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1140 -

1. 서론
수소수와 같은 전기분해수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어 왔

다 [1,2]. 또한 전지분해수 중 수소수가 건강에 좋다는 연

구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5]. H+이온보다 이온

화 경향이 큰 양이온이나 OH-이온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음이온을 포함하는 물질이 녹아있을 경우 수소나 산소 기

체가 먼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금(NaCl)을 물에 녹여

전기 분해 할 경우 나트륨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

기 때문에, 수용액을 이용해 소금을 분해하는 과정이 본래

의 의도로 가려면 양극에선 염소가, 음극에선 나트륨이 나

와야 하지만 수소보다 양이온이 더 되고 싶어하는 나트륨

이 물에 양이온으로 남고 대신 수소가 음극에서 기체로

나오게 된다. 차아염소산(HClO)은 과일, 식기, 위생 설비

또는 물의 살균을 위하여 사용되는 염소 계통의 살균제로

상용화가 되어 있다. 차아염소산은 강한 살균력으로 인하

여 효과적인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염소계 화합물의 부산

물로 불안정한 상태로 생성되어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전기분해 반응에 의하여 차아염소산이 생성

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살균력을 가지는 수준으로 일정하

게 발생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차아염소

산 살균 장치는 살균 과정에서 차아염소산 발생 수준의

조절이 가능하고 이에 의하여 살균 과정에서 살균력이 유

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차아염소산 살균 장치는

식품, 위생설비, 대량으로 공급되는 생활용수, 위생업소,

병원, 식당 또는 작업장과 같은 살균 또는 일정 수준의 위

생상태의 유지가 필요한 물건, 장소 또는 설비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살균 장치를 통과한 물은 공

기 중으로 분무할 수 있다. 살균 장치는 공지의 차아염소

산 장치가 가진 불균일한 차아염소산 생성의 문제를 해결

하여 차아염소산이 안정적으로 미리 결정된 수준으로 생

성이 되어야 한다.

2. 전극장치
종래의 전기분해용 전극 모듈에서 2개의 전극 판은 각각

유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다수의 홀 또는 슬릿을 구비하

는 판상으로 이루어져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2개의

전극 판 사이에는 간격 유지를 위해 고리 형상의 스페이

서 또는 고리 내측에 리브로 분리되어 있다. 차아염소산

발생기는 차아염소산의 발생이 가능한 다양한 구조를 가

질 수 있고, 양극(Anode) 유닛, 음극(Cathode) 유닛 및 분

리 막을 포함된다. 차아염소산 발생기는 하우징을 가진 밀

폐 구조로 만들었고, 양극 유닛과 음극 유닛이 설치된 영

역은 분리 막에 의하여 분리시켰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으

로 염수(brine)가 공급되고, 분리 막은 예를 들어 수소 이

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양극 유닛이 설치된 영역에서

차아염소산이 발생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발생된 차아염

소산은 차아염소산 발생기의 외부로 차아염소산수로 배출

될 수 있고, 차아염소산수의 배출은 양극 배출 조절 유닛

에 의하여 조절된다.

전극의 재료는 탄소, CNT(carbon nano tube), 백금과 같

은 금속 등이 사용되어 왔다. 백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

에 티타늄에 백금족 금속을 코팅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금 도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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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아염소산은 살균 효과가 우수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인체에 무해하여 식품 생산, 농수산, 집단 사
료 시설, 산세, 의료 분야에 사용된다. 차아염소산 발생기를 통과 한 물을 살균수로 사용한 결과 우
수한 살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살균수를 음용수로 사용 하였을 때 음용수 기준을 충실히 만
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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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속 전극 유닛

3. 차아염소산 발생장치
차아염소산 발생기는 전체적으로 박스 형상, 원통 형상,

타원 원기둥 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 될 수 있고,

서로 마주보도록 형성되는 적어도 한 쌍의 전극 벽면에

의하여 전제적으로 밀폐 구조를 형성한다. 분리막에 의하

여 차아염소산 발생기는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전극 공간

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전극 공간에 제1, 2 전극이 배치

될 수 있다. 제1, 2 전극은 각각 양극(anode) 및 음극

(cathode) 전극이고, 전기적으로 서로 절연된 서로 마주보

는 벽면에 배치된다. 제1, 2 전극은 판 형상이며, 각각 벽

면의 안쪽 면에 부착되는 형태로 배치된다. 차아염소산 발

생기의 아래쪽 부분 및 위쪽 부분에 각각 공급 블록 및

배출 블록이 배치되고, 공급 블록 및 배출 블록을 서로 연

결하는 형태로 분리 막이 배치된다. 공급 블록을 기준으로

상하로 서로 다른 전극 영역과 연결되는 공급 통로들로

형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차아염소산 발생장치는 소금 등을 사용

하지 않고 수도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를 활용하였다. 이

것은 수도물의 음용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림 2] 온수 탱크 살균 장치

4. 실험 결과
양천구 보건소의 12층 2병동 간호사실 수도와 중앙온수에

적용한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대

목동병원 치과 치주과 및 보철과에 적용한 결과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음용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결과를 얻었다. 표1은 차아염소산 발생장치를

통과한 물의 성분을 조사한 것이다.

[표 1] 음용수 시험결과

Parameter
Result(mg/L

)
Limit Mrthod

Cl, total 90.0 0.50 EPA 300.0
F, total ND 0.10 EPA 300.0
SO4 -2 ND 0.50 EPA 300.0
Ca, total 70.0 0.10 EPA 200.7
Mg, total 7.78 0.10 EPA 200.7
Fe, total ND 10.0 EPA 200.7
K, totla ND 0.10 EPA 200.7
Na, total 28.4 0.50 EPA 200.7

5. 결론
차아염소산 발생장치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소독수

로 사용하여 세균을 검사한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음용수로 활용하는 시험에서 적합판정

을 받았다. 이 살균수는 휴대용 및 비치용 손세정제

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살균수는 가글용액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유아 및 어린이 용품 소독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독액에

의한 피부손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사용하

여 살균수를 만들어 사용하면 그런 위험이 없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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