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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6,      

무기광물질 연구 결과 신소재 특허출원과 출원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본 제품은, 

○ 원적외선 파장으로 화석연료의 탄화수소계열 구조변화(고리구조를 

    사슬구조로)를 가져오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라믹 신소재입니다. 

현재도 환경재앙은 지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환경시계는  10시37분이라 합니다. 

각국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 지구온난화에 명운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 바 

이는 어느 한 나라 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일동은 본 제품이 지구환경시계를 10시37분에 멈추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서히 거꾸로 돌릴 수 있다 감히 천명하면서, 

대기오염 예방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엄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오염예방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방안』제안 

    매연 / 연료 , 절감 프로젝트 

   퓨어오투 1833-9947 / www.pureclo2.co.kr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0&where=idetail&rev=13&query=%EA%B3%B5%EC%9E%A5%EA%B5%B4%EB%9A%9D%EC%82%AC%EC%A7%84&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2&img_id=blog2724591%7C4%7C150016061929_1&ie=utf8
http://www.mtcc24.co.kr/bike/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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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은 ㈜아리랑액티바 내연기관 매연감소를 위한 신소재  EPB를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에 적용, 대기 오염예방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는 긴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 이에  ㈜아리랑액티바는  1996년이래 국내 최고의 new Ceramics 

분야의 선두 주자로, 내연기관 매연 저감을 위한 신소재 메디아 제조 기술 

과 적용 경험을 토대로  대기오염 예방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제품의 주요 컨셉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본 제품은 내연기관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1600℃의 고온에서 구워진 세라믹(도자기) 신소재로 초고강도이며 연소실의 연료 

관으로 유입될 수 없고  연료필터의 이중 여과 장치에 의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1.1 제품의 안정성 



매연저감 신소재 특허기술 

4 

 

   내연기관의 연료탱크 용량 10ℓ 기준으로 1개의 EPB를 투입하여  반영구적으로 사

용하며  oil의 클러스터(연료군집체)의 표면장력을 감소하여 연소 효율을 증가시키는 

원리로, 

■ 유해배출가스(HC, CO, NOX) 저감 

■ 완전연소를 통한 연비 절감 

■ 엔진수명의 연장 

등,  최적의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 메디아라 할 수 있다. 

1.2  경제성 

 

   연료탱크 주입구를 통한  EPB 투입으로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광물의 특성상 반영

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투입 후 일체의 A/S가 필요없다. 

1.3  편리성 

 

  규산염광물, 티타늄광물 등 천연무기 광물질의 혼합제품으로 유기 물질인 연료와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연소에 관여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 

1.4  부작용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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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내용과 시험방법 

2.1 제안의 내용 

 

    본 제품은 주로, 

    운수회사, 동호회 및 아시아 등 민간차원의 자동차 관련 현장 적용 시험이었다 

    현재, 국립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의 제품 특성분석 이후 정부 공인시험연구소 

    와의 시험을 추진중이며 특히, 

    기존의 화학적 첨가제에서는 볼 수 없는 NOX 계통의 탁월한 감소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우려되는 유해 배출가스의 증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사려된다.        

    이에 본 제품의 시험과 적용을 요청하는 바이다. 

 

    □ 대상 차량 

        이륜차량, 승용차, 화물차 및 버스 

    □ 검사 항목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및 질소화합물(NOX)  

 

2.2 배출가스시험방법 

 

      1) 육안 확인과 측정장비를 활용한 시험 

      2) 지자체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의 배출가스측정 

      3) 운행 관계자의 EPB 투입 이후 베출가스 검사항목 이외 부분에 대한 평가 

 

2.3 상세 check list 및 EPB 투입 前 / 後 검사 규칙 등 상호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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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사항 

   (특허 등록 : 2009.06.05 제10-0902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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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 본 발명의 목적은 규산염광물의 분말, 티타늄광물의 분말 및 도자기점토를 포함하여 

자동차 매연 감소를위한 메디아를 제조함으로써, 연료의 화석연료의 고유 진동주파를 7

배 이상 높여 연료의 표면장력을 줄이고, 연료의 분자군집체를 극세분화하여 연소효율을 

극대화하여, 연비를 절감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발

생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자동차 매연 감소 메디아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연료 내에 다량의 음이온을 방출시킴으로써, 연료탱크 내 

흡입공기의 산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흡입공기를 연료와 혼합시켜 산화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과제 해결수단 

 

<1>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자동차 매연 감소 메디아는, 규산염광물의 

분말 32∼40중량%, 티타늄광물의 분말 3∼7중량% 및 도자기점토 55∼65중량%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또한 본 발명의 자동차 매연 감소 메디아의 제조방법은, 규산염광물의 분말 32∼40

중량%, 티타늄광물의 분말 3∼7중량% 및 도자기점토 55∼65중량%를 혼합하는 단계와, 

 

<3> 상기 혼합된 혼합물에 물을 투입하고 반죽하는 단계와, 

<4> 상기 반죽된 반죽을 성형하는 단계와, 

<5> 상기 성형된 성형물을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 특허 내용 _ 일부 



매연저감 신소재 특허기술 

8 

■ 효 과 

 

따라서 본 발명은 규산염광물의 분말, 티타늄광물의 분말 및 도자기점토를 <16> 포함하

여 자동차 매연 감소를 위한 메디아를 제조함으로써, 화석연료의 고유 진동주파를 7배 이

상 높여 연료의 표면장력을 줄이고, 연료의 분자군집체를 극세분화함과 동시에, 연료 내

에 다량의 음이온을 방출시켜 연료탱크 내에 흡입된 공기의 산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

된 흡입공기를 연료와 혼합시켜 산화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연소효율이 극대화되

도록 하는 유용한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연소효율이 극대화됨으로써, 연비를 절감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게 되는 효과를 제공한다. 

■ 본 발명에 따른 메디아를 2000cc의 중형차(65000km 주행한차)의 연료탱크에 3개

(10cm×0.5cm×0.5cm)주입하고 그 배기가스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검사방 : 

GB18352. 1-2001자동차 오염물배출측량방법)하였으며, 그 경제성 또한 100km를 주행하여 

실험하였다.(검사방법:GB/T 12545-90자동차연료소모량실험방법)  

매연종류 HC  CO   NOx 

투입전(g/km)  1.778 13.717 3.486 

투입후(g/km)  0.57  2.318  0.751 

감소율(%)  68   83  78.5 

표1  본 발명에 따른 메디아의 배기가스 배출량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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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본 발명에 따른 메디아의 경제성 시험결과 

<1> 상기한 표1 및 표2에서와 같이 배출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경제성 또한 우수하여 연

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2> 상기에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하여 설명되었지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본 발명의 범주와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 분 결 과 

투입전(L/100km)  12.77 

투입후(L/100km)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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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대 특성 분석 _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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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R 분광기를 이용한 가솔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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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솔린의 표면장력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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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성분석의 결론 

※ 본 특성실험 자료는 EPB(세라믹 신소재)가 내연기관의 오일에 화학적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추정을 확인시켜준 시험으로써 산학협력과제 레포트의 일 

    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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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능시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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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B 사용 전후 매연  비교 _  산업용 장비 

○ EPB 사용 전후 매연 비교 _ 노후 된 트럭 

1. KBS뉴스 소개_신기술 제품 2008.3.28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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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오토바이 검사장 시험 

기 종  년식  주행거리  구분  HC  CO  NOx  

대림시티100, 

2001년  14,300㎞  

전  250 1.2 150 

   100㏄  후  100 0.9 110 

   
 

    감소율 60.0% 25.0% 26.7% 

대림마그마 125  

1998년  8,400㎞  

전  203 0.11 102 

   125㏄  후  172 0.1 49 

      감소율 15.3% 9.1% 52.0% 

대림혼다TACT  

1995년  7,900㎞  

전  420 2.5 350 

 50㏄ 2T  후  380 1.38 198 

      감소율 9.5% 44.8% 43.4% 

 
감소율(%) 평균  28% 2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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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S교통 매연측정결과 

◎ S교통은 103명의 정비사가 상시 정비를 통하여 매연 25% 이하를 유지하는 매우 우수한 운수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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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지푸니 EPB 투입 前 매연 측정 결과 



매연저감 신소재 특허기술 

19 

5. 필리핀 지푸니 EPB 투입 後 매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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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_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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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_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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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_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