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RE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GAIN



Achieving post-COVID
“new normal”
via disruptive technologies
with total air protection



What’s Next?
ClO2

오랜기간 지속적인 이산화염소(CLO2)는 환경 친화적이며, 안전하고 강력한

살균ㆍ소독ㆍ탈취제인 순도 99% 이상의 순수한 산소계 이산화염소(수) 및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이며 차별화된 제품들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속�이산화염소수는?
NO 식중독! NO 노로바이러스! NO 잔류농약!
이산화염소수는�발암물질인�트리할로메탄(THMs), 할로아세틱에시드(HAAs), 할로아세토
니트릴(HANs) 등�부산물질이�전혀�없고, 빛에�의해�쉽게�분해되는 환경친화적�물질입니다.

·100ppm이하에서�영장류에�안전함을�증명(IPCS, 2002)
·동물실험(개, 쥐) 300 ~ 600ppm으로 85주�실험 (hayasy, 1998)
·클로라민, 클로로포름�등의�발암성�유기화합물을�생성하지�않음.
·오존�소독�시의�부산물인�브로메이트의�생성�방지

인체에�무해한가?

강력한 살균 능력 조리기구 등의 살균 및 세정 먹거리의 농약제거 및 신선도 유지

ClO2



바이러스�방어에�효과적인가?
인플루엔자 AI바이러스�감염을�예방하는�저농도�이산화염소의�효능
Taiko 제약연구소, 3-34-14 우치혼마치, 수이타, 오사카 564-0032 일본

이산화염소�기체가�마우스에서 AI바이러스�분무에�의한�질병�예방�효능이�있음을�보여주었다.
미국�직업안전�보건청에�의하면�작업장에서 8시간�허용�농도는 0.1ppm이다.
이�논문에서�사용된�이산화염소�기체�농도(0.03ppm)은�이�허용농도�보다�충분히�낮은�것으로써�본�실험결과는
인간이 AI바이러스나�그와�관련된�호흡기�질병으로부터�예방�효과가�있음을�증명한다.

'이산화염소수의 제균력' 균종시간(초)농도(ppm)사멸률
균       종 시  간(초) 농  도(ppm) 사 멸 률

대  장  균 41 0.25 99%

폐 렴 장 균 300 0.01 99.9%

황색포도상구균 300 0.12 99.9%

시 가 이 칠 균 300 0.01 99.9%

장 티 푸 스 균 300 0.03 99.9%

고  초  균 300 1.00 99.9%

ClO2



PURE O2 이산화염소(CLO2)는�바이러스 DNA 구조를�손상시켜�활성화를�중단해�제거함

검증된�이산화염소(ClO２) 살균력

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페브리즈등
시중탈취제

알코올등
시중소독제

PUREO2
(이산화염소)

탈취력 아파트/건물및화장실
주방등사용(염소냄새)

섬유및일부생활용품
악취중화방식

(악취물질Masking효과)
식품계열사용

생활공간및생활용품등의
살균소독제로악취의원인을

근본적으로제거
(악취물질산화분해)

살균력 1(Ph증가시살균력감소)
일부항균작용으로

살균소독제한적
(옥수수추출물)

강력한식중독균인
바실리스균에대한

효과가없음
중성에작용

•차아염소(락스)대비6~80배살균
•유해미생물및병원균,바이러스등

포괄괄적살균소독

환경친화성 미검증 고온에서휘발 친환경“환경표지”인증

인체안전성
각종발암물질생성

(드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에시드,

할로아세토니트릴등)

인체무해(검증자료없음) 피부자극및트러블유발
인체무해(친환경“환경표지”인

증
(KFDA/FDA인증등록)

기타 •세균재번식
•중금속물질제거능력약함

•섬유탈취,브랜드인지도높음
•다양한향

•인화성큰위험내재
•물과결합시잔류함

•세균재번식억제
•철,망간,페놀등독성중금석물질제거

•BOD,COD저감

ClO2



이산화염소�제조과정에서�별도의�첨가물을�넣지�않은�순수�이산화염소�제조공법으로,
이산화염소�효능. 효과를�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기술로�가장�오랜기간
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는�가장�안전한�친환경�기술입니다

무형의�이산화염소,
어떤�형태로�만들어지나요?

액체 정제테블릿 분말가루젤



각종�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에�대한�살균�소독�효과가�신속하고, 넓은�범위(pH2 ~pH10)의�향균력�보유하고�있으며
세포벽과�내부구조�침투하는�침투성, 폐쇄�공간에서�사용�가능한�편리성, 소독의�지속성, 저항균이�생성되지�않으며
유기물과�반응하지�않고, 중금속(철, 망간, 페놀�등)을�제거하는�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발암물질이나�부산물을�생성하지�않아�인체�무해한�강력한�살균�소독�탈취제입니다.

액체일때�어떻게�활용되나요?

살균 소독 탈취!!   無알코올ㆍ無방부제ㆍ無독성!!
각종 세균 바이러스 99.9% 살균!!

Liquid
ClO 2



[Human OTC DRUG] OTC 인체용�소독제�등록
FDA NDC NUMBER 75124-0003-1 (PURE 02 Stick)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제GB19-21-0096호
[유효기간: 2년  사용기간: 3-4주)  사용범위 : 6인치(1-2평기준)

퓨어오투�스틱 (Stick)

Liquid
ClO 2

생생활활환환경경(방 거실 화장실등 세세균균바바이이러러스스,, 곰곰팡팡이이 고고민민

싱크대 화장실 및 하수도 배관 냄새

세탁기 내부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

농산 수산 축산물 저장고 부부패패방방지지 및및 신신선선도도 유유지지

악취 냄새에 민감한 분

밀밀폐폐공공간간의 악취와 각종 세균 바이러스로 고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모든 분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CIO2)는�황녹색으로�기체로�오존(O3)과�유사한�냄새를�가지고�있으며
기체라는�자체의�특성�때문에�탁월한�확산력, 침투력과�멸균력을�가지고�있다.
이산화염소�기체의�방출하는�양이�안정적이며�균형적이고�작용하는�시간은�평행�직선�관계이다.
작용하는�유효기간이�길고, 효과�방출�시간은�온도와�습도에�따라 40~48일�지속된다. 조작이�간단하고�사용이�편리하다.

퓨어오투�겔(gel) 탈취제

Gel
ClO2



Solid
ClO 2

친환경�기술은�자연환경, 생활환경, 인간환경을�생각하는�독창적인�친환경�바이오기술�연구결과
빠르게�기화하는�이산화염소의�단점을�해결하기�위해�지속력으로�향상시키는 분자변환공법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습니다.
이산화염소�효능, 효과를�오랜�기간�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는�이산화염소�기술입니다.

퓨어오투만의�기술특허인�고체�형성�제조방법은�이산화염소�저장방법의�다각화를�현실화�하여
다양한�장소에�쓰일�수�있도록�형태를�변형하여�사용할�수�있다.

고체상태로�어떻게�활용되나요?



고체상태에서�분말로�가공되어�공기중으로�자연스럽게�분사되는�이산화염소는
착용하고�있는�위치의�주변으로�살균�소독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
공기중으로�부터�감염되는�다양한�병원균에서�안전하게�지켜줍니다.

팩솔리드 (Pack‒Solid)

Solid
ClO2

밀폐된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

지하철,버스등 매일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

노인 장애인 건강취약계층 (복지관,노인정)
영아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개인 방역을 원하시는 분
백화점,마트,은행 등 고객대면을 하셔야하는분

병원 관계자

커피숍,음식점 등에서 마스크 벗기가 불안하신 분



ClO2 
Manufacturing 
deviced

* 대용량의 소독수 사용시 권장.



인증현황 Certificates & Patents

퓨어오투 COVID19, 세포독성�시험성적서 FDA OTC Drug 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서



인증현황 Certificates & Patents

자유판매증명서 (CFS) CE CERTIFICATION (PURE O2 Pack-Solid) CE CERTIFICATION (PURE O2 STICK)



인증현황 Certificates & Patents

ISO 9001 ISO 14001 ISO 13485



인증현황 Certificates & Patents

상표등록증 특허증 환경표지�인증서



인증현황 Certificates & Patents

특허증 특허증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잔류염소�전혀없는�식품첨가물�살균제로�과일,채소류�잔류�농약�제거는�물론
공기중으로�부터�전염되는�각종�중대�병충해로�부터�예방하는
탁월한�기능을�다양한�기관에서�인정받아�사용되고�있습니다.
물과�희석하여�사용하기�때문에�작은�양에도�탁월한�효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농업]산업전반에
다양하게�활용됩니다.



매일�미생물을�소독으로�없앨�수�없기�때문에�강력하지만�비교적�안전한�살균�방법으로�많이�쓰인다.
산화력이�좋고�광분해되는�이산화염소가스�용해수를�적용하여�효과적인�살균력을�자랑한다.
공기중�안개분무를�통하여�전체를�커버할�수�있어�악취를�억제하는데�탁월한�효과를�검증받아�사용되고�있다.

[축사]산업전반에
다양하게�활용됩니다.



청결을�위해�살포하는�다양한�첨가제류는�양식장의�부식을�일으키거나
어장에서�서식하는�생물들에게�발암성�부산물을�발생시킨다.
바이러스의 DNA구조를�손상시켜�원인부터�제거하여�활성화를�중단�시키는�퓨어오투�소독제는
수산업의�특성상�발생할�수�있는�대장균, 폐렴장균�등
다양한�바이러스성�세균들을�소독함과�동시에�수질과�토질개선을�동시에�개선하는�역활을�한다. 

[수산양식]산업전반에
다양하게�활용됩니다.



맥주�양조장부터�쓰레기�처리장까지! 살균과�소독이�필수인�곳들에서�전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산업�전처리표백, 살균, 소독분야에서�필수�요소로�사용되고�있으며
기계부식을�막을�수�있어�공장의�효율적인�기계설비�관리가�수월하다.
그외, 공기중에�살포�시�유해한�바이러스�유입을�막을�뿐만�아니라
악취를�제거하는�효과가�탁월하여
악취로�인한�근로자들의�피로도를�한층�감소시키는�역활을�한다.

[우리�일상속]산업전반에
다양하게�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