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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 Air Force Basic Training Center carries two big units of Air Force

Trainees. By knowing their hard train requires a lots of water intake, Air Force Basic

Training Center provides recycled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bott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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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aluminum bottles for drinking water. But because of PET bottle is

disposable, we decided to test out how safety recycled PET bottle, so as military

aluminum bottle.

Methods : Data collected for practically reused PET bottles in AF Training Center.

To ensure safety of PET bottle and military aluminum bottle, which using by AF

Training Center, we decide to do bacteria examination to confirm adequacy availability

of microbiology Standard.

Results : Results of both PET bottle and military aluminum bottle passed over

standard level of drinking water(100 CFU lows among count bacteria 1 ml).

Even after several times of washing through, difference of bacteria inside of PET

bottle had not changed. for the addition, we could confirm that PET bottle had

greater chance to gain bacteria than military aluminum bottle.

Also, as temperature was getting lower, the growth rate of general bacteria in the

PET bottle was getting lower.

Conclusion : As of results, we conclude that using supplied military aluminum

bottle is better choice than reusing PET bottle.

Keyword : PET bottle reuse.

I. 서 론

물은 모든 생물체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로 인체의 경우 약 60∼70%를 이

루며 10%만 감소되어도 신체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20∼30%가 상실되면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듯 중요한 식수는 최근 식습관 및 생활방식의 서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하여 음수 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군내 신세대 장병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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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아닐 것이다. 군에서의 음용수 관리는 만일의 식중독 및 수인성 질환의 발생 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있어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일반 음용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이 및 정밀 수질검사를 각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수시 보건 순찰을 통해 정수기 필

터 교환과 같은 사항 등을 감독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음

용수에 대한 기준도 미생물, 무기 및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모두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

되어 관리 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세균의 경우 1mL당 100CFU(Colony Forming Unit,

이하 CFU)이하로 규정되고 있고,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1)

최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수통이 모든 훈련병들에게 지급되어 있으나, 사용 시

군용 장구의 분실 가능성 및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위생상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부 신병대대에서는 입영과 함께 생수를 1병씩 나누어 준 후 퇴소시까지 지

속적으로 생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이하 PET)병을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군내 전반에서 야외 활동 시에 PET병을 물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런 PET병은 1975년 Dupont사가 개발한 이후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비

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리와 캔을 대체하여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용기

형태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투명한 성질로 인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많은 음료의 포장재질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단 개봉된 PET 병의

경우 세균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 재사용시 보건학적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경고되어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을 비롯한 군내 전반에서 활발히 재사용되

고 있는 PET병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토를 통해 현 사용 실태, 재사용을 위한 세척 방법,

기 보급되어 있는 수통과의 비교, 그 외 보건학적 추천사항등을 중점을 두어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4개월간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임상병리실에서 2차례에 걸쳐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PET병과 수통을

가지고 음용수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균 배양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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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척 정수기 물을 이용, 주둥이와 내부를 흔들어 세척 2회 총 1분간 실시 

세제이용
일반 물세제를 넣은 후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수돗물로 헹군 후
정수기물로 최종 세척

자외선 살균 정수기 물로 세척 1 회 후 자외선 소독기에 15분간 노출

실시하였다. 배양 방법은 군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조필름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천배지를 필름에 코팅한 것으로 시료를 건조필름배지에 접종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겔

을 형성한 후 집락 된 미생물의 수를 세어보는 방법으로 균의 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3M의 Petrifilm (Aerobic Count Plate, E-Coli plate)을

사용하였고, 일반 세균 배양 조건인 37도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신병대대에서 사용 중인 PET 병 및 수통을 각각 3개씩 수거하

여 일반세균 및 대장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고, 적절한 세척법 도출을 위해 같은 시험자

가 각각 물세척, 세제이용, 자외선 살균등의 세척(Table 1) 후 훈련병의 야외활동을 고려

하여 30도에 시간대별(15분, 1시간 간격으로 8시간까지) 노출 후 세균 배양을 실시한 후

만들어진 세균 집락총수를 측정하였다.

Table 1. The different PET's washing methods

기 보급되어 있는 수통과 PET 병과의 미생물 증식 속도 비교를 위해 미개봉 식수

PET과 살균소독한 수통을 동일인이 3번 간의 음용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 노출 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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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동안 30도에 노출 후 시간대 별 미생물 증식 속도를 비교하였으며, 보관온도에 따른

미생물 증식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기 사용 중인 PET 병을 이용하여 세척 후 실온, 냉장

(영상 4도), 냉동(영하 15도)에 노출 후 비교하였다.

Ⅲ. 결 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의 1개 대대는 입영 초에 지급된 생수병(PET병)을 재사용하며, 다

른 대대는 매주 1회 끓는 물에 소독한 수통을 사용하고 있다. 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 대대에서 사용 중인 PET병과 수통을 각각 6개씩 수거하여 일반 미생물과 대장균에

대한 배양을 실시하였다. 음용수 적합 기준(일반 세균)은 1mL 중 100CFU 이하 이나, 6개

모두 기준을 월등히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Figure 1). 그러나 6개 실험 대상 모두

대장균(E. Coli)의 증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The CFU's Number of PET bottle and Aluminum water bottle

사용 중인 PET병을 수거하여 세척 방법별로 훈련병의 야외 노출 온도로 가정하여 30

도에 시간대별(15분, 1시간, 3시간) 노출 후 배양을 진행하였으며, 배양 결과 상온 노출

후 1시간 후 모두 1mL 당 100개 이상의 CFU 기준 이상으로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서 세

척 방법에 따른 차이는 보여주지 않았다. 대장균의 증식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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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FU's Number according to washing methods

수통과 PET병을 미개봉 PET병과 살균소독한 수통을 동일인이 3번의 음용 후 2시간동

안 상온(30도)에 노출 후 시간대별로 경과를 관찰하였다. 전반적인 세균 증가 속도는 수

통보다 PET 병에서 빠른 세균 증가 속도를 보여 주었다.(Figure 3)

Fig. 3. The CFU's Number of PET bottle and Aluminum bottle

음수 방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멸균 소독한 수통 3개를 가지고, 시간경과에

따른 일반배양, 입을 붙이고 음수, 입을 떼고 음수 등의 3가지 복용법에 따른 세균 배양

을 실시하였다. 배양 결과 입을 떼고 복용하는 것이 세균 증식이 적어 음수 시 보건학적

으로 이로운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통과 PET병을 미개봉 PET병과 살균소독한 수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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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3번의 음용 후 2시간동안 상온(30도)에 노출 후 시간대별로 경과를 관찰하였다

(Figure 4). 전반적인 세균 증가 속도는 수통보다 PET 병에서 빠른 세균 증가 속도를 보

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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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FU's Number according to Drinking methods

사용 중인 PET 병을 이용하여 물 세척 후 온도(영하 15도, 영상 4도, 영상 30도)에 따

라 다르게 보관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세균의 증식 속도를 비교하였는데 온도가 낮을

수록 증식 속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

Fig. 5. The CFU's Number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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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PET용기는 polyesters계에 속하는 long chain polymer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약자이다.
2)

PET용기는 석유로부터 얻어진 terephthalic acid(TPA)와 ethylene

-glycol(EG)등의 산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는 투명한 비결정질의 유리 같은 물질로 첨가

물을 통해 결정을 이룬다. 이는 Dupoint에 의해 개발되어 생산되어 지면서 초기에는 옷감

등의 생산에 첨가되다가 1950년에는 필름형태로 만들어 지기 시작하면서 비디오, 사진,

X-ray 필름 등에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공기를 이용한 성형술이 개발되면서 3차

원적인 용기로 개발되었다.
3,4,5)

PET병은 투명하며 깨지지 않고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는 특징으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 PET병은 음료수나 소스류와 같이 액체

상태를 담는 용기로 활용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맥주, 소주와 같은 주류로도 확대되었고

이제는 내용물이 액체가 아닌 가루, 스낵등과 같은 기존 패키지의 대체용기로도 이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로 PET용기는 소비자들의 생활환경에서 이제 필수적인 존

재로 바뀌게 되었다.

PET용기는 일반적으로 용기에 담겨지는 내용물 기준에 의해 상압병, 내압병, 내열병,

내열압병으로 구분된다. 상압병은 내용물에 특별한 성질이 없는 생수나 소스류에 해당하

는 간장, 식초등과 소주와 같은 주류 등이 속한다. 내압병은 탄산이 포함된 콜라나 사이

다 등의 내용물을 담는 용기로서 부피 팽창을 견디기 위해 유선형의 몸체를 이룬다. 내열

병은 쥬스와 같은 과즙의 내용물을 살균하기 위해 고온처리(86~92‘C)한 상태에서 담기 때

문에 열에 약한 PET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의 목 부분을 미연신하여 결정화 시킨다. 또

한 고온의 내용물이 식으면서 병의 몸체에 변형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체에 판

넬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내열압병은 저탄산이 포함되고 살균을 위해 온도를 높인 우유

탄산음료, 탄산과즙음료 등을 담는 용기로서 탄산과 열로부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

목 부분을 미연신하여 결정화 되어 있으면서 몸체는 탄산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압병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PET병의 보건학적 측면을 보면, 최근 시장에서는 많은 음식들이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

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포장 용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점은 음식과 포장물질과의 상호영향

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물질이 상호 전달된다면 이에 대한 물질의 종류와 양

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분석 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상호 영향과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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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PET 병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
PET 병은 복용시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이며 만져도 피부과적으로 안전하며, 흡

입시에도 해롭지 않다. 동물을 이용한 복용 연구들에서도 독성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화

학물질의 조직 돌연변이 가능성을 분석하는 Ames test와 연구에서 유전자 독성은 없었

고, PET 산물에 대한 유사 연구에서도 건강상 유해인자는 배출되지 않았고, 영향도 없어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7) 합성 첨가물질로 사용되는 antimony trioxide가 관심의 촛

점이었으나, 최근 매우 광범위한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의 사용이 위험요소가 되지는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음식물에 20g/kg까지 복용을 늘렸음에도 독성을 파악하기 어

려웠고, 유전자 독성도 없었기 때문이다.8)

인간의 내분비 호르몬은 매우 다양하며 수백가지 이상의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

며, 각각의 수용체에 자극을 받으면 호르몬에 의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게 된다. 인체

내에 합성물질들이 흡수되고 만약 여성호르몬과 같이 활동하게 되면 불규칙적인 생리, 유

전성 질환, 남성 정자수의 감소 등을 일으키게 된다. PET병의 물질들은 이와 같은 유해

영향은 없으며, 다른 내분비계통의 문제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9,10)

음료를 PET병에 넣은 후 얼릴 경우에 있어서도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으며, 최근 언론

에 부각되었던 다이옥신은 화씨 700도 이상일 경우 배출되며, 일상 온도에서는 배출되지

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PET병은 자연적으로는 균이 없는 상태이고 증식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일단 세균이 유

입되면 타 용기들처럼 박테리아 증식에 용이한 조건이 된다. 통상 사용되는 PET병은 주

둥이가 좁고 청소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복적으로 사용 시 위생상 좋지 않다는 점들이 과

거 환경 단체 등을 통해 보고되었다.11) 또한 미국의 PET병 재사용 협회(NAPCOR)에서

는 재사용을 위해서는 뜨거운 비눗물에 세척 후 물기를 잘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Ⅴ.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사용 중인 수통과 PET병 모두에서 음용수

적합기준 이상의 일반세균 증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상 성인이라면 장염이나 식중독

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극심한 육체적 훈련 중인 훈련병들에게서 질환으로 유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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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PET병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세척방법을 모

색하기 위해 물세척, 세제 세척, 자외선 살균등을 비교한 결과, 30도에 1시간 노출 후 기

준이상의 세균증식이 확인되어 상온에서 사용해야 하는 훈련병에게서의 PET병 재사용은

보건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차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보급 되어있는 수통과 PET병과의 세균 증식 속도에 대한 비교 결과 1회용으로

개발된 생수 PET병에서 세균 증식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을 확인하여 일상적인 병사 야

외활동시간인 3시간 경과 시에는 약 2배 정도의 세균수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보건학적으로는 기보급되어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 군용 수통이 보건학적으로 PET병 재

사용보다 우월하다고 하겠다.

음수 방법에 따른 차이는 입을 붙이고 음수 할 때 세균의 유입과 증가가 많은 점을 확

인함으로써 가능하면 컵을 이용한 음수를 하고 불가피하면 입을 떼고 복용하는 것이 장

기간 물을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PET병 재사용은 기간 장병 및 가정에서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 후 자주 음용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 중인 PET병을 이용하여 물 세척 후 온도(영하 15도, 영상 4도,

영상 30도)에 따라 다르게 보관한 결과 냉장 및 냉동 보관의 경우 실험시간인 6시간까지

도 세균증식이 기준이하로 보관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야외활동이 잦은 장병의 경우

물 세척을 시행 후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음수도 가능할 수 있

다는 결론을 보여 주었다.

본 실험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일부 대대에서 사용하였던 생수 PET병을 이용하여 진

행된 것으로 PET병의 종류, 사용 횟수, 배양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 음수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일선 부대에 대한 보건학적 조언을 모색

및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향후 상급 부대 및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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