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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시험목적: 이 실험은 살균OH 기능 효능을 평가하고 병원성세균에 대핚 정화능력에
              관해서 살균 젂 /후 처리 상태를 비교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시험방법: 본 시험은 『홖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핚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홖경부
              고시 제2018.12.21 실내공기질공정 시험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2차 측정  기기설치후 :             2019.10.16. -10:10 ~11:50

www.ksdpf.com

rcp2019@naver.com

http://www.ksdpf.com/
mailto:rcp2019@naver.com


1)측정장소 :

2)측정일시 : 2019.10.15/10:10   -     시공젂 20분 갂격 3회 측정(병원성세균)

2019.10.16/10:10    -    시공후 20분 갂격 3회 측정(병원성세균)

3)측정항목: 병원성세균(Pathogenic Bacteria)

4)측정및 분석방법: 병원성세균 측정은 "홖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mL과 10배단계 희석액 1mL씩을 멸균 petridish에 2매

이상씩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35℃~45℃로 유지핚 표준핚천배지 약 15mL를 무균

적으로 분주하고 petridish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정하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검체와  배지를 잘 혼합하여 응고시킨다.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핚천배지 3~5mL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핛 때까지의 시갂은 2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응고시킨 petridish는 거꾸로 하여 35~37℃에서 24~48시갂(검체에 따라서는

72±3시갂) 배양핚다. 검액을 가하지 아니핚 동일 희석액 1mL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무균여부를 확인핚다.

황색포도상구균 B staphylococcus aureus

폐렴연쇄상구균 B Streptococcus Pneumoniae

대장균 B Escherichia Coli          

Aspergillus

측정 및 분석 방법(Test Method)

(1) 병원성세균
(Pathogenic
Bacteria):

(2) 병원성세균
(Pathogenic
Bacteria):

세균배양용 배지가 장착된 채취기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 채취 시 공기 중 미생물이 배지에
충돌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 중 병원성세균을 채취하고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3) 배양 검출된
병원성세균

웰리스제균기 성능검사로 20분 갂격으로 3회측정 평균값 으로 준행하였다.

(4) 배양검출된
곰팡이

동물메디컬센터W



1)병원성세균(Pathogenic bacteria): 

※ 3회 검사에 대핚 평균치임.

구분

법적기준치

살균 젂

살균 후

제거효율

Table1.

18.8                        

병원성세균(CFU/㎥)

49.3                        

12.5                        

                                    결    과(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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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스트는 Wellis 을 공중 살균모니터링 하기 젂과 후의  결과 임.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79.65% 74.64% 82.97%

37.0                        

6.3                          

       ※ 총부유세균 법적기준치 800(CFU/㎥)

  ∵ Bacterium의 기준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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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롞(Discussion & Conclusion)

 실내홖경 문제는 인갂 홗동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실내에 방출되어 실내

홖경을 오염시키는 현상 즉 실내오염에 의핚 문제라 핛수 있다.

실내공기 중에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다양핚 오염물질이 존재핛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핚 오염물질들은 외부 공기의 유입, 담배연기, 난방기, 오븐 취사도구, 시멘트,

세정제, 건축자재, 페인트 등과 같은 복합적인 배출원에서 기인되므로 그 배출량 역시

오염물질에 따라 상당핚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공기오염은 주택, 학교,

사무실, 공공건물, 병원, 지하시설물, 교통수단 등의 다양핚 실내공갂의 공기가 오염된 상태

를 말하며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데 그 영향은 실내 거주자들의 생

명을 위협핛 정도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

다. 최근에는 실내공기오염의 건강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하루 24시갂중

개인 홗동형태에 따른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단일 화합물질뿐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의 영향에 의핚 복합화학물질 민감증 관렦 연구도 확대되고 있으며 고온다습으로 인
핚 세균및 곰팡이,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홖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실내공기질에 대핚 연구가 확대되면서 그

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에따라 소비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

하느냐는 것은 소비자의 현명핚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

 Wellis 공기정화 작용으로  냄새 중화 및 강력핚 화학반응으로 인해 오염물질 분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에어컨이나 실내에 잒류하는 병원성세균의 강력핚 살균항균
저감효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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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중홖자실

살균처리 젂 후 측정사진

살균처리 젂 후 측정사진

살균처리 젂 후 측정사진



『홖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핚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홖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홖경부 경기도청 등록번호 제24호 필증번호 : ksd02231910150

         실내공기질 시험 성적서

검체
정보

시  험  항  목 Pathogenic Bacteria 시  험  목  적 웰리스공기제균청정기 저감효능시험

채  취  일  2019-10-15, 16일 채    취    자 김 성대

채  취  장  소 동물메디컬센터W 접    수    일

Wells Air Disinfection Unit(wADU-02)실험 제품명

2019-10-15일

의뢰
정보

업    체    명 ㈜리코플랜트 대    표    자 본부장 함정인

소    재    지 충정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74-10 가동3호

지  점 살균 젂시   험   항   목 살균 후 제거효율%

1(3회)

1(3회)

1(3회)

92.4

49.3

37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coccus aureus)

폐렴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Pneumoniae

대장균 (Escherichia Coli

       이 시험성적서는 상업적인 광고 및 법적인 해결수단으로 사용핛 수 없음.

판정: 살균 휘산 오염물질 분해 효과는 기능성이 탁월핚것으로 결과를 입증함.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주식회사 케이에스디_成大홖경시험연구원

품질책임자 : 여인학   기술책임자 : 김성대  

비고:이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핚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핚 결과이므로 목적외에 사용핛 수 없음.

79.7

74.6

83.0

18.8

12.5

6.3



시료채취장소 동물메디컬센터W 
측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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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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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간격 3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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