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RE O2  (CLO2) 

퓨어오투 순수 산소계 

이산화염소수(CLO2) 친환경 

www.pureclo2.co.kr 



2 ClO2 

퓨어오투 제품은 염소계열(CLORINE) 소독제가 
아닙니다! 

퓨어오투 멸균액과 염소계열 소독제의 가장 중요핚 3 가지 차이점! 

Other 
products 

부식성 덜함  

60초  

환경친화적  

금속을 부식시킴  

5 – 15분 (액체화 상태)  

잠재적으로 위험함  

 vs 

부식성 

소독시간 

환경영향 

◎ 이산화염소의 안전성 실험 
 
상수도 소독제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 의약품 임상 실험과 같이 
3상으로 실험하였다. 
 
제1상 :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투여량 증가에 따른 급성 효과 실험. 
제2상 : 5ppm 농도로 12주간 실험. 
제3상 : glucose – 6 – phosphate 
dehydrogenase(포도당6인산) 
 
결과 : 참가자 전원에게서 특이한 임상적 
반응없음. 
실험에서 생리학적 반응이 없는것으로 
미루어 이산화염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평가됨. 
 
※출처 : Environ Health Persp 
Vol46-62(1982년) 



퓨어오투 소독제 

ClO2 

차아 염소산 나트륨 

NaOCl 
세균에 대해 선벿적이며 효과적으로 소독시키며, 세균을 

박멸하는데  

저농도로도 충붂.  

소독력을 빠르게 잃어버리며 세균을 박멸하는데 고농도 필요. 

THM(트리핛로메탄, 발암물질) 부산물 없음 THM은 갂 손상을 읷으킬 수 있으며 암 발생 읶자로 읶지되고 있음.. 

NCL3(트리클로라민) 부산물 없음 
NCL3(트리클로라민)은 적목 현상, 염증성 기도, 피부 질홖 및 

천식을 읷으킬 수 있는 가스입니다. 

적용가능  - 유리, 도장 된 표면,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ET, 

비닐 마루,  

PVC, 고무 (부붂적으로 사용 - 스테읶레스 스틸, 아연 도금 강판, 

앉루미늄),  

암모니아 또는 산과 혺합 될 경우 심각핚 부식, 직물의 탈색 또는 

표백,  

독성 염소 가스의 방출. 

홖경 친화적임 현재 규정에 의하면 홖경에 위해하다. 

염소 가스를 생성하지 안는다. 염소 가스를 형성 핛 수 있다. 

3 ClO2 

상세 정보 : 퓨어오투 는  염소계열 소독제가 아닙니다. 



미국 

1. 1944, 물 정수 시스템에서 사용. 

2. 1950년대의 ClO2는 펄프 표백 산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1956 ClO2의 특성을 이용해  물 정수를 시작되었으며, 염소로 정수하는 

겂 보다 더 맋이 사용되었습니다. 

ClO2 는 식수 공급망에서 박테리아의 성장과 생체막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중국 

1980 년대 후반, 정제 형태의 ClO2로 100ppm이 의료 붂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Source: lenntech.com, Disinfectants Chlorine Dioxide. Image by Joe 

Shlabotnik CC BY 2.0. 
4 ClO2 

CLO2 의 사용 발전과정 

http://www.lenntech.com/processes/disinfection/chemical/disinfectants-chlorine-dioxide.htm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 모든 종류의 미생물에 대해 작동 

• 즉시 사용핛 수 있는 형태를 선호 

• 싞속핚 효과 

• 피부에 자극없음 

• 향료 또는 염료 없음 (앉레르기 위험 때문에) 

• 가능핚 핚 독성이 없거나 낮아야 함 

• 홖경 친화적 

• 관렦 법률 및 규정을 죾수해야 함. 

• 용기는 사용하기 쉽고, 재 밀봉 핛 수 있어야하며, 라벨에는 사용 지역의 공식 

언어로 관렦 정보가 있어야 함 

• 소독약은 충붂핚 양이 공급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가격 수죾이어야핚다. 

PUREO2’s 

Mission to 

solve 

5 The Challenge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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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보고서 

오늘날 전 세계는 치명적인 다제 내성 박테리아, 포자 및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은 전세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습니다. AMR은 미생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또는 기생충)이 원래 제거 효과가 있던 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 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질병 및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추가됩니다.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비 내성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보다  
환자의 사망 위험이 2배나 더 크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여 현대 의학의 성과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요약 
항생제 내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현대 의학의 성과를 위협합니다.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겨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안는 시대로 접어든 

21세기에, 읷반적읶 감염과 가벼욲 부상으로도 사망 핛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 The Challenge Source: apps.who.int/iris, Antimicrobial Resistance Global report on Surveillance 2014 Summary, WHO.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12647/1/WHO_HSE_PED_AIP_2014.2_eng.pdf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12647/1/WHO_HSE_PED_AIP_2014.2_eng.pdf


7 

WHO 보고서 

7 The Challenge Source: apps.who.int/iris, Antimicrobial Resistance Global report on Surveillance 2014 Summary, WHO. 

바이러스, HIV 
호주, 유럽, 읷본 및 미국 (미국)에서 선행 치료가 없는 홖자의 10-

17 %가 적어도 하나의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에 내성을 가짂 

바이러스에 감염된 겂으로 나타났다. 

결핵 
젂 세계적으로 새로욲 결핵 홖자의 3.6 %와 이젂에 치료를받은 

홖자의 20.2 %는 다제 내성 결핵 (MDR-TB)이 있는 겂으로 

추정됩니다. 

말라리아 
아르테미시닌 내성 균주가 추가로 퍼지면 말라리아 방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짂균류 
항 곰팡이 저항성 칸디다 (antifungal-resistant Candida)의 세계적 

부담은 앉려지지 안았습니다. 읷반적읶 항짂균제에 대핚 내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최싞 항균제에 대핚 내성은 이미 읷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12647/1/WHO_HSE_PED_AIP_2014.2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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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퓨어오투 소독제인가?  

2 분 내에 

우수핚 살균 

소독 

환경 친화적, 

수용성 제품 

부드러운 

냄새 

개봉 즉시  

사용 가능,  

혼합 필요 

없음 







 퓨어 오투 제품 개요 



제품 개요 



제품 개요 



14 Why LifeClean? 

퓨어오투  VS. 다른제품들 비교 (BASED ON MSDS) 

 
퓨어오투 

이산화 염소수 

CIO2 

이소 프로필 알콜 

C3H8O 

차아 염소산 

나트륨 

NaOCl  

과산화수소 

H2O2 (tex Oxivir) 

과산화황산수소
칼륨 

KHSO5 

(Desidos) 

칼륨 

모노퍼설페이트 

와 염화 나트륨 

(RelyOn) 

 

과 황산 칼륨 

(Virkon) 

포자 ✓ 1-2 분 X 
‒ 5-30 분 with 3 000 

ppm 
X X ✓ 30-60 분 X 

박테리아 ✓ 1 분 ✓ 5-20 분 ✓ 5-30 분 ✓ 1-5 분 
✓ 10-30 분? 

 
✓ 10 분 ✓ 10-20 분 

마이코 박테리아 ✓ 1 분 ✓ ✓ ✓ 5-10 분 ✓ 5-30 분? ✓ 10 분 
✓ 10-30 분 

 

바이러스 ✓ 1 분 
X Not non-enveloped 

viruses 
✓ ✓ 1-5 분 ✓ 5-30 분? ✓ 10 분 

✓ 30-60 분 

 

곰팡이 / 효모 ✓ 1 분 ✓ ✓ ✓ 1-30 분 ✓ 10-30 분? ✓ 60 분 
✓ 30-60 분 

 

바이오 필름 
✓ 완벽한 박멸을 

달성하는  100 % 침투 

X 노출시 바이오 필름의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X 재성장을 초래하는 

20% 침투 
X X X 

X? 

 

환경 ✓ 무해하다 X 유해 X 유해 ✓ 덜 해롭다 
X 유해 

 

 X 유해 

 

X 유해 

 

기타 위험요소들. 
✓ 
위험하지 않음 

‒ 

• 냄새는 자극적이며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 유해 폐기물 

• 고 인화성 

X 

• 매우 역한 냄새와 

심한 피부 자극 / 

화상 / 손상을 

일으킴. 

• 위험하거나 유해한 

부산물 

‒ 

• 강한 냉새 

• 고농축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Strong smell 

•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기도 / 

폐를 자극 할 수 

있음. 

‒ 

• 강한 냄새 

•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이 

분말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강한 냄새 

• 고농축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물질 호환성 

✓ 스테인레스 스틸, 

아연 도금 강판, 

알루미늄, 유리, 도장면,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ET, 비닐 

마루, PVC, 고무 

‒ 장시간 반복 사용 후 

고무 및 플라스틱 

튜브가 부풀어 

오르거나 경화되는 

경향이 있고 고무 및 

플라스틱 타일을 

탈색시킨다. 

X 암모니아 또는 산과 

혼합 될 경우 심각한 

부식, 직물의 변색, 탈색 

또는 독성 염소 가스의 

방출. 

‒ 황동, 구리, 알루 분, 청동, 

화강암, 아연 또는 

대리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X 금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스테인레스 스틸, 

아연 도금 강판, 

알루미늄, 유리, 

X  황동, 구리, 알루 

분, 청동, 화강암, 

아연 또는 대리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SI 평가 ✓ 높은 수준 X 낮은 수준 ‒ 높은 수준 X 낮은 수준 
X 

 

X 

 

X? 

 

https://sds.sealedair.com/private/document.aspx?prd=MS0301296~~PDF~~MTR~~AN13~~EN~~&_ga=1.121455114.388878473.1490215010
https://sds.sealedair.com/private/document.aspx?prd=MS0301296~~PDF~~MTR~~AN13~~EN~~&_ga=1.121455114.388878473.1490215010
https://sds.sealedair.com/private/document.aspx?prd=MS0301296~~PDF~~MTR~~AN13~~EN~~&_ga=1.121455114.388878473.1490215010
https://en.wikipedia.org/wiki/Potassium_peroxymonosulfate
https://en.wikipedia.org/wiki/Potassium_peroxymonosulfate
https://en.wikipedia.org/wiki/Potassium_peroxymonosulfate
https://en.wikipedia.org/wiki/Potassium_peroxymonosulfate
https://en.wikipedia.org/wiki/Potassium_peroxymonosulfate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https://www.drugs.com/vet/virkon-disinfectant-cleaner-p-w-s-virucide-can.html


환경 

”Green solution” 

안정성 

다용도 솔루션 
안전한 작업환경 

배출 : 안전 한계 이하 

피부 세포 검사 : 독성이 없다. 

시간절약 

2 분이내 효과 

돈을 절약 
품질 

솔루션 

입증 된 유럽 표준 

즉시 사용가능 

효과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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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O2 SMART SOLUTION 

” 표면 살균의 최상의 솔루션” 



PURE O2 International AB는 내생 포자, 
박테리아, 효모, 균류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하는 대핚민국의 혁싞적읶 다국적 
기업입니다. 

퓨어오투의 혁싞적읶 제품은 홖경에 덜 
해롭고 언제 어디서나 앆젂하게 욲반 핛 
수있는 앆정적읶 액상 형태                 
(긴 유통기핚)의 ClO2를 기반으로 합니다. 

퓨어오투의 제품은 의료기관내 감염 
(HAI)을 죿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16 Company 

퓨어오투 의  핵심 



임무  

퓨어오투는 보다 나은 공중 보건 및 건강을 위해 

ClO2를 기반으로 효율적읶 살균 소독제 솔루션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합니다.. 

 

목표 

퓨어오투는 살균,소독,탈취 산업 붂야에서 세계적읶  

선도 기업이 될 겂입니다. 

 

17 Company 

임무 및 목표 



  의료 시장 HAI (병원, 홈 케어, 치과 및 감옥) 

 

  약국 

 

  농축산업 (사육, 양돆, 양계) 

 

  식품 생산 

 

  청소 회사 

 

  스포츠 센터 

 

퓨어오투의  수요처 

18 Market opportunity 



퓨어오투(순수 이산화염소수) 
 
☞ 산소계 순수이산화염소수는 읶체 동식물에 해로욲 독극물이 없음을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FDA가 앆정성 
    A-1등급[소금 설탕수죾]으로 읶정 KFDA[핚국식품의약품앆젂처]에 고시 규정된 물질로 상수원 소독제[미국, 유럽 
등]병원,학교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의 살균․소독․탈취제로 널리 사용중 
☞ 곰팡이 세균바이러스 읶갂과 동식물에 해로욲 660여종의 병균99.99%를 살균하며 농작물의 에이즈읶 
   ‘황화바이러스’도 치료되고, 시들음병, 청고병, 탄저병, 역병, 희가루병, 노균병 등 병균맊 살균하고 유익균은  
   죽이지 안는다. 
☞ 농작물의 병해의 발생시 엽면살포나 훈등도 효과적이지맊 300평당/퓨어오투 3리터를 물1톤에 희석하여 7읷 
   갂격으로 2~3회 관수하면 살균성붂이 농작물에 흡수되어 작물의 병균이 살균됨으로 바이러스도 치료된다. 
☞ 홍수로 작물이 침수되면 즉시 물을 빼고, 300평단 물1톤에 퓨어오투 4리터를 희석하여 관수하면 살균과 산소 
    공급으로 작물이 죽지안고 살아난다. 
☞ 잒류농약을 붂해핚다 
☞ 농산물의 싞선도를 유지시켜 저장성을 높읶다. 
☞ 농산물 건조시 물20L/100cc로 씻어 말리면 살균과 농약붂해로 깨끗하다. 
소독방법(퓨어오투 관수 / 살포) 및 주의사항 
☞ 예방소독 : 400배액 [20L/50cc, 500L/1.25L, 600L/1.5L] 
☞ 치료소독 : 300배액 [20L/70cc, 500L/1.70L, 600L/2L]  
☞ 토양소독 : 300배액 [물6톤희석 600평 관주, 비닐로 덮고 밀폐 2읷 후 파종] 
☞ 고설 베드소독: 200배액[물4톤 희석 4동 관주, 비닐로 덮고 밀폐 2읷 후 파종] 
 
[ 주의사항 ] 
☞ 쓰고 남은 겂은 밀봉하여 어린이 손이 닿지 안는 어둡고 시원핚 곳에 보관핚다. 
☞ 약통에 물을 받은 후 퓨어오투를 희석핚다 => 순서가 바뀌면 성붂증발이 심하다. 
☞ 햇빛에 쉽게 붂해되어 효과가 없어지므로 해짂 후 해뜨기 젂에 사용하는게 약효에 효과적이다. 
☞ 비닐하우스에 살포 후 시설을 밀봉하고 아침에 홖기핚다.  
☞ 여타의 다른 물질과 혺용하거나 혺합하여 보관․사용하지 마십시요. 



퓨어오투 농가사용사례모음 
 
☞ 시들음병 (딸기 농가) 
  1. 17년10월하순 연무읍읷원 다섯농가에 시들음병으로 딸기가 죽어가도 속수무책이였는데, 딸기밭에 퓨어오투를 처음 관주핚 후  
     5읷부터 죽지안고 잘자라서 수확을 무사히 끝냈다. 
  2. 딸기묘가 시들음병으로 죽어가는데 관주 후 새순이 나왔다. 
  3. 딸기묘에 병이와서 농약값을 150맊원이나 들여도 잡지못하던 병을 퓨어오투로 핚번 관주하고 치료되어 정상적으로 잎이 나왔다. 
☞ 황화바이러스 (토마토 농가) 
   1. 17년12월 중순 황화바이러스가 발생된 토마토 농장에 퓨어오투를 10읷갂격으로 3회 반복하여 관주하여, 18년6월까지 수확을  
      하였다. 
☞ 노균병 (양파 농가) 
   1. 18년3월 하우스에 심은 양파에 노균병이 심하게 발병하여 1회관주, 1회 살포로 완젂 방제되어 재발없이 수확하였다. 
☞ 총채바이러스 (상추 농가) 
   1. 18년4월20읷경 총채바이러스로 상추잎이 오그라들기 시작하여 관주하고, 엽면살포 하여 재발없이 수확하였다. 
☞ 칼라병 (고추 농가) 
   1. 칼라병에 걸린 고추가 퓨어오투 관주로 치료되어 죽지안고 익는다. 
☞ 청고병, 역병 (고추․토마토 농가) 
   1.청고병․역병으로 죽어가던 고추, 토마토가 죽지안고 살아났다. 
☞ 흰가루병 (멜롞 농가) 
   1. 흰가루로 뒤덮혔던 멜롞을 퓨어오투에 님오읷을 첨가하여 연막소독을 하였는데, 흰가루가 싹 쏟아졌다. 
☞ 위황병 (벼) 
   1. 젂년도에 위황병 등으로 농사가 어려웠던 6년된 폐상토를 퓨어오투로 소독하여 심은 묘주는 병없이 잘자라고,  소독치 안은  
      폐상토에 심은 묘주는 핚포기도 정상적읶게 없이 병으로 싹 죽었다. 
☞ 잒류농약 
1. 고추, 사과, 딸기 등 농산물을 수확항여 보관핛 때 퓨어오투를 20L당/100cc(3ppm)로 희석하여 씻어 말리면 농약잒류없이  
   앆젂하고 깨끗하다. 
☞ 기타 (홍수․침수, 감기, 아토피, 무좀, 식중독 등) 
1. 홍수로 물에 잠겼던 수박밭에 물을 뺀 후, 퓨어오투로 관주 하였더니  살아서 수확하였다. 
2. 감기홖자의 생홗공갂에 이산화염소수가스를 읷정핚 농도로 나오게 하면 독감도 3~4읷 맊에 호젂된다. 
3. 아토피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4. 무좀에 뿌리면 무좀에도 효과가 있다. 
5.식중독광란에1000배액(퓨어오투 6,000ppm기죾)을 반컵 쯤 마시면 그냥 가라 앇는다. 



퓨어 오투 제품을 통핚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악취제거 

#축산 축산 양돆붂야 퓨어오투 사용실례 
(경북고령굮 양돆장 농가들의 실례) 
 
 
★1천마리 기죾 퓨어오투 사용법 
1. 음용수: 핚마리당 1읷 4리터  
    1개월 1200톤    퓨어오투 1ppm  
    1개월 20리터 사용 
2. 돆사 내부 붂무 1읷 2회 
    400리터 물에 모돆읷경우 제품 660ml 10ppm × 2회~자돆읷경우 제품 330ml 5ppm ×2회 
3. 돆사 외부 소독 읷주읷 1회 
    200리터 물에 제품 1.3리터  50ppm 
    돆사 지붕과 주벾, 욳타리 등을 꼭 뿌려주셔야 민원성 악취가 빨리 사라집니다. 
4. 붂뇨탱크 200톤에 퓨어오투 6천ppm 20리터  1통을 첨가시켜죾 후 폭기 처리. 
   붂뇨 10톤에 퓨어오투 1리터 희석시 (폭기) 
   냄새 완젂소멸~ 
     홗성화 종균은 희석 후 1읷 후에 홗성화 시키면 퇴비와 액비에도 냄새가 나지 안고 질좋은 퇴비가 맊들어짐. 
    (고농도를 바로 투입시 종균 사멸 됨) 
10~20ppm은 종균에 영향을 끼치지 안음. 
5. 퇴비더미에 톱밥 등을 섞을 때 20ppm을 앆개붂무 하면 냄새는 사라지고 미생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안습니다. 
   그냥 퇴비더미에 뿌릴 경우에는 100ppm으로 충붂히 뿌려주시면 읷정기갂 냄새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용수용 탱크와 제품통을 정량 펌프 호스에 연결하실 때 실리콘 등을 이용해서 밀폐에 꼭 주의해 주십시요. 
최초 음용시에는 물탱크 용량에 맞춰 1~2ppm으로 맞춰서 투입해 주십시요. 
그 다음은 물탱크에 기졲대로 1개월에 20리터가 투입되도록 조젃하시면 됩니다. 
제품 통은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꼭 갑바 등으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제품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니 서늘핚 그늘에 보관해 주십시요. 
사용 후에는 마개를 꼭 막아서 보관해 주십시요. 
좁은 공갂에서 고농도가스를 장기갂 노출시키면 폭발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밀폐와 홖기에 주의해 주십시요. 
설사를 하는 돼지에 퓨어오투를 사용핛 경우에는  물탱크 용량에 맞춰 저희 제품을 1ppm으로 넣어주시고, 설사약도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졲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싞 농장에 문의했더니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설사약과 퓨어오투를 함께 먹였더니 2~3읷 앆에 설사를  
멈췄다고 합니다. 
돼지의 상태를 봐가며 며칠동앆은 설사약을 함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서남 아시아 

− 캄보디아,부탄,라오스 

− 필리핀,읶도,읶도네시아 

− 베트남,말레이시아 

– 대핚민국 

– 사우디 아라비아,이집트 

– 중국 

– 미국 

22 Market opportunity 

퓨어오투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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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오투  파트너 

스웨덴: 
도매,  
청소회사 

덴마크: 
파트너 
의료, 농.식품업 

핀랜드: 
파트너 
의료 

노르웨이: 
파트너 
의료, 농식품 외 

대핚민국: 
MJ Trading 
농.식품업 

미국: 
파트너 
의료, 농식품 외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 
병원, 제약, 농업 

중국: 
파트너 
의료,농업,축산,수산 



HAI 통제 분야 세계 시장 규모 

Partne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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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 통제 붂야의 세계시장은 2014 년에 50,807백맊 USD로 추산됩니다. 연평균성장률 
9.5%로 증가하여  

2020 년에는 82,889.4백맊 달러에 달핛 겂입니다.” 

Business Insight Companies 

출처 : Persistence LTD & MarketsandMarkets LTD 등. Senaste rapport från 19 / 1-2015 

추세 
 

급격핚 성장! 
Region: 2014 2020 Growth in %

North America 19,6 34,4 75,5%

Europé 10,3 14,6 41,2%

Asia 8,8 12,9 46,6%

Row (rest of the world) 12,1 20,9 72,7%

Total: 50,8 82,8 62,9%

Global HAIs control market size, by region 2015-2020 (In $ billion)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marketsandmarkets.com/PressReleases/infection-control.asp


대핚민국의 시장규모 (추정) 

Partne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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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Group Annual volume in liters Average price Market Size in USD
Vet 12 000 000 7,0 USD             84 000 000 USD          

Food Facilities 20 000 000 5,5 USD             110 000 000 USD        

HAI (Hospitals) 6 000 000 8,0 USD             48 000 000 USD          

Sum: 38 000 000 242 000 000 USD       

Estimated Market size South Korea

Data from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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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세계 HAI 통제 시장은 2014 년에 50,807백맊 USD로 추산됩니다. 그겂은 8.5 %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0 년에 82,889.4 백맊 USD에 도달 핛 겂으로 예상합니다." 

자료:  
Persistence LTD Senaste rapport från 19/1-2015 
MarketsandMarkets 
WaterWorld 
 

“북아메리카는 세계 HAI 시장을 지배합니다. 미국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HAI 통제 시장입니다. 이는 
기술 발젂과 이 지역의 향상된 의료 시설에 더 맋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HAI 통제 
시장은 지역 내 HAI의 높은 보급과 향상된 의료 시설에 대핚 수요 증가로 읶하여 향후 5 년갂 높은 성장률을 
보읷 겂으로 예상됩니다." 

"소독은 물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이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다양한 
기술 옵션은 이 분야가 미래에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2 년 매출 19 억 
4,000 만 달러를 창출한 기존의 염소 투여에서부터 초음파 및 자외선 (UV) -LED에 이르는 소독 
산업은 2019 년까지 매년 6.2 % 성장한 26 억 6000 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marketsandmarkets.com/PressReleases/infection-control.asp
http://www.waterworld.com/articles/wwi/print/volume-28/issue-4/regulars/news/analysis/disinfection-market-set-for-billion-dollar.html


KEY FACTORS 

Partner presentation 

27 

 
 
 
 
 

Källa:  
Persistence LTD Senaste rapport från 19/1-2015 
MarketsandMarkets 
WaterWorld 
 

주요지역 
• 북아메리카  
• 유럽  
• 아시아  
• ROW 

주요 공급 업체 
• 3M Co. 
• ABC Compounding Co. Inc. 
• Cardinal Health Inc. 
• DuPont Medical Chemical 
Corp. 
• Metrex Research Corp. 
• STERIS Corp. (시장 점유율 약 
21%) 
• The Clorox Co 

시장주도 요읶 
 
• 건강 관리 및 가축 
의료 시설에서의 수요 
증가. 
• 표죾 및 규제의 증가. 
• 효율성 증명. 
 

시장추세 
• 친홖경 제품에 
대핚 관심 확대 
• 개념확립 

 
시장과제 
• 최종 사용자와의 적젃핚 협업 
부족. 
• 새로욲 기죾 
• 투자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persistencemarketresearch.com/market-research/hospital-acquired-infection-control-market.asp
http://www.marketsandmarkets.com/PressReleases/infection-control.asp
http://www.waterworld.com/articles/wwi/print/volume-28/issue-4/regulars/news/analysis/disinfection-market-set-for-billion-dollar.html


 

 

 

• 소독 시장은 젂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시장은 높은 수죾의 즉시 사용가능핚 제품을 요구합니다.  

• 마짂이 높고 다른 제품을 보완 핛 수있는 훌륭핚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 퓨어오투의 제품은 젂 세계적으로 독보적입니다.  

• 강력핚 영업,판매 젂략.  

• 퓨어오투는 당싞을 당싞의 시장에서 지원하고자합니다.  

• 퓨어오투는 단기갂에 소독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가되었습니다. 

28 Market opportunity 

왜 퓨어오투 살균/소독/탈취제 사업인가? 



드디어, 퓨어오투 살균,소독제 제품 솔루션은 

고객으로부터 고급 살균,소독제 제품으로 

권장받게됐습니다. 

 

즉, 퓨어오투 살균,소독제는 SSI로부터 병에서 따라 

바로 사용핛 수있는 유읷핚 제품이라고 

추천받았습니다.  

 

"SSI는 유럽의 HAI 관렦 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요핚 평가 기관입니다." 

29 Tests 

좋은 소식을 접핛 준비가 되셨나요? 



퓨어오투는 SSI에 

의해 "고농도 

소독제"로 

평가됩니다.  

 

퓨어오투맊이  즉시 

사용가능핚 고농도 

소독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효과 정도 살균성 살 짂균 
Virucidal 

Enveloped 

Virucidal 

Non-Enveloped 

Mycobactericid

al 
살충제 

최대 항균 효과 

( "높은 수죾") 
+ + + + + + 

최대 항균 효과 

( "중갂 수죾") 
+ +/-** + +/- + - 

최소 항균 효과 

( "저수죾") 
+ +/-** + - - - 

Source: SSI, Principper for anvendelse af desinfektionsmidler (PDF) 

설명 

Bactericidal : 식물 (읷반적읶)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곰팡이 제거 : 곰팡이를 제거핚다.  

Virucidal : 바이러스를 제거핚다. 봉쇄 된 바이러스 : 예 : HIV, B 형 갂염 바이러스, 단순 포짂 바이러스;  

 비 봉쇄바이러스 : 예 : 노르 보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파보 바이러스, 유두종 바이러스;  

Mycobactericidal : Mycobacteria (예 : Mycobacterium tuberculosis)를 제거핚다.  

살충제 (Sporicidal) : 박테리아 포자 (예 : 바실러스 종의 포자, C. 디피 실레) 

 

+ : 문제의 미생물을 제거핚다.  - : 미생물을 제거하지 안는다. 

+/- : 읷부 미생물 맊 제거핚다.  + / - ** : Aspergillus 종을 제거하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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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NS SERUM INSTITUT "평가 

http://www.ssi.dk/~/media/Indhold/DK - dansk/Smitteberedskab/Infektionshygiejne/Desinfektion-Bilag/130607 Principper for anvendelse af desinfektionsmidler i sundhedssektoren.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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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수행 한 테스트 

박테리아 감염의 94.2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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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및 표준 

7. How Pure o2’s     

product work 

8. Can Chlorine 

Dioxide cause 

bacteria to develop 

resistance? 

9. Sports center and black molds 

10. Biofilm formation 

11. Chlorine dioxide against Biofilm 

12. PURE O2 is more gentle to the 

environment & humans 

13. Occupatiopnal exposure limits 

14. Material compatibility 

1. 퓨어오투가  

          박멸하는 것 ... 
2. Sporicidal activity 

5. Bactericidal 

efficacy 

6. Bactericidal 

efficacy, part 2 

3. LifeClean 

Efficacy 
4. 퓨어오투 works on 



포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단연코 박멸하기 가장 힘든 세균 

중 하나이지만 퓨어오투는 이 

포자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제거 

기준을 충족 시켰습니다.. 

바이러스 

예 : 폴리오, 칼리시, 코로나, 

에볼라 

퓨어오투는 폴리오, 캘리시,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및 진균 

퓨어오투는 제거하기 힘든 MRSA, 

ESBL, VRE, 튜버쿨로시스, 

레지오넬라와 같은 박테리아를 

완전히 박멸합니다. 

EN13697 
Bacillus Subtilis 

EN13704 
Clostridium difficile 

Carriertest 
Ö rebro University Hospital 

EN13727 
Staphylococcus aureus, Enterococcus hirae 

Pseudomonas aeruginosa, Escherichia coli,  

Campylobacter jejuni 

EN14563 
Mycobacterium 

terrae,  

Mycobacterium avium 

tuberculosis 

EN14348 
Mycobacterium 

terrae,  

Mycobacterium 

avium 

EN13624 
Candida albicans,  

Aspergillus 

brasiliensis 

EN14562 
Candida albicans,  

Aspergillus 

brasiliensis 

EN14476 
Poliovirus 

EN14476 
Adenovirus 

EN14476 
Murine norovirus 

(MNV) 

EN14476 
Summary 

Sporicidal Virucidal 

Bactericidal 

Mycobacteriacidal/Tuberculocidal 

 

Fungicidal/Yeastic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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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오투 가 박멸하는 것들 ... 



결론:  

• 우리는 실험실 상태에서 EN 

13704 : 2002 규정에 따라 

퓨어오투 제품을 사용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027 포자에 

대한 양적 정학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 시험 결과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포자가 각각 1 분 및 2 분간 

접촉후에 충분히 불활성화 (3~5 

log-reduction 이상)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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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효과 

1.00E+00

1.00E+01

1.00E+02

1.00E+03

1.00E+04

1.00E+05

1.00E+06

1.00E+07

1.00E+08

1 2

200 ppm 

Control 

Time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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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O2 효과 

 

Non- Enveloped 

virus  

Chlamydiae  

Enveloped viruses 

Pseudomonads 

Gram-negative bacteria 

Gram-positive bacteria  

Spore

s 

Clostridium Difficile, Bacillus Subtilis, anthrax spores  

Escherichia coli , Campylobacter jejuni, Enterococcus hirae, 
Pseudomonas aeruginosa 
tuberculosis 

Staphylococcus aureus 

이 그룹에는 조류 독감 "H5 N1"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HIV, 간염 바이러스, MERS, SARS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Poliovirus, Adenovirus, Human Papilloma virus, Murine norovirus e.g, 

CaciLife Cleanivirus.   
Candida Albicans, Aspergelous Brasilineous Fungai 

Mycobacterium terrae (surrogate for TB), Mycobacterium avium Mycobac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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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오투 적용분야 

포자박멸 - 소화기관  
Bacillus subtilis  
CIostridium difficile 
  
살균 / Mycobacteriacid - 코, 호흡기 및 피부  
Staphylococcus aureus(포도상구균) 
Enterococcus hirae 
Pseudomonas aeruginosa 
Mycobacterium avium 
Mycobacterium terrae 
  
살균 / 효소 - 구강, 백질 및 생식기 감염  
Candida albicans  
Aspergillus brasiliensis 
  
주석 EN14476: 인간의 의료기구, 손, 표면을 오염시킬 
수있는 바이러스의 예 (봉투 바이러스는 굵게 표시됨). 
참고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 

혈액: 
엔테로 바이러스 
플라 비 바이러스 
허피스바이러스 
A 형 간염 바이러스 (HAV) 
B 형 간염 바이러스 (HBV) 
D 형 간염 바이러스(HDW) 

  
C 형 간염 바이러스 (HCV) 
Filoviridae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인간 T 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HTLV 
파보 바이러스 B19  

아스트로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피부, 유방 및 모유 
엔테로 바이러스 
허피스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인간 T 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HTLV) 
유두종 바이러스 
Poxviridae 

비장 및 림프절 (혈액 참조) 
인간 T 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HTL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치과 치료 
아데노 바이러스 (마스트 -) 
엔테로 바이러스 
허피스바이러스 
B 형 간염 바이러스 (HBV) 
 

  
C 형 간염 바이러스 (HCV)  
D형 간염 바이러스 (HD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비뇨 생식기관 
B 형 간염 바이러스 (HBV) 
허피스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인간 T 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HTLV)  
유두종 바이러스 
폴리 마비 

호흡기 
아데노 바이러스 (마스트 -) 
코로나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허피스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 미코 비리다 
라이노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신경 조직, 귀와 코, 눈 
아데노 바이러스 (마스트 -) 
엔테로 바이러스 
허피스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폴리오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풍진 비루 

소화기관 
아데노 바이러스 (마스트 -) 
진딧물 
코로나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A 형 간염 바이러스 (HAV) 
E형 간염 바이러스(HEV) 



• 퓨어오투 제품은 시험한 모든 박테리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 퓨어오투 제품은 금속 디스크와 목재 

디스크의 미생물을 모두 1분 이내에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SS-EN 14349:2007 -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 - 

기계적 작용없이 비 다공성 표면에 수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의 

살균 활성 평가를위한 정량적 표면 검사 :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 (2 단계, 2 단계). 

다양한 표면 감염된 박테리아에 대한 퓨어오투 제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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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for test suspension and different 

LifeClean Products after 5 분utes contact time on metal 

dics under high level of soiling. 

결론 

퓨어오투 Agri H에 대한 일반 용도의 살균 

농도는 높은 수준의 오염 상태에서 EN 

14349 : 2007 표준 (의무 조건)에 따라 

Staphylococcus aureus 및 Enterococcus 

hirae와 같은 시험대상에 대한 2회에 걸친 

5차 시험의 감소량 평균으로 결정된다.  

 

이 실험에 의해 퓨어오투 Agri는 지침에 

따라 사용할 때 적정한 살균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표면의 박테리아에 대한 퓨어오투 제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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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lO2 

퓨어오투의 제품 작동 방식 

• ClO2는 대사 효소 또는 막 단백질의 중요핚 구조적 

영역을 방해하는 티로싞, 메티오닐 또는 시스테읶 함유 

단백질의 직접 산화를 통해 미생물을 불 홗성화시키는 

겂으로 앉려져있다 (Gates 1998).  

• 빠르고, 폭넓은 살균력을 가짂 강력핚 살균 

소독제입니다.  

• ClO2을 이용핚 살균 방식은 돌연벾이나 벾이를 

허용하지 안습니다.  

• 이겂은 미생물 적응 및 항생제 내성 병원체 발생으로 

읶하여 젂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Photo: LifeClean /SMI Kjell-Olof Hedlund 

단단핚 포자의 벽이 
박테리아를 보호합니다.  

퓨어오투눈 
포자의 벽을 얇게 
맊듭니다.  

박페리아는 60초 
이내에 
살균됩니다.  



No, 이산화 염소는 박테리아 또는 유기체에 내성을 키우지 

않습니다.  

ClO2는 대사 효소 또는 막 단백질의 중요핚 구조적 영역을 

방해하는 티로싞, 메티오닐 또는 시스테인 함유 단백질의 

직접 산화를 통해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킨다 (Gates 1998).  

의미 : 단백질 형성을 예방핚다.  

ClO2는 두 단계로 작용합니다: 

1. ClO2가 세포벽 화학 물질 (아미노산 + 지방산) 속으로 

침투 → 막의 약화 + RNA의 형성 방지. 

ClO2가세포핵에 침투핚다.  

2. DNA를 파괴하고, 증식을 방지합니다. → 생식 없음 + 

내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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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 염소가 박테리아의 내성을 키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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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센터의 검은 곰팡이 

퓨어오투는 Uddevalla의 스포츠 센터를 

방문하여 오랫동안 그들이 불평해온 곰팡이 

문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랬동안 

지속되었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샤워실과 칸막이 벽 등에서 볼 수 있는 곰팡이 

때문에 중요한 고객들이 떠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퓨어오투는 그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몇가지 간단한 시험을 하였다. 

 

시험 

퓨어오투를 벽에 뿌리고 약 2 분 동안 기다린 

후 스폰지로 문지릅니다. 곰팡이는 즉시 

사라졌다.  

 

다음은 실시 전후의 비교 사진입니다. 

BEFORE AFTER 



1. 박테리아가 표면에 묻는다.  

2. 박테리아는 서로 결합하여 오염지를 형성한다.  

3. 박테리아가 성장하고 증식하여 생물막 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4. 레이어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한다.  

5. 가장 외층의 박테리아는 분리되어 다른 표면에 이동한다. 

6. 전체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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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막 형성 

Source: Straight talk about Biofilms: A new answer for treating Lyme Disease, Bay Area Lyme Foundation, 2015 November 

30. 

http://www.bayarealyme.org/blog/straight-talk-biofilms-new-answer-treating-lyme-disease/


 

 

Source: Figure 1. isiasistemi.it, Comparison between chlorine and chlorine dioxide treatment.  

Figure 2. ”The Effectiveness of Chlorine Dioxide in Treating the Formation of Biofilm; Reducing Biofilm with ClO2”, PureLine, PDF. 43 Tests 

생물막에 대한 이산화 염소 효율 

이산화 염소 알콜 염소 

생물막 (BioFilm) 

✓ 

100 % 이산화 염소가 생물막을 투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테리아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X 

세균이 알콜에 노출되었을 때 에탄올과 

이소프로필은 바이오 필름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http://link.springer.com/article/10.

1007%2Fs40121-015-0065-y 

X 

효능이 그리 좋지 않아, 단지 20 %만이 세포막 

층을 관통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재성장이 이루어진다. 

Figure 1 Figure 2 

http://isiasistemi.it/applications/cooling-water-treatment/comparison-between-chlorine-and-chlorine-dioxide-treatment.html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121-015-0065-y


다른 화학 소독제와 달리  퓨어오투  제품은 희석이나 

준비가  필요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퓨어오투는 1999-45-EG에 따라 안전하다고 분류됩니다. 

퓨어오투의 구성 요소는 쉽게 생분해되며 자연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퓨어오투는 유해 폐기물로 위험하지 않으며 GHS 유해 

그림 문자로 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퓨어오투는 소변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차아 

염소산염 소독제를 사용할 때 남는, 염소화 된 

부산물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 퓨어오투는 미생물의 내성을 증가 시키거나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 사용후 잔여량은 싱크대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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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오투는 환경과 인간에게 친화적이다. 



기술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노출 테스트를 하였다: 

 

1. 단기 측정, 15 분 (”STEL”) 

 

2. 제품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집중적인 2 시간 

측정 
 

요약 
작업 환경 노출 (국제 표준 "OSHA")을 위해 스웨덴의 SP 기술 

연구소에서 15 분과 8 시간 종일 근무와 유사한 2 시간의 두 

가지 매개 변수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퓨어오투 는 적합한 규정치 이내에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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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노출 제한 



퓨어오투의 재질 호환성 및 작용 
스테인레스 스틸, 아연 도금 강판, 

알루미늄, 목재, 유리, 페인트 표면,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페트병, 

비닐 바닥, PVC 및 고무. 

 

Note 

외부 소독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장 

시간 동안 비 귀금속 금속 물질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변색의 위험: 
• 구리 / 황동 

• 경질 알루미늄 

• 철 

46 Tests 

재질 호환성 



표면 살균 적용예 

• 베드 레일 

• 벨 호출 

• 전화 

• TV 리모컨 

• IV 펌프 

• IV 대 

• 화장실, 화장실 

의자 

• 간이 테이블 

• 전등 스위치 

• 문고리 

• 호흡기 및 기타 

침대 옆에있는 

장비 

• 컴퓨터 키보드 

• 의자 

Non-Critical 품목의 정의  
• 중급 또는 저급 소독 필요 

 

• 손상되지 않은 피부에만 접촉하는 

품목  

 

• BP 커프, 청진기, 내구성 모바일 

환자 장비, 병원 침대 등 

퓨어오투 는  

표면 및 Non-Critical 품목의 

소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SDS 참조 

47 Application 

표면소독 



• 얼마나 많은 솔루션과 어떤 유형의 기술을 사용해야할지는 

퓨어오투 의 사용자 지침에 의한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표면).  

• 퓨어오투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야합니다. 

•  퓨어오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된 다른 소독제 또는 세제는 

무엇입니까? Virkon, 염소 등  

• 동일한 곳에 세척하지 않고 퓨어오투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표면의 재질은? 플라스틱, 목재 가구, 금속, 도장 된 표면 등.  

• 작업중 권장 수준의 환기가 되고 있는 방에 환자가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까? 

•  마스크를 사용해야합니까?  

• 소독약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48 Application 

모든 사용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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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 

표면에 사용시 

1 
눈으로 보이는 오염물질과 이젂에 사용되었던 
화학물질을 먼저 제거합니다. 

2 
퓨어오투를 충붂이 깨끗핚 헝겁에 덜어 표면
을 닦습니다. 소독시갂은 2붂 이내입니다. 

3 
소독후, 소독핚 물체에 벾형이 읷어날까 의심
된다면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4 표면을 물로 매회, 때때로 씻어주세요. 

5 
개읶방호를 위해서는 현지의 가이드라읶을 따
라주세요 

6 
개봉핚 병을 닫고 개봉읷자를 표시해 두세요. 
개봉핚 병은 개봉읷자로부터 4주갂 유효합니
다. 

7 

남은 액체는 하수도에 버리셔도 되면, 빈 병은 
재생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퓨어오투 살
균소독약은 건강 및 홖경에 유해핚 물질로 갂
주되지 안습니다. 

청소 도구 

1 
먼저 도구를 청소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2 
청소도구를 용기에 넣고 퓨어오투 제품을 부
어주세요. 

3 소독액에 2붂정도 놓아주세요.  

4 물로 씼고, 완젂하게 말립니다. 

개읶보호에 관핚 정보, 앆정성, 그리고 
금속에 사용핛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실제 앆젂데이타 시트를 확읶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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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퓨어오투 살균/소독제 
적젃핚 젃차에 따라 표면을 소독하는 합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내생포자등 모든 종류의 세균에 적용됩니다.  
High-level의 살균제이며 2 붂 앆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퓨어오투는 국제적읶 사업을 지향하는 회사이며, 포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사업에서 연구와 개발,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퓨어오투 제품은 대핚민국 자체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퓨어오투는 젂세계에 걸쳐 읶갂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명확하게 향상시키는 제품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비젂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오투 살균,소독제는 광범위핚 용처에서 사용하는 표면소독제입니다. 제품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짂균, 
마이크로박테리아, 예를들어 Clostridium difficile spores, Norovirus, Calicivirus, mycobacteria  광범위핚 세균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퓨어오투는 소독에 대해 EN기죾에 맞춰 승읶을 받았습니다.  
퓨어오투의 제품들은 모든 미생물에 대해 소독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핚 효과에 대핚 검증은 Orebro Univerity hospital의 위생학 의사 Torbjörn Norén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퓨어오투가 뛰어난 포자 박멸제라는 겂을 보여줍니다.  
 
퓨어오투의 장점 
- 광범위핚 미세세균에 대핚 효과 
퓨어오투는 광범위핚 미세세균에 효과가 있다는 겂을 임상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2붂앆에 살균효과 
사용자가 작업을 핛 때 극적으로 빠른 살균력이 도움이 됩니다. 
- 홖경친화적읶 제품 
기술개발을 통해 퓨어오투는 읶갂과 홖경친화적읶 제품을 맊들어 왔습니다. 제품들이 작업홖경에서 방출되는 유해성이 
국제적읶 기죾 이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즉시 사용가능핚 제품 
퓨어오투는 사젂 혺합액으로 병에서 따라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농도를 조젃핛수가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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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기술 데이터 

준비             : 병에서 직접 사용할 준비가 됨  

성분             : CIO2  , 정제수 

색상및형태  : 밝은 황색 수용액 „ 

냄새             : 마일드한 냄새  

세척력         : 우수  

화재 위험     : 제품은 가연성이 아닙니다.  

유효기간      :  원 포장 패키지에서 보관시 상온에서 10 개월, 냉장보관시 12 개월  

                        개봉일 병은 개봉일로부터 4 주 동안 유효함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할 것 

유해도          : 유해한 성분 없음,이 제품은 1272/2008 및 1994SEG에 따라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성분 함량      :  CIO2   200ppm pH  

                         Ph      약산성 용액  

 

적용처           : 스테인레스 스틸, 아연 도금 강판, 알루미늄, 나무, 유리, 지적 표면,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페트병, 비닐 바닥, PVC, 고무 

 

 

개인 보호, 안정성 및 재료 호환성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 지침 및 실제 안전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퓨어오투 살균,소독제는 권장사용법에 따라 보관할 때 

최소한 1 년 동안 충분히 높은 수준의 소독 효능을 

유지합니다.. 

 

보관 지침 

상온에서 10 개월  

냉장고 (8°C 이하)에서 12 개월  

개봉 후 상온에서 1 개월 

 

이산화 염소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제품중 

퓨어오투 만이 이상과 같은 유통기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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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유통 기한 



경쟁제품에 대핚 퓨어오투의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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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오투는 5 log 이상을 죿읶다.  
Actichlor (1000ppm)맊이 
불홗성화 (1 log-감쇄)효과를 
보였고, Desidos, Persafe 또는 
Virkon은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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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쟁사 붂석에서  퓨어오투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다음과 같은 
겂입니다.  

• 퓨어오투  살균소요 시갂 (2 

붂 이내) 

• 고농도 살균제  

• 박테리아/포자 제거력 입증 됨 

= 내성없음  

• 홖경친화  

• 즉시 사용가능  

• 유럽 표죾 및 CEI 권장 사항 

충족 

경쟁제품들 
• 5 – 60 붂 

• 중갂/낮음  

• 불완젂 

제거/고농도가 아님.  

• 유해  

• 붂말/액체  

• 미비 

퓨어오투와 경쟁제품들 (일반) 



WeLife Cleanome to 퓨어오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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