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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존 및 ＴｉＯ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

요약

본 발명은 농산물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고압산소 또는 공기로부터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기와, 상기 오존
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오존이 유입되어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오존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기합
성농약을 오존분해시키는 농산물 오존처리조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구비되고, 상기 오존발생기와 연통되어 오
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오존을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의 물에 분사 또는 믹스시켜 고농도의 오존살균수를 생성시키
는 오존폭기장치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구비되고, 자외선 램프 및 TiO₂광촉매를 포함하여 상기 오존살균수를
활성화시켜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분해시키는 TiO₂광
촉매 활성장치와,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의 자외선 램프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외선 발광을 조절하는 전원공급장치,
및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수용된 농산물과 오존살균수의 접촉을 증가시키도록 오존살균수를 순환시키는 오존살균
수 순환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오존, ＴｉＯ₂광촉매, 오존살균수, 병원성 미생물, 유기합성농약, 농산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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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시간경과에 따른 메틸렌 블루의 농도변화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별 참다래 과실무름병원균인 포모프시
스(Phomopsis) 분생포자 발아율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참다래 과실무름병원균인 포모프시스(Phomopsis) 분생포자의 현미경사진,

도 6은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에 따라 5분 살균처리된 참다래 과실무름병원균인
포모프시스(Phomopsis) 분생포자의 발아억제 현미경사진,

도 7은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별 유기합성농약 flusidazole의 농도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오존발생기 15: 오존공급/차단밸브

16: 타이머 20: 농산물 오존처리조

21: 오존/공기 배출밸브 22: 오존살균수 배출밸브

30: 오존폭기장치 40: TiO₂광촉매 활성장치

41: TiO₂광촉매 활성장치 몸체 42: 자외선 램프

43: 석영관 44: TiO₂광촉매 코팅 구형체

45: 통수구 46: 상부캡

47: 하부캡 50: 전원공급장치

60: 오존살균수 순환장치 70: 고압산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농산물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는 저온저장 과실이나 채소 등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과실 무름병(부패병)의 원인이 되는 식물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원과 전
염원을 살균하는 한편,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기합성농약을 분해하는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저장저온 과실의 무름병(부패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름병(부패병)의 원인이 되는 식물병원성 곰팡이 등의 방제 방
법은 주로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유기합성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간편하며 방제효과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이지만, 과다농약사용과 부적절한 농약 사용으로 인체 위해성 문제와 잔류독성 문제가 식품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으
며 환경오염문제를 유발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상 병원성 미생물에서 약제 내성이나 저항성 유발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기합성 농약 사
용 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살균 방제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복합처리함으로써 저장 농산
물의 표면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살균하고, 잔류 농약을 효율적으로 분해하여 신선하고 취식하기에 안
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고압산소 또는 공기로부터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기와, 상기 오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오존이 유입되어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오존살균시
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오존분해시키는 농산물 오존처리조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구비되고, 상기 오존발생기와 연통되어 오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오존을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의 물에 분사 또는 믹
스시켜 고농도의 오존살균수를 생성시키는 오존폭기장치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구비되고, 자외선 램프 및
TiO₂광촉매를 포함하여 상기 오존살균수를 활성화시켜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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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분해시키는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와,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의 자외선 램프에 전원을 공급
하여 자외선 발광을 조절하는 전원공급장치, 및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수용된 농산물과 오존살균수의 접촉을 증가
시키도록 오존살균수를 순환시키는 오존살균수 순환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고압산소 또는 공기로부터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기와,

상기 오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오존이 유입되어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오존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
는 유기합성농약을 오존분해시키는 농산물 오존처리조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구비되고, 상기 오존발생기와 연통되어 오존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오존을 상기 농산물 오존
처리조 내의 물에 분사 또는 믹스시켜 고농도의 오존살균수를 생성시키는 오존폭기장치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구비되고, 자외선 램프 및 TiO₂광촉매를 포함하여 상기 오존살균수를 활성화시켜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분해시키는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와,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의 자외선 램프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외선 발광을 조절하는 전원공급장치, 및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 내에 수용된 농산물과 오존살균수의 접촉을 증가시키도록 오존살균수를 순환시키는 오존살균수
순환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에 따라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고압산소(70)나 공기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하는 오존발생기(10)와, 상기 오존발생기
(10)로부터 발생된 오존을 유입시켜 농산물에 부착된 병원성 미생물을 오존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
기합성 농약을 오존분해시키는 농산물 오존처리조(20)를 포함한다.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는 유입된 오존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고, 살균처리되는 농산물과 물을 오존
처리조(20) 내로 투입시킬 수 있도록 농산물 투입구가 구비되어 있다. 농산물 오존처리조(20)는 오존의 외부 누출을 막도
록 스텐레스나 특수아크릴판 또는 P.V.C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에는 오존폭기장치(30)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오존폭기장치(30)는 상기 오존발생기(10)와
연통되어 오존발생기(10)에 의해 발생된 오존을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의 물에 분사 또는 믹스시켜 고농도의 오
존살균수, 즉 고농도의 오존이 용해되어 살균능력을 가지는 물을 생성시킨다. 오존살균수의 용존오존 농도는 약 0.3ppm
이상이 되도록 오존폭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에는 TiO₂광촉매 활성장치(40)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는 자
외선 램프 및 TiO₂광촉매를 포함한다.

TiO₂광촉매는 가전자대(Valence Band)와 전도대(Conduction Band)를 가지고 있고, 상기 자외선 램프로부터 조사되는
자외선이 TiO₂광촉매에 가해지면 전자가 가전자대(Valence Band)에서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여기된다. 이때 전
도대에는 전자(e_ )들이 형성되고 가전자대에는 정공(h+)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전자와 정공은 강력한 산화 또는 환
원작용에 의해 상기 오존살균수내에 용존된 고농도의 오존을 슈퍼옥사이드음이온(O2

-)의 활성산소로 생산, 더욱 강력한

산화수로 활성화시켜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분해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iO₂광촉매 활성장치의 구성도이다.

TiO₂광촉매 활성장치(4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존살균수가 내부로 유입되도록 다수개의 통수구가 구비된 몸체
(41)와, 그 내부 중심에는 TiO₂광촉매에 자외선을 조사시키는 자외선 램프(42)를 포함한다.

상기 자외선 램프(42)의 외부는 석영관(43)으로 둘러싸여 있다. 상기 석영관(43)은 오존살균수와 자외선 램프(42)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한편, 자외선 램프(42)에서 조사되는 자외선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된다. 상기 석영관(43)과 몸체(41) 사
이에는 TiO₂광촉매가 코팅된 다수개의 구형체(44)가 충진되어 있다. 구형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상관없으나 오존살균
수와 구형체(44)의 접촉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직경 1 내지 20mm인 것이 바람직하고, 원활한 오존살균수의 통수
를 위하여 5 내지 15mm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구형체(44) 내부는 TiO₂광촉매가 코팅될 수 있는 재료이면 상관없으
나, 알루미나, 세라믹, 종이 하나컴, 활성탄 등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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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몸체(41)의 통수구(45)는 상기 TiO₂광촉매가 코팅된 구형체(44)가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구형체(44)보다 작
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TiO₂광촉매 활성장치(40) 몸체는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통수구(45)는
상하의 긴 슬릿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상기 몸체(41)는 광촉매가 코팅된 구형체(44), 석영관(43) 및 자외선 램프(42)를 장치내에 교체가능하도록 나선형
홈에 의해 잠금과 풀림이 가능한 상부캡(46)과 하부캡(47)을 포함하고 있고, 완전한 밀폐를 위하여 O링이 삽입가능하다.

상기 전원공급장치(42)는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40)의 자외선 램프(42)는 전원을 공급하여 자외선 발광을 조절시킨
다. 약 20W 이상의 단파장 자외선 광이 방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장은 광촉매활성과 살균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UVC 파장이 바람직하지만 Bl차 light를 포함한 UVA 파장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오존살균수를 순환시키는 오존살균수 순환장치(60)를 포함한다.

상기 오존살균수 순환장치(60)는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의 오존살균수를 내부순환시켜 오존살균수와 농산물의 원할한
접촉가능하게 하여 농산물 살균처리 효과를 증가시킨다. 상기 오존살균수 순환장치(60)는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에 설
치 가능하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외부에 설치되고, 순환배관를 통하여 오존처리조(20) 내부 곳곳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는 내부의 용존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잉여 오존 또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오존/공기 배출밸브(21)를 포함하고 있고, 농산물 살균처리 후 오존살균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오존살균수 배출밸브
(22)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살균처리장치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상기의 저장과실 표면 살균 및 잔류 농약 분해를 위한 오존 및 TiO₂ 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를 실내나 실외
또는 저장고에 설치한다.

이렇게 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저장과실을 처리하기 전에 농산물 오존처리조(20)의 상부 15cm 정도 여백이 남을 정도로
물을 채우고 용존오존 농도가 0.3ppm 이상 되게 오존폭기를 실시하며 20W 이상의 단파장 자외선 광을 이용하여 TiO₂광
촉매를 활성화시켜 살균력이 강한 산화수가 제조되도록 한다.

이렇게 생성되는 산화수에 수확한 과실이나 출하 직전의 저장과실의 일정량을 망에 담아 윗 덮개 개폐장치를 통해 오존살
균처리조(20)의 오존살균수에 담금 후에 산화수를 계속 생성, 강제 순환시키면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처리한다. 강력한
살균력을 지닌 오존 및 광촉매 산화수를 이용하면 저장 과실 표면에 잠복 중인 과실무름병원균과 각종 부생 미생물(새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순식간에 살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 과정 중에 살포되어 과실표면에 잔류되어 있는 유기합성
농약을 포함한 오염 합성 유기물도 충분히 분해할 수 있게 되어 농약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저장 과실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안전한 과실을 저장 또는 출하할 수 있게된다. 산화수 처리 후에는 과실을 꺼내어 세척을 실시하거
나 냉풍건조 또는 자연건조를 실시함으로써 과실처리가 완료되게 된다.

또한 산화수에 채소나 기타 농작물을 담가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처
리가 끝난 산화수는 다른 용도로 살균, 소독, 세척에 이용하거나 오존살균수 배출밸브(22)를 통해 배출시킨다.

[실험예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유기물 분해 활성정도를 실험, 측정
하였다.

1) 농산물 오존처리조(20)에 물을 담지시키고, 유기화합물로 메틸렌블루 (methylene blue)염료를 농산물 오존처리조(20)
에 가하여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의 흡광도가 0.7이 되도록 농도를 조절하였다.

2) 오존발생기를 이용하여 농산물 오존처리조(20)의 용존오존농도가 0.3ppm이 되도록 오존을 공급, 폭기처리하면서, 자
외선램프(42)에 전원을 공급, 20W 광강도 자외선을 TiO₂광촉매에 조사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분광광도계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오존만을 단독처리하고, TiO₂광
촉매만을 단독처리하여 그 농도변화를 조사하였다.

3) 도 3은 시간경과에 따른 메틸렌 블루의 농도변화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제작된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복합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오존이나 TiO₂광촉매 단독처리한 경우보다 훨씬 우수한 유기
물 분해 활성을 나타냄을 알수 있다. 특히, 상기 실험조건에서 약 40분 내에 난분해성 염료의 90% 이상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예 2]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참다래 과실의 저장 또는 유통 중에
발생하는 과실무름병 원인균인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번식 무성포자에 대한 살균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증실험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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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검증실험을 위해, 상기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면서 농산물 살균처리조(20)의 용량이 1L되는 소형장치에 물
을 담지하고,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확보한 참다래 과실무름병균인 포모프시스(Phomopsis sp.)의 분생포자를 현탁하여 포
자농도가 105 포자/ml되도록 조절하고 용존오존농도 0.3ppm 처리와 20W 광강도 자외선을 이용한 TiO₂ 광촉매 처리를
단독 또는 복합 처리하면서 처리 후 1분, 3분, 5분 후에 50ml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주사기 여과(직경 0.45㎛ 마이크로필
터)를 실시하여 산화수에 의해 살균 처리된 포자를 필터로 모은 후에 일정량의 멸균수로 필터를 세척하여 포자를 회수하고
회수된 포자현탁액을 25℃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현미경 아래에서 포자 100개당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도 4는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별 참다래 과실무름병원균인 포모프시
스(Phomopsis) 분생포자 발아율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 5는 참다래 과실무름병원균인 포모프시스(Phomopsis) 분생포자의 현미경사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에 따라 5분 살균처리된 참다래 과실무름병원균인
포모프시스(Phomopsis) 분생포자의 발아억제 현미경사진이다.

도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오존이나 TiO₂광촉매
단독처리보다 훨씬 우수한 살균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존 및 TiO₂광촉매 처리 5
분 안에 약 95%의 병원성 포자(화살표 표시)가 살균되어 불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예 3]

과실 저장 전이나 저장 중에 농약살포에 따라 과실표면에 잔류한 유기합성농약의 분해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에 모델 유기합성 농약으로 참다래 과실무름병 약제로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flusidazol 원제 (순도 95%)
를 가하여 초기농도가 100ppm되도록 농도를 조절한 다음, 상기 실험예 1와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샘플링한 후, 농업과학기술원의 flusilazole 잔류분석법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gas chromatography)에 의해 그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도 7은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별 유기합성농약 flusidazole의 농도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유기합성농약 분해효과
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실험조건에서 1시간 내에 약 60% 농약분해 효과가 확인되었다.

[실시예 4]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과실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과실 무름
병 방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농산물 오존처리조(20)에 물을 담지시키고 재배 포장에서 무농약 처리하여 수확한 참다
래 과실을 30개 단위로 망에 넣어 침지시킨 다음, 농산물 오존처리조(20)의 용존오존농도 0.3ppm 처리와 20W 광강도 자
외선을 이용한 TiO₂ 광촉매 처리를 30분 동안 복합 처리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자연 풍건시키고 2℃ 저장고
에서 3개월간 저장한 후 25℃ 배양기로 옮겨 2주간 후숙시킨 다음 참다래 과실에 발생한 과실무름병 발생 정도를 조사하
였다. 본 발명의 농산물 살균처리장치에 의한 과실무름병 방제효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누스타 농약(flusidazole 수화제)을
사용권장농도로 조제하여 참다래 과실을 30분간 침지시킨 후 상기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참다래 과실무름병 발생 정
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표 1은 상기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 오존과 TiO₂ 광촉매 복합처리장치의 과실무름병 방제효과 결과이다.

[표 1]

  무름병 발생 과실율 (%) 무름병에 의한
과실당 부패율 (%)

 과실무름병 방제효과 (%)

 무처리  93.3  58.92  -
 농약단독처리  73.3  13.1  77.8

 오존 및 TiO₂ 광촉매 살균처리
80.0 13.5 77.1

상기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참다래 과실무름병
발생 억제효과가 유기합성농약의 효과와 거의 대등하였으며, 75% 이상의 참다래 과실무름병 방제효과를 보여 과실무름병
발생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0480859

- 5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는 장기 저장 과실의 무름병 발생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여, 과실무름병 방제를 위한 유기합성농약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과 의구심을 불식시키며 식품 안정성이
보장된 저장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합성농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제거된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방제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압산소 또는 공기로부터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기(10);

상기 오존발생기(10)에 의해 발생된 오존이 유입되어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오존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
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오존분해시키는 농산물 오존처리조(20);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에 구비되고, 상기 오존발생기(10)와 연통되어 오존발생기(10)에 의해 발생된 오존을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의 물에 분사 또는 믹스시켜 고농도의 오존살균수를 생성시키는 오존폭기장치(30);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에 구비되고, 자외선 램프 및 TiO₂광촉매를 포함하여 상기 오존살균수를 활성화시켜 농산
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시키거나 농산물에 부착된 유기물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분해시키는 TiO₂광촉매 활성장치
(40);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40)의 자외선 램프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외선 발광을 조절하는 전원공급장치(50); 및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 내에 수용된 농산물과 오존살균수의 접촉을 증가시키도록 오존살균수를 순환시키는 오존살
균수 순환장치(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TiO₂광촉매 활성장치(40)는 자외선 램프(42)와, 상기 자외선 램프(42)를 밀폐하는 석영관(43)과,
상기 석영관(43) 외부에 TiO₂광촉매가 코팅된 다수개의 구형체(44)와,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의 오존살균수가 상
기 구형체와 접촉하도록 통수가능한 몸체(41)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
균처리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는 내부의 오존 또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오존/공기 배출
밸브(21)와, 농산물 살균처리 후 오존살균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오존살균수 배출밸브(2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오존발생기(10)로부터 발생된 오존을 상기 농산물 오존처리조(20)로 이송하기 위한 오
존연결관 상에 구비되는 오존공급/차단밸브(15)와, 상기 오존공급/차단밸브(15)의 개폐시간을 제어하는 타이머(1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및 TiO₂광촉매를 이용한 농산물 살균처리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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