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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ties and bactericidal activities of strong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EW) against food-borne 
pathogenic bacteria, vegetables and kitchen apparatuses were investigated. The available chlorine concentration, 
pH and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ORP) of SEW were 35±1.2 ppm, 2.3±0.2, and 1,140±20.4 mV, respectively. 
Five strains of food-borne bacteria with initial cell number of 7.00 log CFU/mL were not detected except Bacillus 
cereus after treatment with SEW for 60 sec. The numbers of Bacillus cereus were reduced to 2.08±1.00 log 
CFU/mL at the same condition. In vegetables, SEW treatment after washing strongly in alkalic electrolyzed 
water (AEW) showed better bactericidal effects than SEW only. The viable cell on stainless steel bowl (3.86±2.49 
log

 
CFU/100 cm

2
) and cup for water (2.40±1.80 log CFU/100 cm2) were not detected by SEW treatment (35 

ppm of available chlorine concentration) for 30 sec, but survival of more than 1.00 log CFU/100 cm2 of viable 
cell was shown by washing of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at the same condition. On the other hand, the coliform 
group bacteria (5.08±4.00 CFU/100 cm2) were detected on rubber globe only, and more than 2.00 log CFU/100 
cm2 of viable cell and coliform group bacteria on it survived, though it was washed with flowing SEW for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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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의 식품산업은 그 생산 규모 면에 있어서  형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ㆍ유통 수단의 발달로 말미암

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범 가 크게 확 되었다. 한 

식량자원  가공식품 등이 경제 원리에 의해  세계에 유

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의 기회 

 오염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크게 증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미생물에 의한 식 독 사건이  세계 으로 빈번

하게 발생하여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학교 식 등을 심으로 한 식 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 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식 독 발생건수  환자수는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단체 식(회사, 학교)에서의 식 독발생률이 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학교 식에서의 식 독 발

생률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식에 한 생 인 

리가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1).

지난 20년간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은 속히 증가하여 왔다. 그에 비례하

여 식 독 미생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질병과 폐수의 양도  

속하게 증가하여 왔다. 특히 식 독 미생물에 의한 질병의 

발생이 하게 증가하 다. 더구나 과일이나 야채의 수확

과 소비 사이의 기간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부패는 과일․채소 

생산량의 약 30% 이상의 손실을 가져 왔다(2).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통 인 기술은 살균제를 

넣거나 혹은 넣지 않은 물로서 씻는 방법이며, 염소는 과일

이나 채소의 소독에 가장 범 하게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그러나 염소는 살균력에 한계가 있으며(2-6), 식품의 표면만 

살균되는 단 을 가지고 있으며, 염소살균에 의한 균수의 

감소는 약 1～2 log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6), 더욱이 염소

의 부산물인 trihalomethane은 환경과 건강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과일․야채의 해충을 죽이기 

하여 막 한 양의 살충제가 매년 사용되어 왔었다. 과일과 

야채 표면의 이러한 살충제는 완 히 분해되지 않으며, 잔류

염소는 살충제와 반응하여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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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고 직․간 으로 공

 건강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염소소독을 체할 새로운 살균제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며, 기분해수( 해수, electrolyzed water, EW)

는 통 인 살균방법을 체할 수 있는 유력한 살균방법으

로 많은 장 을 지니고 있다(8-10). 해수는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로도 불리며 희박식염수(0.1% 

NaCl) 는 해수를 직류 압으로 기분해하여 얻어진 용액

으로 살균, 제균 효과가 뛰어나며 식품산업의 장에 있어서 

식 독 원인미생물의 제거, 식품소재의 살균 등 식품의 안

성 확보를 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수는 염소살균에 비하여 훨씬  농도의 유효염소농도

로 단시간에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그 효과는 Escher-

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병원성 비 리

오를 비롯한 식 독세균(11-14), 포자형성균(15,16), 곰팡이

(17), 황색포도상구균의 enterotoxin 분해(18), 곰팡이독의 

분해(19), 세균, 아메바성 이질의 원생동물에 의해 오염된 음

료수의 살균, 병원균에 오염된 손, 피부, 그리고 주방기구 등

에 의한 2차 오염의 방지(20-22), 알칼리성수의 항산화효과

(23,24), 기분해해수의 어병세균  바이러스에 한 살균

효과(25,26) 등 지극히 범 한 응용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2002년 6월 해수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식품산업 장  단체 식에서 해미생물의 살균

과 가공환경의 살균을 목 으로 규모의 해수 랜트가 

도입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도 활발하다(24). 

국내의 경우, 2007년 11월 강산성차아염소산수와 미산성차

아염소산수가 과실류와 채소류의 살균제로 지정되었지만

(27) 산업 장은 물론 학계에서도 이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식품산업  학교 식의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살균제로서의 강산성 기분해수

(strong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EW)의 물성  살균

특성을 조사하고, 학교 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한 SEW

의 살균효과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강산성 해수의 제조  물성 측정

0.1% NaCl 용액 40 L를 격막식 해수 생성장치 DIPS 

KΙ/KΙΙ/F((주)이수이앤씨, Incheon, Korea)와 연결된 물탱

크에 넣고 압 10V, 류 10A, 유속 6.4 L/min로 기분해 

한 후, 양극에서 생성된 강산성 해수(strongly acidic elec-

trolyzed water, 이하 SEW)와 음극에서 생성된 강알칼리성

해수(strongly alkalic electrolyzed water, 이하 AEW)의 

유효염소농도, 산화환원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pH를 측정하 다.

유효염소농도는 각 유량에서 10 mL를 추출하여 탈이온수

로 100배 희석하여 휴 용 염소측정기(Pocket colorimeter, 

HACH Co., Colorado, USA)로 측정하 다. ORP는 각 유량

에서 300 mL를 추출하여 Inolab oxi level 1(InoLab Co., 

Weilheim, Germany)로 측정하 다. pH는 각 유량에서 300 

mL를 추출하여 pH/ISE meter(Istek Co., Seoul, Korea)로 

측정하 다.

공시균주

실험에 제공된 세균  Vibrio vulnificus KCTC 2962, V. 

parahaemolyticus ATCC 2210001은 3% NaCl을 첨가한 

brain heart infusion(BHI) broth(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종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배양하 으며, E. coli 

O157:H7 ATCC 43889,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3,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Bacillus cereus 

KCTC 1012는 BHI broth에 종한 후 37
oC에서 24시간 배

양하 다.

시료

채소 : 학교 식에 주로 제공되는 식재료  가열하지 않

고 섭취하는 채소를 상으로 SEW의 살균효과를 조사하기 

하여 사용된 시료  오이(cucumber, Cucumis sativus), 

들깻잎(perilla leaf, Perilla frutescens), 당근(carrot, Daucus 

carita), 상추(lettuce, Lactuca sativa), 콩나물(soybean sprout, 

Glycine max), 무순(radish sprouts, Raphanus sativus)은 강

릉시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ice box(5
oC 이하)에 넣어 실험실

로 운반하 으며, 마늘(garlic, Allium sativum), 양 (onion 

Allium cepa), 자두(plum, Prunus salicina), (green onion, 

Allium fistulosum), 양배추(cabbage, Brassica olerecea), 

팽이버섯(winter mushroom, Flammulina velutipes), 숙주

나물(green-bean sprout, Vigna radiata)은 강릉시 소재 A 

고등학교 학교 식 식당에서 제공받아 ice box(5
oC 이하)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주방기구  주방환경 :  주방기구  주방환경에 한 

SEW의 살균력은 강릉시 소재 A 고등학교의 식당을 직  

방문하여 주방싱크 , 배식 , 식탁, 식 , 스테인리스 용기, 

물컵, 칼, 도마, 고무장갑 등을 상으로 측정하 다.

병원성 세균에 한 SEW의 살균력 측정

배양한 세균을 4oC, 1,25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cell pellet을 균수가 1.0×10
9 colony forming unit(CFU)/mL

가 되도록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0)에 탁하

다. 이 탁액 1 mL를 99 mL의 SEW에 각각 첨가하고 일정

시간(30 , 60 ) 실온에서 균질화한 후, BHI agar를 이용하

여 평 배양법으로 생균수를 측정, SEW의 살균력을 조사하

다. 조구로는 유효염소농도 35 ppm의 차아염소산나트

륨(sodium hypochlorite,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용액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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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에 한 SEW의 살균력 측정 

채소류에 한 SEW의 살균력은 먼  각각의 채소를 20 

g씩 취하여 200 mL의 SEW에 각각 60 간 침지한 후, 일반

생균수와 장균군수를 측정하 다. 한편, 강알칼리성 해

수와 강산성 해수의 병용에 의한 상승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먼  200 mL의 AEW로 30 간 세척한 후, 다시 200 

mL의 SEW에 30 간 침지하여 일반생균수  장균군수

를 측정하 다. 조구로는 수도수와 유효염소농도 35 ppm

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 다.

일반생균수 측정 : 채소 각 시료 20 g을 살균한 0.1% pep-

tone수 180 mL를 함유하는 stomacher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400, A. J. Seward Medical, London, UK)를 

사용하여 2분 동안 균질화한 후 peptone수에 10진법 단계 희

석하 다. 희석한 검액 1 mL를 plate에 분주한 후, PCA 

(plate count agar, Difco Laboratories)를 pour plate method

로 종한 후, 35
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콜로니를 계수, 측

정하 다.

장균군 측정 :  장균군의 측정은 일반생균수 측정에 

사용한 검액을 이용하여 Recommended Procedures for the 

Bacteriological Examination of Sea water and Shellfish 

(2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주방기구  환경에 한 SEW의 살균력 측정

주방기구  환경에 한 해수의 살균력은 3M Micro-

biology Quick Swab(St. Paul, MN, USA)의 Wet Swabbing 

method로 측정하 다. 즉, 유속 3.4 L/분의 SEW로 주방싱

크 , 배식 , 식탁, 식 , 스테인리스 용기, 물컵, 칼, 도마, 

고무장갑을 30 간 유수세척한 후, 10 cm×10 cm 면 의 검

체 표면을 멸균생리식염수로 신 면 으로 3차례 이상 잘 

닦은 후, 멸균 letheen broth가 들어있는 Swab tube에 원

치 시켜 실험실로 운반하 다. 실험실에서 이를 10 간 강하

게 흔든 후, 면 을 제거하고 3M Petrifilm plate를 이용하여 

일반생균수  장균군수를 측정하 다. 조구로는 유효

염소농도 35 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씩 수행하 으며, 통계분석은 SPSS Ver. 

17.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과  고찰

강산성 해수(SEW)의 물성

0.1% NaCl 용액 40 L를 격막식 해수 생성장치와 연결

된 물탱크에 넣고 압 10 V, 류 10 A, 유속 6.4 L/min로 

SEW를 생산하고 그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격막식으로 생산한 SEW의 유효염소농도는 35±1.2 ppm이

Table 1. Properties of SEW
1)
 and AEW

2)

Type
Available chlorine 
concentration (ppm)

pH ORP (mV)

SEW
AEW

35±1.2
0.1±0.01

 2.3±0.2
11.6±1.1

1,140±20.4
-900±18.2

1)Strongly acidic electrolyzed water.
2)Alkalic electrolyzed water.
Results were represent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었으며, pH는 2.3±0.2, ORP는 1,140±20.4 mV이었다. AEW

의 유효염소농도는 0.1±0.01 ppm이었으며, pH는 11.6±1.1, 

ORP는 -900±18.2 mV이었다.

SEW는 양극과 음극이 격막으로 구분된 해조(유격막 

해조)에 의해 만들어진다. 로서 식염수(0.1%)의 유격막 

해에 의한 SEW의 생성원리를 보면, 양극에서는 물(H2O)로

부터 산소(O2)와 수소이온(H+),  염소이온(Cl-)으로부터 염

소(Cl2)가 생성된다. 생성된 염소는 물과 반응하여 차아염소

산(HClO)과 염산(HCl)으로 되며 그 결과, 산성화하여 용존

산소(Dissolved oxygen, DO)와 산화환원 (ORP)가 상승

하고, 유효염소농도가 20～60 ppm에 이르게 된다. 음극에서

는 H2O에서 수소(H2)와 수산이온(OH-)이 생성되며, H2는 

DO와 반응한다. 그 결과, DO와 ORP가 하게 하하여 

pH 11～11.5의 강알칼리성 해수가 생성된다.

SEW는 수소이온이 과잉상태여서 자가 극도로 부족한 

물이므로, 이 물이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 세균에 

닿았을 때, 세포 내ㆍ외부간의 밸런스가 깨지고 세포벽에 구

멍이 뚫려 열되고 죽게 된다(29). 일반세균의 경우 증식 가

능한 ORP의 범 는 700～820 mV 사이인데, SEW의 ORP

는 최소 ＋1,000 mV 이상으로 높은 OPR의 강한 산화작용에 

의해 세균체의 단백질이 변성되고 에 지 사가 해되어 

살균효과가 나타난다. 염소 가스는 세균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아미노산기를 공격하여 균체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단

백질 부분을 변성시키고 세포막을 괴하여 세균을 사멸시

킨다. 차아염소산은 세균 내에 침투하여 원형질과 반응, 독

성화합물(N-Cl)을 형성하여 세균을 사멸시키며 차아염소산

의 살균력은 차아염소산 이온(OCl
-)에 비해 약 80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한편 일반세균의 생존가능 pH 

범 는 pH 3.0～10.0인데 SEW는 pH가 2.6 이하로서 세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pH에 의한 살균력은 순

간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간  살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병원성 세균에 한 SEW의 살균력

병원성세균에 한 SEW의 살균력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조구로 사용한 유효염소농도 35 ppm의 차아염

소산나트륨 용액의 경우, 60 간 처리하여도 2～4 log CFU/g 

정도의 균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SEW는 60 간 처리로 

포자를 형성하는 B. cereus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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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ctericidal activity of SEW against 
food-borne pathogenic bacteria.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3.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세균을 모두 살균하 으며, B. cereus의 경우 완 하게 살균

하지는 못하 지만 약 4 log CFU/g 이상이 감소하여, 같은 

유효염소농도라도 SEW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보다 살

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 등(12)은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 배양액 1 mL를 유효염소농

도 5 ppm의 99 mL SEW로 30 간 각각 처리한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으며, Kim 등(14)은 E. coli O157: 

H7, L. monocytogenes, B. cereus를 같은 용량의 유효염소

농도 56 ppm SEW로 30 간 처리한 결과, 양세포는 모두 

사멸하 으나, B. cereus의 포자는 3.5 log CFU/mL가 잔존

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SEW의 강한 살균력의 주요인으로서 처음에는 높은 ORP

나 낮은 pH가 주요인이라고 간주되었지만, 일본 Functional 

Water Foundation 연구진에 의해 HClO가 주요인인 것이 

밝 졌다(10). HClO는 pH에 따라서 존재비율이 변하는데, 

pH가 강산성수 역(pH 2.2～2.7)에서는 Cl2와 HClO가 약 

2  8, 약산성수 역(pH 5～6.5)에서는 거의 HClO만, 해

차아수 역(pH 8～9)에서는 HClO와 ClO
-가 약 1  9의 

비율로 되며, 더 높은 pH에서는 ClO-만이 존재하게 된다. 

살균력은 HClO가 ClO
-에 비하여 약 80배 정도 더 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효염소농도 40 ppm의 SEW는 

1,000 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필 하는 살균력을 

나타낸다(10).

한편, radical 소거제의 첨가에 의해 SEW의 살균력이 약

화됨으로써 ·OH(hydroxy radical)이 SEW의 살균력에 여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 SEW에 Fe2+를 첨가하

을 때 ·OH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SEW에는 과산화수소

(H2O2)가 존재하고, 펜톤(Fenton)반응에 의해 ·OH이 생성

되는 것이 밝 졌다(10). SEW는 세균의 핵산이나 단백질, 

혹은 세포막에 손상을 주는데, 이것도 ·OH의 작용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살균메커니즘은 생체의 방어기작의 하나

인 호 구(백 구의 일종)의 살균메커니즘과 아주 유사하

다. 호 구에서는 myeloperoxidase에 의하여 염소와 산소로

부터 HOCl, NADPH oxidase에 의해 분자상 산소로부터 

super oxide(O
2-)와 H2O2가 생성되며, 여기에서 생성된 ·OH

이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즉 SEW도 이와 같은 기구에 의해 

살균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HClO는 ·OH의 

공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29).

채소에 한 SEW의 살균력

시 에 매되고 있는 각종 채소에 한 SEW의 표면 살

균효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마늘과 양 는 원시료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자두는 SEW 60 간 처리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 양배추, 팽이버섯의 경우, SEW 

60 간 처리로 조구(tap water)에 비하여 각각 2.17±0.11, 

1.99±0.03, 3.27±0.04 log CFU/g이 더 감소하 으며, AEW

로 30 간 세척 후 SEW 30 간 처리로 균이 검출되지 않았

으며, 오이, 깻잎, 당근, 상추, 숙주나물의 경우도 SEW 60

간 처리로는 조구(tap water)에 비하여 각각 1.46±0.17, 

3.42±0.03, 1.94±0.05, 1.31±0.05, 1.47±0.57 log CFU/g 더 

감소하 으나, AEW로 30 간 세척 후 SEW 30 간 처리로 

각각 2.62±0.13, 4.22±0.24, 3.28±0.08, 2.74±0.18, 4.49±0.59 

log CFU/g가 더 감소하여 AEW로 채소표면의 유기물을 세

척한 후 SEW로 살균처리 하면 상승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콩나물, 무순의 경우, AEW로 30 간 세

척 후 SEW로 30 간 처리하여도 각각 2.50±0.13, 2.19±0.13

만 감소하 고 4 log CFU/g 이상의 균이 잔존하고 있었다.

Suzuki(13)는 E. coli O157:H7를 오염시킨 무순을 강산성

해수(SEW)로 살균한 결과, E. coli O157:H7에 한 살균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그 이유로서 E. coli O157:H7가 무순

의 조직 안으로 침투하여 표면살균효과를 지닌 강산성 해

수(SEW)의 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

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며, 채소의 

종류 는 그 표면구조에 따라 해수의 살균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조구로 사용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모든 채소에 

하여 SEW보다 낮은 살균력을 나타내었다.

E. coli O157: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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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ctericidal activity of SEW against various vegetables.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3. Different super-
script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Bactericidal activity of SEW
1)
 on apparatus of school meals restaurant

Apparatus
Viable cell number and coliform group (Log CFU/100 cm2)

Before washing
After washing by

tap water
After washing 

by NaClO
After washing

by SEW

Dining table
Table ware
Kitchen board
Sink table
Kitchen knife
Stainless steel bowl
Cup for water
Rubber globes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3.89±2.69
3.40±2.00
3.86±2.49
2.40±1.80
5.66±4.40

 (5.08±4.00)
2)

Not tested
Not tested
Not tested
2.93±2.04
2.57±2.11
2.89±2.04
2.83±1.81
4.94±4.04
(4.97±3.70)

Not tested
Not tested
Not tes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1.70±0.75
1.28±0.41
3.84±2.18
(4.26±3.00)

Not tested
Not tested
Not tes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2.91±1.40
(2.51±1.30)

1)Strongly acidic electrolyzed water.
2)The number in parenthesis means coliform group.
Results were represent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주방기구  환경에 한 SEW의 살균력

주방의 조리 기구에 한 SEW의 표면 살균효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주방조리 (stainless steel 재질), 식당의 식

탁, 조리용 도마( 라스틱)에서는 처음부터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방싱크 와 조리용 칼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용

액(유효염소농도 35 ppm) 30 간 처리로 균이 검출되지 않

았다. 식기와 컵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유효염소농도 35 

ppm) 30 간 처리로는 조군인 수도수에 비하여 약 1.19～

1.28 log CFU/100 cm
2 정도만 더 감소하 지만, SEW 30

간 처리로 균이 검출되지 않아 역시 SEW가 차아염소산나트

륨 용액(유효염소농도 35 ppm)에 비해 살균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무장갑의 경우 유일하게 장균군이 

검출되었으며 SEW 30 간 처리로 고무장갑 표면의 일반세

균과 장균군은 조군인 수도수에 비하여 약 2 log CFU/ 

100 cm
2 이상 감소하 다. 그러나 완 한 살균은 되지 않아 

고무장갑의 생 인 취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요   약

격막식으로 생산한 강산성 해수(SEW)의 유효염소농도

는 35±1.2 ppm, pH는 2.3±0.2, ORP는 1,140±20.4 mV이었

으며, AEW의 유효염소농도는 0.1±0.01 ppm, pH는 11.6± 
1.1, ORP는 -900±18.2 mV이었다. 6종의 병원성세균( 기

균수 1.0×10
7 CFU/mL)에 한 SEW의 살균효과를 조사한 

결과, 조구로 사용한 유효염소농도 35 ppm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의 경우, 60 간 처리하여도 2～4 log 정도의 균

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SEW는 60 간 처리로 포자를 형성

하는 B. cereus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병원성세균을 모두 

살균하 으며, B. cereus의 경우 완 하게 살균하지는 못하

지만 약 4 log CFU/g 이상이 감소하여, 같은 유효염소농도

라도 SEW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보다 살균력이 뛰어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채소의 경우, AEW로 세척 후 SEW 

처리하 을 때가 SEW 단독처리보다 살균효과가 더 좋았다. 

한편 콩나물, 무순의 경우 AEW로 30 간 세척 후 SE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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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간 처리하여도 균수는 각각 2.50±0.13, 2.19±0.13만 감

소하 고 4 log CFU/g 이상의 균이 잔존하고 있었다. 식기와  

컵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유효염소농도 35 ppm) 30 간 

처리로는 1.19～1.28 log CFU/100 cm
2 정도만 감소하 지

만, SEW 30 간 처리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고무장갑의 

경우 유일하게 장균군이 검출되었으며 SEW 30 간 처리

로 고무장갑 표면의 일반세균과 장균군은 조군인 수도

수에 비하여 약 2 log CFU/100 cm
2 이상 감소하 으나 완

한 살균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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