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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 세이프 란 

효과 및 적용범위 

제품 현황 및 주요 납품 실적 

첨부 : 인증서, 시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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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 세이프란? 

 오투 세이프란?    

 이산화염소 특징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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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이산화염소 (ClO2)를  이용한  안전하고  확실한    
 
살균ㆍ소독ㆍ탈취제임 

Cl 

1-1. 오투 세이프란? 

순수 이산화염소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뛰어난  효능을  가진  물질로,  최고 안전 등급 A-1(660여 가지의 바이러스

와 세균 제거)으로  분류한  물질이며,  

유럽 등에서는  먹는 물 소독  및  식품 , 다중이용시설 , 농ㆍ축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산소계  살균ㆍ소독제, 탈취제 입니다. 

 약제 성분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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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온에서  휘발성 있는  라디칼  형태의  가스형태로  저장/운반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생산
하여 즉시 사용하였으나  당사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장기 저장/운반이 가능해져   다양한 상용화  
된 제품을  만들게 됨   

      산소의  강한  산화력에  의해  살균,  소독 기능이  발생함   

   염소계가  아니라  오존과 같은  산소계  소독제로  분류됨 

1-2. 이산화염소란 

 이산화염소는 

 듀폰 이산화염소 소개 

 

While  chlorine dioxide (CℓO2 ) has chlorine in its name,  

chlorine dioxide’s chemistry is radically different than elemental chlorine.   

One atom makes all the difference. 

 

“이산화염소”는 그 이름 중에 “염소”란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화학적으로  염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하나의  원자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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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산화염소의 특징 

 이산화염소(ClO2)의 살균력(효과탁월)  

 H1N1바이러스, 레지오넬라, 살모넬라 등 거의 모든 유해 미생물에 대한 살균능력 보유 

 또한  페놀, 철, 망간, 황화물 제거능력  보유(660여 세균 살균)  

야채/생선 부패, 화장실, 담배 등의 탈취능력 보유, 펄프 등의 표백제에 사용 

 THMs(트리할로메탄류)와 같은 발암성 부산물 생성 없음 

빠른 반응속도(염소의 약 5배), 폭넓은 적용 pH범위(pH10까지 안정된 살균력 보유) 

구        분 대 장 균 황색포도상균 고 초 균 누룩 곰팡이균 

알         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차염소산나트륨(락스) 10 10 >1,000 1,000 

이산화염소 수용액 1 1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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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산화염소 사용기준 

 적용 분야별 이산화염소(ClO2) 농도  

구        분 용          도 사용 농도 

식품산업 
프로세스  살균 소독     100PPM 이하 

원재료 세척, Bottle Rinsing, 과일, 채소, 육류 선도유지       10PPM 이하  

제지 백수 내 Sime Control, 공업용수 소독, Binder 부패방지      1-5 PPM 이하  

축산, 수산용 살균, 소독, 악취제거      5-100PPM 이하  

산업폐수 특정 폐수처리      50-500PPM 이하  

음용수 관련 
탱크 라인, 활성탄 필터, 배관의 살균 소독      40 -200PPM 이하  

Portable Water 살균 소독, 물맛개선     5PPM 이하  

공업용수 및 산업용 Sime Control 용수의 살균 소독     1-20PPM 이하  

악취제거 산업현장 및 생활 악취제거     10-10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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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 세이프 효과 및 적용분야 

 오투 세이프 살균 효과   

 적용분야 및 안전성 

 국내외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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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투세이프 (ClO2)의 살균 효과 

처리 전 활동 세균의 세포 
(세포벽의 외양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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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 가능 주요세균 시간(초) 측정농도(ppm) 사멸 율(%) 

장연 비브리오균(식중독) 60초(10초이내) 10 99.99 

바실러스균(식중독) 60초(10초이내) 10 99.99 

시겔라프렉스네리균(이질) 60초(10초이내) 10 99.99 

리스테리아균(식중독) 60초(10초이내) 10 99.99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10초 미만 1 99.999 

살모넬라 10초 미만 1 99.9 

쉬겔라 10초 미만 1 99.9 

녹농균 30초 1 99.9 

슈퍼박테리아 제균 1 99.99 

신종플루(H1N1) 멸균 3 99.99 
병원성대장균(O-157) 60초(10초이내) 1 99.9 

오투세이프는 사스(SARS),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MERS) 등 660여가지  바이러스 살균 및 제균을 하여  
폭넓은  스펙 트럼에 걸쳐 강력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제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균 소독제로서의 (ClO2)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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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투 세이프 (ClO2)의  적용분야 

일반 산업용, 공조, 선박, 항공,, 농축수산 분야 식품제조, 유통,,저장 분야 

  일반 산업 분야 

- 식당 식품, 식자재 창고  탈취 및 살균  

- 제저현장  악취 및 배출 유해가스  탈취 

- 각종 환경 재활용 공장 내 탈취 

  농축수산 분야 

- 토양 제균, 탈취 (과일, 채소류) 

- 돈사, 계사 등 축사 내 탈취 및 살균 

-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악취제거 

- 양계장 살모넬라균 제균 

- 축산폐수 처리시설 탈취 

- 수산물 매장, 냉동창고 등 탈취/소독 

 빌딩 공조,차량, 선박,항공기 등 분야 

- 빌딩 공조관련 환기시설 내 멸균, 탈취 

-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소독 및 탈취 

- 각종 기자재 및 설비의 멸균/탈취 

 식품가공 분야 

   - 채소 및 과일,육류의 살균 세척 

   - 육류 및 제빵,제과의 살균 및 신선도 유지 

   - 식품용기 및 가공 설비의 살균/소독 

 

  식품저장 분야 

- 과일, 채소 표면의 병원균 훈증 살균/소독 

- 저장고 공간/기자재 살균/소독 

- 양곡, 소맥분, 전분 등 살균/소독 

 

  식료품 유통 분야 

- 과일, 채소 유통과정 부패 방지 및 신선도 유지 

- 각종 농 축산 건어물 변질 방지 및 선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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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병원, 공중,개인위생, 반려동물, 분야  수처리 분야  

 정수시설 분야 
 

    - 먹는 물의 고도화 살균/소독 
  - 하수 및 폐수 소독 및 탈취,  비상 시 식수 긴급 정화 
 
 수 산업 분야 
 

  - 넙치, 전복 양식장 등 해수 살균 
  - 장어, 새우 양식장 등 담수 살균 
 
 레저/스포츠 분야 
 

     - 목욕탕, 수영장 수질관리,  온천, 수상레포츠 시설 소독 
  - 레지오넬라균, 노로 바이러스 등 제균 
 
 빌딩관리 분야 
 

    - 냉각탑의 냉각수 내 레지오넬라균 살균 
 
 제지 산업 
 

    - 펄프제조 공정의 순환수 내 박테리아 제거 

 가정/개인위생/반려동물 
- 신발장, 탁자,카펫의 청결, 소독,  화장실,주방 청소 소독 
- 자동차 실내의 청결, 방취 , 반려동물 냄새 처리 및 공간 소독 
- 구취 제거,무좀균 제어 및 예방 

 
  공공시설 

- 락카, 갱의실 살균 소독  
- 공중화장실, 담배 찌든 냄새 등 악취제거 
- 지하공간의 곰팡이 제거 
- 노인시설의 탈취, 제균 처리(노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 
- 물 수건/티슈의 살균, 소독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유해물질 제거 

 
  의료/공중위생 분야 

- 멸균기 내 멸균가스 
- 의료 장비 및 기구 멸균 
- 병원 내 위생/살균 세척 수 공급 
- 병실, 입원시설 등의 탈취, 살균(노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 
- 동물 병원 내 병원균 전염 예방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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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와  달리  발암 
물질인  THMs, HAAs, 
HANs 등  클로로 
아민이나  클로로 
페놀이  생성하지 않음 

불포화 지방산과  반 응하 
지  않고  악취 원인인  황  
화수소, 메르캅탄류, 페놀 
등을 산화, 파괴시켜 
악취를  제거함  

염소 는  소독후  
박테리아가  다시 
번식하는  현상이  있으나 
이산화염소는 이런 
부작용을 억제 할 수 있음  

2-3. 오투 세이프(Clo2) 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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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산화염소  살균 소독제의  국내외 기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오랜전 이산화염소의 생산과  허가 기준이  있었으나  국내에서의  사용 
허가 기준은 1999년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공시되었음 

-. 세계보건기구(UN WHO) : 안전기준 A-1 등급 부여 
-. 美 환경 보호청(EPA) 공인 21164-3 : 음료수, 공장폐기물 처리, 환경 정화용에 사용허가 
-. 美 식품의약품성(FDA) CAS Reg. No 10049-04-4 : 과일이나 야채, 식품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허가 
                                                                                 식품첨가물, 의료용구소독, 의료기구소독 사용 허가 
-. UN JECFA(국제연합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 :  ADI(인체 섭취허용기준) A급 인정 
-. 美 농무국 식품 안전 조사국(USDA, FSIS) : 식품, 식육 살균 소독에 사용 허가 
-. 美 항공우주국(NASA) : 우주선 내부 또는 우주식의 완전 멸균에 사용 
-. 美 HACCP : 식중독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 소독 공정에 사용 허가 

 해  외 

 국  내 

- 환경부 고시 1999-173호 :“먹는 물 관리법”에서 살균 소독제로 인정 

- 식약청 공고 2003-35호   : 기구 등의 살균 소독용 및 식품 첨가물로 인정 

- 식약청 공고 2007-145호 : 식품 첨가물로 야채, 과일 등의 식품 살균 소독제로 인정 

                                          제과,제빵,제면,어류,육류 기타 가공식품의 살균 및 선도 유지 목적 

                                          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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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투 세이프의 살균, 탈취 기술 메카니즘 

 살균 메카리즘 

박테리아,바이러스의 단백질(세포막 등)의 합성원료인 아미노산 중 –OH, -SH 작용기를 가지는 

serine, tyrosine, systeine, methionine을 산화시켜 산화물을 생성함으로써 사멸에 이르게 함. 

또한 바이러스 RNA와 반응하여 바이러스의 유전적 복제증식을 상실하게 함. 

   R-OH    +  CLO2  ->  R=0 

       R-SH    +  CLO2  ->  R-S=0 

       R-S-R  +  CLO2  ->  R-S-R  

=

0 

 탈취 메카리즘 

탈취 원인물질인 황화수소, 질소화합물을 산화시켜 무취물로 변환시킴. 

       R-SH    +  CLO2  ->  R-S=0 

       R-S-R  +  CLO2  ->  R-S-R 

       RNHR    +  CLO2  ->  R-N- 

=

0 =

0 

Cl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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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O2SAFE-ClO2 염    소 오    존 자외선 (UV) 

저장 효과 6개월 ~ 수시간 수분 - 

생성 원료 
HCI 및 NaClO2 
또는 전기분해 

염소가스,  
차아염소산  

또는 전기분해 

공기 또는 산화,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살균력(산화력) 
염소의 2.5배~ 

5배 
양호 순간 살균력 강함 

색도/ 탁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 

원생 동물 제거능력 높음 낮음(악취유발)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악취제거 능력 매우 양호 거의 없음 없음 매우 낮음 

철, 망간, 페놀 제거 
능력 

매우 양호 없음 없음 없음 

pH 범위 2~10  6.5~7.5 6.5~7.5 - 

부식성 약간 있음 있음 매우 강함 없음 

소독 부산물 
(DBPs, 

Disinfection  
By Products) 

없음 THM, HAA, HAN 등 시아노겐브롬화물 등 없음 

2-6. 소독 약제별 차별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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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성  분 탈취  메카니즘 장      점 단    점 

에어오션 향 마스킹 효과 향기 근본적 제거 아님 

산도깨비 향 마스킹 효과 향기 근본적 제거 아님 

죽초액 천연 추출물 천연 물질 

활성탄 탄소 물리적 흡착 천연물, 비화학적 흡착능 한계 

실리카겔 실리콘 물리적 흡착 천연물, 비화학적 흡착능 한계 

광촉매 TiO2 + 광 광에 의해 TiO2 산화 잔류물 없음 고비용, 고전기 소모 

페브리즈 4급 암모늄 염 + 향 
냄새분자를  4급 암모늄 염 
분자에 가두는 물리적 방법 

(마스킹 효과) 
향기,  비화학적 

냄새분자의 크기가 
다양하여 

 4급 암모늄 염 모든 냄새를 
제거할 수 없음 

O2 safe CLO2  악취물질의  근본적 산화 
악취의 근본적 제거 

환경친화적  ( 환경표지) 

2-7. 오투 세이프와  타 제품 탈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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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의 원인인 유화수소,  메트로캅탄류, 황화수소,  
암모니아, 페놀, 폼알데이드, 암모니아 등에 유효함. 

    O2safe-ClO2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악취성분을 산화하여 분해함. 

    O2safe-ClO2의 탈취제는 악취제거 이후 빛과 공기중에 자연 분해되어  친환경적임. 

    기존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악취의 원인분자를 일시적으로 향으로 덮는 마스킹 효과 

     (탈취효과가 일시적임) 

2-8. 악취제거  메커니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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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현황 및 주요 납품 실적 

 제품 현황 

 주요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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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투 세이프  주요 판매 제품 

생활공간용 (오투세이프 - AF)    

  용량    :  500㎖,    1L,              20L      

 
  생활공간 : 거실, 침실, 신발, 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변기, 지하실, 하수구 냄새, 휘발성냄새 
 
  위생업소 : 호텔, 대중음식점, 취사도구, 식탁, 의자, 쇼파  
                   배탈용 공간 등  
 
  공공장소 : 사무공간, 휴게실, 공중화장실, 대합실, 흡연실 
                   도서관, 미용실, 기타 매장 등  
 
  밀폐공간 : 자동차,비행기,여객선 실내,놀이시설, 탑승공간 

 
  기 타 : 골프장 농약 대체, 녹조제거, 쓰레기 냄새제거 

친환경 식품 소독제 (오투세이프 - F)    

  용량    :  500㎖,    1L,              20L      

 
  식품 첨가물.기구 및 용기등 살균 소독용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설비기구  

 
  식품 및 집단 급식소용 기구  

 
  가정용 주방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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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시설 및 농산물 살균, 탈취제 
 (오투세이프 – F1)    

  용량    :   1L,                      20L      

 
  친환경 농약 대체 소독 탈취제 

 
  노지 및 시설하우스 및 토양살균용  
 
  버섯 재배농장, 양어장 시설 살균용  
 
  잔류 농약제거 효과 

 
  농산물 저장창고 살균용 

 
  야채, 과일 살균 세척용  

생활 탈취제 (오투 존)    

  용량    :  100㎖, 500㎖, 1kg,   20kg    

 
  무 방부제, 무 알코올 제품으로 강력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의 악취 및 세균제거제 

 
  개방 생활공간, 의류, 섬유, 신발,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등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 제거하여 지속효과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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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투 세이프  주요  납품 실적 

 음식물, 쓰레기, 축사 악취제거용 

- 쓰레기 악취 제거용 : 관악구청, 성남시청, 김포시청, 안동시청, 고흥군청   
- 음식물 악취제거용  : 마포구청,  축사,돈사 악취제거용 : 용인 처인구청  

 공간 살균 소독용 

-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객실, 병원, 요양원   
- 학 교: 000여개(교실, 강당), 호텔 : 롯데호텔, 삼정호텔, 프리젠트 호텔, 
-   

 급식 기구 살균 소독용 

-  학 교 : 전국 초,중고등학교    

 오폐수 및 녹조 제거용 

- 병   원 : 아주대병원 오폐수처리시설    
- 골프장 : 잔디, 헤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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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인 증 서        : 환경표지, 식품첨가물   

 시험성적서    : 탈취, 제균, 

 현장 적용 테스트 결과 

   - 구제역, 돈사,축사 탈취, 골프장 조류,녹조제거,  
      청계천 조류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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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증서 및 허가증 

환경표지 인증서 식품첨가물 제조 허가증 



식품의약안전청 (이산화염소 수용액 식품첨가물로 사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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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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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균 능력  인증 시험  

살모넬라균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감소율 :  99.9 % 

살모렐라 대조군 
오투세이프 노출후 
제균된 살모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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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균 능력  인증 시험  

폐렴균, 슈퍼박테리아 감소율 :  99.9 % 

슈퍼 박테리아 
대조군 

 오투 세이프 노출 후 
제균 된 슈퍼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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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 시험(황화수소, 메르캅탄,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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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침출수 처리실험 

구    분 pH 총 세균 수 악취 정도 

대조군 8.07 9,999 매우 심함 

실험군 C 
(300ppm) 

7.66 0 없음 

[구제역 침출수 세균 및 악취 비교] 

시료채취 : 경북 영주시청과 협력하여 현장채취 

<침출수 원액> <오투 세이프 처리후 > 

오투 세이프 를 활용하여 구제역  침출수를  테스트한 결과, 2시간 후 세균이 100% 사멸 되었 

으며,  악취 또한 모두 제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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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축사  탈취실험 

 안성소재 돈사.  축사  탈취테스트 결과,  악취 근원인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황하수소, 메틸      

 메르캅탄  제거  효능의 우수함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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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축사  살균 탈취실험 

용인시 처인구 양계장  및  충북 괴산군  축사  살균 탈취 테스트 결과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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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 농약 대체 실험 

  

브라운 
패치 

대조군 (거의 사멸됨) 

대조군 (거의 사멸됨) 

달라스팟 

  잔디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 대부분 골프장에서 살균제(농약)를 사용해 왔으나, 그 결과 병원균의  내성이 커지고  

    토양미생물의 생태를 파괴하는 등의 환경오염 초래함. 

  오투 세이프로  활용한  잔디 병원균 제균시험 결과, 정균 및 살균 효과가 있었음. 

잔디병원균  시험  진행 현황 

 장     소   : 제주 세인트포 C.C 골프장 

 잔디 수종    :  벤트 그라스( Bentgrass) 

 대상 잔디병원균  :  달라스팟,  브라운 패치 

 적용  농도 :  1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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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조류 (이끼)    대부분  사멸됨 

잔디 적용 시험결과 (바이러스 및 잔디조류제거)  

 잔디조류 발생 원인  : 조류 서식처인  연못물을  관수로  사용, 잦은 관수, 질소 및 인산질 비료사용 등 

 이러한 잔디 조류로 인해  심하면 잔디가  죽게 되며,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됨.  또한 조류가 토양의   철분을 많이  

    흡수하여 잔디의 황화현상을 초래함 

 O2 safe  제품을 활용한 잔디조류 제거시험 결과, 거의 사멸되는 효과가 있었음. 

잔디 조류제거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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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빠른 청계천 조류제거 시험   

ClO2 발생 파이프 설치 

파이프 설치 및 오투 세이프 투입 

•장소 : 고산대교 ~ 신답철교 사이 ,   주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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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4시간  일주일간 오투세이프를  투입시킨  결과  빠른  청계천의  유속으로  인해  조류와  

     오투세이프의  짧은  접촉  시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붙어있던 조류들이  상당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함 

처 리 전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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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및 적조제거 시험 (특허 출원중)  

곤지암 CC ( M5 헤저드) 아리지 CC  

 결과  : 
 
 녹조 제거  작업을  진행한  결과,   녹조와  악취가  
 현저히  줄어 들었음 
 
  - 바위 부분  육안 관찰 가능 

 결과  : 
 4~5시간 내로 수중  클로로필-a  엽록소가  모두  
 제거되어  투명한 색으로 변했으며, 악취 또한 없어짐 
 
 수중 녹조 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  돌에 붙어 발생하 
  는 녹조에  대해서도  현저한  효능이  있음. 

살포  전  살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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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장 악취제거 적용(성남시)  

 오투 세이프는   중화제, 방향제와  달리 악취 원인인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페놀 등을 산화 

 시키거나  구조적으로  파괴해  악취를  제거함으로  쓰레기  및  악취장소에  사용시  악취제거 

 뿐 아니라  살균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음 

 (성남시청은  악취 및  세균제거용으로  쓰레기장  및  악취 민원장소에  사용 중) 

처리장 기계실 

• 황화수소 

   H2S + ClO2  H2S=0, H2SO2 

• 메르캅탄 

   RSH + ClO2  RS=0, RSO2 

• 아민류 

   R3N + ClO2  R3N-O 

• 알데히드 

   CH3CHO + ClO2  CH3COOH 

억취 제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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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 오로라(AURORA)    
        www.iaurora.co.kr 
 
        Tel : 053) 585-8161, 053)585-7001 
         담당자 : 황원철 부장 010-8590-8262 
                     김정기 차장 010-3521-5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