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7, No. 5, pp. 586~592 (2015)

http://dx.doi.org/10.9721/KJFST.2015.47.5.586

586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오존수 및 오존가스를 이용한 학교급식에서의 미생물 제어

최진경·신일식1·김대욱2·김희연*

우송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 

1강릉원주대학교 해양식품공학과,

2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Control of Microorganisms in School Refectories and Kitchens
Using Ozone Water and Ozone Gas

Jin-Kyung Choi, Il-Shik Shin1, Dae Uk Kim2, and Hee-Yun Kim*

Depart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Woosong University
1Department of Marine Food 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 Planning and Management Division,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optimum approaches for control of microorganisms in school refectories
and kitchens. A reduction of more than 5.0 log CFU/mL was noted for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Typhimurium,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and Streptococcus mutans after treatment with 5 ppm ozone water for 60 s.
Treatment of different vegetables with ozone water for 5 min showed bactericidal effects with 2-4 log reduction of viable
cell number; the bactericidal effects differed according to the kinds of vegetables. The viable cell number on kitchen
apparatus and tableware was not detected by ozone water treatment for 60 s. In addition, the count of the bacteria floating
in the air in refectories and kitchens decreased 2.0 log CFU/1,000 L air to 0-1 CFU/1,000 L air on treatment with 45
ppm ozone gas for 12 hr. Therefore, ozone water and ozone gas may be good candidates as antimicrobial agent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sanitary conditions in school refectories and kitc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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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후반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식품 중의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아직까

지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소독 및 살균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

으며, 그러한 기술의 하나로 오존(Ozone) 살균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특히 곡류, 채소, 과일 등에 부착하고 있는 미생물 제거

방법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단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1-5).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전통적인 기술은 소

독제를 넣거나 혹은 넣지 않은 물로 씻는 방법이며, 염소는 과일

이나 채소의 소독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독제이지만, 과

일이나 채소의 표면만 소독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염소소독에

의한 균수의 감소는 약 1-2 log 정도(1)이며 더욱이 염소의 부산

물(Trihalomethane, THM)은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염소소독을 대체할 새로운 소독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

정이며, 오존살균은 전통적인 소독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소독방법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2-4). 현재 오존살균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의 적용 또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8년 4월에는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5)의 후원으로 신선 절단 과채류의 가공에 사용

될 수 있는 오존살균의 이용성에 대한 협의회 및 연구회가 개최

된 바 있다.

오존은 산화제로서 염소에 비하여 1.5배 강하고, 살균력도 염

소나 다른 소독제에 비하여 강하다. 오존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Listeria sp. 등 식품관련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전통적인 소

독제보다 훨씬 빨리 죽이고, 잔류 화학물질도 없다(1,6). 오존은

고에너지 분자로서 실온에서의 반감기(물속)는 20분 정도이며, 단

순한 산소로 변하기 때문에 오존 처리한 식품에 남아 있는 오존

의 섭취 및 위험성에 관한 염려가 없다(4).

오존은 용수의 재활용에도 사용된다(7).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를 먼저 오존수로 세척하고, 세척수는 오존처리와 여과(filtration)

처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오존 처리한 세척수는 무균, 무색

이며 부유물질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용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염소처리 한 세척수와는 달리 오존처리한 세척

수는 화학 잔류물질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

지할 수 있다(7). 또한 오존은 살충제나 염소의 부산물과 같은 화

학 잔류물질을 분해할 수도 있다(6).

오존가스는 강한 살균제임과 동시에 탈취제이고 저장실에서의

식품 살균과 선적 시 식품 표면의 세균, 곰팡이, 효모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해충도 구제할 수 있다. 오존은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좋지 않은 냄새를 제거하며, 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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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가스(ethylene gas)도 화학적으로 제거하므로 사용범위가 상

당히 광범위하다(8).

지난 10년간, 오존은 식품 산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소독제이며

살균제로 알려져 왔었다. 유럽에서는 상수도와 식품제조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수의 살균, 식품제조 산

업에의 적용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문헌과 연구가 식품산업에서

의 오존의 장점을 확인하고 있다(4,8). 따라서 오존살균은 식품관

련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통적인 소독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오존은 산소원자를 3개 가지는 물질로 산소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1840년 처음 알려졌다. 부분적으로 수용성이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수용성은 증가한다. 오존은 미생물의 살균에 효과

적이며 세포막을 산화시킨다(6). 오존은 자기 분해되는 독특한 성

질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잔류물질은 없다. 산화력은 염소의 1.5

배이며, 염소보다 훨씬 넓은 항균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오존은 태양광선의 자외선(ultra violet light)과 빛에 의하여 자

연적으로 생성되며, 상업적으로는 파장 185 nm의 자외선 혹은

corona discharge를 이용하여 생산한다. 고농도의 오존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corona discharge를 이용한다. 두 가지 형태의 공

급가스(feed gas)를 이용하는 데 한 가지는 1-3%의 공기이며, 한

가지는 2-12%의 산소이다(9).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는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1997년

(the President’s Food Safety Initiative)라는 기구를 창설하였다. 식

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가 전통적인

소독(살균)제를 대체하고 식품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독(살균)제의 개발이다.

많은 연구와 상업적 응용 결과는 오존이 염소소독을 대신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1997년

EPRI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오존을 소독제로서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로 인정을 받았다(5). 제조 산업은 오

존의 사용에 매우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존생성장치를 이용한 학교급식에서의 미

생물 제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오존수 및 오존가스 생성기

오존수(5 ppm) 및 오존가스(40-50 ppm)의 생성은 율촌화학(주)

에서 제작한 corona discharge 방식으로 오존을 생성하는 GW-1000

(Youlchon Chemical Co., Ltd.,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공시 균주

실험에 사용한 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은 Escherichia coli

O157:H7 ATCC 25922, Salmonella Typhimurium KCTC 2058,

Vibrio vulnificus KCTC 2987, Vibrio parahaemolyticus ATCC

2210001의 그람음성세균 4종,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3,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8, Streptococcus mutans

KCTC 3298, Bacillus cereus KCTC 1012의 그람양성세균 4종의

표준균주이었다. E. coli O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

genes, B. cereus, S. aureus, S. mutans는 brain heart infusion

(BHI) broth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접종한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V. vulnificus와 V. parahaemolyticus

는 3% NaCl을 첨가한 BHI broth (Difco)에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채소

채소류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재 이마트에서 상추, 오이, 당근, 들깻잎, 숙주나물, 무순을 구

입하여 얼음상자(ice box, 5oC 이하)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한 후,

즉시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체급식소의 경우, A 초등학교 급식소

에서는 팽이버섯, 파, 자두, 마늘, 양파, B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는 숙주나물, 양배추, 양파를 대상으로 오존수의 살균효과를 측

정하였다.

주방기구 및 식기

주방기구 및 식기에 대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방용 칼, 도마, 가위는 강릉시 소재 이마트에서 구입하

였으며 칼과 가위는 스테인레스강 재질, 도마는 나무 재질이었다.

단체급식소의 경우,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A 초등학교와 B 고

등학교의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식판, 식탁, 물잔, 조리용기, 채소

용 도마, 채소용 칼, 고무장갑, 주방싱크대를 대상으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를 측정하였다.

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 측정

전 배양한 표준균주를 1,250×g (5oC)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cell pellet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0)에 균수

가 106-107 CFU/mL가 되도록 조정하여 세균 현탁액을 만들었다.

이 현탁액 100 µL를 5 ppm의 오존수 10 mL에 각각 첨가하고 일

정시간(30, 60초) 실온에서 균질화한 후, 표준평판계수법으로 생

균수를 측정, 오존수의 살균효과를 측정하였다. 음성대조구로는

수도수, 양성대조구로는 유효염소농도 30 ppm의 차아염소산나트

륨(sodium hypochlorite, NaClO, Wako Pure Chemical Indus-

tries Ltd., Osaka, Japan) 용액을 사용하였다.

채소류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 측정

각각의 채소를 20 g씩 취하여 5 ppm의 오존수 1,000 mL에 30

초, 1분, 5분간 침지한 후, 멸균한 PBS (pH 7.0) 180 mL가 들어

있는 stomacher bag에 넣고 Stomacher 440 (Seward Medical,

London, UK)으로 230 rpm에서 1분간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 한

시료를 일정 단계까지 희석하여 표준평판배양법으로 일반세균수

를 측정, 살균효과를 측정하였다.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채소

의 경우는 각각의 채소를 20 g씩 취하여 5 ppm의 오존수 1,000 mL

에 5분간 침지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균효과를 측정하였

다. 음성대조구로는 수도수, 양성대조구로는 유효염소농도 100 ppm

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였다.

주방기구 및 식기에 대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 측정

주방용 칼, 도마, 가위는 전술한 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을 37oC

에서 24시간 전 배양한 후 각 균주를 혼합하고 PBS (pH 7.0)로

균수가 104-105 CFU/m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이 혼합 균주액 3

L에 주방용 칼, 도마, 가위를 1분 동안 침지한 후 5 ppm의 오존

수로 각각 30, 60초 동안 주방기구의 표면을 세척하여 살균효과

를 측정하였다. 단체급식소의 경우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여러 주

방기구의 표면을 5 ppm의 오존수로 60초간 세척한 후, 세척 전

의 균수와 비교하여 살균효과를 측정하였다. 균수측정은 3M

Microbiology Quick Swab (St. Paul, MN, USA)의 Wet Swab-

bing method로 측정하였다. 즉 10 cm×10 cm 면적의 검체 표면을

멸균생리식염수로 적신 면봉으로 3차례 이상 잘 닦고 멸균 leth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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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가 들어있는 Swab tube에 원위치시켜 10초간 강하게 흔든

후, 면봉을 제거하고 일반세균수는 aerobic petri-film (3M)으로, 대

장균수는 E. coli petri-film (3M)으로 측정하였다.

단체급식소 취사장 및 식당의 공중부유균에 대한 오존가스의

살균효과 측정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A 초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취사장

및 식당의 공중부유균에 대한 오존가스의 살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존가스 발생장치(출구농도 약 45 ppm)를 설치, 직원들

이 퇴근한 후 약 12시간 가동하였다. 공중부유균수의 측정은 MP-

Σ500 (Sibata, Sci. Technol. Ltd, Saitama, Japan)을 이용하여 30분

간 250 L의 공기를 포집하였으며, 오존가스 살균기의 가동 전,

가동 후의 공중부유균수를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모든 실험은 세 번 반복으로 행하였으며, 수치는

세 실험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20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에서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 중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0)를 사

용하여 p<0.05에서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E. coli O-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S. aureus, S. mutans는 5 ppm의 오존수 30초간

처리로 약 4.0 log 감소하였으며, 포자형성균인 B. cereus는 약 3.0

log 감소하여 다른 세균보다 오존수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였다.

오존수로 60초간 처리하였을 때는 B. cereus (4.0 log 감소)를 제

외하고 모두 5.0 log 이상 감소하였다. V. vulnificus와 V. para-

haemolyticus의 경우는 호염성균인 관계로 수도수 60초 처리로 약

3.0 log 감소하였으며 오존수로 30초간 처리한 후에는 균이 검출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 ppm의 오존수로 E. coli, V. para-

haemolyticus를 60초간 처리한 결과 균수가 각각 3.0, 4.0 log 감

소하였다는 보고(11)보다 강한 살균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본 실험

에 사용한 오존수의 농도가 5 ppm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살

균효과로 생각된다.

양성대조구인 유효염소농도 30 ppm NaClO 용액의 경우, 같은 조

건에서 60초간 처리하였을 때, E. coli O-157:H7, S. Typhimurium,

V. vulnificus, V. parahaemolyticus, L. monocytogenes, S. aureus,

S. mutans 및 B. cereus는 각각 약 4.0, 3.0, 6.0, 5.0, 4.0, 3.0,

4.0, 2.0 log 감소하여 오존수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p>0.05),

오존수의 살균효과보다 다소 약한 것은 알 수 있었다. 한편 음성

대조구인 수도수의 경우, 비브리오균을 제외하고는 초기 균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p<0.05).

채소류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

채소류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상

추와 오이의 경우, 5 ppm의 오존수 1,000 mL에 30초, 60초간 침

지하였을 때는 1.0-2.0 log 정도의 낮은 살균효과를 나타내었으나

5분간 침지하였을 때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아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5). 당근의 경우 오존수에 5분간 침지한 결

과 3.0 log가 감소하여 약 1.0 log가 감소한 유효염소농도 100

ppm의 NaClO 용액(양성대조구)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그러나 들깻잎, 숙주나물, 무순 등은 같은 조건에서 양

성대조구인 유효염소농도 100 ppm의 NaClO 용액과 오존수의 살

균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약하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p>0.05). 한편 오존과 양성대조구인 유효염소농도 100 ppm의

NaClO 용액 공히 채소의 종류에 따라 살균효과에 차이가 있었

는데, Suzuki (12)는 비가열살균 방법 중의 하나인 강산성차아염

소산수로 무순을 세척한 결과 E. coli O157:H7에 대한 살균효과

Fig. 1. Bactericidal activity of ozone water (5 ppm) against 8 strains of food-borne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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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없으며 이는 E. coli O157:H7가 무순의 조직 안으로 침

투하기 때문에 표면살균능을 지닌 전해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의 숙주나물과 무순에 대한 오존수

의 살균효과가 다른 채소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난 것도 이와 비

슷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체 급식소의 채소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

A 초등학교 단체 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에 대한 오존수의 살

균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처리 전 팽이버섯, 파, 자

두에서는 각각 약 5.0, 4.0, 3.0 log의 균이 검출되었으며 마늘과

양파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채소를 5 ppm의 오존수

1,000 mL에 5분간 침지한 결과, 팽이버섯, 파, 자두 모두 2.0 log

이상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구인 유효염소농도 100 ppm의 NaClO

용액은 같은 조건에서 팽이버섯, 파, 자두 모두 약 1.0 log 정도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p>0.05), 음성대조구인 수도

수는 살균효과가 거의 없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B 고등학교 단체 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에 대한 오존수의 살

균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처리 전 숙주나물, 양배

Fig. 2. Bactericidal activity of ozone water (5 ppm) against 6 kinds of vegetables.

Fig. 3. Bactericidal activity of ozone water (5 ppm) against 5 kinds of vegetables supplied from A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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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에서는 각각 약 7.0, 4.0 log의 균이 검출되었으며 양파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채소를 5 ppm의 오존수 1,000 mL에

5분간 침지한 결과, 숙주나물은 약 2.0 log, 양배추는 약 3.0 log

가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구인 유효염소농도 100 ppm의 NaClO 용

액은 같은 조건에서 숙주나물, 양배추 모두 약 1.0 log 정도 감

소하여 오존수보다는 살균효과가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며(p>0.05), 음성대조구인 수도수는 살균효과가 거의 없어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주방기구에 대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

칼, stainless 재질의 도마, 나무재질의 도마 등 주방기구에 대

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칼과 stainless

재질의 도마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 ppm의 NaClO 용액으로

60초간 세척, 5 ppm의 오존수로 30초간 세척한 후 균이 검출되

지 않았다(p>0,05). 나무재질의 도마의 경우, 5 ppm의 오존수로

60초간 세척하여도 균수가 약 1.5 log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아

살균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마의 재질이 나무로

서 표면의 홈이나 나무결 사이에 미생물이 부착하기에 좋은 환

경이며, 오존수가 그런 부분까지는 침투하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Fig. 4. Bactericidal activity of ozone water (5 ppm) against 3 kinds of vegetables supplied from B high school.

Fig. 5. Bactericidal activity of ozone water (5 ppm) against 3 kinds of kitche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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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주방기구 및 식기에 대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

A 초등학교 및 B 고등학교 단체급식소의 주방기구 및 식기에

대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두 학교 모두 식판과 채소용 칼에서는 오존수 세척 전에도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탁, 물잔, 조리용기, 채소

용 도마, 주방 싱크대에서는 일반세균이 2.5-5.6 log CFU/m2 정도

검출되었으나 5 ppm의 오존수로 60초간 세척한 후에는 균이 검

출되지 않아 뛰어난 표면살균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고무장갑

의 경우 유일하게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5 ppm의 오존수로 고

무장갑을 60초간 세척한 후에도 일반세균은 2.2-2.9 log, 대장균

군 1.3-1.6 log 정도 잔존하고 있어 고무장갑의 위생적인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ark 등(13)은 도마에 병원성 미생물을 오염시킨 후 오존수와

일반 수돗물을 이용하여 세척한 결과, 일반 수돗물보다 오존수가

살균효과가 더 높았고, 같은 세척수로 세척 시에도 접종 방법, 실

험시료 및 시료의 표면, 균질화에 따라 살균효과가 다르게 나타

나며, 오존수의 농도는 0.2 ppm에서 유의적인 살균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오존수 농도가 0.4, 0.6, 1.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살균효과 또한 증가하였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체급식소 취사장 및 식당의 공중부유균에 대한 오존가스의

살균 효과

A 초등학교 및 B 고등학교 단체급식소의 취사장 및 식당의 공

중부유균에 대한 오존가스의 살균효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45

ppm의 오존가스를 12시간 배출한 결과, B 고등학교의 취사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B 고등학교의 취

사장의 경우도 1.0 log CFU/1000 L air 이하의 균만 검출되어 오

존가스가 공중부유균의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y of ozone water (5 ppm) against kitchen apparatus and tableware used in school

Kitchen apparatus

Viable cell number (Log CFU/m2)

A elementary school B high school

Before treatment with
ozone water for 60 s

After treatment with
ozone water for 60 s

Before treatment with
ozone water for 60 s

Aftert reatment with
ozone water for 60 s

Dinner plate (stainless) ND1) ND ND ND

Dining table 0.0 ND 2.5±0.4 ND

Drinking cup 03.4±0.12) ND 3.3±0.2 ND

Stainless bowl 3.9±0.2 ND 3.3±0.2 ND

Kitchen board for vegetables 3.5±0.3 ND 2.4±0.2 ND

Knife for vegetables ND ND ND ND

Rubber glove 5.6±0.5 (3.2±0.1)3) 2.9±0.3 (1.3±0.1) 4.8±0.3 (2.8±0.2) 2.2±0.3 (1.6±0.3)

Sink table in cookroom 3.9±0.4 ND 3.4±0.5 ND

1)Not detected
2)Values represent means±standard deviations.
3)The numbers in parenthesis mean means±standard deviations of E. coli.

Fig. 6. Bactericidal activity of ozone gas (45 ppm) against air-floating bacteria in refectories and cooking rooms of A elementary school

and B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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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Kwak 등(14)은 30 ppm의 오존가스를 인삼분말에 12시간

이상 처리하여 오염된 균을 완전히 살균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

으며 Kwon 등(15)은 5 종류의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신

선초 분말에 3 ppm의 오존가스를 5 L/min, 10시간 처리한 결과

B. cereus와 S. aureus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E. coli, S. Typhimu-

rium은 각각 7.0 log, 3.0 log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요 약

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 채소, 주방기구,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채소 및 주방기구에 대한 오존수의 살균효과와 단체급

식소의 공중부유균에 대한 오존가스의 살균효과를 조사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품유래 병원성 세균인 E. coli O-

157:H7,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S. aureus, S. mutans,

B. cereus를 5 ppm의 오존수로 60초간 처리하였을 때 B. cereus

(4.0 log 감소)를 제외하고 모두 5.0 log 이상 감소하였다. V.

vulnificus와 V. parahaemolyticus의 경우는 호염성균인 관계로 오

존수로 30초간 처리한 후에도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상추와 오

이의 경우, 5 ppm의 오존수 1,000 mL에 5분간 침지하였을 때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근, 들깻잎, 숙주나물 등

은 오존수에 5분간 침지하여도 약 3.0 log 밖에 감소하지 않았으

며, 무순은 약 2.0 log 정도 감소하여 채소의 종류별로 살균효과

에 차이가 있었다. 칼과 stainless 재질의 도마의 경우 5 ppm의 오

존수로 30초간 세척한 후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재

질의 도마는 5 ppm의 오존수로 60초간 세척하여도 균수가 약 1.5

log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아 살균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A 초등학교 및 B 고등학교 단체급식소의 주방기구 및 식

기에 대한 오존수의 표면 살균효과를 조사한 결과, 오존수 처리

전 식탁, 물잔, 조리용기, 채소용 도마, 주방 싱크대에서는 일반

세균이 2.5-5.6 log CFU/m2 정도 검출되었으나 5 ppm의 오존수로

60초간 세척한 후에는 균이 검출되지 않아 뛰어난 표면살균효과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무장갑의 경우 유일하게 대장균이 검출

되었으며, 5 ppm의 오존수로 고무장갑을 60초간 세척한 후에도

일반세균은 2.2-2.9 log, 대장균은 1.3-1.6 log 정도 잔존하고 있었

다. A 초등학교 및 B 고등학교 단체급식소의 취사장 및 식당에

오존가스 발생장치(출구농도 약 45 ppm)를 12시간 가동한 후 공

중부유균을 조사한 결과 B 고등학교의 취사장을 제외한 모든 곳

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B 고등학교의 취사장의 경우도

1.0 log CFU/1000 L air 이하의 균만 검출되어 오존가스가 공중

부유균의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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