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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수(HOCl)를 포함한 알지네이트 냉동 입자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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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Frozen Alginate Particles Containing Hypochlorous Acid(HOCl)

Sejin Jung* and Jinkee Lee†

Abstract Hypochlorous acid(HOCl) is a chemical that is a safe sanitizer and disinfectant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s a food additive, exhibiting strong sterilizing power with low 
effective chlorine concentration of pH 5.0-6.5 and effective chlorine concentration 10-80 ppm. To 
apply to fishery industries, we develope the HOCl ice for store or delivery of fishery products. 
However when HOCl is being frozen, the contained HOCl are expelled out from the ice due to the 
molecular structures of ice; there is no space to contain HOCl inside. To increase chlorine containing 
amount in ice, we develop the alginate particles containing HOCl which is bio comparable since 
alginate is a natural polymer extracted from the brown algae and it is widely used for drug delivery 
and containing substances, etc. We produce HOCl with water as base solution suppressing osmotic 
flow from fishery products, and mix it with the developed alginate particles and made HOCl-alginate 
ice and checked the remaining amount of HOCl. We measure the change of pH and chlorine 
concentration optimizing the best concentration of alginate particles. Finally, we produce the alginate 
particle HOCl ices with respect to the alginate’s optimal concentration.

Key Words : Hypochlorous acid(차아염소산수), Alginate(알지네이트), Hypochlorous acid ice(차아
염소산수 얼음), Paritcle(입자)

1. 서 론

수산물은 그 특성상 부패가 쉬워 유통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2) 하지만 유통과정의 비위생적 

요인에 의해 수산물이 세균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따라 빙장 유통을 하더라도 수산물에 한 추가 

살균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여러 살균제 가운

데 미산성 차아염소산수(HOCl)는 인체에 무해하

면서도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3,4) 차아염소산수는 염산(HCl)을 무격막 전해

조를 이용하여 전기분해하여 제작이 가능하며 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양전극: 2Cl-→Cl2+2e- (1)

음전극: 2H++2e-→H2(gas) (2)

가수분해반응: Cl2+H2O→HOCl+HCl (3)

전체반응: HCl+H2O→HOCl+H2(gas) (4)

차아염소산수는 HOCl과 OCl-의 산화력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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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작용을 한다. 차아염소산수의 지표로는 유리잔

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이 있으며, HOCl과 OCl-

의 농도를 유리잔류염소량이라 하고 유리잔류염

소량과 모노클로라민(NH2Cl), 디클로라민(NHCl2), 

트리클로라민(NCl3)의 농도의 합을 총 잔류염소량

이라고 한다.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후 식약

처)에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로 인

정하여 식품 살균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2013년 식약처에서 개정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의 허용 범위는 pH 5.0-6.5, 잔류염소량 10-80 ppm

이다. HOCl과 OCl-는 허용 범위의 pH 외에서는 그 

농도가 감소하여 차아염소산수의 살균력이 감소

하므로 산도를 적정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5)

알지네이트는 갈조류로부터 추출되는 천연고분

자로 생분해성을 가지며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으

며 농도에 따라 점도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알지네

이트 수용액은 2가 이상의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경화되며, 알지네이트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알

지네이트 입자 내에 약물이나 목표 물질을 넣어 

내부 물질의 보호와 전달 속도를 조절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

를 제작하였고 이를 함유한 해수로 얼음을 제작하

여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살균효과도 도모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차아염소산수를 냉동할 경

우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이 급격히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

아염소산수를 알지네이트 입자 내에 함유시키고 

그 알지네이트 입자를 함유한 희석 해수를 냉동하

였다. 담수를 이용한 얼음의 경우 삼투압으로 인하

여 수산물의 상품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를 최 한 이용한 얼음을 생산하여 삼투현상

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차아염소산수를 포함한 

알지네이트 입자를 해수 내부에 생성하고 입자의 

형태와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함유한 

희석 해수에서의 차아염소산의 pH와 유리잔류염

소량, 총 잔류염소량을 측정하였다.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가 들어있는 해수를 냉동하고 해

수 얼음이 차아염소산수를 함유하는지를 확인하

였고 식약처의 허용범위 만족여부에 따라 수산물 

살균에 이용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차아염소산수 및 차아염소산수 얼음의 제작

본 실험에 사용한 차아염소산수는 무격막 전해

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전기분해시 생성물들

의 혼합을 위해 무격막 전해조를 사용하였다. 전해

조의 외형은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제

작이 되었고 전극은 3전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

식성이 강한 이리듐 코팅 처리를 한 티타늄 전극

을 사용하였다. 정밀펌프를 이용하여 전해조에 2 

wt% 염산(ACS reagent, 37%, Sigma-Aldrich)을 일

정 유량으로 공급하고 DC Supplier(Gwinstek SPS- 

2415)로 전해조에 전류를 가하는 것으로 염산을 

전기분해한 후 이를 일정 유량의 담수로 희석하여 

차아염소산수를 생성하였다. 비록 차아염소산수를 

제작할 때 담수를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차아

염소산수를 알지네이트 입자에 함유시킬 때 해수

를 이용하여 희석해수가 만들어지며 담수와 해수

의 비율은 1:2가 되게 된다. 따라서 해수의 비율이 

2/3 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삼투현상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차아

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제작’에 서술하였다. 

Fig. 1은 차아염소산수 생산 장비의 모습이다. 생

성된 차아염소산수의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

류염소량은 각각 Thermo 사의 pH 측정기(Orion 

Fig. 1. Setting of HOCl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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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A215)와 잔류염소량 측정기(Orion AQ307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차아염소산수의 냉동은 제

빙기( 영 E&B LUI-150A)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해당 제빙기는 1일 68 kg의 얼음을 생산한다.

2.2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과 차아염소산수의 잔
류염소량 변화량 측정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차

아염소산수와 혼합되면서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류염소량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관찰하

고 이를 토 로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제작 조건을 확정하였다. pH 2.46, 유리잔류염소량 

189 ppm, 총 잔류염소량 207 ppm의 차아염소산수

에 알지네이트(Yuchang F.C. Corportation Sodium 

alginate), 염화칼슘(OCI Limited, Calcium chloride 

74 %) 혹은 해수(인천바닷물 정제 해수, 열우물) 중 

한 가지의 물질을 혼합한 후 상온 보관하며 3일간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류염소량을 측정하였

다. 이때 차아염소산수와 각 재료들의 혼합비는 알

지네이트 0.5, 1.0, 1.5, 2.0 wt%, 염화칼슘 0.5, 1.0, 

1.5, 2.0 wt%, 해수 1:1, 1:2, 1:3, 1:4(질량비)이다.

2.3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제작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전해조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최적 제작조건의 차아염소산수인 pH 2.53, 유리잔

류염소량 180 ppm, 총 잔류염소량 198 ppm으로 제

작하였다. 이 차아염소산수에 알지네이트를 첨가

하여 차아염소산수를 함유한 알지네이트 용액을 

만들었다. 알지네이트는 차아염소산수의 유리잔류

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알

지네이트의 첨가량을 적게 할 필요가 있으나 알지

네이트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칼슘이온과 반응하

Table 1. Naming for CaCl2 Compositions

Room temperature(18 ℃) Freezing(-25 ℃)

R0.0 R0.5 R1.0 R1.5 F0.0 F0.5 F1.0 F1.5

Concentration of 
CaCl2(wt%) in sea 

water
0.0 0.5 1.0 1.5 0.0 0.5 1.0 1.5

Fig. 2. Schematic of alginate particle synthesis

더라도 경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

험상 경화에 문제가 없는 최소 농도로 1.5 wt%를 

채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결과 

및 분석’에서 서술하였다. 알지네이트를 1.5 wt% 

첨가하였을 때 pH는 4.78로 증가하였고 유리잔류

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의 경우 알지네이트 첨가 

후 각각 63.45 ppm, 121.5 ppm으로 감소하였다. 해

수에 염화칼슘을 0, 0.5, 1.0, 1.5 wt% 첨가하여 염

화칼슘 농도별로 알지네이트 입자의 경화 후 외형

을 관찰하고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함

유한 해수 내에 남아있는 차아염소산수의 pH와 유

리잔류염소량, 총 잔류염소랑을 측정하였다. 알지

네이트 입자 생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Fig. 

2와 같이 염화칼슘이 첨가된 해수에 주사기펌프를 

이용하여 알지네이트 용액을 0.01 ㎖/min의 유량으

로 떨어뜨려 지름 약 2 ㎜의 알지네이트 입자를 생

성하였다. 알지네이트 입자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알지네이트 용액과 해수의 질량비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1:2 이다. 알지네이트 용액속의 차아염소산

수는 담수로 제작하였고, 그 이유는 만약 처음 차

아염소산수를 제작할 때 해수를 이용할 경우 차아

염소산수와 알지네이트 혼합 시 해수에 포함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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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 이온이 알지네이트와 반응을 하여 경화하게 되

어 주사기펌프를 이용한 알지네이트 액적을 생성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염화칼슘 농도 별로 입자 샘플을 9 ㎖ 

제작하여 Table 1과 같이 총 2그룹의 샘플을 만들

었다. 샘플은 해수에 담긴 채로 지름 26 ㎜, 높이 

60 ㎜의 바이알에 넣고 뚜껑을 닫아 밀폐 보관하

였으며 그룹 R은 18 ℃에서 상온 보관하였고 그룹 

F는 –25 ℃ 냉동고에서 냉동 보관하여 3일 후 각 

샘플의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류염소량, 입

자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알지네이트 입자의 형태 

촬영은 촬영의 용이를 위해 알지네이트 입자와 해

수를 큐벳(Kartell Cell standard)에 옮긴 후 진행 하

였다. 알지네이트 입자 촬영은 CCD 카메라(Allied 

manta G282C IRC)를 사용하였고 이미지 분석은 

Image J (NIH)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차아염소산수와 알지네이트 입자 성분들과
의 반응

시간에 따라 알지네이트, 염화칼슘, 해수가 각

각 차아염소산수의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류

염소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시간은 수산물 유통에서 수산물의 생

산자로부터 소매상까지의 유통 기간을 최  3일로 

가정하여 측정 기간을 3일로 하였다. 이때 차아염

소산수에 한 알지네이트 혼합량은 0.5(alg 0.5), 

1.0(alg 1.0), 1.5(alg 1.5), 2.0(alg 2.0) wt%,이고, 염

화칼슘의 혼합량은 0.5(CaCl2 0.5), 1.0(CaCl2 1.0), 

1.5(CaCl2 1.5), 2.0(CaCl2 2.0) wt%이다. 그리고, 차

아염소산수와 해수의 혼합비(질량비)는 1:1(Sea 

water 1:1), 1:2(Sea water 1:2), 1:3(Sea water 1:3), 

1:4(Sea water 1:4)이다. pH의 경우 알지네이트 첨

가 시와 염화칼슘 첨가 시, pH는 증가하였지만 시

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다. 반면, 해수를 첨가

하였을 때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해수 첨가 

비율에 따라 상이하였다. 해수 첨가 비율이 낮은 

1:1 과 1:2 의 경우 날짜에 따라 pH가 감소하였지

만 해수 첨가 비율이 높은 1:3 과 1:4 의 경우 날짜

Fig. 3. Property changes of (a) pH, (b) free 
residual chlorine, and (c) total residual 
chlorine within HOCl solution with 
alginate 0.5, 1.0, 1.5, 2.0 wt%(alg 0.5, 
1.0, 1.5, 2.0), calcium chloride 0.5, 1.0, 
1.5, 2.0 wt%(CaCl2 0.5, 1.0, 1.5, 2.0), and 
sea water 1:1, 1:2, 1:3, 1:4 vol ratio(Sea 
water 1:1, 1:2, 1:3, 1:4) with respect to time.

에 따라 pH가 증가하였다.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의 경우 알지네이트 첨가 농도에 따라 

그 감소량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알지네이트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

량이 감소하였으나 유리잔류염소량의 날짜에 따

른 감소량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차아염소산

수의 감소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염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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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ages of alginate particles after 
solidification in soultions of (a) R0.0, 
(b) R0.5, (c) R1.0, (d) R1.5, (e) F0.0, 
(f) F0.5, (g) F1.0, (h) F1.5. 

슘을 첨가한 경우 같은 농도의 알지네이트 첨가한 

경우보다 높은 잔류염소량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2-3 일 사이에서 아

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차아염소산수의 잔류염소

량 감소보다 가파른 감소를 보였다. 그 이유는 염

화칼슘을 첨가하였을 때 수용액 내의 염화이온이 

증가하여 식(3)의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잔류염소

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알지네이트

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

류염소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에서 그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나 알지네이

트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염화칼슘의 농도가 높아

도 알지네이트가 구형으로 경화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알지네이트가 구형으로 경화되는 최소 농도

인 1.5 wt%를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에서의 알지네

이트 농도로 고정하였다. 염화칼슘의 경우 농도가 

낮을수록 체적으로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

염소량의 감소가 적으나 농도별로 감소 차이가 비

교적 크지 않았다. 하지만 염화칼슘의 농도에 따라 

알지네이트 경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농도

를 변경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형상 관찰

염화칼슘 농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염화칼슘이 0 wt%일 경우에는  비록 

염화칼슘을 첨가하지 않아도 해수 자체에 함유된 

칼슘이온과 알지네이트가 반응을 하여 알지네이

트가 일부 경화되었으나 알지네이트가 단단한 형

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정형의 형태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염화칼슘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알

지네이트 입자의 경화정도가 향상되었다. 염화칼

슘의 농도가 0.5 wt%부터 구형과 비슷한 형태의 

알지네이트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지만 그 형태

가 불균일하고 투명하며 알지네이트 입자끼리 뭉

치는 현상을 보인다. 염화칼슘 농도가 1.0 wt%인 

경우 0.5 wt%의 경우 보다 입자가 불투명해지며 

이는 알지네이트의 경화정도가 많이 향상되었음

을 보이지만 여전히 입자끼리 뭉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염화칼슘 농도가 1.5 wt%에서는 알지네이트 

입자가 뚜렷한 형태를 유지하며 서로 뭉치지 않고 

충분히 경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염화칼슘

의 농도가 높을수록 알지네이트 입자 형성에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Fig. 4의 알지네이트 입자의 냉동 전후의 형상 

및 확  사진을 보면 상온 보관한 알지네이트 입

자의 경우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관찰할 수 있으

나 R1.5인 경우 알지네이트 입자 내부에 공극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냉동 보관한 알지네

이트 입자의 경우 표면이 찢어진 듯이 매우 거칠

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알지네이트 내

부의 수분이 냉동으로 인해 팽창하면서 입자가 손

상된 것으로 보인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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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가 담긴 용액
의 성분 분석

Fig. 5은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가 담긴 

해수 희석수의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류염소

량의 측정 결과이다. pH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샘플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측정 pH 값의 최곳값

은 6.27이고 최솟값은 5.86으로 식약처의 허용범위

인 5-6.5를 모두 만족하였다.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의 경우 상온 보관한 경우와 냉동 보관

Fig. 5. Property of sea water mixed solution 
containing alginate particles. (a) pH, (b) 
free residual chlorine, (c) total residual 
chlorine. 

한 경우 모두 그 양이 감소하였고 상온 보관한 경

우가 냉동 보관한 경우에 비해 그 감소량이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수에 차아염소산수 알지

네이트 입자를 첨가하고 이를 냉동하여 사용할 경

우 냉동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보다 유리잔류염

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을 유지시키는데 조금이라

도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차아염

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포함한 해수 얼음을 이

용하여 수산물을 빙장 유통할 경우 얼음의 저온에 

의해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면서도 해수 얼

음에 남아있는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

에 의해 살균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냉

동 후의 모든 샘플의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

소량 10 ppm 미만으로 식약처의 허용범위를 만족

하지 못하였지만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 

실험 결과 pH의 경우 식약처 허용범위를 만족하였

으며 잔류염소량의 경우 그 결과 값이 허용범위의 

절반 가까이 도달하여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통한 살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제

작 과정에 있어 각 재료들이 차아염소산수의 pH와 

유리잔류염소량, 총 잔류염소량에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있었고 각 과정에서의 반응 정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식약처의 허용범위를 만족하는 차아염소산수 알

지네이트 입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아염소산수를 함유하는 알지

네이트를 염화칼슘이 첨가된 해수에 떨어뜨려 차

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생성하였다. 차아

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제작에 앞서 차아염

소산수와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에 사용되는 각 성

분과의 반응을 조사하여 재료들의 제작 비율을 정

하였다. 해수에 차아염소산수를 혼합한 알지네이

트 용액을 떨어뜨려 알지네이트 입자를 형성한 후 

해수를 상온 보관과 냉동 보관하여 각 경우에서 

해수에 차아염소산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

인하였다.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에

서 각 성분들은 차아염소산수의 유리잔류염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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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 잔류염소량을 감소시켰다. 차아염소산수 알

지네이트 입자 형태의 경우 해수에 첨가한 염화칼

슘의 농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형상이 뚜렷하고 구

형에 가까워지고 뭉치는 현상이 감소하였다. 최종

적으로 차아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의 보관에

서는 냉동 보관한 경우가 상온 보관한 경우보다 

높은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을 보였다. 

비록 모든 경우에서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

소량은 식약처의 허용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하였

지만 pH의 경우 식약처의 허용범위를 만족하는 결

과를 얻었으며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

의 경우에도 최소 허용치의 절반 가까이 증가된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차아염

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 제작에서 차아염소산수

의 유리잔류염소량과 총 잔류염소량에 영향을 주

는 요인과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차아염소

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함유한 해수 얼음의 제작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 로 추가 연

구를 통해 실제 수산물 유통에 적용 가능한 차아

염소산수 알지네이트 입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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