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o2 

 

오투NS의 Clo2란? 
 

순수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안전하고  
확실한 살균ㆍ소독ㆍ탈취제 입니다. 

 
 

순수 이산화염소는 WHO가 인정한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뛰어난 효능을 

가진 물질로, 최고 안전 등급 A-1(660여 가지의 바이러스와 세균제

거)으로 분류한 물질이며, 유럽 등 에서는 먹는 물 소독 및  농ㆍ축산, 식품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산소계 살균ㆍ소독제입니다. 



 

Clo2는 안전합니다! 
 

이산화 염소는 세균의 세포막을 
제거하고 Biomass 침투력이 강한  
장점으로 세균 막을 제거하는 효능이  
매우 강함.  

 

이산화염소 
(ClO2) 

불포화지방산과 반응하지 않고  
악취 원인인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페놀 등을산화시키거나 구조적 
으로 파괴해 악취를제거함. 

염소와는 달리 발암물질인 THMs, 
HAAs, HANs 등과 클로로아민이나 
클로로페놀 등을 생성하지 않음. 

이산화 염소는 분해되어 Chlorite와  
Chlorate 라는 부산물이 극미량  생성  
되기는 하나 빨리 분해되는 독성이 거의  
없는 소독제임. 

이산화염소는 소독이 필요한 
 물질과 선택적으로 반응함 

 이산화염소는 염소계(락스)에 
비해 2.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을 지님 
 광범위한 pH 살균력 보유 

염소 소독 후 박테리아가 
다시 번식하는 현상이 발생하나 
이산화염소로 소독할 경우 이런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음. 

반응성 및 
고도의 
살균력 

무기물  
제거 및 

탈취 기능 

환경친화력 

세균막  
(BioFilm)제거 선택성 

소독 지속성 

무독성 



 

Clo2의 살균효과 

처리 전 활동 세균의 세포 
(세포벽의 외양이 뚜렷함) 

처리 후 죽은 세균의 세포 
(세포벽 파괴와 응고된 핵산물질 모습) 

대상 생물 시간(초) 소멸농도(ppm) 사멸 율(%) 

대장균 41 0.25 99 

바실루스균 150 0.25 99.9 

이-콜리(0-157) 150 0.25 99.9 

포도상구균 150 1 99.9 

살모넬라균 150 2 99.9 

페렴간균 300 0.01 99.9 

포도상구균 300 0.12 99.9 

시가이질균 300 0.01 99.9 

장티프스균 300 0.03 99.9 

고초균 300 1.00 99.9 
진균 150 1 99.9 

순수 이산화염소는 사스(SARS),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MERS) 등 660여가지 바이러스 살균 및 제균을 하여  폭넓은 스펙트
럼에 걸쳐 강력한 박테리아, 바이러스살균제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균 소독제로서의 CLO2의 효능 * 출처: Journal Of Food Protection.Vol.43.June.1980 



 

살균효과 

美 Unichem International Inc (www.clo2.com) 타 살균 소독제와의 살균력,독성,안전성 비교 평가 

비교 항목 
차아염소산 

(HOCI) 
하이포아 브롬산 

(HOBr) 
이산화염소 

(CIO₂) 
오존 
(O₃) 

살균효능 (PERFORMANCE) 

高 pH(High pH) C B A A 

동역학(Kinetics) B B A A 

선택도(Selectivity) C B A D 

생물막(Biofilm) B B A C 

시스템 오염(System Contamination) C C A D 

세균 재생(Bacterial Recovery) B B A C 

환경 (ENVIRONMENTAL) 

트리할로메탄(THM) C C B A 

총 독성(TOX) C C B A 

독성 (TOXICITY) 

기본물질(primary oxidant) B A A C 

반응물질(oxidant reaction products) B C A D 

안전성 (SAFETY) 

사용의 용이성 B B C B 

취급의 안전도 B B C B 

경제성 (ECONOMICS) 

청정시스템(Clean System) A B B C 

오염시스템(Contaminated System) C C A C 

총점(Cumulative GPA) 2.6 2.8 3.3 2.7 



 

 살균효과 

   성분 명    내 용 물 질 

   Sulfides    황화물 

   Reduced Sulfur Compounds    저감유황 화합물 

   Nitrogen Compounds    질소화합물 

   Cyanides    시안화물 

   Phenels    페놀류 

   Ammonia    암모니아 

   Aldehydes    알데히드류 

   Amines and mercaptans    아민, 메르캅탄류 

   THM precursors    트리할로메탄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류 

   Manganese    망간 

탈취 가능 주요물질 

* 참조: 美 VULCAN社 Technical Data Sheet 

각종 세균 바이러스 살균 속도 



 

Clo2 관련학술자료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감염은 인체질병 및 치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며 현재 예방법은 그 효능이 제한
적인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하나, 연구결과 이산화염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을 예방하는 수단으
로서 유용. (NorioOgata外,2007) 

이산화염소 처리가 적색육의 위생적인 안전성 확보와 품질수명연장을 통한 저장성 증대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승환,송경빈外,충남대학교식품공학과,2007) 

염소소독 부산물로서 생성될수있는 THM이 문제시 되고, 오염된 잔류농약, 공장폐수의 페놀화합물과 결
합하여 생성된 클로로페놀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염소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뿐더러 페놀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산화염소가 대체소독제로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정승우, 강준원, 최승일
外, 1993)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이산화염소는 잔류성이 굉장히 적고, 양상추를 대상으로한 살균실험에서도 
위해세균숫자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음. (박지용, 연세대학교생명공학과교수) 

5ppm의 이산화염소는 34ppm의 염소와 동등한 살균력을가짐(박기재外,식품연구원,2008) 

넙치류의 양식 어종에 이산화염소0.455ppm에 노출시킨 결과 에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등 4개박테
리아 병원성세균이 30초만에 살균됨 (박경희外,한국양식학회,2003) 

포도의 선도유지 및 살균을 위해 가스 상태의 이산화염소 2ppm을 훈증살균한 결과 선도 및 저장성이  
향상됨(농촌진흥청, 2009) 



 

작용원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란? 

┃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 ┃ 

                 담당부처 
기준물질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국토 해양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보육시설군] 

공중이용시설 
[학원, 공연장, 업무시설 

등] 
사무실, 작업장 학교 주차장 [2000㎡ 이하] 

근거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

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주차장법 

관리방법 
자기측정, 시설관리자 교육,  

환기설비설치, 신축공동주택의 실
내공기질 측정∙공고 

공기정화시설 교체 ∙ 청
소 

공기질 측정,  
환기설비 가동 등 

정기점검, 환기설비 설
치 등 적정조치 

적정 환기 설비 설치 

측정항목 10개 4개 9개 12개 1개 

미세먼지 [㎍/㎥] 100~200 150 150 100 

CO[ppm] 10 ~ 25 25 10 10 25 

CO2[ppm] 1,000 1,000 1,000 1,000 

NO2[ppm] 005 ~ 03 - 0.05 0.05 

폼알데하이드[㎍/
㎥]] 

100 120 120 100 

총부유세균[CFU/㎥] 800 - 800 800 

라돈[pCl/L] 4 - - 4 

유기화합물[㎍/㎥] 400 ~ 1,000 - 500 400 

석면[개/cc] 0.01 - 0.01 0.01 

오존[ppm] 0.06 ~ 0.08 - 0.06 0.06 

진드기[마리/㎥] - - - 100 

낙하세균[CFU/실당] - - - 1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이란  

대통령령 제25262호로 발표되어 2014.3.23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 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학원, 학교, 식당, 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시설의  

악취 및 공기(테라피)소독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성 있는 법률입니다. 

 



 

언론보도 

┃공공시설 손잡이 ‘세균 우글’ [서울신문]┃ 
공공시설물 가운데 슈퍼마켓의 카트 손잡이가  
일반 세균에 가장 많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지하철과 화장실의 손잡이, PC방의 마우스에서는  
식중독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최근 서울시내와 근교에서 사람의 손이 
주로 접촉하는 공공시설물 120곳의 세균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고 밝혔다. 
조사대상 공공시설물은 지하철 손잡이, 버스 손잡이, 화장실 손잡
이,  
엘리베이터 버튼, 카트 손잡이, PC방 마우스의 손 닿는 부분 등  
6개 분야로 각 20곳씩 조사했다. 
 
조사결과 각각의 공공시설물에서 채취한 120개 샘플 중  
95%에 해당하는 114개에서  
일반세균이 10㎠당 7~1만 7000CFU[Colony Forming Unit]가 검출
됐다. 
채취장소 별 일반세균 검출 결과를 보면 카트 손잡이에서  
평균 1100CFU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이어 PC방 마우스가 690CFU, 버스손잡이 380CFU,  
화장실 손잡이 340CFU, 엘리베이터 버튼 130CFU,  
지하철 손잡이 860CFU 등의 순이었다. 
 
일반세균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장소는 미생물에 많이 오염됐다
는  
뜻이다.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또 지하철과 화장실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PC방 마우스 손잡는 
부분 등 7개 샘플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10㎠당 3~47CFU 검출
됐다고  
소비자 보원은 밝혔다 



 

적용사례 - 학교 



 

적용사례 - 학교 



 

적용사례 - 학교 



 

적용사례   - OO메디칼 



 

적용사례 – 프렌차이즈 음식점 



 

적용사례 - 요양원 



 

적용사례 - 은행 



 

적용사례 – 강당 및 공연장 



 

적용사례 – 조리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39길 18-16 ㈜오로라 
 

☎ 053-585-8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