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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ClO

2
) from aqueous ClO

2
 (HCl+NaClO

2
). When 1 N HCl was reac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NaClO

2
 (50,000-

500,000 mg/mL), the highest concentration (695 mg/L) of gaseous ClO
2
 was obtained from the aqueous ClO

2
 containing

100,000 µg/mL NaClO
2
. Next, the effects of relative humidity (RH; 43, 85, and 100%) and temperature (4, 12, and 25ºC)

on the production of gaseous ClO
2
 were investigated. It was observed that the concentration of gaseous ClO

2
 was increased

as RH was decreased, or the temperature was increased.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gaseous ClO
2
 was

highly correlated (R2=0.9546-0.9992) with the volume of aqueous ClO
2
.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a sanitization program using gaseous ClO
2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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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산화염소는 20세기 초반에 Belgium에서 물을 소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이래로 강력한 산화제로서 물을 살균 및 소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왔다(Benarde 등, 1965; Tzanavaras 등, 2007).

다른 염소계 소독제와 비교하여 관능적인 영향을 적게 주기 때

문에 1950년대에 들어서는 식수를 살균 소독하는 곳에도 이산화

염소를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산화염소

수용액은 표백, 산화 및 살균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Jin 등,

2006). 특히, 종이 제조 공정에서 표백제로써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철, 망간 및 황화물 산화를 통해 정화 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 망간, 황화수소 및 페놀화합물의 양을 조절

하거나 조류에서부터 기인하는 비린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

로 사용되는 등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Benarde 등, 1965;

Tzanavaras 등, 2007). 낮은 pH와 유기물의 유무에 의해 살균 효

율이 민감하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chloramines을 형성하는 암모

니아에 대한 비활성 특징 때문에 최근에는 과실 및 채소류의

decontaminant로서도 각광받고 있다(Beuchat, 1998). 더불어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수확된 과실 및 채소류를

위한 가공용수에 항균제로서 사용할 수 있음이 법적으로 승인되

었다(FDA, 1998).

이산화염소 수용액은 기체상의 이산화염소에 비해 생산 및 취

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액체의 경우 처리

후 과일 및 채소 표면에 잔류하는 수분이 생겨 효모 및 곰팡이

의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신선 식품의 유통기한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Trinetta 등, 2011). 반면 기체상의 이

산화염소는 고농도(대기중 10% 이상)일 경우 폭발할 수 있어 상

업적으로 압축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

만(Gómez-López 등, 2009), 식품 및 식품 접촉 표면에 처리 후

잔류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Trinetta 등, 2011). 또한 액체상에

비해 침투하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면에 biofilm을

형성한 위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Gómez-López

등, 2008a; Han 등, 2001; Nam 등, 2014).

살균소독제로서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성이 높은(Novak 등, 2008)

이산화염소 기체의 항균 효과는 표면의 거칠기, 친수성 또는 소

수성 등 살균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리화학적 특징과 같은

내재적 요인과 가스 처리 농도, 처리 시간, 상대습도 또는 온도

등의 외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Bang 등(2014)은 stainless

steel, glass, plastic, wood 표면에 biofilm을 형성한 Escherichia

coli O157:H7에 50-200 µg/mL의 hypochlorite (NaOCl)와 이산화염

소 수용액을 처리한 후 표면에 따라 살균효과를 비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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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거칠기와 소수성이 강한 나무 표면에서 초기 부착 개체

수가 가장 높았으며 표면으로부터 미생물의 분리도 쉽게 일어나

지 않아 살균하기에 가장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또한 Park과 Kang

(2017)은 이산화염소 기체의 살균 효능이 살균 대상 표면의 거칠

기에 비해 소수성의 정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표면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water contact angles이 줄어들면서

hydration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생물 개체수의 저감화가

더 적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Han 등(2001)은 이산화

염소 기체의 농도와 상대습도 사이에 살균 시너지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살균 효율에 온도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Bang 등(2016); Han 등(2001); Park과

Kang(2018)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처럼 이산화염소 기체를 이용해 다양한 미생물의 살균 효율

을 확인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 이산화염소 기

체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물에 따라 by-products

가 달라지며, 발생 환경에 따라 이산화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효

율과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가 달라지게 되어 각 연구의 결과

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산화염소 기

체를 처리하는 식품 또는 식품접촉표면의 고유한 특징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살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내재적 또는 외재적 요인에 대해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량 또

는 살균 효율을 최적화 하기위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된 바 없

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허들 기술 및

적절한 조합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 및 사용한다면, 다양한 미생

물 내 존재하는 다양한 생존 메커니즘에 대해 집합적으로 공격

하여 미생물의 저감화 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습도, 온도 또는 이산화염소 수용액의 용량과 이

들을 조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와의 상관

관계, 그리고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 패턴의 확인을 통해 이산화

염소 기체의 발생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염산(hydrochloric

acid; HCl)과 아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ite; NaClO
2
)을 이용해

이산화염소 용액을 제조하였으며(Benarde 등, 1965; Marriott와

Gravani, 2006), HCl의 농도를 고정하고 NaClO
2
의 농도를 점차적

으로 높여가며 반응시킨 후 생산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 측

정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산화염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배

합 비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배합비를 적용하여 다양한

상대습도 및 온도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

생 패턴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상대습도와 온도가 조절된 환

경에서 HCl-NaClO
2
 혼합액의 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최고 농도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을 위한 밀폐용기 제작

환경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화염소 기체를 발생시킬 공간은 플라스틱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 1.8 L; 142 mm diameter by 186 mm height; Lock &

Lock, Seoul, Korea)를 구입한 후, Nam 등(2014)이 디자인한 구

조를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즉, 밀폐용기는 이산화염소 기체가 발

생되는 부분, 발생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부분,

상대습도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Fig. 1). 밀폐용기 내

부에 Petri dish (90 mm diameter by 15 mm height; SPL, Seoul,

Korea)를 위치시키고 2 mL의 hydrochloric acid (HCl; 1 N)와

sodium chlorite (NaClO
2
; 100,000 µg/mL)의 혼합용액을 분주하여

이로부터 이산화염소 기체가 자연 기화하여 발생되도록 하였다.

NaClO
2
의 농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농도 변화

NaClO
2
의 농도가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1 N의 HCl에 다양한 농도의 NaClO
2
를 배합한 후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먼

저 밀폐용기 내부의 상대습도를 43%로 조절하기 위해서 150 mL

의 potassium carbonate 포화용액(a
w
 0.430±0.005; Daejung, Sihe-

ung, Korea)을 밀폐용기 내부에 분주하고 실험에 사용하기 24시

간 전부터 25oC에 보관하였다. 다음으로 2 mL의 1 N HCl을 15

mL conical tube에 담아두고, 준비된 HCl 용액에 50,0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µg/mL이 되도록 NaClO
2

Fig. 1. Diagram of an airtight container used of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gaseous ClO2. The container consisted of three parts for
production of gaseous ClO

2
, adjustment of relative humidity, and measurement of gaseous ClO

2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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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grade 80%,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첨

가하였다. HCl과 NaClO
2
 혼합액이 들어있는 15 mL conical tube

를 1분 동안 최대강도로 vortexing한 후, 0.1 mL의 혼합용액을 밀

폐용기 내부에 위치한 Petri dish 위로 분주하고 용기를 밀폐시켰

다. 밀폐용기 내부에서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5, 10,

20, 30, 60분 동안 정치한 후 Portasens (H10 sensor; Analytical

Technology, Collegeville, P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대습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농도 변화

밀폐용기 내부의 상대습도를 43, 85, 100%로 조절하기 위해서

150 mL의 potassium carbonate 포화용액(a
w
 0.430±0.005; Daejung,

Siheung, Korea), potassium chloride 포화용액(a
w
 0.850±0.005;

Daejung), 또는 멸균된 증류수(a
w
 1.00)를 밀폐용기 내부에 분주

하고 실험에 사용하기 24시간 전부터 4, 12, 25oC에 보관하였다.

상대습도가 조절된 밀폐용기 내부의 Petri dish에 0.1 mL의 HCl-

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을 분주한 후

25oC에서 5, 10, 20, 30, 60분마다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

도를 Portasen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농도 변화

온도가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0.1 mL의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을 43, 85, 100% 상대습도로 조절된 밀폐용기에 분주한

후, 4, 12, 25oC에 보관하며 10, 30, 60분마다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Portasens로 측정하였다.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의 양

과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 농도의 상관관계

HCl과 NaClO
2
 혼합액의 양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농

도는 4, 12, 25oC에서 측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조제

된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을 준비

한 후, 0.025, 0.05, 0.1, 0.15, 0.2, 0.25, 0.3 mL의 혼합액을 상대

습도(43, 85, 100%)가 조절된 밀폐용기에 분주한 후 25oC에서 10

분 동안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4, 12oC

에서는 상대습도(43, 85, 100%)가 조절된 밀폐용기에 조제된 HCl-

NaClO
2
 혼합액(0.1, 0.2, 0.3 mL)을 분주한 후, 30분 동안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 수행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통계분석시스템(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의 일반선형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NaClO
2
의 농도, 상

대습도, 온도, HCl-NaClO
2
 혼합액의 용량, 시간에 따라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의 변화는 Fisher의 least significant differ-

ence (LSD)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신뢰수준 95%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NaClO
2
의 농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농도 변화

Fig. 2는 NaClO
2
를 500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µg/mL를 포함하는 HCl-NaClO
2
 혼합액(0.1 mL)을 밀폐용

기(1.8 L, 43% RH, 25oC)에 분주한 후 5, 10, 20, 30, 60분 동안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보여준다. 발생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염산용액에 첨가된 NaClO
2
의 농도와 상관없이 처

음 10분간 급격히 증가한 후, 이후에는 대체로 농도가 유지되거

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10분 이내에 가장 높은 이산화염소

기체를 발생시킨 혼합액은 100,000, 200,000, 300,000 µg/mL의

NaClO
2
가 포함된 HCl-NaClO

2
 혼합액이었으며, 각각 776, 754,

716 mg/L의 이산화염소 기체가 생성되었다. 더 고농도의 NaClO
2

(400,000, 500,000 µg/mL)를 포함한 HCl-NaClO
2
 혼합액으로부터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 농도는 각각 563, 462 mg/L으로 오히려

그 발생량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aClO
2
의 농도(100,000 µg/mL)를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을 위한 최

적 농도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 실험에 적용하였다.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량이 반응 10-20분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아마도 발생된 이산화염소 기체가 용기 표면에

흡착되거나 자연 분해되는 속도가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속도

를 넘어서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Gómez-López 등(2007)은

이산화염소 기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기물과 반응하여 자연

적으로 분해되거나 유리나 플라스틱같은 재질에 흡수되어 농도

가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Gómez-López 등(2008b)은 min-

imally processed lettuce와 cabbage의 shelf-life에 이산화염소 기체

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1-25oC 조건에서 48 L closed

plastic cabinet에 air steam 방식을 통해 이산화염소 기체를 주입

하여 10분 동안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 30초 동안의 이산화염소

기체 주입이 끝남과 동시에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최고점

(1.29-1.74 mg/L)에 도달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함을

보였다. Kim 등(2008)은 HCl을 이용하여 이산화염소 용액을 제

조할 경우, 유기산에 비해 hydrogen ions의 해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농도의 이산화염소 용액이 빠르게 제조되지만 이산화

염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이산화염소 용액의 농도가 급격하게 감

소된다고 보고하였다.

Fig. 2. Concentra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ClO
2
) at 43%

RH in an airtight container (1.8 L) held at 25 for up to 1 h.

Gaseous ClO
2
 vaporized spontaneously from aqueous ClO

2
 (0.1 mL,

a mixed solution of 1 N HCl and sodium chlorite [5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or 500000 (▲)
µg/mL]). At a given exposure time, values not annotated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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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습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농도 변화

Fig. 3은 0.1 mL의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

mL NaClO
2
)이 25oC에서 43, 85, 100% RH로 조절된 밀폐용기

(1.8 L)에서 최대 60분 동안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 농도를 보여

준다. 10분 동안,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상대습도에

관계없이 ca. 734-800 mg/L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

지만 5, 20, 30분에 발생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상대습도

43, 85%와 비교하여 상대습도 100%에서 유의적으로(p≤0.05) 감

소하였다.

상대습도와 이산화염소 수용액으로부터 자연 기화하여 발생하

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 간의 관계는 Bang 등(2016)과 Park

등(2017)에 의하여 수행된 적이 있는데,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가 보고되었다. Bang 등(2016)은 무 종자에 존재하는 E. coli

O157:H7과 Mesophilic aerobic bacteria (MAB)에 대한 이산화염소

기체, 높은 상대습도, 그리고 약한 열처리의 조합처리의 살균효

과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상대습도 23, 100% 그리고 온도 25oC

의 밀폐용기(1.8 L)에서 0.66 mL의 이산화염소 수용액으로부터 6

시간 동안 이산화염소 기체를 발생시켰을 때, 상대습도 23%에서

1시간 이내에 ca. 258 mg/L의 이산화염소 기체가 발생한 것에 비

해 상대습도 100%에서는 234 mg/L로 더 낮은 농도의 이산화염

소 기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2017)은 이산화염

소 기체를 통해 달걀껍질 표면에 존재하는 Salmonella enterica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

생량은 상대습도에 반비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상대습

도가 높아질수록 이산화염소 수용액으로부터 생성되는 이산화염

소 기체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첫번째는 높은 상대습도에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압

이 증가하여 높은 수증기압만큼 이산화염소 기체의 기화가 감소

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가 높은 수증기

압에 의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에 다시 용해되어 농도가 감

소한다는 것이다.

온도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 농도 변화

Fig. 4는 4, 12, 25oC에서 상대습도가 43, 85, 100%로 조절된

밀폐용기(1.8 L)에 분주한 0.1 mL의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으로부터 최대 60분 동안 자연 기화

하여 발생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나타낸다. 모든 시간에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동시

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졌다. 특히 25oC에서는 상

대습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최고 농도(ca.

725-781 mg/L)지점이 10분에 나타난 것에 반해, 4, 12oC에서는 30

분에 ca. 394-420 mg/L, ca. 431-500 mg/L으로 발생하는 이산화염

소 기체의 최고 농도가 25oC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5) 낮

아졌다.

이전의 연구에서 본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낸 결과가 보

Fig. 3. Concentra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ClO2) at 43%

(○), 85% (□), or 100% (△) RH in an airtight container (1.8 L)
held at 25oC for up to 1 h. Gaseous ClO

2
 vaporized spontaneously

from aqueous ClO
2
 (0.1 mL, a mixed solution of 1 N HCl and

sodium chlorite 100,000 µg/mL). At a given treatment time, values
not annotated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4. Concentra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ClO2) at 4oC

(○), 12oC (□), and 25oC (△) in an airtight container (1.8 L)
held at 43, 85, or 100% RH for up to 1 h. Gaseous ClO

2
 vaporized

spontaneously from aqueous ClO
2
 (0.1 mL, a mixed solution of 1 N

HCl and sodium chlorite 100,000 µg/mL). At a given treatment time,
values not annotated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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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바 있다. Bang 등(2016)은 상대습도 43% 그리고 25, 55oC

의 밀폐용기(1.8 L)에서 0.66 mL의 이산화염소 용액에서 이산화염

소 기체를 자연 발생시켰을 때, 25oC보다 55oC에서는 더 높은 이

산화염소 기체가 생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2017)은 상

대습도 100% 그리고 25, 55oC의 밀폐용기(1.8 L) 내부에 정치된

0.33 mL의 이산화염소 수용액으로부터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

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25oC에 비해 55oC에서 초기에는

유의적으로(p≤0.05) 더 많은 양의 이산화염소 기체가 생성되었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도

가 높아지면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예를 들면, López-Velasco 등(2012)은 이산화염소 수용액의 온

도가 10, 20, 40oC로 높아짐에 따라 S. enterica의 개체수를 6 log

reduction 시키기 위해 필요한 처리 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Taylor 등(1999)은 식품산업분야에서 commercially 사용되는 이산

화염소 수용액을 포함한 18 종류의 disinfectants의 살균 효율을

E. coli O157:H7과 Pseudomonas aeruginosa에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10oC 보다 20oC에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은 이산화염소 기체와 높은 온도는 살균시너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온도와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량

그리고 이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살균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향후 더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의 양

과 생성된 이산화염소 기체 농도의 상관관계

Fig. 5는 다양한 상대습도(43, 85, 100%) 및 온도(4, 12, 25oC)

에서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의 양

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량을 보여준다. 그리고 Fig. 6은 4,

12oC에서 상대습도(43, 85, 100%)에서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의 혼합액의 용량과 생성된 이산화

염소 기체의 농도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상대습도 및 온도 조

건에서 HCl-NaClO
2
 혼합액 용량에 대해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

체의 농도 사이의 관계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모두 0.95<R2<1

값을 가지므로 도출한 관계식의 정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즉, 이는 상대습도와 온도에 관계없이 혼합용액의 용량과 이

산화염소 기체 발생 농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Lee 등(2018)에서 5% (w/v) 황산과 10 mg/mL의 NaClO
2
를 반

응시켜 제조된 이산화염소 수용액(0.44, 0.55, 0.66, 0.77 mL)으로

부터 100% RH, 25oC, 그리고 1.2 L 공간에서 6시간 동안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분주한 이산화염소 수

용액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도

증가하였다. 즉, 이산화염소 수용액의 용량이 0.44, 0.55, 0.66,

0.77 mL로 증가함에 따라, 30분 후에 도달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Fig. 5. Concentra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ClO2) at 43%

(○), 85% (□), or 100% (△) RH in an airtight container (1.8 L)
held at 25oC for 10 min. Gaseous ClO

2
 vaporized spontaneously

from various volume of aqueous ClO
2
.

Fig. 6. Concentration of gaseous chlorine dioxide (ClO2) at 43%

(○), 85% (□), and 100% (△) RH in an airtight container (1.8
L) held at 4oC or 12oC for 30 min. Gaseous ClO

2
 vaporized

spontaneously from various volume of aqueous Cl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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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농도 지점도 237, 250, 277, 357 mg/L로 함께 높아짐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상대습도(43, 85, 100%) 및 온도(4, 12,

25oC) 조건에서 HCl-NaClO
2
 혼합액(1 N HCl+100,000 µg/mL

NaClO
2
)의 용량에 따른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

한 공식을 도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습도, 온도, 이산화염소 수용액의 용량과 이

들을 조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와의 상관

관계 및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의 패턴 확인을 통해 단 시간 내

(30분 이내) 저농도에서부터 고농도까지 이산화염소 기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발생된

이산화염소 기체의 농도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환경 조건과 실

험 방법을 사용해야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

식품 그리고 식품가공 산업 분야에서 표면에 존재하는 위해 미

생물에 대한 이산화염소 기체의 살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각 내재적 요인들과 외재적 요인들의 최적 조건을 설립하는데 기

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염산(hydrochloric acid; HCl)과 아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ite; NaClO
2
)을 이용해 이산화염소 기체를 발생시키

기 위한 최적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HCl (1 N)

에 다양한 농도의 NaClO
2 

(50,000-500,000 µg/mL)를 반응시킨 결

과, 100,000 µg/mL 농도의 NaClO
2
를 포함하는 이산화염소 용액

으로부터 가장 고농도(695 mg/L)의 이산화염소 기체가 생성되었

다. 이후 진행되는 실험은 이산화염소 용액(1 N HCl+100,000 µg/

mL NaClO
2
)을 사용하여 이산화염소 기체를 발생시켰다. 다음으

로 상대습도(43, 85, 100%) 또는 온도(4, 12, 25oC)가 이산화염소

기체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상대습도가 감소함에

따라 온도는 높아짐에 따라 이산화염소 기체 발생 농도도 높아

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산화염소 용액의 용량과 이산화

염소 기체 생성량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이산화염소 기체를 이용하여 식품 및 식품 접촉 표면을

살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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