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살균,소독/악취제거  

제안서 

퓨어오투  

1833-9947 



1. 이체류 안개,입자 분무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퓨어오투(순수산소계이산화염소수) 분무 

 

 
 
 
 
 
 
 

* 월 사용량 : 돆사 내,외부 소독/탈취 = 20리터 1통. 
                           음용수 살균.소독  = 20리터 1통.(PED,살모넬라균 제거) 

분무시작 

분무 15초경과 

분무40초경과 

1일 기준 음용수 1ppm 
돈사 내부 10ppm 

(모돈) 

돈사 내부 5ppm 

(자돈) 

돈사 외부 50ppm 

(주변 살균,탈취) 

100마리  400리터/67ml 100리터/167ml 100리터/84ml 100리터/840ml 

500마리  2,000리터/335ml 200리터/335ml 200리터/168ml 200리터/1,675ml 

1,000마리  4,000리터/670ml 400리터/670ml 400리터/335ml 200리터/1,675ml 

1,000마리 기준 300평 적용 



2. 퓨어오투 S+ 살균/탈취제 
  

1) 경제성 : 안개분무시스템  적용시 
 
원액(6,000ppm) 20L : 330,000원 
원액(2,000ppm) 20L : 220,000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책정 가격. 

 

2) 탈취력  
- 암모니아 외 8대 악취원인제거 
-  분뇨냄새 90% 이상제거 
-  시험성적서 별첨 

 
3) 안전성 
- 가축 및 사람에게 무해함 
• 100ppm이하에서 영장류에 안전함을 증명(IPCS, 2002),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 A-1등급 부여  

 
 



균 종 ppm 소멸시간 소멸율 

대장균 25 10초 미만 99.99% 

황색포도상구균 25 10초 미만 99.99% 

살모넬라 25 10초 미만 99.99% 

쉬켈라 25 10초 미만 99.99% 

녹농균 25 10초 미만 99.99% 

수퍼 박테리아 25 제 균 99.99% 

H1A1 신종플루 25 멸 균 99.99% 

병원성 대장균 25 10초 미만 99.99% 

장티푸스균 25 10초 미만 99.99% 

바실리스균 25 10초 미만 99.99% 

폐렴간균 25 10초 미만 99.99% 

시가이질균 25 10초 미만 99.99% 

노로바이러스 25 10초 미만 99.99% 

AI(조류독감) 25 멸 균 99.99% 





구 분 산소계 순수 이산화염소수(퓨어오투) H사 K사 S사 

제품사진 

제품주원료 이산화염소 미생물 미생물 광물질 

용 량 20리터(용기22리터용) 20리터(용기20리터용) 20리터(용기20리터용) 20리터(용기20리터용) 

사용공간 개방 / 밀폐공간 개방 / 밀폐공간 개방 / 밀폐공간 개방공간 

희 석 율 50 ∼ 300배 20 ∼ 50배 20 ∼ 50배 50 ∼ 100배 

형상 / 색상 액상 / 황갈색 액상 / 투명 액상 / 적갈색 액상 / 투명 

나 

라 

장 

터 

식별번호  23422037 / 23422038 23477760 23196005 23241121 

제품가격 220,000원 / 330,000원 282,000원 125,000원 220,000원 

구매대상 여성기업/환경표지/식품첨가물살균제 녹색기술 / 환경표지 환경표지 환경표지 

제품농도 2,000PPM / 6,000PPM - - - 

유 해 성  무 해 무 해 무 해 무 해 

국내인증 환경표지인증, 식약청인증, 친환경제품 산업통상부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냄새제거 

암모니아 30분이내 90% 이상 30분후 60% 이상 30분후 60% 이상 30분후 70% 이상 

트리메틸아민 90% 이상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황화수소 90%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메틸머캅탄 90%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특이사항 

· 활용성이 다양(음용수 사용) 

· 분사후 즉시 효과 발생(제거 산화) 

· 타제품에 비하여 희석용량이 많음 

 

· 미생물로 인하여 노즐부 막힘 

현상발생(이끼,청태) 

· 미생물 배양,분해시간이 필요 

 

· 미생물로 인하여 노즐부 

막힘 현상발생 (이끼,청태) 

· 미생물 배양,분해시간이 필요 

 

· 노즐부 막힘 현상발생 

(침전물 생성) 

. 유기물 및 무기물 함유 

   

산업용 탈취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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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용수  

- 한 마리당 1일 약 4리터 (계절에 따라 차이 있음)  

- 지하수, 물탱크 등 음용수 오염에 의한 PED(설사병) 예방 및 치료 

- 최초 투입시 물탱크 용량에 맞춰 1ppm으로 적용하고, 한 마리당 음용 비율에 맞춰 매일 아침 1회 투입으로 1~2ppm 맞춤 (예: 5톤 물탱크 최초 840ml 투입) 

- 정량펌프를 사용할 경우 최초 투입시 물탱크 용량에 맞추고 매일 투입량 조절해서 설정 

≪ 양돈농가 퓨어오투 사용법 (고농축액 6천ppm 기준)≫ 

2. 돈사 내부 분무(고압 분무기 사용) 살균,소독,탈취 

- 여름 : 1일 1 ~ 2회 소독하듯이 천정, 벽, 바닥, 돼지 몸 등 흠뻑 뿌린 경우 1회로 충분 

 - 봄, 가을 : 1일 1회. 위 방법과 동일하게  

- 겨울 : 낮에 따뜻할 때 2 ~ 3일 1회. 위 방법과 동일하게 

- 자돈은 모돈의 1/2 적용.  

   모돈과 동일한 농도를 적용할 경우 재채기, 호흡기 질환 등의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됨. 

   10ppm을 적용한 모돈의 경우도 건강하지 않은 돼지는 위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남.(7일 이내)  

- 100마리를 키우는 경우에 돈사 평수가 있으므로 최소한 100리터를 골고루 분무해야 효과가 있음. 

3. 돈사 내부 분무(스프링쿨러 사용) 살균,소독,탈취 

-  자동 타이머설치로 계절별 분무량과 분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1일 3~4회 안개분무) 10~20ppm사용 

- 민가 인근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에 효과적으로 사용가능.(100배 희석사용) 

4. 돈사 외부 소독 (고압 분무기 사용)  

- 여름 : 일주일 1회 /  봄, 가을 : 1개월 1~3회 

- 돈사 지붕과 주변, 울타리 등 돈사에 사용하던 물품과 분뇨 수거과정에서 분뇨를 흘렸던 자리 등에 꼭 뿌려야 민원성 악취가 빨리 사라짐. 

- 퇴비 더미에 톱밥 등을 섞을 때 30~50ppm으로 분무하면 냄새는 사라지고 미생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 

- 그냥 퇴비더미에 뿌릴 경우에는 100ppm으로 충분히 뿌려 주시면 일정기간 냄새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5. 분뇨탱크 활용 방법 

- 200톤에 퓨어오투 6,000ppm 원액 20리터 1통을 첨가시켜준 후 폭기 처리. 분뇨 10톤당 퓨어오투 1리터 희석 시(폭기) 냄새 완전소멸 

- 활성화 종균은 희석 후 3~4일 후에 활성화 시키면 퇴비와 액비에도 냄새가 나지 않고 질 좋은 퇴비가 만들어짐. 

    (폭기 후 종균을 바로 투입하면 종균 사멸되어 효과 없음) 

- 퓨어오투 희석액20~50ppm은 종균(호기성 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 



6. 미생물을 활용하는 양돈농가 

- 미생물을 먹이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탈취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음. 

-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분뇨냄새 :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함. 퇴비 냄새와 비슷함.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은 분뇨냄새 : 자극적이고 코를 찌르는 냄새.  

- 발효된 분뇨냄새는 퓨어오투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지고 미생물은 살아 있음 

   발효되지 않은 분뇨냄새는 퓨어오투에 의해 탈취되어 연하게 된 냄새는 바람에 희석됨. 

 

7. 설사하는 돼지에 활용하는 방법 (고령군 양돈농가23곳,제주별드르농장단지,제주한솔농장,제주청솔농장, 

        ……………. 충남보령시도요농장,진주시명석면오봉농장,경북영천삼원농장,경기파주시효진농장,제주양돈농협 등등) 

- 이미 설사를 하는 돼지에 퓨어오투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물탱크 용량에 맞춰  

   퓨어오투를 1~2ppm 으로 넣어주시고, 설사약도 함께 넣어서 음용시킴. 

- 기존에 퓨어오투를 사용한 농장에 문의했더니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설사약과 퓨어오투를  

   함께 먹였더니 2~3일 안에 설사를 멈췄다고 함. 

- 제주 별드르농장의 경우 전속 수의사 김승일에 의해 살모넬라에 감염되었다고 판명된  

   설사병을 3일만에 완전 치유시킨 경우임.국립축산과학원 에서도 지하수오염 양돈 음용수에 적용하여 연구하고있음. 

 

8. 퓨어오투 효과를 높이는 방법 

- 퓨어오투를 분무한 돈사는 약 30분~60분 후 부터  탈취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음. 

- 물을 받은 후에 퓨어오투를 투입해야 함. 퓨어오투를 먼저 넣고 물을 투입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위험거나 효능이 많이 떨어져서 목표한 희석농도가 나오지 않음 

- 원인 물질에 닿아야 효과가 높음. 계속 발생되는 새로운 분뇨에 새로 뿌려줘야 함 

   소독하듯이 흠뻑 뿌릴 경우 새로운 분뇨가 발생되더라도 하루 정도 탈취효과가 지속됨. 

• 100ppm이하에서 영장류에 안전함을 증명(IPCS, 2002),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       

      A-1등급 부여 등 희석제품은 안전함이 확인됨. 

* 음용수용 물탱크와 제품 통을 정량펌프 호스에 연결할 때 실리콘 등을 이용해서 완전 밀폐해야 함. 
* 제품 통은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고 보관함이나 갑바 등으로 덮어서 직사광선 차단해야 함. 
*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제품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함. 
* 사용 후 남은 제품 보관시에는 마개를 꼭 막아서 보관해야 함. 
*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가스를 장기간 노출시키면 위험하오니 밀폐와 환기에 주의해야함. 
* 고농축 원액을 계량컵에 소분할 경우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해야함.  
* 고농축액 제품이니 가까이에서 코로 직접 흡입 하지말 것. 





         등록 및 인증서 │ Registration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조달청 납품 관능검사성적서 



         등록 및 인증서 │ Registration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조달청 납품 탈취시험,이화학잔류 정밀시험성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