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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소독의 패러다임

기존의 살균, 소독, 방역은 오염된 공간을 특정하여 소독하는 형태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 2-1판) 발췌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레이더에 잡히는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이 기존의 오염공간에 대한 살균 소독 방법이라면

보이지 않는 스텔스/드론 같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살균 소독 할 수 있을까?

화망을 구성하여 드론을 격추하듯이

공간 살균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산화염소
(CLO2)

차아염소산나트륨 NaClO

- 흔히 말하는 ‘락스’

- 발암물질

- 소량을 희석해서 써야 안전함

이산화염소 ClO2

- 발암물질 없음

-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살균

- 동일한 농도 기준 알코올보다 50만 배 강력한 소독력



이산화염소
(CLO2)

에서 발췌



이산화염소
(CLO2)

정말 안전할까?

에서 발췌

모든 화학물질은 고농도에 노출 될 경우 인체에 해롭다.

우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O2)조차도 농도가 23.5%를

초과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결국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농도로

어떻게 이산화염소의 강력한 살균 효과를 적용 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



이산화염소
(CLO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미국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에서 제시하는

이산화염소 안전 노출 기준은 0.1ppm TWA



이산화염소
(CLO2)

결론

이산화염소는 가장 강력한 살균 소독 산화제 중 하나이다.

이산화염소는 발암물질 생성이 없다.

이산화염소는 빛에 의해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물질이다.

이산화염소는 350ppm 이상에 노출 될 경우 피부화상이 가능하다.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 에서

설정한 이산화염소 안전 농도는 0.1ppm 이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한 농도에서 사용할 경우

가장 강력한 살균 소독제 중 하나이다.



퓨리스틱 (PURISTIC) 

• 개방형 훈증제

• 중량 : 17.5g

• 길이 : 13cm

• 인체에 안전한 농도(0.002ppmv 이하)의 이산화염소를

제품 전체의 표면으로 서서히 방출함

• 실내환경(25도) 기준 20~25일 지속



퓨리스틱 (PURISTIC) 



퓨리스틱 (PURISTIC) 

위 영상의 저작권은 나은몰에 있습니다.



고초균, 살모렐라균, 레지오렐라균, 녹농균,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 부유미생물 etc

퓨리스틱 (PURISTIC) 이 특별한 이유

남들 하는 테스트는 기본으로 다 했습니다.

남들 안 하는 테스트도 했습니다.

Influenza A 바이러스, Corona 바이러스

그리고

8000L 공간테스트



WHEN? 2016년에

WHY?
2015년 MERS 사태 이후

2020년 COVID-19 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 되나요?

네.

실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MURINE CORO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지 않나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제거가 가능한가요?

백신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각각의 타겟화된 바이러스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합니다.

바이러스가 자물쇠라면 백신 및 치료제는 열쇠입니다.

똑같이 생긴 자물쇠라도 그 자물쇠에 맞는 키가 없으면 열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퓨리스틱에서 방출되는 이산화염소는

자물쇠 절단기 입니다.



(자물쇠 절단기) 작동 메커니즘

퓨리스틱의 바이러스에 대한

1.

2.

3.

4.

before after



공간 살균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800L를 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8000L 
공간에서도 실험했습니다.



실험실 말고
일상 생활에서 정말 공간 살균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도 퓨리스틱이 방출하는 이산화염소가

실제로 일상 생활 공간의 살균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싶어 이탈리아의 저명한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마우리지 연구소는?

이탈리아 화학협회장

Fernando Maurizi 가 세운

식품, 환경 및 작업장 안전의

전문 컨설턴트 연구소



어떻게 실험했나요?

100m3 공간 1일 평균 20명의 유동 사무실

117m3 공간 1일 평균 30명의 유동 회의실

124m3 공간 1일 평균 50명의 유동 구내식당 X2

위의 공간에 퓨리스틱을 비치하고

부유세균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1



실험 결과 2



실험 결과 3



실험 결과 4



통상적으로 70 정도의 상태를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공간에서의 살균은 이해했는데

내가 퓨리스틱을 들고 다니면

내 주변도 공간 살균이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한가지 실험을 더 했습니다.



실험 방법 설명

1. 퓨리스틱을 가운 앞주머니 또는 목에 걸고 생활한다.

2. 소매 부분 10cmX10cm 공간을 오염시켜 최초 오염 정도를 측정한다.

3.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 정도를 측정한다.



실험 결과 5



실험 결과의 의의

1. 퓨리스틱은 실험실에서 뿐만 아니라 일생 생활 공간에서도

공간 살균이 가능하다.

2. 퓨리스틱을 앞주머니 또는 목에 걸고 생활할 경우 적어도

소매까지의 거리(약 40cm)는 분명히 퓨리스틱의 영향권이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산화염소는 산화계 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가장 강력한 살균 소독제 중 하나이다.

2. 퓨리스틱은 안전 농도 기준(0.1ppm) 보다 낮은 0.002ppm의

이산화 염소를 발산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리스틱은 기타 잡균부터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하다.

2. 퓨리스틱은 단순히 실험 챔버가 아닌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공간

살균도 가능함을 실험하였다.

3. 퓨리스틱은 사용자가 휴대할 경우에도 사용자 주변을 유의미하게

살균 할 수 있음을 실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산화염소는 강력한 살균 소독 물질입니다.

이산화염소를 안전하면서도 공간 살균이 가능한 농도로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것이 이산화염소 전문 기업 푸르고팜의 기술입니다.

이산화염소로 실제 코로나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하고

공간 살균이 가능하다는 실험자료를 갖고 있는 회사 또한

푸르고팜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