라 우주

인의 선발에 맞추어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이 시 .  

 2. 우주식품 가공/보존기술의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나라의 국제  

상 제고에 이바지.

 3.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에게 식품은 육체 인 에

지를 공 하는 것 이외에 정신 으로 많은 향을 주므로 우리나라 우주인에게 맞

는 양가 높고 품질 좋은 한국형 우주식품을 개발 제공해야함. 

 4. 개발된 우주식품은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군 투식량  비상/특수

목  식량으로 이용가능.

 5. 기존의 식품가공/보존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방사선 조사기술과 병용하여 

보다 안 하고 품질이 뛰어난 식품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6. 조리(cooking), 포장(packaging), 선량 조사의 병용처리로 생 , 능  품질

이 우수한 특수식품 개발도 가능.

 7.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

식품의 개발에 활용.  

 8. 고선량 이용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안 성에 한 기 연구 확립. 

   

2   경제․산업  측면

 1.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유기체 사멸로 더욱 안 한 식품생산과 식품매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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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따른 우주임무의 성공  수행 보장.

 2.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한 우주식품의 개발은 양, 물성, 능  기호도가 개선

된 군 투식량/환자식/스포츠식 등 특수식량의 개발을 가능하게 함.  

3   사회  측면

 1.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의 성공은 우리나라 식품 분야의 반 인 발 을 가져오

며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나라의 국제  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사료

됨.  

 2. 21세기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왕복선은 물론 우주정착기지에서의 

첨단식품시스템  인간생명지원시스템의 개발로 미래의 우주시 를 선도할 수 있

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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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Technology Assessments: Food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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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포장기술: 일반 인 정보

 

1.1 제조사 정보

1.2 재의 TRL 수

1.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4 기능: 우주임무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충족시키기 해서 식품을 3-5년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식품포장재가 요구된다. 식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해 산소, 

수증기, 휘발성 화합물, 향 등의 기체와 수분,  선 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열 가공 처리  식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해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고온

의 가공처리는 식품에 있어 미생물학 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으나 효소작용에 

의한 품질 하가 래될 수 있다. 건조, 동결건조, 반건조 식품의 경우 임무 기 

몇 달은 품질이 괜찮으나 임무 후반에는 품질이 히 감소한다. 우주인의 한 

수 의 식품 섭취는 식품품질이 잘 유지 될 때 가능하다. 

재 먹을 수 있는 포장재나 생분해성 포장재는 우주임무에 합하지 않다. 호일 

는 속층이 없는 부분의 라미네이트 폴리머 포장재도 우주임무에는 합지 않

다. 고 차단성 폴리머, 얇은 유리 코 , 는 산소제거제 등을 라미네이트 구조에 

응용하면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식품을 선이 차단된 온환경에서 장하

면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속캔이나 은 식품 보존력은 뛰어나지만 

무게와 공간을 차지하는 단 이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속통조림 용기는 한 

가공처리가 가능하다면 우주정착기지에서 다목 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총 포장

재의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재 MRE에 이용되는 포장재는 3-5년의 보존이 가

능한 높은 TRL수 의 실용 인 포장재이다.      

1.5 해요소: 유해한 가스 발생, 생산기계  원료 등의 무게/부피문제, 재활용에 

있어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라스틱 폴리머 필름을 우주기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실용 이지 않다. 먹을 수 있는 포장재의 경우, 원료물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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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cm
3
 mil/100 in

2
   

day atm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cm
3
 mil/100 in

2
   

day atm

0.01 in 두께 

라스틱 필름의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m2
/kg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Saran(PVDC) 0.1-1 Good 0.09-0.2 24 유연성

PET 4.8 29 유연성

알루미늄 속 

필름/호일
유연성

속 캔 견고성

Saran HB 0.08 Good 0.05 유연성

Nylon 6 2.6 Poor 10 반 견고성

Polypropylene 150 Good 0.5 반 견고성

CPET 5 Good 2-3 반 견고성

coPET 10 Good 유연성

속층 첨가 

PET
0.08 None 0.05

유연성 -   

반 견고성

HDPE 150 Poor 0.3 반 견고성

MDPE 250 Poor 0.7 반 견고성

LDPE 420 Good 1-1.5 유연성

Polystyrene 350 Good 7-11

EVOH F
0.01(0% RH)

1.22(100% RH)

Good

Good

3.8
유연성

EVOH E
0.31(0% RH)

0.65(100% RH)

Good

Good

1.4
유연성

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속 캔 >5 Yes 가능

속 통조림용기 Reusable >5 Yes Yes

MRE 는

속성 우치
>5 No No

폴리머 

라미네트 우치
>5 No/maybe No

PVDC None 1 1

Nylon None 4 9

Polyolefin None 9 9

Polyesters None 9 9

EVOH(다층구조) None 4 9

이러한 종류의 필름의 기능성은 우주기지에서 사용하기에 합하지 않다. 보다 실

용 인 방법은 지구에서 미리 제조한 우치 등의 포장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충 , 합, 그리고 열 가공처리로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음.

1.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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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부분의 라스틱 폴리머 다양함
폐된 공간에서 우치를 만들었을 경우 

가스발생 가능성 있음

속 캔 철, 알루미늄 None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
o
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PET Y Y Frozen to 204

PVDC Y Y ? to 100
Low barrier properties at high 

temp

속캔 N Y wide

MRE 우치 N Y wide

Saran HB Y Y ? to 100

Nylon 6 Y Y ? to 55-80

Polypropylene Y Y ? to 77-121

CPET Y Y ? to 63-100

coPET Y Y ? to 70-100

속첨가 PET N Y ? to 63-100

HDPE Y Y -59 to 42-84

MDPE Y Y -70 to 40-75

LDPE Y Y -70 to 41-45

Polystyrene Y Y ? to 69-91

EVOH Y Y ? to 80-100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속 캔 High barrier-보존기간 연장 가능

MRE 우치 캔보다 얇은 재질은 열 도율 향상

라미네이트 폴리머 우치 진공포장 가능, 제품을 볼 수 있음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1.7 Packaging Design



- 70 -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속 캔 제한됨 열 가공

MRE 우치 다소 제한됨 열 가공

폴리머 

라미네이트

폴리머에 따라 

다름
다소 제한됨 다소 제한됨

일부 열 가공, 

건조, 냉동식품

산소제거제가 

함유된 폴리머

Saran(PVDC) 모름 모름 3 3

Saran HB ? ?

Nylon 6 9 9

Polypropylene 7 9

CPET 6 7

coPET 6 9

속첨가 PET 5 4

HDPE 8 9

MDPE 7 9

LDPE 5 9

Polystyrene 3 9

EVOH 5 9

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진공 합기 Y Y

열 합기 Y Y

slot orifice 필름 

압출성형기
Y N

여러 가지 색의 부푼 

필름형 압출 성형기
Y N

1.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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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10 cc/m
2
/24 

hrs @ 21 oF

투명 는 

불투명

0.2-0.5 gm/100 

in2/24 hrs @21 
o
C, 100 % RH

3.5-7.0 

mils에서 약 

80-161 gm/m
2

유연성

2.0 식품포장기술: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2.1 제조사 정보: Cryovac, Curwood, Pechiney

2.2 재의 TRL: 6

2.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2.4 기능: 21 
o
C, 1기압, 그리고 75 %의 상 습도 조건에서 산소에 민감한 식품들을 

12-15개월간 보조날 수 있는 산소차단 시스템을 가진 포장재이다. 장온도, 상 습

도,  산소분압 등을 감소시키면 보존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진공포장이 필요하

다. 액상식품의 경우, 병원성  부패성 세균을 사멸하기 해 185 내지 195 
o
F 정

도의 온도에서 충 된다. 이 포장법의 단 은 고온 충 이 필요하며, 냉장온도에서 

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포장재는 냉장식품, 산성 식품, 고온충  식품, 

고산성의 장성 좋은 식품, 수분활성도가 낮은 식품, 그리고 건조 식품 등에도 이

용된다. 장성이 좋고 수분활성도가 낮은 식품의 경우, 합하기  질소가스를 주

입하여야 한다. 산소제거시스템은 포장의 Headspace에 있는 잔여 산소를 제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장온도가 상승하고, 산소량이 증가하고 는 선량의 방사선 

에 지가 유입되면 식품의 보존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2.5 해요소: 포장재생산과정 이후 발생되는 미생물 오염이 있으나 이 문제는 

GMP와 방사선조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2.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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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수직형 충진/ 합 

장치나 미리 

제조된 우치를 

이용하는  High 

barrier 유연성 

라스틱 필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음
1 N

식품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12-15 개월 기량은 

무난함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여러 겹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조성성분으로 

이 진 열 가소성 필름 
없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
o
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Y Y
조리나 재가열시 

유지될 수 있어야 함
상호작용 없음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제품산화 방지

쉽게 개 되고 식품을 꺼

내기 쉬움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알려지지 

않음
9 8

열성형을 해 

고안되지 않음

열 가공, 냉장, 

낮은 수분활성도, 

건조,  냉동식품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2.7 Packaging Design

2.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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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소형진공포장 설비와 

포장재 합기가 

필요하며, 우주기지에서 

합기는 부피가 크고 

복잡하므로 이용이 

어려움

Y 가능성 높음

소형진공/가스주입 장치는 

포장용기의 headspace를 

이거나(MAP), 곰팡이나 산화를 

방지하기 해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많은 식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건조 곡물을 진공포장을 

하면 부피를 일 수 있음

진공 는 

가스 주입 

장치 유무

장치 무게

(Kg)

장치부피

(m3)

력사용량

(kW)

용수 이용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두 장치 모두 

사용가능
94 0.15

120 V/

13 amps
none

수동작업. 

작업시간은 약 30  

재질/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진공포장
약한 세제, 물, 그리고 환경친화성 

살균제로 닦아냄 
최소 사용 최소 사용 30 분

재질/기술 평균 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진공포장 10년 이상
합 철사, 진공펌 , 합 , 

Teflon 테이
매 3개월 마다

2.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2.10 포장설비사양

2.11 포장설비 청소

2.12 설비 수명



- 74 -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진공포장
포장부피 감소, 산화  

곰팡이 방지 

기  진공펌  오일방울 

분산
공기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진공포장,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설비가 작업 순서에 

따라 잘 유지되면 매

우 신뢰도가 높음

잠재 으로 Clostridium botulinum의 생육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식품의 포장은 피함. 해요소는 식

독이며, 하지 못한 공기 배출은 식품의 산화

를 래함- 능  특성과 양가에 변화 래   

기술 센서 데이터
이용가능 

센서

공정을 한 

통제 필요

데이터 

작업

포장재 품질을 평가하기 한 

검사 존재 유무

진공포장

진공수 , 

합시간, 

가스주입 시간

Y 최소 N

합강도, OTR, MVTR, 단

시의 인장강도, 팽창계수,  

장력, puncture 내성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간 보존기간을 

한 High 

barrier 포장재

무균 리토르트 

포장
산소 제거 포장

필름의 물리  기계  

특성에 한 지속 인 

개선 

2.13 시스템 통합

2.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2.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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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건조 분말식품류

의 Bulk 포장재

산소투과율은 

1000에서 1 

cc/m
2
 미만

투명 는 

불투명

0.5-0.02 gm/100 

in2

3-5 mils에서 

약69-115 

gm/m
2

유연성

3.0 식품포장기술: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3.1 제조사 정보: Fresco, PrintPack, Cryovac, Curwood

3.2 재의 TRL: 6

3.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3.4 기능: 열 합성의 수분 차단력이 뛰어난 열 가소성 포장 지이다. 재질의 내구

성과 수증기투과율 특성은 건조분말 식품을 장기간의 장으로 인한 과다한 수분 

손실  제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수동  자동 충 / 합설비가 재 상업

으로 이용가능하다. 진공포장이나 압축포장 등을 응용할 수 있다.   

3.5 해요소: 특별한 해요소는 없다. 포장재생산과정 이후 발생되는 미생물 오염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작물생산  가공장소의 오염을 래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방사선조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충 과정 의 분진은 요한 해요소이다. 충 시 연결- 달장치를 이용하여 분

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다. 건조분말식품용 부품이 필요하다. 상업 으로 

Scholz와 FranRica 등의 제품이 있다.  

3.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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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높은 수증기 

차단력  

abuse 내성

 분해되지 

않음

1-8. 

조성에 

따라 다름

8

장기 장에서 식품의 

수분흡수나 과다건조 

등을 방지하는 높은 수분 

차단력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21 CFR 175.45를 따르는 여러 겹으로 구성되고 다

양한 조성성분으로 이 진 열 가소성 필름 
없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N Y <0-30 oC: 일반 인 조건

매 10 oC 증가시 

MVTR은 배가됨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장기 장에서 수분을 효과 으로 차단하고 수

분활성도를 0.65 이하로 유지하여 곰팡이의 생

육을 억제함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일반 으로 

2년
9 8

열성형을 해 

고안되지 않음

건조 는 가공곡류. 

수분활성도는 곰팡이 

생육조건보다 낮아야 함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3.7 Packaging Design

3.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3.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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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Y 알려지지 않음

장공간을 이기 한 수단으로 

진공포장을 이용하며, 우치에 

식품을 집어넣고 합함

진공 는 가스 

주입 장치 유무

장치 무게

(Kg)

장치부피

(m3)

력사용량

(kW)

용수 이용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두 장치 모두 

사용가능
94 0.15

120 V/

13 amps
none

수동작업. 

작업시간은 약 30  

재질/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건조식품의 경우, 분진 

처리가 요함
최소 사용 최소 사용 모름

재질/기술 평균 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진공포장 10년 이상
합 철사, 진공펌 , 합 , 

Teflon 테이
매 3개월 마다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건조 분말식품류의 

Bulk 포장재  
 

건조분말식품의 충 시 분진오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함
공기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진공포장 상업 으로 이용가능한 기술 최소 

3.10 포장설비사양

3.11 포장설비 청소

3.12 설비 수명

3.13 시스템 통합

3.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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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센서 데이터
이용가능 

센서

공정을 한 

통제 필요

데이터 

작업

포장재 품질을 평가하기 한 

검사 존재 유무

진공포장

진공수 , 

합시간, 

가스주입 시간

Y 최소 N

합강도, OTR, MVTR, 단

시의 인장강도, 팽창계수,  

장력, puncture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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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LCP 필름
0.23 cc/m

2
/24 hrs

-atm @ 25 um

0.17 gm/m
2
/24 hrs 

-atm @ 25 um 
1.4 gm/cc

모든 유형에 

합

4.0 식품포장기술: 액상 크리스털 포리머(Liquid Crystal Polymer, LCP)

4.1 제조사 정보: Superex Polymers, Dupont(Zenite), Amoco(Xydar), 

Ticona(Vectra)

4.2 재의 TRL: 3

4.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4.4 기능: 액상 크리스털 폴리머(LCP)는 일반 인 포장 폴리머에 비해 뛰어난 산소

차단  물리  특성을 가진다. LCP는 공학 인 폴리머이고 따라서 식품포장용으

로는 고가이다. 일반 인 LCP 이용은 소량의 LCP를 LDPE와 PET 같은 다른 폴리

머와 혼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킨다. LCP는 필름과 반고형 기

에 이용될 수 있다. LCP는 EVOH, MXD6, PVDC, PET 는 PEN에 비해 보다 나

은 산소  수  차단특성을 가지고 있다. LCP는 monolaer로 되어있어 고형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하기도 쉬우며, 재사용하기도 용이하다. 이 포장재는 주로 고

온 충   리토르트 가공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4.5 해요소: 특별한 해요소는 없다. 효과  포장재로 이용하기 해서는 재사용

이 가능한 용기제조를 고려해야 한다. 다목  용기의 세척  생처리과정이 해

요인이 될 수 있다. 

4.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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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LCP
높은 차단 

특성  강도
모름 모름 Y 식품에 한 좋은 내성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LCP
높은 순응도를 얻기 해 용액 내에서 형성되는 굴열성 

polyester 
알려진 바 없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LCP N Y 220까지 135
o
C에서 멸균 가능한 포장재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LCP

뛰어난 차단특성으로 인해 LCP는포장필름이나 다목

 식품용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기는 진

공이나 가스 주입을 하여 headspace 산소를 제거함. 

재질과 상 없이 디자인 

가능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LCP 9 9 9 7
건조, 냉동,  열 가공 

식품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LCP 알려지지 않음  

재질/기술
이 기술을 TRL 6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6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LCP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4.7 Packaging Design

4.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4.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4.10 포장설비에 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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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LCP 

LCP 필름은 포장 무게를 감소시키며, 

LCP 반고형 용기는 다목 으로 

사용되어 물자를 약할 수 있음   

다목  용기는 세척  

생처리가 필요함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LCP 매우 훌륭함 낮음

기술 센서 데이터
이용가능 

센서

공정을 한 

통제 필요

데이터 

작업

포장재 품질을 평가하기 한 

검사 존재 유무

LCP None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LCP
다른 특수 차단 

polymer 포장재 존재 
MAP, 진공포장 상업  시도 진행 

재료 배합비 

최 화

4.11 시스템 통합

4.12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4.13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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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식품포장기술: 신선 샐러드의 MAP 포장

5.1 제조사 정보: Amcor, PrintPack, Cryovac, Deluxe

5.2 재의 TRL: 6

5.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5.4 기능: 수동  MAP 포장법은 공기를 제거하고 포장재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투

과율을 이용하여 작물의 호흡을 최소화하여 보존기간을 연장시킨다. 능동  MAP는 

포장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주입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한다. 수동

, 능동  MAP 모두 수 일 정도의 보존기간을 가지고 있다. 포장재의 가스투과율

은 샐러드 작물의 호흡률과 히 맞아야 하며, 보존기간은 주로 식품에 따라 다

르다. 냉장보 은 이러한 포장법을 이용하는데 필수 이다. 포장과정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호흡률과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하

게 유지할 수 있는 산소 투과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진공포장을 한 열 

합이 가능해야 한다. 무 력 우주 공간에 합한 작은 규모의 포장공정에서는 혼

합 샐러드가 유연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될 것이다. 포장재는 수동조작 진공포

장이나 열 합기를 이용하여 합될 것이며, 진공은 주로 포장재에서 공기를 제거

하기 해 이용된다. 이 포장법의 성공은 작물의 생산  재배후 취 과정에 달려

있는데, 농익거나 손상을 입은 작물의 선택을 이고,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고, 작

물의 부패를 진하는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소  이산화탄소 

투과율은 냉장 장온도(32-40 
o
F)에서의 식품의 호흡률과 잘 맞아야 한다.        

5.5 해요소: 포장재의 구성성분은 FDA 간 식품 첨가물 필수사항, 21 CFR 174.5

에 맞아야 한다. 잠재 인 해요인은 화학물질과 미생물에 의한 최종제품의 오염

일 것이다. 이 포장에 형성된 환경은 부패성 미생물에 한 변화를 래하여 병원

성 미생물이 생육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성  부패성 미생물들을 사멸하기 해 

방사선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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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가스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MAP

3,000-16,000 cc/m
2
 

이며, CO2 TR이 O 

TR의 4배임

투명 는 

불투명

0.5-5 gm/100 

in2/day@100 oF, 

100% RH

1.25 mil에서 

약 29 gms/m
2

유연성포장재가 

가장 실용 임

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MAP 

abuse 내성  

3,000-16,000 

cc/m2의 OTR

 분해되지 

않음
1 4

OTR이 식품의 호흡률과 잘 

맞지 않으면, 발효 상이 

발생함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MAP

21 CFR 175.45 조건에 맞아야 하며,  polyolefins, 

polystyrene,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높은 

OTR을 가진 다양한 특수 resin으로 구성됨

요하지 않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

o
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MAP Y Y

필름은 40 
o
C 이하에서 

장됨. 그 이상의 온도는 

제조과정에서 orientation 

상의 유무에 따라 정해짐. 

orientation 상은 포장재의 

수축을 래함  

온도가 상승하면 

호흡률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하게 유지할 

수 없어 결국은 발효가 

발생함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MAP 

식품/포장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포장 내부공기는 

식품의 호흡률을 감소시킴. 이에 따라 식품의 노화율이 

감소되고 보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 포장재의 

MVTR 역시 식품의 수분 손실을 방지함 

Easy open 시스템을 

사용하면 날카로운 

단기의 필요가 없음 

5.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5.7 Packag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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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MAP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MAP 
일반 으로 

2년
1 5-9

열성형을 해 

고안되지 않음
신선 최소가공 채소류 

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MAP Y Y

장공간을 이기 한 수단으로 

진공포장을 이용하며, 우치에 

식품을 집어넣고 합함

진공 는 가스 

주입 장치 유무

장치 무게

(Kg)

장치부피

(m3)

력사용량

(kW)

용수 이용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진공장치 94 0.15

120 V/

13 amps
none

비. 가공,  

청소시간은 약 45분 

재질/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MAP
약한 세제, 물, 그리고 

환경친화성 살균제로 닦아냄  

하게 닦아내어 

용수 최소사용
최소 사용 30분

재질/기술 평균 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MAP 10년 이상
합 철사, 진공펌 , 합 , 

Teflon 테이
매 3개월 마다

5.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5.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5.10 포장설비사양

5.11 포장설비 청소

5.12 설비 수명



- 85 -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MAP 포장부피 감소 진공펌 로부터 기름증기의 발산 공기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MAP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술 최소. 유해 미생물을 억제할 수는 없음  

기술 센서 데이터
이용가능 

센서

공정을 한 

통제 필요

데이터 

작업

포장재 품질을 평가하기 한 

검사 존재 유무

MAP

진공수 , 

합시간, 

가스주입 시간

Y

진공수 , 

합시간, 

가스주입 시간

N

합강도, OTR, MVTR, 단

시의 인장강도, 팽창계수,  

장력, 충격강도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MAP
Controlled Atmosphere 

Packaging(CAP)
 진공포장

포장재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법 개발

 

5.13 시스템 통합

5.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5.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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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가스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산소제거제 

활성시 0.001 

cc/m
2
 

290nm 에서 

불투명

0.24 gm/100 

in2/day@38 oC, 

90% RH

1.25 mil에서 

약 58 

gms/m
2

유연성 

6.0 식품 포장: 산소 제거를 이용한 Ultra-high 산소차단 film

6.1 제조사 정보: Cryovac

6.2 재의 TRL: 3

6.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6.4 기능: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리토르트 우치는 손되기 쉬워 산소투과율

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호일 라미네이트 산소차단 리토르트 우치와 산소제거포장

재의 병용은 이러한 손문제를 해결한 포장재를 가능하게 한다. 산소제거포장재는 

가스주입포장기술을 이용하여 리토르트 과정후에 응용할 수 있다. 산소제거과정은 

1차 리토르트 포장에 앞서 활성화 된다. 호일 라미네이트나 속성 필름 등이 상업

으로 이용가능하며 재 군 MRE 식품에 용되고 있다. 산소제거기술은 재 고

온충진가공으로만 실험을 하 으나 열 가공이나 마이크로웨이  등과 같은 다른 식

품보존기술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5 해요소: 포장재 제조 후의 미생물 오염이 하나의 해요소이다. 이러한 문제

는 GMP, HACCP, 살균제, 는 방사선조사 등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 외부 포장

재에 의해 산소는 꾸 히 유입될 것이다. 폐된 환경에서 off-gassing이 발생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산소제거제로 쓰이는 산화철은 수분과 산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6.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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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Ultra-high 

산소차단 

필름  

 분해되지 

않음
3 1

무산소 환경에 의해 

식품 산화 최소화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21 CFR 175.45 조건에 맞는 여러 겹의 다양한 

성분으로 이 진 필름
요하지 않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Y Y

극한온도에서는 검사되지 

않음. 상업  제품은 실온 

상태 이하의 온도임 

장온도에서는 반응 

없음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산소제거 포장법은 식품이 

산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산화작용을 최소화 함

필요시 산소제거 시스템을 활성시킴. 철

을 이용한 시스템은 사용 까지는 수분

과 산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모름 1 5-9
열성형을 해 

고안되지 않음
산화에 민감한 식품들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6.7 Packaging Design

6.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6.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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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Y Y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산소제거 시스템은 우주선의 산소

는 제거하면 안됨
공기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냉장 스타 

요리와 실온 보  

육포의 경우 

산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1차 포장재의 손 등에 

의해 산소가 투과되고 OTR이 상승하여 보존기간이 

감소됨. 산소제거제는 열 가공식품에 해서는 

평가되진 않았음 

기술 센서 데이터
이용가능 

센서

공정을 한 

통제 필요

데이터 

작업

포장재 품질을 평가하기 한 

검사 존재 유무

MAP

진공수 , 

합시간, 

가스주입 시간

Y

진공수 , 

합시간, 

가스주입 시간

N

합강도, OTR, MVTR, 단

시의 인장강도, 팽창계수,  

장력, 충격강도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산소제거를 

이용한 UH 

산소차단 필름 

철-산소제거제를 이용한 

라스틱 필름이나 이 

있음. 본 기술은 철-산소 

제거제를 이용한 폴리머임.  

 진공포장
산소 제거제의 

효율 향상 
 

6.10  

6.11  

6.12  

6.13 시스템 통합

6.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6.15 기술 인 진



- 89 -

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Aegis OX
0.001 cc/100 in2/atm/ day 

@ 80 % RH, 25 oC
투명 알려지지 않음 1.14 gms/cm

2 반 견고성 

 유연성

7.0 식품포장기술: AEGIS nanocomposite barrier resins

7.1 제조사 정보: Honeywell Plastics, Aegis OX 

7.2 재의 TRL: 3

7.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7.4 기능: Aegis OX 합 nanocomposite, 산소제거 barrier nylon 수지는 다습한 환

경에서도 높은 산소  이산화탄소 barrier 특성을 유지하도록 제조되었으며, 여러 

가지 PET병을 제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Aegis NC는 코 제로 이용되거나 주형

이나 blown film를 제조하기 한 염기수지로 이용하며 Aegis OX와는 달리 산소제

거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Aegis NC 코 은 쥬스 carton 용기의 nylon6을 체하여 

약 3배 정도 향상된 산소 barrier 특성, 보다 높은 강도, 그리고 높은 내습성 등을 

제공하며, 육가공품  치즈포장에서 nylon의 체 코 제로 이용된다. 이 새로운 

종류의 수지는 nylon6에 비해 2배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30 내지 50 % 향상된 

인장강도, 굴곡률,  굴곡도를 가지고 보다 얇고, 가볍고, 나은 포장재를 만들 수 

있다. 이 포장물질의 이용은 polymer 계통의 포장재의 이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반

견고성 용기에 포장된 high barrier shelf-stable 식품을 한 포장재로도 고려될 수 

있으며 다른 포장재에 비해 부피가 작으며 소각이 용이하다.    

7.5 해요소: 이 포장재와 련하여 알려진 해요소는 없다.

 

7.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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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매우 높은 산소 

차단력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Y

산소차단특성은 유리와 

비슷함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Aegis OX 독 인 nanocomposite nylon 6 resin 알려지지 않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Aegis OX Y Y Tm = 209 oC 알려지지 않음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Aegis OX  
차단력이 높은 반 견고성 용기 제작이 

가능함 

많은 디자인이 가능하나 반 견고성 

라스틱이 더욱 편리함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Aegis OX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Aegis OX 알려지지 않음 9 7 7 건조나 열 가공식품 

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MAP Y Y

장공간을 이기 한 수단으로 

진공포장을 이용하며, 우치에 

식품을 집어넣고 합함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7.7 Packaging Design

7.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7.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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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Aegis OX 2,000 $ 3-5,000,000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Aegis OX 재사용 가능한 용기  폐기물 처리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Aegis OX 좋음 최소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Aegis OX 존재함 
 가스 주입된 

headspace
 공동연구개발  

7.10 포장설비에 한 설명

7.11 포장설비 청소

7.12 설비 수명

7.13 시스템 통합

7.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7.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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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식품포장기술: Triton nanocomposite barrier resins

8.1 제조사 정보:  

8.2 재의 TRL: 2

8.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8.4 기능: Polymer nanocomposite는 3-5년의 보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낮은 

산소  수분 투과성을 가진다. 미육군 Steam Table Tray에서 냉장보  없이 3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차단력을 가진 것으로 밝 졌다. 

nanocoposite의 향상된 차단력과 강도에 의해 포장시스의 무게를 일 수 있다. 열

가소성 폴리머에 첨가되는 nanosillicate filler는 포장재의 강도와 차단력을 향상시키

며 nanosillicate filler가 첨가되지 않은 포장재의 제조과정과 동일하게 생산된다. 산

소차단특성은 호일과 비슷하며, 수증기 투과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차단특

성은 포장재의 조성이 아니라 두께에 의해 달라진다. 이 포장재의 식품이용에 한 

FDA 허가는 없으나 미군 Natick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이다. 반 견고성 용기

에 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높은 산소 차단력을 얻기 해서 EVOH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nanocomposite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연료 물질이나 다른 용도의 제품 

는 부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8.5 해요소: 특별한 해요소는 없으나 한 가지 경우에서만 식품이용에 한 

FDA 허가를 얻었다. nanocomposite 폴리머는 다층구조 포장시스템에서 간이나 

외부 포장재로의 사용을 권장한다. 미 육군 연구소에서 실시한 추출물 실험에서는 

특별한 추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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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 

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Nylon nano

EVOH E nano

CPET nano

1.3

0.2@0% RH

0.35@100% RH 

3

나쁨

좋음

좋음 

  

유연성

반 견고성

유연성  

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nanocomposite 차이 없음  알려지지 않음 4 9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nanocomposite 폴리머, sillicate filler 문제없으나 FDA 허가 받지 못함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Nylon nano

EVOH E nano

CPET nano   

Y

Y

Y

Y

Y

Y

? to 130

? to 80-100

? to 70-100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모든 폴리머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재질/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nanocomposite 약 1,000 시간 $ 100,000

8.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8.7 Packaging Design

8.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8.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8.10 포장설비에 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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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nanocomposite 일반 인 폴리머 가공설비와 차이  없음 

재질/기술 평균 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nanocomposite 일반 인 폴리머 가공설비와 차이  없음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폴리머 

nanocomposite

량생산 인 면에서 차단특성이 

개선되었고, nanocomposite이 

첨가되지 않은 폴리머에 비해 

재료의 가공성이나 효율이 향상됨 

장기안정성 평가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으며, 열성형 tray의 장기안정성 

평가는 재 미 육군에 의해 실시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nanocomposite 

고차단  

코 기술 

(PPG epoxy)

  

라스틱에 nanoparticle을 

첨가하여 산소/수분차단 

향상을 한 정부지원 

로그램 실시-기본 는 

응용포장 연구  

nanoparticle을 

첨가한 포장재에 

한 평가-산업  

생산 규모 

8.11 포장설비 청소

8.12 설비 수명

8.13 시스템 통합

8.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8.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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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식품포장기술: 산소제거 PET

9.1 제조사 정보: Amcor Norht America

9.2 재의 TRL: 3

9.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9.4 기능: 산소 제거제를 함유한 AMCOR PET - PET의 특정 혼합에 의해 유리나 

EVOH보다도 뛰어난 산소 barrier 특성을 가졌다. 재는 이 독 인 PET/산소제

거제 혼합에 한 아주 제한 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barrier 특

성에 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보다 강하고, 가벼운 포장용기의 제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낮은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나 고온 충진식품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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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 

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Amcor PET 0.0007 cc/pk/day
매우 

좋음 
모름 PET와 유사  반 견고성

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Amcor PET  7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Y 8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Amcor PET PET 알려지지 않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

o
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Amcor PET Y Y 200 
o
C까지  알려지지 않음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

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반 견고성 용기 차단력이 높은 resin과 폐차단 반 견고성 용기가 보다 더 편리함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Amcor PET 알려지지 않음 9 8 8 건조나 열 가공식품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Amcor PET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9.5 해요소: 특별한 해요소는 없다. 

9.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9.7 Packaging Design

9.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9.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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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Amcor PET 약 2,000 시간 $ 3-5,000,000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Amcor PET 재사용 가능한 용기  폐기물 처리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Amcor PET 좋음 최소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Amcor PET Y
가스주입된 

headspace  
공동 연구개발 필요

nanoparticle을 

첨가한 포장재에 

한 평가-산업  

생산 규모 

9.10 포장설비에 한 설명

9.11 포장설비 청소

9.12 설비 수명

9.13 시스템 통합

9.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9.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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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식품포장기술: 냄새 흡착 포장

10.1 제조사 정보: Amcor Norht America

10.2 재의 TRL: 2

10.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0.4 기능: 열가공이나 보존기간  부분의 식품  음료수는 분자량의 

carbonyl 화합물에 의해 품질이 하된다. 부부의 carbonyl 화합물들은 열 가공과

정  생성되는 분해산물이며 포장재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Carbonyl기와 같은 

off-flavor 화합물을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면 부분의 식품과 음료수의 

반 인 품질은 개선될 수 있다. 이 폴리머 화합물에 함유된 활성물질은 carbonyl기

와 히 반응하여 새로운 고분자 화합물을 생성한다. 흡착 등의 방법으로 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포장시스템들이 이미 많은 논문과 특허청원에 의해 보고되어지고 있

다. 이들 포장시스템들은 주로 산소와 ethylene의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off-flavor 화합물을 선택 으로 제거하고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해 활성포

장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다. 재 이 분야의 부분의 연구들은 조

되지 않은 천연 폴리머들에 의한 flavor 화합물의 제거에 제한되어 있다. 화학  

기능기를 이용한 flavor 화합물의 제거는 amine과 황 화합물에 국한되어있다. 열가

소성 포장재에 폴리머성 amine을 첨가하면 acetaldehyde와 같은 분자 aldehyde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Acetaldehyde는 polyester의 합  용해과

정 에 발생되는 불순물이다. acetaldehyde가 우유, 콜라, 맥주,  물 등과 같은 

민감한 식품들의 맛에 미치는 향으로 인해, 폴리머 제조회사들은 식품포장용기에

서 acetaldehyde의 양을 이기 해 노력해왔다. Eastman Chemical Company는 

압출성형을 이용, acetaldehyde 감제를 첨가한 multilayer PET를 고안하 다. 

간에 polyamide층이 상하 2층의 PET층에서 acetaldehyde를 감소시키기 해 첨가

되어졌다. 한 고온살균 우유 등에서 생성되는 분자 ketone도 식품의 flavor에 

향을 미친다. aldehyde와 마찬가지로 ketone도 역시 amine과 쉽게 반응하는 

carbonyl기를 함유하고 있다. off-flavor 화합물의 효과  제거하는데 필요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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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 

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냄새흡착포장 
기본 폴리머에 

따라 다름
      유연성 는 반 

견고성

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냄새흡착포장  냄새 제거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산화에 의한 냄새 제거는 

능  품질을 개선함 

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냄새흡착포장
nylon 6, sorbitol, cyclodextrin이 첨가된 

PET 는 HDPE 
알려지지 않음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냄새흡착포장 Y Y 기본 폴리머에 따라 다름  알려지지 않음

에 따라, 음료수 용기의 활성부 는 바로 뚜껑 는 마개부분이다. 이 기술을 용기

의 마개부 에 한정하는 것은 포장비용을 이고 포장의 활성부 를 휘발성화합물

이 집 되어있는 headspace에 놓이게 할 수 있다. 포장재에서 휘발성 식품성분을 

제거하는 폴리머성 amine도 오취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다. 고온살균 

우유의 형 인 오취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효과 인 방법은 식품포장에 분

과 합성 폴리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세정제의 cyclodextrin과 악취제거 폴

리머의 이용은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졌다. 이 기술의 상업  이용이 

Febreeze
® 

섬유 세정제와 Glad
®
의 악취제거 쓰 기용 투이다. cyclodextrin에 첨

가한 오취조  물질로는 silicate/aluminate zeolite, activated carbon, 섬유성 흡착물

질, 흡착성 겔, 흡착기포,  흡착스펀지 등이다.      

10.5 해요소: 특별한 해요소는 없다. 

10.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 100 -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

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냄새흡착포장
높은 차단 특성을 가진 폴리머와 병용하면 

보존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formability)
상 식품

냄새흡착포장
기본 폴리머에 

따라 다름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냄새흡착포장 없음 효과 없음

재질/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Amcor PET 약 2,000 시간 $ 3-5,000,000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냄새흡착포장 Y 차단 폴리머  
Verginia Tech에서의 활발한 

연구 로그램
  

10.7 Packaging Design

10.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0.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10.10 포장설비에 한 설명

10.11 포장설비 청소

10.12 설비 수명

10.13 시스템 통합

10.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0.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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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식품포장기술: 식용필름을 이용한 식품포장

11.1 제조사 정보:  

11.2 재의 TRL: 

11.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1.4 기능: 식용가능  생분해성 포장분야는 3-5년의 식품보존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재 최고품질의 식용가능 필름들은  폴리머에 비해도 어도 100배 정

도 덜 효율 인 가스투과율을 가진다. 최상의 식용포장재는 지질 성분을 가지는데 

가공시스템 등의 부분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다. 리토르트 가공이나 고온충

진에도 이용될 수 없다. 생분해성 필름은 식품을 포장한 상태라도 장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해될 것이다. 이러한 포장재들은 쉽게 분해되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포장된 식품의 안 성도 유지될 수 없다.    

11.5 해요소: 험한 가스발생, 설비의 무게/부피, 재료공 ,  라미네이트 재활용

에 있어서의 제한 등으로 인해, 우주기지에서 라스틱 폴리머 필름을 생산하는 것

은 실용 이지 못하다. 우주기지에서의 식용가능 필름을 생산하는 것도 재료의 공

이 원활하지 못하며, 생산된 필름도 우주임무에 이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폐

자원을 활용한 포장재의 생산은 은 Equivalent System Mass를 필요로 할 것이

다. lignin을 이용하여 포장재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무 많은 해요인

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 포장재의 기능성 역시 우주임무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가징 합한 방법은 미리 제조된 포장재를 수송하여 충진, 합,  열 가공 처리 

등을 우주에서 하는 방법일 것이다.  

11.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11.7 Packaging Design

11.8 포장재 안정성.  

11.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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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포장설비사양

11.11 포장설비 청소

11.12 설비 수명

11.13 시스템 통합

11.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1.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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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Technology Assessments: Food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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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ood preservation: 통 열 가공 - 리토르트(air-overpressure) 는 

rotomat(water-overpressure) 

1.1 제조사 정보

1.2 재의 TRL 수 : 지상 - 9   우주임무 - 5

1.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4 기능: 이 기본가공기술은 재 산성식품에서 병원  부패성미생물의 사멸과 

효소작용의 억제를 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로 처리된 식품들은 

상업  멸균상태(commercially sterile)이며 완 멸균도 가능하다. 식품은 통조림 캔, 

retort pouch, 는 병 등에 담아 정 온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air-overpressure

나 water-overpressure로 처리한다. 이 기술을 포장식품에 용하여 미 육군의 

meals ready-to-eat(MRE)를 개발하거나 상업 으로 heat-and-serve 형태의 식품

이 개발되어져 있다. 재 NASA는 이러한 retort 가공법을 이용하여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용되는 많은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우주기지에서는 축소된 

형태의 가공장치가 필요하다. 무 력  력 환경에서는 가열시간/온도에 련하

여 retort 가공 시스템이 다시 연구되어져야 한다. 가공 후 식품에 한 선호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retort 포장 장치  부품 그리고 포장재의 원활한 공 도 반

드시 필요하며 함께 연구되어져야 한다.

1.5 해요소: “ 산성식품 규정”(21CFR part 113)은 산성식품의 열가공처리와 

련된 해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해요소들은 식품 기온도와 시간, 식품의 도, 

식품의 무게, 가공온도  시간, 가공  밸 의 한 기능, 포방 합, 그리고 냉각

증 제품온도  시간 등이다. 이 기술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이러한 해

요소들을 조 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안정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우주기지에서 이 기술의 이용은 주변 환경과 련된 미생물학  해요소도 

우주기지에 알맞은 가공시스템이 마련되기  반드시 평가되어야한다. 설비의 작동

에는 증기 분출  고온의 설비에 한  등에 의한 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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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열 가공

장온도에 따라 

다름. 

6개월@100 oF

3년@80 oF

5년@냉장온도

냉장온도  

실온 (70-80 oF) 

냉동온도는 합

하지 않음

높은 습도는 

포장재에 

향을  수 

있음

포장은 비정상 

압력에서 

검사되어야 함

jar, 캔, 

polytray 등 

이용 가능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6-7 6-7 6-7 6-7 5-7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열 가공

리토르트 가공은 력에 계없으나 

rotomat 가공은 력에 향을 받음. 

설비는 무 력 상요을 해 보완이 필요함 

알려지지 않으나 미세  

무 력에서의 가공 parameter를 

확인하여야 함

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50 1.0

1.4 kW-hour, 

3kW
1.0

1 batch 당 

4시간

지상: TRL 4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리토르트 는 

rotomat
3-5 MYE 300,000-5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rotomat
우치가 손되지 

않으면 청소 불필요함
없음 없음 없음

1.6 식품보존기간

1.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8 력의존도

1.9 가공장비사양

력/압력작동, 특히 압력조 , 용수확보,  고압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요소들을 해소하여야 한다.

1.10 장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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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리토르트/rotomat
리토르트의 마모. 센서, 밸 , 

폐장치, 호스  등 3-5년

온도/압력 센서, 밸 . 

비용은 모름

리토르트 우치 

포장시스템

합장치는 사용횟수에 따라 

다름. 정상사용에서 1-2년

포장설비의 합장치 

비용은 모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열 가공

가공과정  발생한 열은 체 시설에 이용될 

수 있음. 생물학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생처

리하고 포장식품을 재가열할 수 있음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리토르트/rotomat 신뢰도가 매우 높음 험성이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시간, 압력 Y
각 Critical Contro Point 

가공의 자동 모니터링

컴퓨터 모니터와 데이터의 

backuo-축 된 데이터와 비교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열 가공

UHT, High 

Pressure 가공, 

ohmic heating

센서 데이터 취합하는 

기술이나 포장 

기술에서의 진  

모름. 우주기지에서의 

사용을 한 소형장치 

필요

1.11 장비수명

  

1.12 시스템 통합

1.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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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고온충진/유지 5년
냉동에서 

실온까지의 온도
용하지 않음 용하지 않음

유연성 

우치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7 8 8 8 7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고온충진/유지
열 을 통해 뚜렷이 순환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알려지지 않음

2.0 Food preservation: 통 열 가공 - 고온충진  유지 

2.1 제조사 정보: 많은 제조사가 있다.

2.2 재의 TRL 수 : 3. 무 력 공간에서의 이용을 한 연구 필요.

2.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2.4 기능: 이 기술은 장 안정  조건에서 가공된 산성처리 식품에 이용된다. 유연

성 우치에 포장된 식품들은 모든 유형의 임무에 합하도록 제조되어진다. 우주

정착기지에서도 장 안정  조건으로 재배후 가공을 한 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식품을 pH 4.6 이하로 산화처리를 해야만 한다. 이 기술은 세균성 포자

를 괴하기에는 부 한 온도에서 가공되므로 산성 식품에는 이용되기 어렵다.  

 

2.5 해요소: 부 하게 가공되는 경우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1차 인 해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 한 가공온도나 시간, pH 조  등에 의해 발생한다. 

각 변수를 감시하는 안 장치가 이러한 해요소를 조 할 수 있다. 축소형 시스템

은 한 조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2.6 식품보존기간

2.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2.8 력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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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고온충진/유지 시스템 개발에 요함 시스템 개발에 요함 

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고온충진/유지
물과 살균제로 

씻어내면서 청소함
잘 모름

장비용 살균제 

필요
잘 모름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고온충진/유지 마모됨 센서, 밸 , 펌  등. 비용은 최소 잘 모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고온충진/유지
가공과정  발생한 열은 체 시설에 이

용될 수 있음.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고온충진/유지 신뢰도가 매우 높음 험성이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pH Y 시간, 온도, pH 모니터링
Critical control point를 

모니터하는 데이터 습득 장치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고온충진/유지
다른 열 가공 

기술

시스템을 축소하는 기술과 

무선 데이터 송기술 
모름

2.9 가공장비사양

무 력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하여야 하며, 온도, 시간,  pH를  모니

링시스템 포장장치, 폐쇄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2.10 장비청소

2.11 장비수명

  

2.12 시스템 통합

2.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2.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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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modeling     

열 가공 최 화 

육류제품 1년

다른 식품 3년

4 
o
C 

기 환경 정상 차단 필름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가공식품 9 9 9 9 9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

화가 미치는 향

modeling     

열 가공 최 화
없음  없음

3.0 Food preservation: modeling 열가공 최 화 

3.1 제조사 정보

3.2 재의 TRL 수 : 4

3.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3.4 기능: 이 기술의 목 은 포장 ready-to-eat 육류식품으로부터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고,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보존기간을 연장시키기 한 신 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상 인 살균방법으로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힘든 우주에서 

이 기술은 우주 비행사를 한 육제품을 제공하기 한 실질 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기술에 의해 처리된 육제품들은 보존기간을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식품안 을 보장하고 품질을 유지한다. 이 기술은 포장 ready-to-eat 델리 제품들의 

식품안 을 보장하기 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개발된 후에는 다른 식품에서도 이

용될 수 있다.  

 

3.5 해요소:  이 기술들은 지상에서 이용될 것이다. 해요소는 낮은 증기압력, 낮

은 질소압력, 그리고 진공 등이다.

3.6 식품보존기간

3.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3.8 력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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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5 미만 1 미만 < 1 5 미만 0.2 미만

지상: TRL 4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modeling     

열 가공 최 화
1,000 1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modeling     

열 가공 최 화
설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modeling 

열 가공 최 화
5년 이상 합, 밸 . < $ 200 매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modeling     열 

가공 최 화
없음 없음 없음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modeling    

열 가공 최 화
신뢰할 수 있음 없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modeling     

열 가공 최 화
Y 솔 노이드 밸 데이터 취합시스템

3.9 가공장비사양

력/압력작동, 특히 압력조 , 용수확보,  고압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요소들을 해소하여야 한다.

3.10 장비청소

3.11 장비수명

  

3.12 시스템 통합

3.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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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modeling     열 

가공 최 화

열 가공 련 

기술

살균  포장 

시스템
실험실 시험 실험 가동

3.15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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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건조
재배작물에 따라 

다름: 1-5년
실온 이하 75 % RH 이하 상 없음

다양한 포장 

이용 가능

4.0 Food preservation: 건조  탈수 

4.1 제조사 정보: 많은 상업  시스템이 있다(동결건조  공기건조).

4.2 재의 TRL 수 : 지상에서의 건조방법은 TRL 9이다. 포장식품은 재의 상업

 기술로 제조되어 질 수 있다. 공기건조와 동결건조는 우주왕복선에서도 이용 가

능성이 있다. 우주기지에서의 공기건조법은 연구개발의 필요가 있다 (TRL 3).    

4.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4.4 기능: 식품을 보존하기 한 건조법은 검증된 보존방법이며, 수천 년 동안 인류

에 의해 이용되어졌다. 우주 정착기지에서 사용될 가장 효과 인 건조 는 탈수 

방법이 검증되어질 필요가 있다. 존하는 상업  시스템은 왕복우주선과 우주착륙

기지를 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지상에서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해 열 처리를 이용하지만, 건조장치에 진공이 유지되는 경우, 이 기술은 다소 조

되어져야 한다. 화성과 같은 환경에서의 건조과정이 유리할 수 있다. 건조기술은 이 

기술이 성공 으로 사용되기 한 특별한 필수조건들이 없다.

 

4.5 해요소: 건조과정이 40-140 
o
F의 온도에서 무 오래 지속되면 미생물의 생육

이 하나의 해요소가 될 수 있다. 병원성미생물이나 부패미생물이 존재한다면, 장

기간의 건조과정은 이러한 미생물들의 생육을 래할 수 있다. 건조 온도는 일반

으로 130-180 
o
F이다. 고온에서의 건조는 특별한 식품에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된

다. 무 높은 온도의 건조과정은 식품의 경화, 함수, 미생물에 의한 부패  양

의 손실을 래한다. 건조될 식품의 두께가 요하며, 한 건조 시간  온도가 

용되어져야 한다. 건조과정  식품내 잔여 수분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이용하

면 시스템은 자동화 되어질 수 있다.   

4.6 식품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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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공기건조식품 5-7 6-8 5-7 5-7 5-7

동결건조식품 7-8 7-8 6-8 5-7 3-5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건조 없음  
식품의 기능성이나 보존기간에 향 없음. 진공상태에서 

건조과정이 진될 수 있음 (진공상태에서의 동결건조) 

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3-4 kg 0.125

24kw 

hours/batch
없음 0.5hour/batch

지상: TRL 4 없음

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건조

장비로부터 

식품 꺼기를 자주 

닦아 제거해  

없음 없음 최소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건조 5년 이상 열 발생 장치; 모터; fan

사용에 따라 다름. 매년 

열 발생 부품, 밸 , 센서 

등 교체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건조 증발된 수분 회복
가공  발생된 열, 수분, 냄새 

등이 주변 환경으로 배출
공기/수분

4.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4.8 력의존도

4.9 가공장비사양

건조기술은 완 자동화 할 수 있으며, 재 포장 식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할 수 있

으며, 우주왕복선, 우주착륙기지,  우주정착기지의 식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증발시킨 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4.10 장비청소

4.11 장비수명

  

4.12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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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건조 우수함 험요소가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건조 온도/습도 모니터 수분활성도 측정 온도/습도의 도표작성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건조   

microwave건조법 는 

radiofrequency 건조법 

등 새로 개발된 

건조법을 용시킬 수 

있음 

우주에서 진공을 

이용한 건조법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지 검증 

필요

4.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4.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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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냉동건조 
3-20년 는 

6개월에서 2년

70-80 oF

100 oF 
0 %

기환경과 

동일

진공포장 호일 

라미네이트 포장재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7-8 7-8 8 7-8 6-7

5.0 Food preservation: 동결건조(탈수) 

5.1 제조사 정보: Oregon Freeze Dry, Albany OR; Hanover Foods, Lancaster, PA; 

CVC, CA; Dry blender: Alpine Aire, Backpacker

5.2 재의 TRL 수 : 8-9

5.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5.4 기능: 포장식품재료/식품은 보존기간이 상당히 길며(5-20년), 안 하고, 양

으로 안정하며, 이용하기가 쉬우며 개발이 거의 완료된 기술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에 이용할 수 있다.

  

5.5 해요소:  미생물 오염, 갈색반응(맛과 수분흡수율이 감소됨), 진공장치 등에서

의 결함, 냉장장치의 가스 과 열 발생장치의 오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6 식품보존기간

5.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5.8 력의존도

5.9 가공장비사양

5.10 장비청소

5.11 장비수명

  

5.12 시스템 통합

5.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5.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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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삼투성 건조

과일류는 3년이며 

다른 식품 재료 

등은 알려지지 않음

80 oF 
0 % (호일 

포장일 경우)
기압력

진공/질소포장 

(호일 라미네이트 

포장재)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7-8 7-8 7-8 7-8 7-8

6.0 Food preservation: 삼투성 건조(Osmotic drying)

6.1 제조사 정보: Cherry Central Travers City, MI; Oregon Freeze Dry, Albany 

OR; Tree Top(fruit); Graceland; Byron Foods, Australia

6.2 재의 TRL 수 : TRL 4 는 과일류에 해서는 TRL 5, 6    

6.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6.4 기능: 공기건조를 한 후 수분함량 15 % 그리고 수분활성도 0.86 미만까지 소

이나 설탕을 첨가한다. 칼슘, folic acid와 같은 활성물질을 첨가하여 효율을 향상시

킬 수도 있다. 삼투에 의해 건조된 식품들은 보존안 성이 뛰어나고 압축성이 좋다.  

 

6.5 해요소: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조장치, 진공펌 , 는 

열기의 열선 등에 의한 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6.6 식품보존기간

6.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6.8 력의존도

6.9 가공장비사양

6.10 장비청소

6.11 장비수명

  

6.12 시스템 통합

6.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6.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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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선량 조사

고선량 조사

2-5년

3-5년

40 oF/실온

실온 

70 % 

0 %

기압력

기압력

함성수지 포장

호일 라미네이트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8 8-9 8-9 7-8 7-8

7.0 Food preservation: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7.1 제조사 정보: Food Tech Services/Nation's Pride, Mulberry FL, Surebeam, 

Iowa; IBA Food Safety Division; MDS Nordion, Kanata, Ontario, Canada; 

Nactick Soldier Systems Center 

7.2 재의 TRL 수 : 신선 과채류에 해서 TRL 7, 고선량 식품에 해서는 TRL 

9    

7.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7.4 기능: 포장식품재료/식품은 보존기간이 상당히 길며(2-5년), 안 하고, 양 으

로 안정하며, 이용하기가 쉬우며 개발이 거의 완료된 기술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에 이용할 수 있다. 신선식품의 경우도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7.5 해요소: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조장치, 진공펌 , 는 

열기의 열선 등에 의한 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7.6 식품보존기간

7.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7.8 력의존도

7.9 가공장비사양

7.10 장비청소

7.11 장비수명

7.12 시스템 통합

7.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7.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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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Food preservation: 항열 가공법

8.1 제조사 정보

8.2 재의 TRL 수 : 4

8.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8.4 기능: 우주정착기지에서는 도착해서 약 600일 가량 머물게 되며, 식물들을 재배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재배된 작물이 1차 식품이 될 것이다. 우주정착기지에

서는 기본 으로 3-5년의 보존기간을 가진 포장식품이 필요하며, 재배작물을 안

하고 섭취하기 좋고, 양가 높은 식품으로 가공하기 한 기술이 필요하다. 항열 

가공은 우주임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용될 것이다. 첫째, 포장식품을 더욱 개선

시키기 해서, 둘째, 우주왕복선에서의 식품가공을 간소화하기 해, 셋째, 우주기

지에서의 식품가공 시스템에서 이용될 수 있다. 항열은 식품을 통과하는 류를 

증폭시켜 내부에서 에 지를 발생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포장식품의 경우, 식품품질이 재의 열 가공식품들에 비해 뛰어나야 한다. 

항열 시스템은 액체, 고체, 는 액체-고체 혼합물 등을 함유한 식품이 균질하고 

신속히 가열될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한 장 이 있다. 이러한 은 식품내부까지의 

열 도에 있어 많은 가공시간이 필요하고 식품품질 손실을 래하는 통 인 열 

가공처리에 비해 품질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항열 가공은 식품의 품

질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생물 포자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 항열가공은 마이크로웨이 에 비해 보다 균질하고 쉽게 범 를 

측할 수 있는 기장을 가지고 있다.

우주왕복선에서 항열 가공시스템은 가볍고, 력공 원이 필요하며, 식품은 

두개의 극사이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른 열가공 

시스템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한 력공  한 우주선에서 이용하기 용이하며, 

스 치를 이용하여 가공을 통제하기가 쉽다. 항열 가공은 식품을 가열하는 것 이

외에 재배작물을 생처리하여 장하는데 이용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토마토소

스, 야채퓨  등의 식품을 가공할 수도 있다. 한 우주선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항열에 의해 생처리 될 수 있다.

우주기지에서 항열 가공은 간편하고 태양 지로부터 쉽게 기를 얻어낼 수 있는 

등 식품가공설비로 매우 합할 수 있다. 우주기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냉동보 하

고 이를 해동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 가공법을 성공 으로 이용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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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

화가 미치는 향

항열 가공 없음  없음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항열 가공 폐기물 처리 과 가공 냉동식품의 해동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항열
한 규칙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면 

신뢰도 높음
없음

는 식품 자체에 약간의 기  도성이 있어야 한다. 부분의 수돗물은 항열 

장치에 의해 하게 가열되어질 수 있으나, 지방과 기름은 기를 통과시키지 않

으므로 항열 가공법은 이러하 stlrvna에는 효과 이지 않다. 

             

8.5 해요소: 한 조 장치 없으면 과열될 수 있다. 이러한 은 과열상태를 감

지하여 수정하는 특수한 도체 형태의 센서를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한 수

소와 산소가 기분해되어 생성된다. 낮은 진동수에서의 가공에서만 발생하므로 이

를 조 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극 성분의 일부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의 유형이나 진동수를 조 하거나 한 극을 선택 

사용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8.6 식품보존기간: 특정 데이터는 없으나, 상업  멸균 식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실온상태에서 수년간 보존할 수 있다. 

8.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8.8 력의존도

8.9 가공장비사양: 특정 데이터는 없으나, 거의 모든 에 지가 식품 내로 방산되므

로 시스템의 에 지 효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작업시간은 사용 력량에 따라 

다르다. 

8.10 장비청소

8.11 장비수명

  

8.12 시스템 통합

8.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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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Y Feedback (PID)

류 Y Feedback (PID)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항열 가공 있음
Radiofrequency 

기술

기분해 문제 해결과 

속한 항열 가공 

이후의 냉각율 개선 

연구 필요

 

8.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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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Food preservation: 우주(화성)기지 임무를 한 항열/방사주 수

(radio-frequency) 가공법

9.1 제조사 정보: APV, Razt다, Capenhurst; Strayfield

9.2 재의 TRL 수 : 2

항열 가공은 상업  이용을 목 으로 개발되어졌으나 우주임무를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주임무에 이용하기 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새로이 고안되어져야 한다.

9.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9.4 기능: 우주정착기지에서는 도착해서 약 600일 가량 머물게 되며, 식물들을 재배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재배된 작물이 1차 식품이 될 것이다. 우주정착기지에

서는 기본 으로 3-5년의 보존기간을 가진 포장식품이 필요하며, 재배작물을 안

하고 섭취하기 좋고, 양가 높은 식품으로 가공하기 한 기술이 필요하다. 항열 

가공은 우주임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용될 것이다. 첫째, 포장식품을 더욱 개선

시키기 해서, 둘째, 우주왕복선에서의 식품가공을 간소화하기 해, 셋째, 우주기

지에서의 식품가공 시스템에서 이용될 수 있다. 항열은 식품을 통과하는 류를 

증폭시켜 내부에서 에 지를 발생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radio-frequency 

열가공 기술은 두 가지 요한 구성요소, 물분자의 진동과 식품내의 이온들의 움직

임으로 이 진다.  

포장식품의 경우, 항열 시스템은 액체, 고체, 는 액체-고체 혼합물 등을 

함유한 식품이 균질하고 신속히 가열될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한 장 이 있다. 이러

한 은 식품내부까지의 열 도에 있어 많은 가공시간이 필요하고 식품품질 손실을 

래하는 통 인 열 가공처리에 비해 품질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항열 가공은 식품의 품질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생물 포자

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 항열가공은 마이크로웨이 에 비해 보다 균

질하고 쉽게 범 를 측할 수 있는 기장을 가지고 있다. radio-frequency 열가공

은 계란, 마카로니와 치즈, broccoli 등의 특정 식품에서는 더욱 뚜렷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우주왕복선에서 항열 가공시스템은 가볍고, 력공 원이 필요하며, 식품은 

두개의 극사이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른 열가공 

시스템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한 력공  한 우주선에서 이용하기 용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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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Radio- 

frequency
3-5년 40-80 oF

제품자체보다는 

잠재 으로 포장재와 

련한 문제  

실온 
poly trays, 

우치, 캔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8-9 8-9 7-8 7-9 7-8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항열 가공

류에 의한 

열 도가 아니라 

상 없음  

향 없음. 환경 인 조건의 역할은 분명치 않음 

스 치를 이용하여 가공을 통제하기가 쉽다. 항열 가공은 식품을 가열하는 것 이

외에 재배작물을 생처리하여 장하는데 이용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토마토소

스, 야채퓨  등의 식품을 가공할 수도 있다. 한 우주선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항열에 의해 생처리 될 수 있다.

우주기지에서 항열 가공은 간편하고 태양 지로부터 쉽게 기를 얻어낼 

수 있는 등 식품가공설비로 매우 합할 수 있다. 우주기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냉

동보 하고 이를 해동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 가공법을 성공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식품 자체에 약간의 기  도성이 있어야 한다. 부분의 수돗물은 

항열 장치에 의해 하게 가열되어질 수 있으나, 지방과 기름은 기를 통과시키

지 않으므로 항열 가공법은 이러하 stlrvna에는 효과 이지 않다. 

             

9.5 해요소: 한 조 장치 없으면 과열될 수 있다. 이러한 은 과열상태를 감

지하여 수정하는 특수한 도체 형태의 센서를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한 수

소와 산소가 기분해되어 생성된다. 낮은 진동수에서의 가공에서만 발생하므로 이

를 조졸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극 성분의 일부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의 유형이나 진동수를 조 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9.6 식품보존기간

특정 데이터는 없으나, 상업  멸균 식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실온상태에서 수년

간 보존할 수 있다. 

9.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9.8 력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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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kg) 부피 (m
3
) 력 (kW) 용수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 

항열 가공
8-10 kg 0.5

12L batch: 

1.4kWH 16.8 

kWH /batch

없음

식품가공: 4 hour 

/batch

식품의 재가열: 5 

min

우주기지: TRL 2 

-radio frequency
50kg 1-1.5

2.0kWH; 

8kW

증류수 

3L/batch

식품가공: 4 hour 

/batch

지상: TRL 4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항열 가공/

radio-frequency
10-15 MYE 900,000-1,500,000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항열 가공/

radio-frequency

최소 5,000 

작업시간
극의 수명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항열 가공/

radio-frequency

폐기물 처리, 포장식품의 

재가열/해동, 식품의 조리 

radio-frequency의 간섭, 

높은 류/열의 방출, 

radio-frequency 노출에 

한 생물학  해

공기 조 시스템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항열 가공/

radio-frequency 

항열가공의 경우 신뢰도 높음.

radio-frequency의 경우 열 가공 

균질성  일 성에 한 검증 

필요

하지 않은 가공에 따른 식품안  

문제, 특히 항열 가공으로 

열 도율이 떨어지는 커다란 입자를 

함유한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  

9.9 가공장비사양

특정 데이터는 없으나, 거의 모든 에 지가 식품 내로 방산되므로 시스템의 에 지 

효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작업시간은 사용 력량에 따라 다르다.  

9.10 장비청소

9.11 장비수명

  

9.12 시스템 통합

9.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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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류, 압; 가공에 앞선 기 

도율 측정. radio-frequency의 경우 

자기장 모니터 장치 필요

Y
Feedback 조 ; 

feedforward 조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항열 가공/

radio-frequency
microwave 

항열 가공에 

필요한 포장법 

개발 

기분해에 한 이해와 

신속한 항열 가공 후의 

냉각율을 개선하기 한연구 

진행 . 두 기술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9.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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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Food preservation: 고수압 가공(High Hydrostatic Pressure Processing: HHP) 

10.1 제조사 정보: Avure Technologies, USA; Mitsubishi, Japan; Kobeco, Japan; 

Uhde, Germany; APS, France; EPSI, Belgium; Stanstedt, UK; Polish Academy of 

Sciences

10.2 재의 TRL 수 :  

고산성 장안정 식품 - TRL 8

산성 장안정 식품 - TRL 5

10.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0.4 기능: HHP 식품가공은 양학   능 인 품질을 심각하게 감소시키지 않

으면서도 포장식품을 가공할 수 있다. HHP 처리는 고온에 노출시키거나 화학물질

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식품을 가공한다. 식품안 을 향상시키고 보존기간을 연장시

키는 고압 가공은 100여년에 걸쳐 연구되어져 왔다. 공학의 발달로HHP 식품 가공

을 할 수 있는 렴한 설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안정성 고산성 식품의 

경우는 HHP의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으며, 장안정성 산성 식품의 경우는 재 

연구개발 이다. 산성 식품가공법과 고온 고압처리가 함께 병용처리되면 멸균수

에 도달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성 식품의 경우는 LACF(Low Acid Canned and 

Acidified Food) 규정으로 인해 상업화에 앞서 FDA의 허가가 필요하다.

   

10.5 해요소: HHP는 부분 우주여행자들을 한 고품질의 장기보존식품을 공

하기 한 지상기반 식품가공기술로 이용될 것이다. HHP설비와 련한 해요소는 

고압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데 주로 련된다. 그러나 물의 압축률이 비교  낮기 

때문에 HHP 식품 가공 내에 장된 압축 에 지의 양은 멸균과정에 이용되는 고

온증기 리토르트의 에 지보다는 다. HHP와 련된 가공온도는 일반 인 열가공 

련 온도보다는 낮다. 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험한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도 않는다.      

   

10.6 식품보존기간: HHP 가공 식품의 보존기간은 냉장온도에서 수주정도의 보존기

간에서부터 장성이 안정하여 수년 동안의 보존기간을 가지고 있다. 보존기간은 

가공시간, 온도, 그리고 압력 등을 제어함으로서 조 될 수 있다. 냉장  실온에서 

HHP는 미생물학 으로 살균되고 보다 개선된 능  양학  품질을 가진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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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산성처리/고산성/멸균) 7-9 7-9 7-9 7-9 7-9

가공식품( 장안정성 식품/ 산성) 7-8 7-8 6-8 7-8 6-9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HHP 없음  
체 인 설비의 무게는 우주선에서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 

량 (kg) 부피 (m
3
) 력 (kW) 용수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500 kg 2

2kw 

hours/batch
1

3.0 hour/3 L 

batch

지상: TRL 4  

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효소는 억제되지 않는다. 80 
o
C 이상의 

기온도에서의 HHP 가공은 식품을 멸균시키고 효소도 억제할 수 있다. 식품가공

에 이용되는 우치가 일반 으로 HHP 가공에 이용된다. 보다 연장된 보존기간을 

한 포장에는 식품의 화학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한 차단력과 가벼운 특

성을 가진 포장재가 필요하다. 장 온도가 낮을수록 식품은 보다 오랜 기간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10.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HHP는 세포 기능성 물질인 거 분자를 괴함으로서 미생물을 억제한다. 식품의 

맛, 양, 색, 냄새에 향을 주는 작은 분자들에는 향이 기 때문에 이러한 품

질들은 HHP 가공후에도 유지된다. HHP는 수분함량이 높은 식품에 더욱 효과 이

고 건조식품에는 효과가 없다. 반 인 품질은 효소의 작용에 향을 받는다. 비교

 높은 온도에서의 HHP는 보다 효과 으로 미생물을 억제하며 포자를 괴한다. 

이 경우의 식품은 신선도는 떨어지나 일반 열가공 리토르트 식품보다는 훌륭한 품

질을 가진다.     

10.8 력의존도

10.9 가공장비사양

HHP 가공은 통 인 열가공이나 멸균에 비해 은 에 지를 소비한다. 짧은 시간

의 HHP는 20 KW의 력을 소모하지만 반 으로는 일반 인 열가공처리 보다 

은 에 지를 사용한다. 고산성 식품 개발은 NASA의 우주임무에 맞는 식품조리

법에 맞춰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산성식품의 경우는 실질 인 식품안 에 한 검

증과 가공법개발을 필요로 할 것이다. HHP가공은 식품가공 안 의 여러 분야에 

향을 다. 생물학  시스템에 한 high pressure의 효과에 한 연구가 100여년에 

걸쳐 수행 지만 요한 연구들은 여 히 진행 이다. 온도를 게 사용하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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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들을 괴하는 능력은 의료, 생명공학,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HHP

의 비미생물분야의 이용은 식품의 조직질감개선에서 단백질 조  그리고 바이러스 

억제에서 백신생산까지 다양하다.       

10.10 장비청소: 장비의 청소는 일반 으로 식품산업에서 이용되는 방법에 의해 실

시한다. HHP가공은 포장된 식품을 가공하기 때문에 식품의 장비에 한 은 매

우 다.  

10.11 장비수명

10.12 시스템 통합

10.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HHP는 이미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따라서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 한 HACCP와 함께 HHP기술을 이용하면 안 하

고 장안정성이 뛰어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

HHP가공은 시간, 온도,  압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가공법은 식품안

을 해 체 HACCP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10.14 기술 인 진 : HHP는 다른 식품가공기술들과는 다르다. 억제기작이 열가공 

는 동 자장과 방사선조사와 같은 다른 신기술들과 다르다. HHP는 범 하게 

산업 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다. 미 육군 연구소에서는 장안정성 산성 식품의 

상업화와 련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식품회사들이 한 HHP 멸균에 한 연

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과 그 포자에 한 억제 기작  역학에 한 부가

인 연구는 이 기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을 이용하기 한 규

제  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HP가공에 한 식품을 만들기 한 

조리법에 연구 역시 요하며, 부가 인 장비의 개발 역시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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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냉장
신성과채류의 경우 

최  2주 정도
34 oF 이하 

장식품에 

따라 다름

주변 환경과 

같음

반투과성 는 

높은 차단력을 

가진 포장재

11.0 Food preservation: 냉장

11.1 제조사 정보: Maytag Climate Zone Technology Corporation, Newton, IA

11.2 재의 TRL 수 : 6    

11.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1.4 기능: 온도조 에 의한 보존기간의 연장은 샐러드 작물의 호흡을 감소시키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지연시킨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의 장에 유용하다. 이 

기술은 에 지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식품에 따른 온도 조 이 가능해야 하

며, 청소가 용이하며, 냄새발생이 고, 장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Maytag 

Climate Zone
TM

 Tchnology는 하나의 재배후 장기술의 하나로 안 하고 양가 

높은 샐러드 작물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기술은 과채류 부패의 원인이 되

는 ethylene의 생성과 숙성을 지연시키기 해 온도변이를 최소화하면서 이상 인 

온도(34 
o
F)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신선과채류의 장기간을 연장시킨다. 이 기술은 

한 장실 주변을 둘러싼 여러 겹의 용기에 찬 공기를 연속 주입해 으로서 건조 

과채류가 공기와 직  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동 습도조 장치에 의해 

90-100%의 최 습도가 유지된다.   

 

11.5 해요소: 냉장기능이 고장나는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  부패가 발생하게 되어 폐기물처리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항균세제를 이용하여 설비 표면을 자주 세척해주는 것이 요하다. 만약 설비

의 일부가 손되는 경우에는 냉각제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11.6 식품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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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9 9 9 9 9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냉각제 압력 Y 온도 조 없음 

Dr. Jeffrey K. Brecht에 의한 Maytag Climate Zone
TM

 Tchnology의 장성 실험에 

의하면, 반 인 외 상  능  품질은 34 oF에서 보다 잘 유지되었으며, 여러 

가지 과채류의 보존기간은 약 2-8일 가량 연장되었다. 수용성 고형체(soluble 

solids)와 비타민 C의 수 도 34 
o
F에서 보다 잘 유지되었다.    

11.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1.8 력의존도: 평가되지 않음.

11.9 가공장비사양

11.10 장비청소: 식품이 부패될 때까지 장실에 보  된 경우에 청소가 필요하며, 

설비의 재질은 polycarbonate이며, 물과 희석 염소수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다.

11.11 장비수명: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약 1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11.12 시스템 통합

11.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재 북미 지역에서 매되고 있다.

11.14 기술 인 진 : 우주임무에 이용되기 해서는 크기가 축소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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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냉동 3년 -20 oC   
차단력 높은 

필름이나 용기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9 9 9 9 9

가공식품      

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냉동
해동후 살균제로 

닦아냄
최소

과산화수소수 는 

허가 살균제
크기에 따라 따름

12.0 Food preservation: 냉동 

12.1 제조사 정보: Maytag Corporation

12.2 재의 TRL 수 : 4 

12.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2.4 기능: 냉동 장은 식품조직의 변화를 제외하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식품을 

보존할 수 있다. 수분을 얼음결정체의 형태로 동결하여 미생물의 생육과 화학  반

응 들을 감소시킨다.

 

12.5 해요소: 냉각제, 압축펌 , 력 등의 장해로 인한 해요인이 존재한다. 

력공 에 문제가 있으면, 냉동된 식품은 해동되어 부패되고 냄새 등을 발생시킨다.  

  

12.6 식품보존기간

12.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2.8 력의존도

12.9 가공장비사양

 

12.10 장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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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냉동 10년 이상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냉동기 품질 향상 력 공기/고형폐기물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냉동 우수함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압력 Y Y 기록장치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냉동 Y 
일부 과채류의 냉동  

Blanching, 해동 시스템  
  

12.11 장비수명

  

12.12 시스템 통합

12.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2.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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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산소투과율 빛 투과율 수분투과율  

단 면  

산출량 

당 질량  

포장 종류(유연성, 반 

견고성, 견고성)

유연성 는 

유연성  반 

견고성 용기에 

의한 차단력

열 합된 

우치나 

반견고성 

용기 

투명 는 

불투명

제품에 

따라 다름

 

유연성 고차단성 우치 

는 열 합 유연성 호일 

마개를 가진 반견고성 

알루미늄 용기

재질/기술 특성

생분해성     

  (#: 분해에 

걸리는 년수)

재활용도 재사용도 식품에 미치는 향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션

포장재 내부에는 

융합 합을 한 

합제가 있음 

 분해되지 

않음
없음 사용가능

실온에서 내부 

열 합제는 식품의 

향을 제거함

13.0 Food preservation: 수분활성도 조 /고차단성 필름 

13.1 제조사 정보: Kraft Food

13.2 재의 TRL 수 : 5

13.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3.4 기능: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 생육과 효소작용을 억제하기 해 조 되어진다. 

생화학  활동도 지연된다. 수분활성도가 조 된 식품은 실온에서조 장안정성을 

유지하며 식품의 품질도 우수하다. 이러한 식품들은 실온이상의 온도에서도 섭취할 

수 있다.  

 

13.5 해요소: 포장이 손되는 경우, 병원성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 오염의 가능성

이 있다.  

13.6 포장재질의 물리  특성

품질평가.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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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화학  조성 가스발생 문제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션   

재질/기술
Microwave 

사용 (Y/N)

냉동

(Y/N)

온도 범

(oC)

포장과 식품상호작용에 

한 온도의 향

유연성: polyester 는 nylon/ 

알루미늄호일/ 도 

polyethylene

반견고성: 도 polyethylene 

이 내부에 압출 코 된 

알루미늄호일

N Y  
실온 증가에 따라 향이 

제거되는 경향이 있음

기술
포장 디자인은 식품품질에 

어떤 향을 주나?
포장 디자인은 편리함을 고려했는가?

유연성 우치 
식품 품질에 향을 주는 

수분흡수를 지연시킴

유연성 우치는 한 notch를 만들어 손

으로 쉽게 개 할 수 있도록 함. 반견고성 용

기는 유연성 마개를 벗겨냄으로서 개 함

포장재
재질 

수명

미생물 

항성

재질 

강도
조형력  상 식품

유연성: polyester 는 

nylon/알루미늄 호일/ 

도 polyethylene

반견고성: 도 

polyethylene이 내부에 

압출 코 된 알루미늄호일

무한

충격, 구멍, 

마모 등에 

약해 이를 

통한 미생물 

오염 가능

  

수분활성도, 열가공,  

pH조  등의 hurdle 는 

combination technology로 

장 안정성 확보: 분성 

식품, 일부 빵제품,  일부 

동물성 단백질 제품  

포장재 포장재의 력 의존성 재질의 온도에 한 력 효과

유연성: polyester 는 nylon/ 

알루미늄호일/ 도 polyethylene

반견고성: 도 polyethylene 이 

내부에 압출 코 된 알루미늄호일 

알려지지 않음 효과 없음

재질의 화학  조성

포장재의 온도 제한

13.7 Packaging Design

13.8 포장재 안정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3.9 포장설비, 포장재 련 정보



- 134 -

설비에 이용된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포장기술만 

이용하는가?

유연성: polyester 는 nylon/ 

알루미늄호일/ 도 polyethylene

반견고성: 도 polyethylene 이 

내부에 압출 코 된 알루미늄호일

Y 알려지지 않음

장공간을 이기 한 

수단으로 진공포장을 

이용하며, 우치에 

식품을 집어넣고 합함

진공 는 가스 

주입 장치 유무

장치 무게

(Kg)

장치부피

(m3)

력사용량

(kW)

용수 이용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두 장치 모두 

사용가능
94 0.15

120 V/

13 amps
none

수동작업. 

작업시간은 약 30  

재질/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수분활성도 조
사용후 설비는 세척 후 

살균처리함
   

재질/기술 평균 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수분활성도 조 10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수분활성도 조
식품의 품질은 열 

가공보다 뛰어남 
  

기술 포장 신뢰도 포장 련 해요소 평가

수분활성도 조  신뢰도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음   

기술 센서 데이터
이용가능 

센서

공정을 한 

통제 필요

데이터 

작업

포장재 품질을 평가하기 

한 검사 존재 유무

수분활성도 조     포장의 보 이 필수 임 

13.10 포장설비사양

13.11 설비 청소

13.12 설비 수명

13.13 시스템 통합

13.14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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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수분활성도 조 Y  cooked rice  

13.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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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Fruit straw 3년 2 oC 30 %  
속층 첨가된 

polyester 필름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7 7 7 7 7

가공식품 8 6 6 6 8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Fruit straw 없음  없음

기술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분쇄기, 건조기, 

압출기, 세척기 등
2 L Ascorbic acid  

14.0 Food preservation: Fruit Straws

14.1 제조사 정보: East West Medical Research Institute

14.2 재의 TRL 수 : 6 

14.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4.4 기능: Fruit straws는 양가 풍부하고 우주인의 요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

다. 포장상태가 양호하면 Straws 자체는 3년까지 장이 가능하다.  

 

14.5 해요소: 알려진 해요소 없음.

 

14.6 식품보존기간

14.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4.8 력의존도

14.9 가공장비사양: Straw는 우주임무가 시작되기  지상에서 생산되거나 우주에

서 재배된 작물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생산될 수도 있다. 우주에서 생산하기 해서

는 분쇄기, 압출기,  건조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며, 부피와 무게가 축소된 설비를 

비해야 한다.

 

14.10 장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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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5년 이상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건조 우수함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Y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분쇄기, 건조기, 압출기 Y Y  Y  

14.11 장비수명

  

14.12 시스템 통합

14.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4.14 기술 인 진



- 138 -

보존기간 장온도 장상 습도 장압력 포장유형

Wrap + Packaging 3년 2 oC 30 %  
속층 첨가된 

polyester 필름

Wrap 1년 2 oC 30 % 없음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7 7 7 7 7

가공식품 8 7 8 7 7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향

wraps 없음  없음

15.0 Food preservation: Fruit & vegetable wrap

15.1 제조사 정보: Aquafilm, LLC

15.2 재의 TRL 수 : 6 

15.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5.4 기능: Fruit & Vege wrap은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양가를 개선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포장상태가 양호하면 wrap 자체는 3년까지 장이 가능하며, 

양가도 높다. wrap은 100 %까지도 과채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강화시키기 용이

하다. wrap은 우주임무시 식품섭취가 쉬운 tortillas의 체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

다. wrap은 한 우주임에서 일회용 포장재를 체할 수도 있으며, 우주복을 포장

하는데 이용한 후 섭취할 수 있다.

 

15.5 해요소: 알려진 해요소 없음.

 

15.6 식품보존기간

15.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15.8 력의존도

15.9 가공장비사양: Straw는 우주임무가 시작되기  지상에서 생산되거나 우주에

서 재배된 작물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생산될 수도 있다. 우주에서 생산하기 해서

는 분쇄기  건조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며, 고온 다습한 화성과 같은 환경은 과채

류를 건조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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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비 청소과정 용수 사용 화학품 사용 청소 소요시간

건조기 거의 없음 0.5 L Ascorbic acid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건조기 5년 이상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건조 우수함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Y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건조기 Y    

15.10 장비청소

15.11 장비수명

  

15.12 시스템 통합

15.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5.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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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Technology Assessments: Post-harves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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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보존기간

작물의 기능성 

손실 방지수단

재배후 가공후 원료의 

장 안정성확보

가공작물의 

양성분
포장유형

발효기/

생반응기
무한 과열 방지 온도  상 습도 조 생균제 효과 수분 차단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발효기/생반응기 없음   없음

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발생 가스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30-40 0.3 1 10 휘발성 CO2 0.5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1,000 $ 100,000

1.0 Food preservation: 발효기/생반응기

1.1 제조사 정보: Labconco

1.2 재의 TRL 수 : 4

1.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1.4 기능: 이 기술은 분을 당으로 환시켜 감미제로 사용하거나 발효식품(요구르

트, 간장, 된장, 알코올성 음료)을 한 에 지로 이용하기 해 사용된다. 

1.5 해요소: 미생물 오염, 알코올 등의 가연성 물질 생산, 휘발성 물질에 의한 공

기오염 등의 해요소가 존재한다.

1.6 식품보존기간

1.7 력의존도

1.8 가공장비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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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발효기/ 

생반응기
Clean in Place 0.2 10L 없음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발효기/ 생반응기 > 10년 폐처리 최소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발효기/ 

생반응기
CO2

세척시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
물과 공기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가공기술만 

이용하는가?

발효기/ 생반응기 Y Y
아님. 압출기, STOW, 

FVP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발효기/ 생반응기 매우 높음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시간

압력

Y

Y

Y

Y Y

1.9 장비청소

1.10 장비수명

1.11 시스템 통합

 

1.12 재배후 가공공정

1.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1.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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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보존기간

작물의 기능성 손실 

방지수단

재배후 가공후 원료의 

장 안정성확보

가공작물의 

양성분
포장유형

제빵기 0.01-2 상 습도, 온도 조  냉장/냉동  수분 차단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제빵기 없음   없음

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발생 가스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1 0.25 1.2 없음 휘발성 물질 0.2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1,000 $ 100,000

2.0 Food preservation: 제빵기

2.1 제조사 정보: Breadman, Sanyo, Zojirushi, Bready, Wellbilt

2.2 재의 TRL 수 : 4

2.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2.4 기능: 이 기술은 가루를 이용하여 빵을 만드는 것은 물론 스타 반죽에도 이

용된다.  

2.5 해요소: 휘발성 물질에 의한 공기오염  열에 따른 화재 험이 존재한다.

2.6 식품보존기간

2.7 력의존도

2.8 가공장비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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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제빵기 진공 0.1 없음 없음(닦아냄)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제빵기 2년 원료혼합 투, 주걱, 모터 최소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제빵기  휘발성 물질 공기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가공기술만 

이용하는가?

제빵기 Y Y 압출기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제빵기 신뢰도가 매우 높음 험성이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Farinograph

Y

N

Y

 

Y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제빵기 Y   farinograph 기능 첨가

2.9 장비청소

2.10 장비수명

  

2.11 시스템 통합

2.12 재배후 가공공정

2.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2.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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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압출기 모름   없음

3.0 Food preservation: 압출기

3.1 제조사 정보: Brabender, Clextral

3.2 재의 TRL 수 : 3

3.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3.4 기능: 압출성형은 한 하나의 보존기술로 여겨지며, 수분함량이 낮고 미생물수

가 어 제 로 포장만 된다면 장안정성이 뛰어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기

술은 유연성 있고, 연속 이며, 신속하고, 자동화율이 높으며, 력에 한 의존도 

낮은 기술로서 식품원료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만든다. 가공방법은 원료를 

특수형태의 주형이나 분출구로 어 넣어, 식품을 높은 단력과 압력에 노출시키

며 이때 조리나 가열가공이 함께 이 진다. 조리는 압출성형가공이 기계  열 에

지를 제품에 가할 때 순간 으로 이 지며, 최종제품으로는 스낵류, 구슬형 스낵, 

스타, 과자류,  유사 동물성 단백질 등이 있다. 압출성형 가공법의 장 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가공생산 할 수 있으며, 비교  은 시간과 에 지 효율에 비해 생

산성은 높고, 단 으로는 많은 고형 폐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속 인 장상태

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원료의 감소를 래할 수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업무능력

이 부족하거나 원료 자체의 변성에 의한 것이다. NASA에서 이용하기 해서는 보

다 가벼운 압출성형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3.5 해요소: 고온, 고압, 기충격, 속조가, 휘발성물질, 무게 등 물리 화학  

해요소들이 존재한다. 

3.6 식품보존기간: 식품의 화학  조성,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다름.

3.7 력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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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발생 가스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25 0.3 10kW 거의 없음 휘발성 물질 0.1h/kg

지상: TRL 4 50 1 100kW 거의 없음 휘발성 물질 0.2h/kg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압출기 10,000 $ 1,0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압출기 물을 분사하여 청소 0.5h 허가 세제 4-5L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압출기 10년 이상 스크루. 배럴통 등 매년 실시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압출기 다목  기능 휘발성 물질, 열, 수증기 공기, 열, 물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가공기술만 

이용하는가?

압출기 Y Y N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압출기 증간/높음
작물 변이  원료 조성, 가동을 시작

할 때와 안정상태에 도달할 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압력, 수분, 

유속, 모터의 회 력

Y

 

Y

 

Y

3.8 가공장비사양

 

3.9 장비청소

3.10 장비수명

  

3.11 시스템 통합

3.12 재배후 가공공정

3.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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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압출기 Y
센서, 

설비소재 
장비의 소형화 

Titanium 소재 이용, 수증기와 

휘발성 물질 포집  조

3.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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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보존기간

작물의 기능성 

손실 방지수단

재배후 가공후 

원료의 장 

안정성확보

가공작물의 

양성분
포장유형

제분기

>10년  (곡물)

<1년(곡물가루)

0.5-3년(씨나 

뿌리)

<0 oC

낮은 습도

온에서의 

제분  

<0 oC

낮은 습도

왕겨제거 수 에 

따른 무기염류  

비타민, 조섬유 

손실  

불투명, 높은 

차단력을 

가진 포장재, 

온 장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제분기 없음   없음

4.0 Food preservation: 제분기

4.1 제조사 정보: Brabender, Stephan, Buhler

4.2 재의 TRL 수 : 3

4.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4.4 기능: 제분기는 곡류를 분쇄하여 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제분기와  제분

기가 시 되고 있다. 두 가지 곡류 모두 우주기지에서의 사용이 실용 이므로 두 

곡류를 모두 제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분기가 필요하다. 제분 공정은 비교  간단

하고 일정한 제분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으나 공정  먼지를 발생시키게 되어 곡

류가루는 상당한 가연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우주 공간과 같은 폐된 환경에서

는 매우 험할 수 있다.  

4.5 해요소: 생물학 , 화학 , 물리학  해요소 존재. 병원성 미생물, 

mycotoxin, 속조각, 분진 등.

4.6 식품보존기간

4.7 력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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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발생 물질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10-15 0.2 1 0
분진 

휘발성 물질
<1h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곡물 제분기 2,000 $ 5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제분기 진공청소나 솔질 0.5h 없음 없음(닦아냄)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제분기 >10년 스크린(채), grinder head, 모터 사용횟수에 따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제분기 Biomass 감소 분진, 열 발생, 소음 공기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가공기술만 

이용하는가?

제분기 Y Y Y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제분기 신뢰도가 매우 높음 험성이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타이머

모터 속도

수분활성도계

Y

 

Y

 

Y

4.8 가공장비사양

4.9 장비청소

4.10 장비수명

  

4.11 시스템 통합

4.12 재배후 가공공정

4.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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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제분기 Y

공기 취

온도 조

공 량 조

없음 무게/부피 감소호 

4.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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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보존기간

작물의 기능성 

손실 방지수단

재배후 가공후 

원료의 장 

안정성확보

가공작물의 

양성분
포장유형

과채류 

로세서

USDA 

Handbook 

66 참조

 열가공 포장

비타민 C 일부 

손실, lycopene 

기능성 증가 

높은 수분/산소 

차단력, 

빛으로부터 보호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과채류 로세서 열 도 효과  없음

량 (kg) 부피 (m
3
) 력 (kW) 용수 (L) 발생 물질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깍둑설기, 분쇄기

스크린, 가열기

농축기

증기  

수분

지상: TRL 4       

5.0 Food preservation: 과채류 로세서

5.1 제조사 정보: Armfield, NC State, Dixie Canning Co., Stephan Co.

5.2 재의 TRL 수 : 1

5.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5.4 기능: 재 한 가지의 로세서가 과채류를 쥬스나 농축액 등과 여러 가지 식품

으로 가공시킬 수는 없으나, 과채류의 단가공, 여과가공,  농축가공은 재 이

용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술들을 병용할 수 있는 기술연구가 요구된다. 

5.5 해요소: 미생물학  물리학  해요소 존재. 열, 속조각, 압력 등.

5.6 식품보존기간

5.7 력의존도

5.8 가공장비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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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과채류 로세서 25,000 $ 5,0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과채류 

로세서
물청소(CIP) 1 h 20 L

허가 세제  

살균제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과채류 로세서 10년 스크린(채), membrane 사용횟수에 따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과채류 

로세서
다용도 열 교환장치 

고형 폐기물 

(껍질이나 씨)

폐기물 처리, 물이나 증기, 

휘발성 물질  냄새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가공기술만 

이용하는가?

과채류 로세서 Y Y N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과채류 로세서 신뢰도가 매우 높음 험성이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압력/진공

유속

Reflective Index

Y

 

Y

 

Y

5.9 장비청소

5.10 장비수명

  

5.11 시스템 통합

5.12 재배후 가공공정

5.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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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과채류 

로세서
Y STOW

소형화

가공최 화
 

5.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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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보존기간

작물의 기능성 손실 

방지수단

재배후 가공후 

원료의 장 

안정성확보

가공작물의 

양성분
포장유형

LTCAS
작물에 따라 

다름

장온도, 상 습도, 

가스조성의 조  

신선식품과 

유사함

식품에 따라 

장 조건이 

다름

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LTCAS 부분 인 력 조건 이용 효과 없음

6.0 Food preservation: Low Temperature Controlled Atmosphere System 

(LTCAS)

6.1 제조사 정보: Forma, Labco/Napco, Fisher, VWR, Maytag, GE, Samsung, LG 

등.

6.2 재의 TRL 수 : 4

6.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6.4 기능: 냉장  냉동 장을 포함한 LTCAS는 만족스럽고 양가 있는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데 이용된다. LTCAS는 샐러드 작물과 식품들의 보존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품의 신선도, 만족도, 그리고 양가를 보존할 수도 

있다. 재배된 작물들이 곡 바로 섭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술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식품안 을 보장하고 미생물의 증식을 조 하기 해 포장하기  

식품을 세척하고 염소, 과산화수소수,  오존 등과 같은 살균제로 처리한다. 일반

으로 낮은 장온도가 필수 이다.  

6.5 해요소: 생물학  해요소( 온성 병원균  부패 미생물) 존재. 냉장기능 상

실이나 냉각제 등의 가스가 기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다. 

6.6 식품보존기간

6.7 력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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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발생 물질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50 3 1-5 0 
휘발성 물질  CA 

가스의 방출 

0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LTCAS 5,000 $ 3,0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LTCAS
스 이 헹굼, 세제 

 살균제, 헹굼, 닦음
0.2 h 1-10 L

허가 세제  

살균제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LTCAS 10년 소형가공기, 합기, 센서 2회/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LTCAS
은 포장재 사용으로 

폐기물 감소

ethylene 방출에 의한 

숙성  품질 감소 
공기  물

기술 지상작업에 당한가?
우주기지의 작업에 

당한가?

한 가지 가공기술만 

이용하는가?

LTCAS Y Y N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LTCAS 신뢰도가 매우 높음 험성이 낮음

6.8 가공장비사양

6.9 장비청소

6.10 장비수명

  

6.11 시스템 통합

6.12 재배후 가공공정

6.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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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습도

가스 센서

미생물 센서

Y

 

Y

 

Y

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LTCAS Y
냉장, 가스 조성 조 , 

미생물 검출, 가스 제거
상업  이윤

장시설의 한 

분획조건 결정과 조  

6.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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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Food preservation: 샐러드용 야채류의 오존살균

7.1 제조사 정보:  

7.2 재의 TRL 수 : 4

7.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7.4 기능: 오존은 소형의 비교 인 경량의 오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된다. 발생된 오

존은 물에 용해되어 오존수를 생산하게 되며, 오존수는 샐러드 야채를 살균하게 된

다. 보다 실용 인 이용을 해서는 신선과채류를 물에 집어넣고 오존 발생기에 연

결된 을 통해 오존이 지속 으로 공 시키게 된다. 이때 용기는 되고 오존은 

지속 으로 물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가 신선과채류를 살균한다. 오존은 염소에 비해 

매우 폭넓은 살균범 를 가지고 있으며, 잔류화학물질을 남기지 않으면서 신선과채

류의 부패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한다. 이 게 생성된 오존은 곧 산소를 생성하

면서 분해된다. 우주환경에서 물은 귀 하기 때문에 샐러드 야채를 세척에 이용되

었던 오존수는 다시 오존화처리와 여과과정을 거친 후 다시 샐러드 야채를 세척하

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오존수를 사용하기 해서는 력의 공 이 필요하다. 

    

7.5 해요소: 다른 산화성 가스들과 같이 높은 농도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오존

은 인체에 해롭다. 미국 직업안 건강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오존 노출에 한 제한농도를 정했다. 작업환경에서 재의 최

제한치 - 장기노출제한치 (Threshold Limit Value - Long Term Exposure Limit; 

TLV-LTE)는 일일 8시간/주 40시간 작업자에 해 0.1ppm이며, 최 제한치 - 장기

노출제한치 (Threshold Limit Value - Short Term Exposure Limit; TLV-STE)는 

15분 0.3ppm이다. 

7.6 식품보존기간

7.7 력의존도

7.8 가공장비사양

7.9 장비청소

7.10 장비수명

7.11 시스템 통합

7.12 재배후 가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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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7.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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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보존기간 장온도 장 상 습도
가공작물의 

양성분
포장유형

두유

냉장두부

냉동두부

냉장시 5일

냉장시 5일

수년

40 
o
F

40 oF

 -20 oF

용 안됨 용 안됨 폐 용기

양소 맛 색 냄새 질감

Raw food 2 2 8 2 2

두유

두부

냉동두부

7

9

9

5

8

9 

8

8

7 

5

8

8 

8

8

9 

8.0 Food preservation: 두유, 두부, 오카라, 유장 가공기(Soymilk, Tofu, Okara, 

Whey Processor, STOW)

8.1 제조사 정보: CSC Study, NASA 

8.2 재의 TRL 수 : 4

8.3 용 가능한 우주임무의 유형 

⃞  화성 왕복우주선

☒  화성표면 착륙기지

☒  화성정착기지

8.4 기능: STOW의 시제품은 재 미국 Johnson Space Center에서 우주기지에서의 

활용을 해 연구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 기술은 콩을 두유, 두부, 오카라, 유장 등

으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두유와 두부는 그 자체 식품으로 섭취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며, 오카라와 유장은 다른 식품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

다. 이 장치의 장 은 한 가지 설비로 여러 가지 식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수

동조작이 가능하며, 높은 자동화율로 인해 작업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단 으로는 

고형 폐기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8.5 해요소: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미생물학  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섭취를 하거나, 부가 인 가공을 하거나, 냉장/냉동 보 하여야 한다. 

작업용 칼에 의한 작업자의 부상 험도 있다. 

8.6 식품보존기간

8.7 제품특성: 1-9 척도에서 1은 매우 열등하며 9는 매우 우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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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의 력의존성
부분 인 력변화와 기조건의 변화가 

기능성  보존기간에 미치는 향

STOW 없음

량 (kg) 부피 (m3) 력 (kW) 용수 (L)  작업시간

우주기지: 

TRL 2
  

지상: TRL 4 10 0.7 1 40 0.75h 

기술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입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술을 TRL 5 단계로 

진압시키는 데 걸리는 비용

STOW 2,000 $ 200,000

기술 설비 청소과정 청소 소요시간 화학품 사용 용수 사용

STOW 물세척 후 살균 0.5 h 20 L 살균제-과산화수소수

재질/기술 평균장비수명 체/소모품과 비용 설비 유지 계획

STOW >2년 분쇄기 부품, 펌 , 스크린 매사용후

기술 잠재  간  혜택 잠재  간  손실
향을 받는 

생명지원시스템

STOW
식품부산물을 이용

다른 식품의 원룔로 이용
냄새

공기, 물,  고형 

폐기물

기술 기술에 한 신뢰성 기술 인 험요소

STOW 알려지지 않음 험성이 낮음

필요한   

센서데이터 유형 
센서 이용 가공에 필요한 통제 데이터처리 

온도, 타이머 Y 시간/온도, 유속, 혼합 기록장치

8.8 력의존도

8.9 가공장비사양

8.10 장비청소

8.11 장비수명

  

8.12 시스템 통합

8.13 신뢰도, 모니터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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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한 기술 병용 가능한 기술
기술을 발 시키기 

한 조치 
개선할 사항

STOW Y 분석기술
소형화, 최 화 

과정
 

8.14 기술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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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4

방사선 조사 기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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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 보건 산물의 생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내․외 이용 황

식품제조  보존유통에서의 생화 기술 발달, 공 보건과 련한 제반 시스

템의 과학화와 소비자의 의식수  향상, 그리고 의학의 부신 발 에도 불구하고 

 세계 으로 식품에서 유래한 질병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학교 식 등에 의한 집단 식 독 발생이 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

병, 구제역, 돼지 콜 라와 같은 가축 염병과 함께 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세

계 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식

독이나 식품 련 질병은 집단 식이나 외식산업의 확 와 더불어 형화되는 추세

이며 이러한 상은 학교 식에서 더욱 심각하다. 식품 유래 질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 독과 염병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유래 병원

성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고 없이 발병하므로 사회 구성

원 체에 극심한 심리  불안을 래하게 되며 나아가 경제  손실 한 막 하

다. 보건 생의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

에 의한 질환자는 연간 약 650만～3,300만 명에 이르며 이  9,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질병 련 직 비용만도 29억～67

억 달러이며 부가 인 경제손실 비용은 197억～349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1999). 이는 곧 재 시행 인 다양한 식품 생화 기술과 

HACCP 등의 제도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품의 생안 성 확보가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

다 효과 인 식품 생화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만약 가 육을 포함한 식육에 방사선 조사기술

을 50% 수 으로 용할 경우 미국 내 식 독 발생 건수는 88만명이하로, 사망은 

350건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여 방사선의 이용이 식품의 안 장과 생화

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제시하 으며 실제로 미 농무성은 2002년 말까지 미

국 내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

고(2002. 10. 25.) 학교 식에서의 생성 확보를 하여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사용

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지난 반세기동안 선진국 심의 다각 인 연구에 

의하여 발 되어 왔으며 재의 어떤 생화 처리방법보다도 효과 이고 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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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학 , 유 학 , 양학  안 성이 확보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재 유럽공동체(EU), 미국 등의 선진국과 식량 수출국

을 심으로 산업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WTO 국제무역체제에 있

어 “ 생식물 검역조치의 용에 한 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무역의 기술  장해에 한 정”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 등

이 체결됨으로써 국제 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한 산업  용은 더욱 가속

화될 망이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성과와 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

선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나 식품 생산자의 이해와 수용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것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미국에서는 가장 안 하고 생 인 식품이 공 되어야하는 학교 식에 이미 

방사선 조사식품이 공 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다. 

 1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해 

 1.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특징

방사선은 크게 우리의 환경에서 하는 자연방사선과 인 으로 발생시킨 

인공방사선으로 구분하며 인공방사선은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α(알 ), β

(베타), γ(감마)선 외에도 기계 으로 발생되는 X선, 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자선

(electrons), 원자로에서 만들 수 있는 성자선 등이 있다. 방사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물질의 원자나 원자단, 분자 등을 리시켜 이온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방사선을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라 하며 γ선, 자선, X선, 

자외선, α선, 성자선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림1).  

표 1. 식품  공 보건 련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선의 종류

방 사 선 선  원 반 감 기 이용 에 지(MeV)

γ(감마)선
Co-60 5.3년 1.17, 1.33

Cs-137 30년 0.06

자선

(electrons)
자가속기에서 발생(10 MeV 이하)

X선 기계 으로 발생(5 Me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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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련 국제기구(FAO, IAEA, WHO 등)와 Codex 식품규격 원회에서 식

품  의료제품의 조사에 안 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방사선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2. 각종 살균․멸균방법의 특징 비교

항   목 고압증기 E O 감 마 선  자 선

멸균 확실성 비교  확실
처리제품에
EO gas 침투 

필수
가장 확실 비교  확실

처리 parameter
온도, 시간, 

압력
온도, 습도, 시간, 
압력, EO농도

시간 시간

공정 control 비교  용이 복잡 용이 용이

처리 시간 數分 數時間 數十秒～數時間 數秒～數分

처리 방법 batch식 batch식 연속식 연속식

처리 제품의 재질 내열성 용범  大 내방사선 내방사선

처리시 포장형태
증기투과성 
(narrow)

EO gas 투과성
(narrow), 재포장

완포장(wide)
완포장(wide

)

물질투과성
구조 

멸균불가
大

물질과의 작용 가스분해 히드록시에틸화 방사선 분해 방사선 분해

처리후 contol 건조/방냉공정 1주간 탈기 無 無

처리후 
제품안 성
(잔류독성)

無
독성 有(출하시
EO 기 치 이하)

無 無

처리비용 가
가(고압증기보
다  고가)

최고가 고가

설비비용 가 고가 최고가 최고가

이들 방사선 가운데 식품산업에서 직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은 감마선과 

자선이며 그 사용비율은 감마선이 80%, 자선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선은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나 원에 의해서 조 이 가능하므로 공정제어, 

신속․정확성, 에 지 효율성, 소비자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장 이 있다. 재 산

업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감마선은 투과력이 강하여 제품을 포장한 상태

로 연속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

으며 제품의 품온 상승이 없어(국제 으로 건 성이 허가된 10 kGy 조사시 물과 

같은 열용량을 가진 산물에서 약 2.4℃ 상승) 성분의 괴를 최소화하고 냉장․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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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도 살균이 가능하다. 자선과 감마선은 모두 화학 훈증제나 보존제와는 

달리 유해성분의 생성이나 잔류성분이 남지 않는다는 장 과 처리시 환경조건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표 2). 

 2. 방사선 조사선량의 단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흡수선량 단 는 그 이(gray, Gy)가 사용되며 

1 Gy = 100 rad(래드) = 1 Joule/kg에 해당한다. 여기서 1 rad (radiation absoption 

dose)는 피조사체의 종류에 계없이 물질 1 g당 100 erg의 방사선 에 지를 흡수

하 을 때를 말한다. 

 3. 방사선 조사시설

가. 감마선 조사시설

감마선 조사시설의 주요 구성요소는 ① 방사선원 (Co-60이나 Cs-137 동 원

소), ② Conveyor system, ③ 차폐 시설  선원 장 수조, ④ Operation  

control system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감마선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obalt-60

은 천연 Cobalt-59 pellet을 원자로에 넣어 성자를 이용하여 생산되며 Cobalt-60 

pellet은 통상 pencil이라고 부르는 이 의 스테인 스 원통 안에 보 한다. 

Cobalt-60 선원은 차폐된 콘크리트 조사실 안에 보 되는데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1.8 m에서 3 m로 선원의 최  에 지에 의해 결정된다. 조사실 내부에는 6～7 m 

깊이의 수조가 있고 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 수조 안에 선원이 보 되며, 

조사가 진행될 때 선원이 수조 으로부터 올라오게 된다. 

산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Conveyor system은 처리하고

자하는 물품의 특성, 활용도 등에 따라 정 방식을 선택한다. 이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다목 의 서비스 조사시설인 Pallet irradiator이며 국내 유일

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도 Pallet irradiator type의 설비

이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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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마선 조사시설(좌)과 조사시설에 사용되는 Co-60(우)

나. 전자선 조사시설

전자가속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내리면 에너지가 없어지므로 생산 시

스템에 유동성을 부여한다. 전자선은 투과도가 낮아 제품을 얇게 배열하여 조사하

여야 하나 전자선을 양측에서 조사하는 경우 그 투과 깊이는 증가한다 (10 MeV의

경우 8.9 cm). 전자선은 제품에 직접 조사하므로 감마선이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높은 효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0 kW의 에너

지를 갖는 전자선 발생장치는 Co-60의 1 million curie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

그림 3. 전자선 조사장치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선 발생장치는 작동 중 열을 발생하여 가속기를 불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속장치 내부의 온도를 항상 ± 0.5℃로 제어하는

정밀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식품에 대한 전자선의 이용은 10 MeV 이하의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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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과력 때문에 재까지는 곡류나 

그 가공품  과일류 등의 살충과 표면 살균 등의 목 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재 자선을 X-선으로 환시켜 투과력을 높이는 기기가 개발 에 있다. 

2   식품 생화에서의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산업에서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병원성 미생물  유해 생물의 사멸에 의

한 생화, 식량자원의 장기보존  손실방지, 그리고 국가 간 식량교역에 따른 검

역 리기술로써 이용되고 있다. 각 식품에 한 조사선량 범 와 주요 사용 목 을 

표 3에 정리하 다. 

표 3. 주요 식품군의 방사선 조사 목   유효선량

주요 식품군 조사선량(kGy) 주요 목   효과

육류, 가 육, 어패류, 채소 

 기타 신선식품을 이용한 

특수 양식품, 무균식품 등

20-70
상업  완 살균

멸균처리 후 상온 보존 

향신료 8-30
미생물의 유효한 감균  곤충사멸

화학살균 살충의 체

육류, 가 육, 어패류 1-10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부패 방지

딸기 등 과채 1-4 곰팡이의 제거로 보존성 연장

곡류, 과일, 야채 0.1-1 해충의 제거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 등 0.25-0.35 숙성의 지연

돼지고기 0.08-0.15 선모충의 제거

감자, 양 , 마늘 0.05-0.15 발아의 억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기연구는 주로 ① 농산물의 발아, 발근 억제

(Inhibition of sprouting), ② 농산물의 해충구제(Insect disinfestation), ③ 농축산물

의 기생충 사멸 (Parasite disinfection), ④ 농산물의 숙도조  (Delay of 

physiological process), ⑤ 장수명 연장 (Extension of shelf-life) 등 농산물의 보

존과 국제교역에서의 안 성 확보를 목 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식품 생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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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상세한 연구와 산업  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방사선의 물질변

환 효과와 BT 는 NT 기술을 목한 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식품․의약소재  

신제품개발에 한 연구분야에서도 획기 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아래에서

는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생화와 련하여 미생물에 한 방사선의 작용기작, 미

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그리고 최근 연구된 식품알러지와 화학독성물질의 감화 

분야에서의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살균의 구분

식품의 방사선 조사가 기존의 살균 기술에 비하여 식품고유의 특성변화를 가

장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조사선량, 식품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품질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제어하고자하는 상 미생물, 

제어 수 , 식품의 특성 등에 따라 조사선량을 조 하여야 한다. 방사선에 의한 식

품 내 미생물 살균은 그 목 에 따라 ① 방사선 완 살균(Radappertization), ② 방

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③ 방사선 부분살균(Radurization)으로 구분

한다. 각 살균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 완 살균(Radappertization) 

Bacillus속  Clostridium속 등의 내생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이 검출되

지 않을 정도로 완  살균하는 처리로서 30～50 kGy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 통

조림 식품과 병원 환자용 무균식품, 우주인 식품, 특수스포츠식품, 실험동물용 무균

사료(SPF 는 Germ-free 사료 등), 의약품, 의료용품  식품의 포장재료 등의 살

균에 용된다. 

나. 방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식품에 오염된 식 독균, 경구 염병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1.0～10 kGy 조

사선량 범 로서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생화를 목 으로 실시되며 세계 으

로 실용화가 가장 활발한 이다.



- 170 -

다. 방사선 부분살균(Radurization)

방사선에 의해 상 식품의 일반 오염미생물의 생균수를 감소시켜 보존기간 

는 냉장기간을 연장시키는 처리로서 0.5～10 kGy정도의 방사선 조사선량이 요구

된다.  

 2.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은 세포 구성성분에 한 직 인 작용과 함께 방사

선에 의한 분해산물이 표 에 향을 주는 간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 으

로 방사선에 한 가장 직 인 표 은 DNA이다. DNA에 한 방사선의 직 효

과는 DNA 분자결합 자체의 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 효과는 DNA의 주변환

경을 이루는 물분자를 수소분자(H˙), 수산 radical(OH˙), 수용성 자(es
-
)와 같은 1

차 radical로 환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OH˙ radical은 DNA 분자

의 수화 경계면에서 90% 정도의 손상율을 차지함으로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한편, 미생물들은 DNA의 손상에 한 다양한 복구 시스템

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으로 DNA 이 나선의 복구시스템이 결여된 미생물은 방

사선 감수성이 크고 방사선 항성 미생물들은 DNA의 복구능력이 상 으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 고유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생존에 향을 주는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

다. 즉, 온도, 기체환경, 수분활성도, pH, 식품의 화학  성분, 미생물의 생장단계와 

같은 외부환경이 미생물 세포의 물리․화학  특성에 향을 미쳐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향을 미

치는 주요 환경인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온도

일반미생물의 치사범  이하인 45℃ 정도의 열처리만으로도 미생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상당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DNA의 손상 등에 한 미생물의 

복구작용이 환경온도 이상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에서도 수 시간 이

상 내열성을 갖고 방사선에 해서도 상당한 항성을 갖는 세균의 포자를  80℃ 

정도의 온도로 처리하여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사선 항성은 격히 감소한다. 반

로 미생물의 양세포를 어는  이하의 온도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상온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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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사선 항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어는  이하에서 수분활성도가 감소하고 물의 

동결에 따라 radical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나. 기체환경

일반 으로 무산소의 조건보다는 유산소 조건에서 미생물에 한 방사선의 

살균효과는 증가한다. 이는 산소의 유무에 따라 미생물의 생리  사과정과 

radical의 생성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험결과 무산소 상태에서는 유산소계에 

비하여 미생물 양세포의 항성이 2～5의 비율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다. 수분활성도

미생물은 주변환경이 부분 으로, 는 체 으로 탈수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수분이 높은 환경에서 방사선에 민감하다. 수분이 낮은 환경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물에서 생성되는 radical의 생성율이 낮아지므로 DNA에 한 간 효과의 

정도도 낮아진다. 냉동식품의 조사에서 부분의 세균 양세포는 2배 정도로 방사

선 항성이 증가하는데 특히 Pseudomonas와 Acinetobacter의 경우는 냉동상태에

서의 방사선 항성이 6～7배 정도, 무산소 상태를 조합하면 8～9배 정도까지도 

항성이 증가하 다는 보고가 있다. 

라. pH  식품의 화학  조성 

이온화 방사선의 미생물에 한 효과는 상당부분 radical에 의한 간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pH 등과 식품의 화학  조성도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요

한 작용을 한다. 일반 으로 식품의 화학  조성이 복잡할수록 방사선에 의하여 세

포내부에서 생성되는 radical과의 경쟁이 커지게 되므로 항성이 증가한다. 호기성 

세균포자의 방사선 항성은 pH 5-8에서는 큰 향을 받지 않으나 pH 5이하에서

는 감응도가 증가한다. 한 보존용 염과 같이 자에 친화성을 갖는 일부 화학첨

가물들은 방사선에 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기타

열손상을 받은 세포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에도 생존한 미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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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세포에 비하여 환경조건에 보다 민감해진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와 미생물

을 제어하는 첨가물 등을 병용할 경우 식품의 지속 인 보존에 훨씬 유효한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식품의 보존이나 살균을 한 방사선 에 지의 양은 같은 종의 미

생물일 경우 오염된 미생물의 기농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같으면 많

은 수의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키기 해서는 은 수의 미생물에 비하여 방사선의 

조사선량을 높여야 한다. 

 3.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가. 방사선 감수성의 표시

방사선 조사에 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의 개체수를 1/10로 이는데 

필요한 방사선량(D10-value)으로 표시한다. 이 값은 아래와 같이 조사선량과 미생물 

생존율의 반비례  직선 계로 나타낼 수 있다.

D10 =
Dose

(log N0 - log N)

여기서 N0는 미생물의 기균수이고 N은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

이다. 미생물의 생존곡선은 shoulder를 갖게되므로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은 

이 shoulder의 길이(L-값)와 생존곡선의 지수  변화인 D10-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효하다. 때로는 log 생존곡선으로부터 미생물의 완 사멸선량(inactivation dose)

을 계산하여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반 으로 1012cells/g 수 의 기미생물을 완  

사멸할 수 있는 방사선의 선량(12D)을 표시한다. 식품미생물은 각 분류군에 따라, 

는 같은 종일 경우라도 미생물의 생장상태에 따라 방사선에 한 감수성이 다르

게 나타난다. 여기서 분류군은 원핵세포인 세균, 진핵세포인 곰팡이와 효모, 그리고 

바이러스로 별할 수 있으며 미생물의 생장상태는 양세포의 생장단계와 포자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으로는 고등 미생물일수록 방사선에 민감하며 포자

는 양세포에 비하여 방사선 항성이 큰 것이 보통이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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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식품성 미생물의 방사선 D-value

미생물 D-value (kGy)
Bacteria

Acinetobacter calcoaceticus

Aeromonas hydrophila

Bacillus pumilus, ATCC 27142

Clostridium botulinum, type E spores

C. botulinum, type E Beluga

C. botulinum, 62A spores

C. botulinum, type A spores

C. botulinum, type B spores

C. botulinum, type F spores

C. botulinum, A toxin in meat slurry

C. bifermentans spores

C. butyricum spores

C. perfingens type A spores

C. sporogenesspores (PA3679/S2) 

C. sordellii spores

Enterobacter cloacae

Escherichia coli

Listeria monocytogenes

L. monocytogenes (mean of 7 strains)

Moraxella phenylpyruvica

Pseudomonas putida

P. aeruginosa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sp.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ent. toxin A in meat slurry

Yersinia enterocolitica, beef, 25 ℃

Y. enterocolitica, ground beef at 30 ℃

0.26

0.14

1.40

1.1 - 1.7

0.8

1.0

2.79

2.38

2.5

36.08

1.4

1.5

1.2

2.2

1.5

0.18

0.20

0.42 - 0.55

0.35

0.86

0.08

0.13

0.50

0.13

0.16

61.08; 208.49

0.195

0.388
Fungi

Aspergillus flavus spores (mean)

A. flavus

A. niger

Penicillium citrinum, NRRL 5452 (mean)

Penicillium sp.

0.66

0.055 - 0.06

0.042

0.88

0.42
Viruses

Adenovirus (4 strains)

Coxsackievirus (7 strains)

Echovirus (8 strains)

Herpes simplex

Poliovirus (6 strains)

4.1 - 4.9

4.1 - 5.0

4.4 - 5.1

4.3

4.1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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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 련 주요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미생물 종 자체의 생리  특성과 환경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로 실제 인 방사선 조사선량의 결정은 각 식품 model에서 검증되어

야 한다. 식 독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통계 으로 

Salmonella, Shigella, Vibrio, Listeria, E. coli,  Campylobacter등이 주원인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Salmonella에 의한 식 독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일반 으로 부분의 병원성 세균은 약 5 kGy 수 의 방사선 조

사에 의하여 사멸이 가능하다. 세균의 포자, 특히 Clostridium  과 Bacillus 속의 세

균 포자는 방사선, 열, 화학물질 등에 매우 높은 항성을 가지며 그  일부는 식

품의 부패에 직 으로 여하고 때로는 식품 생에도 요소가 된다. 2002년에 

미국 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탄 균도 이 범주에 속한다. 식육의 방사선 멸균에

서 C. botulinum type A와 B를, 어류의 방사선 살균에서는 C. botulinum type E를, 

의료기기의 멸균에는 C. tetani, C. perfringens, C. septicum등의 완 살균을 목표

로 한다. 이러한 내생포자의 완 살균에는 일반 으로 30 kGy 내외의 선량이 필요

하다. 

한편, 양세포 상태에서도 방사선에 하여 매우 높은 항성을 갖는 미생물

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세균포자와 구분하여 방사선 항성 세균이라 부른다. 그러

나 방사선 항성 세균들은 부분 비병원성이며, 다른 균주에 비해 양 요구성이 

매우 까다롭고, 열에 한 항성이 없으며, 식품 균총  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균포자에 비하여 식품 생학  험성은 크지 않다. 가장 표 인 방사선 항

성 세균인 Micrococcus radiodurans는 미국 Oregon주의 한 정육공장의 방사선 조

사 육제품에서 분리되었고 M. radiophilus는 10～2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

사한 어류에서 분리되었으며 에서는 상당히 방사선 항성을 나타내는 

Pseudomonas  균주가 분리되었다. 이외에도 효모 Trichosporon oryzae., 가 류로

부터 분리된 Pseudomonas와 Alcaligenes  등이 방사선 항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

다. 방사선 항성 세균의 특징은 ① DNA의 방어  복구능력 ②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응하는 독특한 형태학 , 화학  특징 (다층의 세포구조 등) ③ 특징 인 

에 지 달기작 ④ 색소형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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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미생물군의 방사선 감수성

미생물  유기체 유효 살균선량 (kGy)

곤충류 0.22-0.93

바이러스 10-40

곰팡이 (균사)

곰팡이 (포자)

0.5-3

2-8

효모 (발효성)

효모 (막 형성균)

4-9

3.7-18

병원성세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

   Staphylococcus aureus

   Cornybacterium diphtheriae

   Salmonella  spp.

1.4

1.4-7.0

4.2

3.7-4.8

그람음성세균

   E. coli

Pseudomonas aeruginosa

Pseudomonas fluorescens

Enterobacter aerogenes

1.0-2.3

1.6-2.3

1.2-2.3

1.4-1.8

그람양성세균

Lactobacillus spp.

 Streptococcus faecalis

Leuconostoc dextranicum

Sarcina lutea

0.23-0.38

1.7-8.8

0.9

3.7

세균포자

Bacillus subtilis

Bacillus coagulans

Clostridium botulinum(A)

Clostridium botulinum(E)

Clostridium perfrigens

Putrefactive anaerobe 3679

Bacillus stearothermophillus

12-18

10

19-37

15-18

3.1

23-50

10-17

여기서 DNA에 한 내용은 DNA가 방사선의 가장 요한 target이라는 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색소의 형성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러

나 아직까지 방사선 항성 세균의 항성에 한 메커니즘은 불충분하다.

곰팡이의 균사는 연결된 다핵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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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부분 포자상태의 D10 값을 비교한다. 곰팡이도 세균과 마

찬가지로 조사후의 식품의 화학성분이나 환경요소, 곰팡이의 생장상태 등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는다. 일반 으로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은 세균의 양세포의 수

이다. 곰팡이는 특히 곡류 등의 보존에서 곰팡이독을 형성하는 곰팡이의 살균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심을 끈다. 곰팡이독을 형성하는 표 인 미

생물군인 Aspergillus와 Penicillium속 곰팡이들의 감마선에 한 D10 값은 0.2～0.4 

kGy 범 로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비교  쉽게 살균할 수 있는 수 이다. 일반 으

로 식품의 발효나 부패에 여하는 Saccharomyces, Candida 등의 효모는 0.3 kGy 

내외의 D10 값을 가지나 Trichosporon  등과 같이 1.2～1.6 kGy의 D10 값을 갖는 방

사선 항성 효모도 있다.

바이러스는 식품의 부패와는 유의성 있는 연 계가 없어 최근까지도 식품

보존의 에서는 논의의 주요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 는 가축의 바이러

스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 생 에서의 바이러스 제어가 심을 끌게 되

었다. 방사선 식품 조사에 있어 바이러스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60년  반부터이

며 이후의 연구결과 방사선 조사는 바이러스의 유입을 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바이러스의 방사선 항성은 비교  높은 편이며 바이러스 그룹간의 방사선 

항성도 차이가 크다. 일반 으로 한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는 두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보다 10배정도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고, 큰 genome을 갖는 

것은 작은 genome을 갖는 것보다 감수성이 5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방

사선 항성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비하여 주변 환경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 

Bacteriophage T7은 0.4-6.4% 범 의 nutrient broth 농도에서 항성이 10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식품 생산물 의 바이러스는 통 인 가열공정에 의해 비교  

쉽게 불활성화 되어지므로 가열공정처리와 방사선 조사의 병용처리 등이 권장되고 

있다. 

 4. 무균 포장지  용기 생산산업에 이용  

식품 해요소 리기 (HACCP)에서 무균 포장공정은 가장 요한 단계

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에 투입되는 원료의 생화 처리 못지 않게 공정 에 

사용되는 용기  포장지도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필수 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일반 으로 식품 가공업자나 포장필름 생산업자는 포장필름의 연신공정이 

고온에서 이루어지므로 무균상태일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연신공정

이나 사출공정 등에서 발생된 이온화 정 기로 필름의 냉각과정 에 주  낙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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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  부유균이 포장지에 부착되어 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부 

업체에서는 흔히 자외선 조사에 의한 살균공정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포형성 세균이

나 효모  곰팡이들은 그 항성이 크기 때문에 완  무균상태로 멸균되기는 어렵

다.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름내부에 고착된 아포는 물론 곰팡이 포자

까지 완  사멸이 가능하다. 재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식품포장

재의 멸균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일부 포

장재료 생산업체에서는 일본과 기술제휴로 감마선 멸균된 무균 포장필름을 간편 조

리식품이나 연포장제품  유제품 생산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포장

업체의 생에 한 인식변화와 식품업체의 무균포장 라인의 증설 등으로 식품포장

지에 한 감마선 멸균시장은 속히 확 되고 있다. 

3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내․외 이용 황

 1. 국내 황

  

가. 연구

1966년 방사선 농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마늘, 딸기, 사과, 김치, 고구마 등의 

신선도  장기간 연장을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1970년  반

에는 , 양 , 육류, 토마토 등에 한 감마선의 응용연구가 수행되다가 일시 단

된 이후, 1980년 부터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 이 되어 련학계와 공동으로 감

마선 조사목 별로 발아억제식품에서부터 육가공제품의 살균, 생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수축산식품의 산업화 기반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를 이

용한 Ready to eat 식품의 생화, 발효식품의 장  염화, 특수식품의 제조, 

기능성 소재의 개발, 화학독성물질의 감화 분야의 연구가 범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도를 높이기 한 교육 로그램 제작  홍

보 분야에도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나. 산업  이용

1987년 경기도 여주에 상업  다목  감마선 조사처리 시설이 공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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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이다. 처리용량은 평균 5 kGy를 조사 기 으로 할 때, 50톤/일이며 향신료 등

이 국내시 용  원료용으로, 기타 다양한 식품  식품원료가 수출목 으로 방사

선 처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선 발생장치가 eb-tech(주)에 의하여 직  생산

되고 있으나 식품분야에서의 이용은 아직 본격 인 실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

다. 

 

다.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등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는 1987, 1988, 1991, 1995년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어 재 주로 수출품에 한 상업  식품조사처리 서비스

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한편, 2000년 10월에 상정하여 입안 고 인 품목(표 7)에는 가공식품 제조

용 식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품목을 확 하여 시행할 정이므로 국내에서

도 식품 생화를 목 으로 한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이 차 활발해질 것으로 기

된다.

표 6. 국내 조사식품 허가 이력

  감자, 양 , 마늘                      :  7 kGy

  밤                                     :  7 kGy

  버섯 (생  건조)                     :  5 kGy

  건조향신료                            : 10 kGy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어패류분말 :  7 kGy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  7 kGy

  조미식품제조원료용 분                     :  5 kGy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  7 kGy

  건조향신료  이들 조제품                   : 10 kGy

  효모, 효소식품                               :  7 kGy

  알로에분말                                  :  7 kGy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  7 kGy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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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 입안 고 인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안)

허가선량

(kGy)
 품  목 조사목

3 이하 분쇄가공 육제품 살균, 살충( 생화)

4.5 이하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식육(냉장) 살균, 살충( 생화)

5 이하

건조버섯, 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공식품제조용 곡류, 두류  그 분말

가공식품제조용 분

살균, 살충( 생화)

7 이하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수산품  건조식육품

가공식품제조용 식육(냉동)

가공식품제조용 분말장류  메주

가공식품제조용 건조 과채류

효모․효소식품, 키토산가공식품, 조류식품

화분가공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제품류

살균, 살충( 생화)

10 이하

건조향신료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살균, 살충( 생화)

 

 2. 국외 황

‘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WHO/IAEA/ 

FA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이 주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공 보건산물의 장, 가공, 유통  생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표 8). 

특히,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을 심으로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연구개발과 

련산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02년 재  세계 으로 40개국에서 식품 방사

선조사를 허가하고 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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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식품조사 허가국가  목 별 허가품목수 

허 가 국 목 별 허가품목 허 가 국 목 별 허가품목

아르헨티나 13 멕   시  코 102

방 라데시 21 네 델 란 드 19

벨  기  에 11 노 르 웨 이 3

  라  질 27  키 스 탄 87

이  집  트 4 필   리  핀 3

캐  나  다 7 폴   란  드 5

칠      20 남아 리카공화국 89

      국 23 스   페  인 2

쿠      바 18 시   리  아 20

체      코 2 태       국 25

덴  마  크 2 터  어   키 92

핀  란  드 2        국 43

  랑  스 41 우 루 과 이 1

헝  가  리 13 미       국 47

인      도 23 배   트  남 8

인도네시아 22 유       고 23

이      란 1 일       본 1

이 스 라 엘 47 한       국 15

이 탈 리 아 6 러시아연방 52

코스타리카 12 우쿠라이나 47

크로아티아 72 가      나 172

WHO/FAO/IAEA, CODEX 모든 식품허가   (2000년 5월 발간 IAEA 제공자료)

표 8.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지지 는 권고하는 국제기구  단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미국농무성(USDA)

미국식품의약국(USFDA)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식품안 센터(NCFS)

미국공 보건국(USPHS)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농학기술회의(CAST)

미국의학 회(AMA)

미국수의학 회(AVMA)

미국육류학회(AMI)

미국 양사 회(ADA)

식품공학자연구소(IFT)

Kiplinger Agricultural Letter(KAL)

하버드보건 터(HHL)

Mayo 클리닉보건 터(MCHL)

Preventio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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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 조사시설 황

2001년 재 230여종의 식품에 하여 세계 52개국에서 234기의 식품  공

보건산물용 감마선 조사시설이 상업 으로 가동(2001년 IAEA 공식 보고시설)되

고 있으며 계속 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표 10).

표 10. 세계 으로 가동 인 감마선 조사시설

국가명 시설

국 54

국 7

라질
★

4

덴마크 3

카나다 3

호주 2

벨기에 2

칠 1

불가리아 1

체코 1

방 라데시 1

이집트 1

크로아티아 1

오스트리아 1

아르헨티나 1

국가명 시설

일본
★★

14

독일 11

랑스 6

이탈리아 6

말 이시아 5

인도 4

아일랜드 4

인도네시아 2

이스라엘 2

헝가리 2

한국
★

1(1)

멕시코 2

네덜란드 1

그리스 1

이란 1

국가명 시설

미국 55

러시아 7

남아 리카 5

스웨덴 3

스리랑카 2

스 스 2

태국 2

싱가포르 2

스코틀랜드 1
사우디아라비아 1

노르웨이 1

키스탄 1

스페인 1

페루 1

만 1

※ 
★
 는 감마선 조사시설 1기,  

★★ 
는  2기 추가 공사

※ 본 자료는 1998년 5월 카나다 Nordion Co. 제공된 자료로 IAEA 미보고업체는 

락됨.

나. 국제  식품조사 활용 분야 변천 과정

   1960년  : 군 비축식량  우주 계획 우주인 식사 로그램에 이용 

   1970년  : 농산물 장 목 으로 감자, 양  등 구근류의 발아억제, 과실  버

섯의 숙도 지연 등에 활용 ⇒ 국내에서 물류비 부담 등으로 농․

수․축산물 산지의 냉장․냉동 시설보다 활성화 안됨.

   1980년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균성 식 독 방지 분야로 활용 권고⇒향신

료  가공식품류에 한 살균  살충 처리에 이용. 

   1990년  : 유엔의 국제 환경 원회(UNEP)에서 화학약품(methyl bromide, 

ethylene oxide 등) 체기술로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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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WTO 체제의 자유무역체제에서 식물 생검역 조치의 용에 한 

일반 정(SPS)과 무역에 한 기술  장해에 한 정(TBT)에 의

해 정부 주도하에 식품조사 이용  보 에 력 ⇒ 미국 FDA  

농무성(클린턴 행정부, 2000년 2월 시행) : 수출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육류  부산물에 감마선 조사 기술 도입 결정

다. 주요 국가의 황

(1) 국 

허   향신료에 한 EO gas 처리 허용기간을 1991년 1월 1일로 종료시키

고, 19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과실류, 채소류, 곡류, 구근류, 향신료, 조미류, 생선, 

어패류,  닭고기를 허용선량까지 감마선 조사 허가하 다.

(2) 미국

농무성(USDA) 식품안 검사부(FSIS)에서는 가 육에 하여 식인성 질병

방을 하여 1.5 kGy～3 kGy의 상업  조사를 승인(1992년 10월 21일)하 다.

로리다주의 식품조사시설에서는 1992년 1월부터 양 , 토마토, 딸기, 오

지, 쥬스,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을 상으로 상업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이 확 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는 가 육에 한 상업 조사가 시작되어 

감마선 조사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매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식품첨가물  4만톤 이상이 매년 감마선 조사

되고 있다(L.A. Times '98. 3. 15). 

클린턴 통령의 식품질병 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  리스테리아 등 

병원균을 살균하기 하여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 고(1997년 12월 2일, FDA), 미농무성(USDA)에서 쇠고기와 같

은 붉은색 육류에 잔존하는 미생물을 박멸하기 해 감마선 조사를 승인하 다(‘99. 

12. 23, 0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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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미국의 소매 에서 상업 으로 방사선이 조사되어 매되고 있는

           딸기와 닭고기

월마트 등 형 슈퍼마켓에서 방사선 조사육의 매를 개시하 다(그림 7, 표 

11).

미농무성은 2002년말까지 미국내 모든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승인하 다(2002. 10. 25.).

표 11. 최근 미국내 주요 유통  생산업체의 방사선 조사 육제품 매 황

업체 지역(State) 상식품 시행일

Hannaford Bros 뉴욕 등 3개 주117개 포 신선 소고기 2002. 11

Giant Food 볼티모어, 워싱턴 등 850 포 포장 소고기 2002. 11

Farm Fresh 미 역 소고기 2002. 10

Price Chopper 뉴욕 등 6개 주 신선 소고기 2002. 10

Pathmarket 펜실베니아 등 3개 주 143 포 신선 소고기 2002. 10

IBP Fresh Meat 미 역
소고기, 패티, 

연어
2002.  9

D'Agostino 뉴욕 등 23개 체인 신선 육제품 2002.  9

Publix 

Supermarkets
로리다 등 5개 주 711 포

소고기 패티,     

닭고기
2002.  9

Lower Foods 버지니아 등 2개 주 105개 포 소고기 2002.  9

Brawley Beef 육제품 생산업체 육가공 제품 2002.  8

Kroger Co 일리노이 12개 포 육가공 제품 2002.  2

Schnucks Market 미주리 등 2개 주 신선 식육 2002.  2

Wegmans Food 뉴욕 등 62개 체인 냉동/신선 소고기 2001.  5

Huisken Meats 32개 주 2,500개 체인 아동용 육제품 등 2000.  5

SuperValu 미네소타 등 1,260 포 패티 등 육제품 2000.  5

Rainbow Foods Minneapolis-St. Paul 40개 포 패티 등 육제품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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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연간 15,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  가공용으로 유통되

고 있으며 한 단체 식  외식산업증가로 인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식 독 발생

과 장균 O-157의 발생으로 인해 재 일부 식품에 하여 감마선 조사에 한 

규제폐기를 서두르고 있다.  

 

(4) 국

국의 경우 IAEA에 공식보고된 감마선 조사시설은 11개소이지만 실제 성

(省) 단 에서 리되는 30만 큐리(Ci) 용량의 감마선 조사시설은 48개소(95년 

재)이며 30만큐리 이하의 시설까지 합하면 154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처리량은 149,000톤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국제교역량은 수 십만톤

에 이르고 있다고 단되며, 국제 으로 외 인 공개를 꺼리므로 정확한 국

인 통계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5) 러시아

매년 약 400,000톤 이상의 곡류가 조사 처리되고 있다.

(6) 랑스

약 7만톤 정도의 가 육이 매년 처리되고 있으며 그밖에 개구리다리, 치즈, 

청, 향신료 등이 량 처리되고 있다.

(7) 기타

우크라이나, 방 라데시, 태국, 멕시코, 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는 매년 수

십에서 수백만톤의 곡류  향신료가 감마선 는 자선으로 살충 는 살균목

으로 조사처리되고 있다.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품을 조사하는 주요국가는 네덜란드, 남아 리카

공화국, 벨기에, 랑스, 국 등이 있다.

199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세계 으로 매년 50만

톤 이상의 식품이 조사처리되고 있다는 공식집계가 발표된 바 있으나 재 미보고

된 국가나 업체들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되고 있는 양은 수 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청정국가인 호주는 자국내 동식물의 안  검역을 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면 수용하 다(200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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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 처리한 향신료와 건조농산물의 양

라. 국제  실용화 망

WHO/FAO/IAEA 등의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잔류독성이나 오존층 괴와 같

은 환경상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화학 보존제와 훈증제의 체기술로 감마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지 까지 인류가 사용하 던 그 어떤 식

품보존방법보다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한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 모

든 식품에 하여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의 감마선 조사

기 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해 강제 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육과 더불어 극

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 생환경의 향

상과 수출주도품목의 경제 인 장 과 이익에 련된 요한 식품산업기술로서 감

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망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식품 생기술로 평가되어 이용될 망이다.

4   Codex와 방사선 식품조사

 1. 국제식품 교역에서의 환경 변화 

재 3천억불에서 4천억불에 이르는 국제 식품교역에서　안 하고 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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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품의 교역이 매우 요시되고 있다. 특히, GATT-UR 정 후 식량거래의 자

유화가 국제기구(WTO)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간 교역물품의 처

리기  강화  동식물검역 리규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과 

무역에 한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검역처리 방법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는 수입국이 자국 내 유입되는 

유해유기물에 한 검역을 강화함에 있어 자국법이 우선 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무역 마찰  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1986년 

UN 환경 원회에서 제정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국제 식품교역에서 검역처리방

법으로 사용되어온 화학 훈증제인 MeBr의 사용을 지함에 따라 체기술이 필요

한 실정이다(표 12).  

표 12. Methyl bromide(MeBr)의 사용규제  지 사항

국가 규제량(%) 용년도

선진국

25 1999

50 2001

70 2003

면 지 2005

개발도상국
20 2005

면 지 2015

                                          (Montreal Protocol, 1986)

식품  공 보건산물의 살균․살충 등에 사용되는 화학 훈증제의 사용이 세

계 으로 차 지되어 OECD가입 선진국들의 경우 해충구제에 사용하고 있는 

MeBr를 19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까지 감축하고, 2005년 면 지키

로 약하여 이에 한 체기술로 방사선 조사기술이 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

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 질 것이므로 국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

품  공 보건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방사선 식품조사  국제 교역에서 Codex 규정

Codex에서는 방사선 식품조사에 해 표 1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 

Codex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을 “식품첨가물  오염물질분과”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식품 안 성  해 안정성 개선의 측면에서 방사선 조사의 이 이 보고

되고 있어, “식육  가 육 생분과”에서도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Codex 규정에서는 방사선 선원의 종류  세기, 흡수선량, 조사시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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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어, 조사식품의 생  처리, 기술  요구사항(포장조건, 품질규격 등), 재조사

(Re-irradiation) 계, 표식, 조사식품의 검지 등에 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

여 조사식품의 처리  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 34차 분과 에서 최고 흡

수선량  기타 규정에 한 개정안을 제출하 다.

    

표 13. 방사선 조사식품의 Codex 처리규정

 방사선원

 코발트 60 (Co-60)

 세슘 137  (Cs-137)

 X-rays (≤ 5 MeV)

 Electrons (≤ 10 MeV)

 흡수선량  평균 10 kGy 이하 (선량한도 폐지 검토 )

 생상태
 Codex 규정에 용

 GMP 규정에 용

 표식
 조사된 식품 반출시 문서화

 Codex 규정에 맞게 표시

5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국제  공인 

식품에 방사선 조사 후 생성되는 방사선 분해물질이 무해하다는 실험결과는 

50년 이상 세계 각지의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

은 WHO에서 발간한 많은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되었고, 1980년 국제식품조사 공동

자문 원회(JECFI; 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에서는 “평균 10 kGy까지 방사선 조사된 어떠

한 식품도 독성학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2년 WHO에서는 조사식품의 안 성을 재평가하면서 정

제조기 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용된다면 양학 으로나 미생물학 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 으며, 안 한 식품의 조리를 한 WHO의 황 률(The 

WHO Golden Rule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방사선으로 처리된 

신선 는 냉동된 가 육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발표하 다. 

1997년 FAO/IAEA/WHO 합동회의로 열린 “고선량(10 - 70 kGy) 조사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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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에 한 문가회의”에서는 “기존 허용기 보다 10배이상 높여도 아무런 건

강상의 험은 없으며, 특히 불을 무 가하면 타서 못 먹게 되는 것처럼 방사선도 

과량 조사하면 유해물질이 생성되기 이 에 맛과 품질이 변하므로 최 선량을 제한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WHO에서 공식 발표하 다. 

   

 2.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최근의 논란 2-Dodecylcyclobutanone (2-DCB) 

2001년 2월 13일 미국의 “Public Citizen”이라는 소비자단체에서 미국 FDA에 

제출한 “방사선 조사 식품에 의한 유 자 변형”에 한 연구보고서로 국내․외 으

로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논란을 일으킨 이 연구보고서는 

M. Knorr 등이 방사선 조사로 인해 식육 등 고지방질 식품에서 생성되는 2-DCB 

라는 물질(1972년에 최 로 발견되어 1990년 에 식품이 방사선 조사되었는지 아닌

지를 별하는 표 물질로 이용되어 왔다)의 독성을 평가한 내용이다. 연구자는 in 

vitro 실험을 통해 2-DCB의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 고 미국  각 

국의 소비자 단체가 이를 인용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의혹이 증폭

되었다. 

그러나 정작 논문 작성자인 Dr. Delincee, Dr. Ehlermann는 본 논문과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2001년 3월 12-16일 네덜

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Codex 회의에서 WHO 표는 FAO/IAEA/WHO가 ICGFI 

Study Group에서 제시한 “어떠한 선량에서도 식품 방사선 조사는 소비하기에 안

하며 양학 으로 하다”고 확인하 다. 문제 발생 후 EU에서도 이 문제에 

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그 연구결과는 재 Journal of Food Protection이라는 국제 으로 명한 연구 논

문지에 게재될 정이다. 최근 미국 FDA와 미국 농무성은 2002년 12월 1일부터 

등학교  각  학교 단체 식에 방사선 조사된 식육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극 권장하고 있다. 만약 안 성에 한 추호의 의심이 있다면 과연 미국은 자신들

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교 식에 방사선 조사식품을 직  추천할 수 있을는지 의문

이 가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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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이용 활성화 망

식품에서 유래한 질병의 발생은 아직도 여 히 인류의 삶의 질을 크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차 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식품

의 방사선 조사 기술은 유해미생물에 하여 선택 으로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

며 식품의 생화학  변화를 최소화하고 식품 생학  해성도 나타내지 않는 매우 

안 하면서도 유용한 식품 생화 기술이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산업화를 

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 증진이 필수 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한 제반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인 라의 확보가 요구된다. 향후, 식품조사기술에 한 정

확한 정보의 확산과 소비자 교육, 교역 상 국가와의 조사식품 교역증진 연구, 정

부기 -산학연-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식품 연구  교육 로그램

의 개발 등이 진행되면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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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과 같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품질은 그 무

엇보다도 요하며, 우리나라 우주인들의 건강을 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의 연구・개발이 요

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시 를 맞이하여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하여 국가 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순차 인 우주식품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재 이용되고 있는 식품가공기술, 장보존기술,  포장기술을 이용하

여 한국형 단기 장우주식품을 개발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한국 우주인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본격 인 우주개발시 를 맞이하여 장기 우주여행  우주기지용 미래

우주식품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주식품은 최종 으로 우주선에 선 되기 까지 양학  

분석, 능평가, 장성 실험, 포장재 평가 등 많은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 첨단식품시스템의 기술

은 안 , 양,  만족도 등 식품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인 특성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

주탐험 임무는 어도 2,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우주식품에 있어서 꼭 풀어야할 과제는 

3-5년의 보존기간을 가지는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주식품 가공/보존기술의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나라의 국제  상 제고에 이바지하게 되며, 개발된 우주식품은 미국 등의 선진

국들과 마찬가지로 군 투식량  비상/특수목  식량으로 이용가능하다. 21세기 본격 인 우주

시 를 맞이하여 우주왕복선은 물론 우주정착기지에서의 첨단식품시스템  인간생명지원시스템

의 개발로 미래의 우주시 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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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y of food for the astronaut accomplishing the mission in the sp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ters, and it is time to study and develop Korean spacefood for the 

Korean astronaut in the space. Therefore, in the beginning of the space exploration er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long-term plan and study and develop Korean spacefood in 

order to provide  food with better quality for the astronaut accomplishing the space mission. 

Using current food processing, preservation, and packaging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Korean spacefood, provide Korean astronaut studying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study the future spacefood systems used for the long-term space voyage and 

planet habitat base in the era of space exploration. Spacefood is analyzed through nutritional 

analysis, sensory evaluation, storage studies, packaging evaluations, and many other methods 

before its final shipment on the space shuttle. Each technology developed for the advanced 

food system must provide the required attribute to the food system, including safety, nutrition, 

and acceptability. It is anticipated that the duration of the exploration class missions can be at 

least 2, 3 years, an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se missions will be to provide 

acceptable food with a shelf-life of 3-5 years. The development of spacefood 

process/preservation technology and its ripple effect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nation's international phase, and the developed spacefood will potentially be 

used for combat ration and emergency/special food like the U. S. A. In the 21th century of 

space exploration era,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food system and life support system in 

the Mars space base as well as the space shuttle will strengthen the capability to precede the 

future space explor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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