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식품 및 기구 
살균·소독 제안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오투세이프-f1 

 

오투세이프란? 
 

순수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안전하고  
확실한 살균ㆍ소독ㆍ탈취제 입니다. 

 
 

순수 이산화염소는 WHO가 인정한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뛰어난 효능을 

가진 물질로, 최고 안전 등급 A-1(660여 가지의 바이러스와 세균제

거)으로 분류한 물질이며, 유럽 등 에서는 먹는 물 소독 및  농ㆍ축산, 식품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산소계 살균ㆍ소독제입니다. 



 

오투세이프-f1은  안전합니다! 
 

순수이산화 염소는 세균의 세포막을 
제거하고 Biomass 침투력이 강한  
장점으로 세균 막을 제거하는 효능이  
매우 강함.  

 

순수이산화염
소 (ClO2) 

불포화지방산과 반응하지 않고  
악취 원인인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페놀 등을산화시키거나 구조적 

으로 파괴해 악취를제거함. 

염소와는 달리 발암물질인 THMs, 
HAAs, HANs 등과 클로로아민이나 
클로로페놀 등을 생성하지 않음. 

순순이산화 염소는 분해되어 Chlorite와  
Chlorate 라는 부산물이 극미량  생성  
되기는 하나 빨리 분해되는 독성이 거의  
없는 소독제임. 

순수이산화염소는 소독이 
 필요한물질과 선택적으로  

반응함 

 순수이산화염소는 염소계(락스)에 
비해 2.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을 지님 
 광범위한 pH 살균력 보유 

염소 소독 후 박테리아가 
다시 번식하는 현상이 발생하나 
이산화염소로 소독할 경우 이런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음. 

반응성 및 
고도의 
살균력 

무기물  
제거 및 
탈취 기능 

환경친화력 

세균막  
(BioFilm)제거 선택성 

소독 지속성 

무독성 



주요 살균·소독 수단별 부산물 비교 

- 미국에서는  매년 200 ~ 1,000명이 클로로폼의  인체침투로  인한  암으로  사망함. 

소독제 할로겐원소 함유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할로겐원소 비함유  
유기화합물 

염소,  
차아염소산 
나트륨(락스) 

트리할로메탄(THM) 
할로아세틱애시드(HAA) 
할로아세토니트릴(HAN) 

포수클로랄 
클로르피크닐클로르페놀 

N-클로라민 
할로플레론 

블로모하이드린 

 
 
 

염소산염 
(차염사용시) 

 
알데히드 

시아노카놀릭산 
알카노익산 

벤젠 
카르복실산 

이산화염소 없음 아염소산염 
염소산염 

없음 

클로라민 할로아세토니트릴(HAN) 
시아노겐염화물 
유기클로라민 
클로라미노산 
클로랄수화물 
할로케톤 

 
질산엽 
아질산염 
염소산염 
하드라진 

 
 

알데히드 
케톤 

오존  
블로모폼 

모노브로모아세틱산 
다이브로모아세틱산 
다이브로머아세톤 
시아노겐브롬화물 

염소산염 
요오드산염 
브롬산염 
과산화수소 

하이포브로머스산 
에폭시 

오존에이트 

 
알데히드 
케노탄 
케톤 

카르복실산  
 

파란색 : 현재 국내 수돗물 수질 기준 유해물질 
연두색 : 수돗물(민물)에서 발생하는 소독부산물 
[자료: WHO/ IPCS,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염소 및 차염(락스) 사용의 심각성 

- 미국에서는  매년 200 ~ 1,000명이 클로로폼의  인체침투로  인한  암으로  사망함. 

염소화부산물 들이 염소 소독 된 음료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염소 소독 된 음료수와 방광암, 대장암, 직
장암에 걸릴 위험률 증가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관계가 존재함.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998) 

수중의 유기물질과 염소가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에시드, 할로아세토니트릴 등이 많이 생
성되는데, 가장 생성량이 많은 트리할로 메탄이나 할로아세틱에시드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
질로 알려져 있으며 포유동물의 세포에 유전자 독성 및 돌연변이를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음. (서인숙,
손희종,안욱성,유성재,배상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신라대 환경공학과등 5개 기관합동연구) 

수돗물속의 염소화학물질인 알데히드류는 생물에 의한 분해가 쉬워 생체 내 테스트에서는 음성이며, 
음료수 등으로 인한 섭취에서는 안정성이 있지만 반응성이 높아서 원수중의 아민계화합물과 반응 하고 
시안화합물을 생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소소독은 인체에 생각외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 (서
울대학교 최동진교수 등) 

염소처리 된 수영장, 아이들 천식유발-유럽 호흡기학회에 유럽 각국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 염소 소독
처리 된 야외수영장이 아이들의 천식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것으로 나타남.(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09.30.) 

염소처리 된 수돗물 ‘기형아’ 출산 위험 높아 임산부들이 염소로 살균처리 된 물을 마실경우 태어날 아
이들이 심장장애 나 구개열, 뇌결손등 선천성 기형을 앓을 위험이 큰것으로 나타남.(메디컬투데이
2008.06.08) 



 

오투세이프-f1 의 살균효과 

처리 전 활동 세균의 세포 
(세포벽의 외양이 뚜렷함) 

처리 후 죽은 세균의 세포 
(세포벽 파괴와 응고된 핵산물질 모습) 

대상 생물 시간(초) 소멸농도(ppm) 사멸 율(%) 

대장균 41 0.25 99 

바실루스균 150 0.25 99.9 

이-콜리(0-157) 150 0.25 99.9 

포도상구균 150 1 99.9 

살모넬라균 150 2 99.9 

페렴간균 300 0.01 99.9 

포도상구균 300 0.12 99.9 

시가이질균 300 0.01 99.9 

장티프스균 300 0.03 99.9 

고초균 300 1.00 99.9 
진균 150 1 99.9 

순수 이산화염소는 사스(SARS),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MERS) 등 660여가지 바이러스 살균 및 제균을 하여  폭넓은 스펙트
럼에 걸쳐 강력한 박테리아, 바이러스살균제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균 소독제로서의 CLO2의 효능 * 출처: Journal Of Food Protection.Vol.43.June.1980 



 

살균효과 

美 Unichem International Inc (www.clo2.com) 타 살균 소독제와의 살균력,독성,안전성 비교 평가 

비교 항목 
차아염소산 

(HOCI) 
하이포아 브롬산 

(HOBr) 
이산화염소 

(CIO₂) 
오존 
(O₃) 

살균효능 (PERFORMANCE) 

高 pH(High pH) C B A A 

동역학(Kinetics) B B A A 

선택도(Selectivity) C B A D 

생물막(Biofilm) B B A C 

시스템 오염(System Contamination) C C A D 

세균 재생(Bacterial Recovery) B B A C 

환경 (ENVIRONMENTAL) 

트리할로메탄(THM) C C B A 

총 독성(TOX) C C B A 

독성 (TOXICITY) 

기본물질(primary oxidant) B A A C 

반응물질(oxidant reaction products) B C A D 

안전성 (SAFETY) 

사용의 용이성 B B C B 

취급의 안전도 B B C B 

경제성 (ECONOMICS) 

청정시스템(Clean System) A B B C 

오염시스템(Contaminated System) C C A C 

총점(Cumulative GPA) 2.6 2.8 3.3 2.7 



 

살균효과 

   성분 명    내 용 물 질 

   Sulfides    황화물 

   Reduced Sulfur Compounds    저감유황 화합물 

   Nitrogen Compounds    질소화합물 

   Cyanides    시안화물 

   Phenels    페놀류 

   Ammonia    암모니아 

   Aldehydes    알데히드류 

   Amines and mercaptans    아민, 메르캅탄류 

   THM precursors    트리할로메탄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류 

   Manganese    망간 

탈취 가능 주요물질 

* 참조: 美 VULCAN社 Technical Data Sheet 

각종 세균 바이러스 살균 속도 



 

Clo2 관련학술자료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감염은 인체질병 및 치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며 현재 예방법은 그 효능이 제한
적인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하나, 연구결과 이산화염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을 예방하는 수단으
로서 유용. (NorioOgata外,2007) 

이산화염소 처리가 적색육의 위생적인 안전성 확보와 품질수명연장을 통한 저장성 증대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승환,송경빈外,충남대학교식품공학과,2007) 

염소소독 부산물로서 생성될수있는 THM이 문제시 되고, 오염된 잔류농약, 공장폐수의 페놀화합물과 결
합하여 생성된 클로로페놀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염소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뿐더러 페놀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산화염소가 대체소독제로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정승우, 강준원, 최승일
外, 1993)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이산화염소는 잔류성이 굉장히 적고, 양상추를 대상으로한 살균실험에서도 
위해세균숫자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음. (박지용, 연세대학교생명공학과교수) 

5ppm의 이산화염소는 34ppm의 염소와 동등한 살균력을가짐(박기재外,식품연구원,2008) 

넙치류의 양식 어종에 이산화염소0.455ppm에 노출시킨 결과 에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등 4개박테
리아 병원성세균이 30초만에 살균됨 (박경희外,한국양식학회,2003) 

포도의 선도유지 및 살균을 위해 가스 상태의 이산화염소 2ppm을 훈증살균한 결과 선도 및 저장성이  
향상됨(농촌진흥청, 2009) 



 

작용원리 



 

적용분야 

● 일반산업 분야 

- 식품, 식자재 창고 탈취 및 살균  

- 공장 배출 유해가스 처리 및 탈취 

- 각종 환경 재활용 공장 내 탈취 

● 농축수산 분야 

- 토양 제균, 탈취 

- 돈사, 계사 등 축사 내 탈취 및 살균 

-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악취제거 

- 양계장 살모넬라균 제균 

- 축산폐수 처리시설 탈취 

- 수산물 매장, 냉동창고 등 탈취/소독 

● 공조 분야 

- 빌딩 공조관련 환기시설 내 멸균, 탈취 

-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소독 및 탈취 

- 각종 기자재 및 설비의 멸균/탈취 

● 식품가공 분야 

- 채소 및 과일,육류의 살균 세척 

- 육류 및 제빵,제과의 살균 및 신선도 유지 

- 식품용기 및 가공 설비의 살균/소독 

 

● 식품저장 분야 

- 과일, 채소 표면의 병원균 훈증 살균/소독 

- 저장고 공간/기자재 살균/소독 

- 양곡, 소맥분, 전분 등 살균/소독 

 

 ● 식료품 유통 분야 

- 과일, 채소 유통과정 부패 방지 및 신선도 유지 

- 각종 농 축산 건어물 변질 방지 및 선도 연장 

식품 제조,유통,저장 공정 일반 제조 산업체 공정 



 

적용분야 

* 가정/개인위생 
- 신발장, 탁자,카펫의 청결, 소독 
- 화장실,주방 청소 소독 
- 자동차의 청결, 방취 
- 애완동물 냄새 처리 및 공간 소독 
- 구취 제거,무좀균 제어 및 예방 
 
* 공공시설 
- 락카, 갱의실 살균 소독 
- 공중화장실, 담배 찌든 냄새 등 악취제거 
- 지하공간의 곰팡이 제거 
- 노인시설의 탈취, 제균 처리(노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 
- 물 수건/티슈의 살균, 소독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유해물질 제거 
 
* 의료/공중위생 분야 
- 멸균기 내 멸균가스 
- 의료 장비 및 기구 멸균 
- 병원 내 위생/살균 세척 수 공급 
- 병실, 입원시설 등의 탈취, 살균(노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 
- 동물 병원 내 병원균 전염 예방 및 소독 

•정수시설 분야 
 

- 먹는 물의 고도화 살균/소독 
- 하수 및 폐수 소독 및 탈취 
- 비상 시 식수 긴급 정화 
 
•수 산업 분야 
 

- 넙치, 전복 양식장 등 해수 살균 
- 장어, 새우 양식장 등 담수 살균 
 
•레저/스포츠 분야 
 

- 목욕탕, 수영장 수질관리 
- 온천, 수상레포츠 시설 소독 
- 레지오넬라균, 노로바이러스 등 제균 
 
•빌딩관리 분야 
 

- 냉각탑의 냉각수 내 레지오넬라균 살균 
 
•제지 산업 
 

- 펄프제조 공정의 순환수 내 박테리아 제거 

수 처리 공정 생활 / 위생 기타 



 

적용분야 

- 식품 공장 : 식품 살균 및  신선도 유지와  조리용 기구의 살균 
 가공식품의 최종 포장 단계 및 창고 보관 이전에 분무하여 출하 이전 보관 시까지의 각종 세균의 살균 및 신선도 유지. 
[ 제과,제빵,제면,과일,채소,육류,어패류 모든 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식중독 균 및 각종 병원균의 살균 ] 
식품가공 용 조리기구의 살균 목적의 세척 수로 사용하며 간단한 분무 처리로도 살균 효과를 유지함. 
가공식품의 침지로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을 제거(떡국,계란…) 
생선,어패류 : 살균,비린내 제거,선도유지. 
과일,채소 : 농약제거,선도유지. 
제과,제빵,제면 : 세균,곰팡이 발생을 억제하여 부패 방지,식품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해 재료에 2~3% 첨가 사용. 
육 가공 식품 : 고열,무균상태 제조 후 냉각과정에서의 각종 효모,곰팡이,세균의 오염방지 및 신선도유지. 
 

- 유통 판매 (마트): 신선도 유지 및 부패방지 
채소,과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판매 매장에 분무.( 일일 2회 정도) 
자체 포장하여 판매하는 육류,어패류의 최종 포장 시에 분무하여 선도를 유지함. (포장실에 별도의 자동 분무기 사용 가능) 
 

- 대형 음식점(뷔페) : 살균 및 신선도 유지로 식중독 예방 
냉장 보관 시의 각종 신선식품(어패류,채소,과일)의 선도를 유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의 식중독 균의 살균을 위해 침지,분무. 
신선식품(생선회,어패류,과일,채소 등..)의 최종 요리 이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살균 목적으로 분무함. 
열 처리되지 않고 요리되는 모든 신선식품의 농약에 사용하여도 무색,무취의 살균 가능.  
 

- 식품 보관 창고 : 냉장 창고의 자동 분무장치 가동 
냉장식품에서 흔히 발생 가능한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지속적인 살균 목적으로 자동 분사기의 설치. 
대형 냉장 보관창고 및 시설물 전체의 공간에 항시 살균 처리 기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 
 

- 기타 : 모든 식품의 가공용,조리용 기구의 살균 및 작업장의 살균 소독 
칼,도마,행주 등의 모든 조리용 기구의 살균,소독. 
작업장,냉장고,쇼 케이스,냉장,냉동 식품 운반차량의 내부에 분무하여 각종 부유세균 살균 소독. 



 

산소계 살균소독제의 국내외 기준 

-. 세계보건기구(UN WHO) : 안전기준 A-1 등급 부여 

-. 美 환경 보호청(EPA) 공인 21164-3 : 음료수, 공장폐기물 처리, 환경 정화용에 사용허가 

-. 美 식품의약품성(FDA) CAS Reg. No 10049-04-4 : 과일이나 야채, 식품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허가 

                                                                                         식품첨가물, 의료용구소독, 의료기구소독 사용 허가 

-. UN JECFA(국제연합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 :  ADI(인체 섭취허용기준) A급 인정 

-. 美 농무국 식품 안전 조사국(USDA, FSIS) : 식품, 식육 살균 소독에 사용 허가 

-. 美 항공우주국(NASA) : 우주선 내부 또는 우주식의 완전 멸균에 사용 

-. 美 HACCP : 식중독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 소독 공정에 사용 허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CLO2의 생산과 허가 기준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의  사용 허가 기준은 1999년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공시되었음 

- 환경부 고시 1999-173호 :“먹는 물 관리법”에서 살균 소독제로 인정 

- 식약청 공고 2003-35호 : 기구 등의 살균 소독용 및 식품 첨가물로 인정 

- 식약청 공고 2007-145호 : 식품 첨가물로 야채, 과일 등의 식품 살균 소독제로 인정 

                                         제과,제빵,제면,어류,육류 기타 가공식품의 살균 및 선도 유지 목적으로 인정 



 

언론보도 

 
이산화염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현장 적용 확대 주문                                                     
ㅋ                                                                                                          
ㅋ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기자woojs@agrinet.co.kr                    2014.06.26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신선도 유지기술의 현장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술기반에서의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경규 농림 축산 식품부 수출 진흥팀 사무관을 
비롯,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촌진흥청·농협·학계·수출업체·산지관계자 등 농산물 수출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은 품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선도 유지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미국산 딸기·체리와 같이 우리나라 농산물과 해외시장에서 경합 중인 품목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정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남아 등 국내 신선농산물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량이 늘고는 있지만 장기 운송으로 인한 신선도 불량, 항공운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 비 발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산화염소수 처리와 같은 수확 후 관리기술을 수출 현장에 적용할 경우 선박으로 
장기 운송을 하더라도 부패·물러짐 현상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과 함께 항공운송 대비 물류 
비를 60~80% 정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기를 수출 중인 오성진 엘림무역 대표는 “홍콩에서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을 앞세워 우리 딸기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미국산 체리는 선박으로 30일이 걸려 운송되는데도 신선도 유지로 품질이 
우수하다”며 “신선도 유지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해 유통과정 중의 품질저하, 항공운송으로 인한 
단가상승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정부가 세운 딸기의 2022년 1억 달러 수출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출 농가들이 선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장재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새 송이버섯 생산·수출업체인 송이 올비티의 김일중 대표는 “국내 수출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선도 유지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경규 사무관은 “이산화염소의 수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술이 실용화되면 농식품부의 각 품목 부서와 
협의 후 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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