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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캐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시스템

Plasma Air’s Needlepoint Bipolar Ionization Technology Earns 

UL 2998 Validation for Zero Ozon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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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 기체가 초고온 상태로 가열되어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로, 흔히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부른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인공적인 플라즈마 상태로는 형광등 · 수은등 · 네온사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우주에서는 번개, 북극 지방의 오로라, 대기 속의 이온층 등이 이에 속한다. (우주의 99%를 차지함)

플라즈마 양극이온화(BI-POLAR IONIZATION) 란? 
: 저온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수 백만의 양의 (+)이온과 (-)이온을 방출시키는 제품 적용기술.

바이러스제거 적용기술 : 바이러스는 단백질 커버가 있는 RNA가닥으로 스스로 살 수 없어 캡시드(유전물질을 둘러쌓고있는 표면 단백질)
로 둘러 쌓여있으며, 플라즈마 에어에서 발생된 산소 이온은 캡시드(표면 단백질)의 수소 분자와 반응하여 물(H2O)로 탈수되어
바이러스 표면 구조를 파괴함. 

1. 플라즈마의 이해 및 제품 기능

1. 공기중 입자들은 클러스
터를 만드는 이온들에 의해
전하를 띠게 되며 이로 인해
필터에 포집된다.

2. 입자들이 분리되며 재생
산되는 동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산소이온들과
결합하고 소멸된다. 

3. 냄새,가스들과 에어로졸
들은 산소이온과 결합하면
서 중화된다. 

4. 산소이온들은 VOCs와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분자구조를 파괴한다. 

Molecular Expressions : The Influenza(Flu)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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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들이 수분(H2O)성분으로

변하여 공기중으로 분해됨.

1. 이온방출 (“+” 이온 과 “–” 이
온)

H

2. 바이러스와 세균 제거(중화작용)

:이온들이 바이러스 또는 세균의 표면과 접촉하여 OH라디칼 상태에서, 

바이러스및 세균표면의 단백질로부터 수소(H)를 흡수

천장 조명 공기청정 스마트 시스템 바이폴라 이온발생기

Virus Catcher

“바이러스 캐처”의 3in1 시스템

LED 조명 + 공기청정+ 바이러스제거용 플라즈마 이온화시스템



- Ion은 전하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 또는 원자이고, 

다양한 크기로 자연에 존재합니다.

- 오염되지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이온의 밀도범위는 음이온은

큐빅센티미터당 (ions/cm³) 900에서 1,100이고, 

양이온은 1,000에서 1,200입니다.

- 해수면에서 이온 밀도는 보통 음이온은 약 500ions/ cm³ 이고, 

양이온은 600ions/cm³ 입니다. 

- 도시 및 건물내에서 이온레벨은 80%에서 95%로 떨어지고

작은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 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온 밀도가 감소됨에 따라 공기의 질은 떨어지며,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 전하된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이 증가되면 공기의 질은 향상되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차단되어 생존가능성이 희박해 집니다.

- 바이폴라 이온은 정풍량으로 기동이 되었을때 발생되는 이온의 양

은 큐빅센티미터당(ions/cm³) 적게는 15,000 ~ 많게는1,500,000 

이온이 발생합니다.

BI-POLAR IONIZATION:

Nature’s Cleaning Kit

1-1. 이온과 자연환경과의 상관관계



천정형(33m2)

엘리베이터(30평)아파트 전열교환기(50평)공조기용(200-1,000평)덕트 내부용(70-300평)

이온측정기(양이온,음이온)

2.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제품 군

모델: 바이러스캐처 모델: 바이러스캐처(인증 준비중)
천정형(사무실: 33m2)



2-1. 일반 바닥형 공기청정기와 천장형 공기청정기의 비교

천장형 바이러스캐처 일반 바닥스탠드형

공기청정 불가능 지

역 발생

실내 전체

휘산됨



HVAC 중앙 및 개별 냉.난방 공조설비용, 엘리베이터용, 시스템에어컨용, 실내용 등.

업종별 : 다중이용시설, 호텔, 병원, 공장, 학교, 업무용빌딩, 관공서의 중앙냉난방(A.H.U)내부 BAR-Type

장소별 : 아파트 및 주상복합, 엘리베이터, 화장실, 회의실, 사무실, 가정, 소규모 점포 등의 밀집 및 밀폐공간 내부 PA-600

*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제품이 접목된 중앙 및 개별 냉.난방기를 통해 실내로 휘산된 수 많은 이온은
공기중 또는 표면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를 1초 이내 사멸하는 실시간 방역 시스템 이다.

3.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기술 및 분야 – 개별 및 중앙 냉.난방



3-1.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기술 및 분야 – 급기(S·A)덕트내부



바이러스캐처(VirusCatcher)

3-2.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기술 – 조명용 공기제균기

UL-2998오존안전인증 COVID-19 중화테스트 / USA-WA1/2020

프리,VOCs, 헤파 필터 장착 코안다효과 – 360도센터 청정기술 10단계 밝기조절(디밍) 공기질 상태 표시 센서 장착



바이러스캐처(VirusCatcher)

3-2-1.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조명용 공기제균기



COVID-19 시대에는 운전자와 승객의 건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권장 사항 및 솔루션은 버스여행 중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기는 차량 내 바이러스 입자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행 중 감염 위험을 더욱 줄이기 위해 버스 냉, 난방 시스템의 기능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들로 인해 버스 내부의 신선한 공기의 비율을 100 %로 증가시킵니다. 이 적용은 오염된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맑고 쾌적한 실내공기의 재순환과 함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입니다

http://youtube.com/watch?v=rNJY4yupFTo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한 감염 대책 시스템

3-3.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기술 – 차량용



3-3-1.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차량용



미국 인간행동패턴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의 약 81%를 건물, 사무실, 집, 학교 등에서 보내며 6% 정도를 대중교통 또는 자동차 안에서 보내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실내에 갇힌 현대인들은 갇힌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갇힌 실내 공기는 건축자재, 가구, 벽지, 전자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유해화합물로 인해 오염되기 십상이다. 특히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신종인플루엔

자와 같은 공기 감염 질환이 꾸준하게 유행함에 따라 실내 공기오염은 사회 문제로까지 커졌다. 

그렇다면 거대한 밀폐 공간의 실내공기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환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대처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되지 못한다. 몇 년 새 꾸준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과 석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를

개발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감시하고 유해물질을 미리 차단해 공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제어기술 역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3-4.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기술 – 공기순환장치 결합용

1. 공기중 미세먼지 입자들은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온들에
의해 전하를 띠게 되며 이로
인해 필터에 포집된다.

2. 입자들이 분리되며 재생산
되는 동안 박테리아와 바이
러스는 산소이온들과 결합
하고 소멸된다. 

3. 냄새, 가스들과 에어로
졸들은 산소이온과 결합
하면서 중화된다. 

4. 산소이온들은 VOCs와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분자구조를 파괴한다.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의 공기중 바이러스

비활성화를 위한 메커니즘 -

양 이온과 음 이온은 헤마 글루트닌 (생물체에 형성되어 감염

을 유발 하는 표면 단백질)을 둘러싸면

서 하이드록실 라디칼(*OH)

이라고 하는 반응성이 높은 OH                                      

그룹으로 변합니다. 

이들은 헤마 글루트닌 에서 수소

분자를 가져와 결합하여

물(H2O) 로 변합니다. 이온은 분자 수준에서

바이러스 표면 구조(예 : 표면 및 촉수)를 파괴합니다. 결과적

으로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가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3-4-1.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공기순환장치 결합용

소형 공기청정기(AC부착)

스텐드형 에어컨(AC부착) 공기청정기 (DC부착)

시스템에어컨4-WAY(AC부착)

공기청정기 외 (AC/DC부착)



Golf 
Club

Bank

3-5.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기타 다양한 업종군



PC ROOM

KARAOKE

3-5-1.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기타 다양한 업종군



Hotel

Café, 
Restaurant

3-5-2.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기타 다양한 업종군



Office Building

3-5-3.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 적용분야 – 기타 다양한 업종군







플라즈마에어 바(Bar)타입
장비를 이용한 에어샘플링 및
모니터링 측정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G-밸리 비즈 플라자 5층, 
상호저축은행

책임자: Felipe Soberon

측정날짜: 2019년 8월 20일

키워드: BAR, 이온화, 부유먼지
입자, VOC, 박테리아, 곰팡이, 
공기질, 모니터링.

4. 국내 테스트 리포트(구로G-밸리)



결론: 
----------------------------------------------------------------------------------------------------------------------
WellAir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일반적인 관찰 내용

- 공조시스템이 OFF 상태일 경우, 바닥은 가압의 부족으로 공기의 유입이 매우 어려움.
- 매우 자극적인 청소제품들을 사용하여(특히 아침 청소동안), TVOC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 플라즈마 에어 이온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pm2.5를 60%까지 감소시켜 건물의 법적 허용치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TVOC는 41%, 곰팡이의 수는 91.6%까지 감소되었음.
- 결론적으로, Plasma Air Ionization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법적 기준치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고, 좋은 결과(WELL레벨)를 얻게 되어, 

모든 건물 이용자들에게 더욱 개선된 실내공기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질병을 줄이고 건물 내에서의 상주직원 및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1. 국내 테스트 리포트(구로G-밸리)



스페인 소재 리츠 칼튼 파라다이스 밸리 (Ritz-Carlton Paradise Valley)는 2020년

말 개장을 앞두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스페인 국방부 생물학 연구소가 후원

하고, Tayra(스페인 HVAC정화전문기업)가 PLASMA AIR사의 공기 이온화기술을

이용 호텔 내 ICU 병실에서 바이러스 살균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SARS-

CoV-2(CoVid-19)를 대신하여 유사 표본시료인 MS2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를 단 10분 만에 공기중 99%, 표면 최대85%이상 감소된 결과를 스페인 Spanish 

Ministry of Defense Biological Laboratory에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호텔 소유자 및 개발사인 Five Star Development는 Plasma Air사에서 천개

가 넘는 정화시스템(Bi-polar Ionizer) 을 구입하여 전 객실에 적용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보건당국은 호흡기에서 발생한 비말을 1차 전달 경로로 간주하지만,

에어로졸은 접촉하는 표면과 함께 공기중 감염 전달의 가능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입자들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호흡기로 흡입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 국외(리츠칼튼 레지던스 파라다이스 밸리 객실)- SARS-CoV-2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5-1. 국외(리츠칼튼 레지던스 파라다이스 밸리 객실 TEST REPORT)



1. 인플루엔자A 감소율 : 키타사토 환경과학연구소, 일본/   86.6% 감소

2. 공기중 박테리아 및 포자 감소율 :   터키, 이스탄불 약학부/  99.99% 감소

3. 박테리아 감소율 : 미국 캔사스, 에어로졸 기술연구실 / 99.9% 감소

4. 공기중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균 감소율 : 미 뉴저지 시나민슨, EMSL연구소/  99.43% 감소

5. VOC, 박테리아, 스모그입자 감소율 : 홍콩. LAWN환경보호 LTD , 98.6% 감소

6. 먼지입자 및 곰팡이류, 균류 및 포자 감소율 : 뉴욕, 코틀랜드, 인터텍 / 85.8~91.1% 감소

7. 먼지입자 감소율 : 뉴욕, 코틀랜드, 미국/ CADR 120 이상 감소

8. 인플루엔자A 감소율 : 더블린, 아일랜드/ Airmid Health Group Ltd/ 99.9% 감소(10~20분)

9. 홍역바이러스 감소율 : 더블린, 아일랜드/ Airmid Health Group Ltd/ 99.87% 감소

10. 부유세균의 감소율 : 캔사스, 올라스, Aerosol Reaseach & Engineering Lab/ 99.87% 감소

11. 결핵균 감소율 : 더블린, 아일랜드/ Airmid Health Group Ltd/ 97% 감소

12. 표피포도상구균의 감소율 : 더블린, 아일랜드/ Airmid Health Group Ltd/ 99.94% 감소

13. 검은곰팡이포자의 간소율 : 캔사스, 올라스, Aerosol Reaseach & Engineering Lab/ 99.99% 감소

14. 포름알데히드의 감소율 : 캔사스, 올라스, Aerosol Reaseach & Engineering Lab/ 99.68% 감소

15. 이산화질소의 감소율 : 캔사스, 올라스, Aerosol Reaseach & Engineering Lab/ 99.49% 감소

16. 톨루엔, VOC의 감소율 : 스웨덴,트로사, Camfil 기술연구센터/ 99% 감소

17. 포름알데히드의 감소율 : 미시간주, 안 아버, Avomeen Analytical Sedrvices/ 85% 감소

18. PM1.0과 PM2.5의 감소율 : 스웨덴,트로사, Camfil 기술연구센터/ 99% 감소

19. 표피포도상구균의 감소율 : 잉글랜드, 후더스필드, 후더스필드 대학교/ 95% 감소

20. 결핵균 감소율 : 인디아, 뭄바이, Qualilife Diagnostics / 결핵균 사멸 후 나타나지않음.

21. 표피포도상구균과 검은곰팡이균의 감소율 : 미국 켈리포니아주, NASA Ames 연구센터,세포사멸

22. 알러젠(알레르기유발성분)의 감소율 : 카디프, 영국/ Indoor Biotechnologies Ltd./ 54~54.33% 감소

테스트 리포트(국가별)

6. 항목별 / 국가별 TEST 자료



가나가와, 일본

홍콩, 중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더블린, 아일랜드켄사스, 미국더블린, 아일랜드

이스탄불, 터키 켄사스, 미국 뉴저지, 미국

6-1. 항목별 / 국가별 TEST 자료



더블린, 아일랜드노스 캐롤라이나, 미국 캔사스, 미국 캔사스, 미국

캔사스, 미국 트로사, 스웨덴 미시간, 미국 트로사, 스웨덴

후더스필드, 잉글랜드 카디프, UK

6-2. 항목별 / 국가별 TEST 자료



실험 동영상 자료(아래의 주소를 링크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c-HdsATorQ https://www.youtube.com/watch?v=Nryx-kNn-ag&t=16s 담배 연기 테스트

6-3. 항목별 / 국가별 TEST 자료



미국 INNOVATIVE BIOANALYSIS 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 결과 발표(2021년4월 30일 )

7. COVID-19 바이러스 TEST 자료(바이폴라 이오나이저에의한 코로나바이러스 중화작용 실험)



실험: SARS-CoV-2 Neutralization Through Bi-Polar Ionization 바이폴라 이오나이저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중화작용

실험 제품; “PLASMA AIR”사의 “PA-603” 모델

실험에 사용된 바이러스“: “SARS-CoV-2 , USA-WA1/2020 )

이온의양과코로나바이러스의사멸에관한상관성과효율성을테스트 - 세 파트로나누어서테스트함.

1. 1cm^3 당 40,000~50,000 개의 이온발생량을 유지하며 실험 결과 : 30분 이후 극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멸이 나타남.

2. 1cm^3 당 150,000 개의 이온발생량을 유지하며 실험 결과 : 10분 이후 극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멸이 나타남.

3. 1cm^3 당 10,000 개의 이온발생량을 유지하며 실험 결과 : 120분 이후 극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멸이 나타남.

***종특이종의염기서열분석결과: 98%이상일치가요구되는실험에서실험결과 100%일치함으로나옴

(조건: 98%이상일치조건결과: 100% identity with SARS-CoV-2, isolate USA-WA1/2020 GenBank: MN985325.1)

미국 “플라즈마에어”사의 PA600시리즈와 실제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멸 실험 및 효율성 실험결과 , 100% 바이러스 제거됨을 증명(100% identity

with SARS-CoV 2, isolate USA-WA1/2020 GenBank: MN985325.1) : 위 조건은 위험한 실험을 위해 실험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사멸시간은 ion 농도에 의존적이고, 처리시간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국 INNOVATIVE BIOANALYSIS 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 결과 발표(2021년4월 30일 )

7-1. COVID-19 바이러스 TEST 자료(바이폴라 이오나이저에의한 코로나바이러스 중화작용 실험)



존 옥스퍼드 박사는 2017년 에어로졸 사이언스 저널을 통해

에어로졸화된 MS2박테리오파지 실험을 통해 공기중 이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 했습니다. 

이 MS2박테리오파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대체 표본샘플로 사용되며, 다른 기타

SARS CoV-1과 SARS CoV-2및 COVID-19를 발생시키는

RNA바이러스들을 대신합니다. 

이 결과는 SARS CoV-2 에 바이폴라 이온화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 https://pureaircontrols.com/pdf/pure-plasma-

bipolar-ionization_viruses_1pg.pdf

존 옥스퍼드 박사 ( Dr. John Oxford)

: 영국 바이러스 학자, 런던 대학교 퀸 메리 (Queen Mary) 교수

8. 국내. 외 학술자료



스페인 정부 산하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r of the Government of Spain)

에서는 콜드 플라즈마에 의한 바이폴라

( bi-polar ionization) 이온화 기술이

공기를 통한 COVID-19의 공기중 부유

및 흐름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추천 또는 권장

(recommend)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부 추천 자료 ▶ COVID 19( bi-polar ionization) 이온화 기술 국가적 권장

8-1. 국내. 외 학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연세대학교 해외 학술지 발표자료 “Journal of Aerosol Science”: 코로나 비전하 공기이온의 적용 논문

저자: 연세대학교

현준호, 이상구, 황정호

공기중 이온들의 항바이러스 효율성

8-2. 국내. 외 학술자료



본 연구프로젝트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미래계획(NRF-

2015R1A2A1A01003890)을 통한 기초과학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연세대학교 해외학술지 발표자료

8-3. 국내. 외 학술자료



UV광선과 관련된 SARS-CoV-2 바이러스 돌연변이의 발생위험

우리는 바이러스 병원체가 환경 적 힘에 반응하는 위치, 시기, 방법

을 탐지하기위한 고 처리량 핵염기서열(Nucleotide Sequence)에

대한 대량 발견과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여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할 돌연변이의 발생

신호라고 알려진 몇 가지 돌연변이 패턴을 밝혀 냈습니다. 게놈에서

명확한 돌연변이 신호를 갖는 물리 화학적 힘 중 하나는 UVC, UVB 

및 UVA와 관련된 파장 범위의 자외선 (UV) 복사입니다. 전 세계적

으로 분석 된 SARS-CoV-2 게놈 전체에서 UV 광선과 관련된

돌연변이 신호의 비율은 이러한 변화가 무작위로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것보다 높습니다.

원문: https://www.esmagazine.com/articles/101147-some-strategies-to-kill-the-sars-cov-2-virus-may-be-creating-mutations

8-4. 국내. 외 학술자료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가 실내의 건조한 물체 표면에서 최대 3일간, 습도가 있는

환경에선 최대 7일간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보건부는 8일(현지시간) 내놓은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문을 통해 실내 온도(섭씨 20~25도)에서 SARS-

CoV-2 바이러스의 수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부는 안내문에서 기온이 섭씨 4도 정도일 때는 바이러스가 14일 이상이나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환경 온도가 섭씨 37도에선 하루, 56도에선 45분, 70도에선 5분 내로 활동성을 잃는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보건부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기도, 위, 장 등의 상피조직을 통해 인체로 침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티야나 골리코바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다수의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아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감염증을 앓은 사람들을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6천86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아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방역 제한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전체 인구는 1억4천600만 명이다.

골리코바는 또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862만 도스(1회 접종분)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됐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주류이고, 뒤이어 승인한 두 번째 백신

'에피박코로나'가 일부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된 백신 가운데 검증과 운송 과정에 있는 물량을 제외한 530만 도스 정도가 이미 지역에 공급됐다고 덧붙였다.

원본: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8174251080?input=1195m

8-5. 국내. 외 학술자료



영국 BBC뉴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에게 더욱 빠르게 전염됨.

It is now thought the new variant spreads 50% to 70% faster 

than other forms of the virus.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들보다 50%~70% 더

빠른 것으로 예상됨.

A recent study of infections in schools in England found that 

levels of the virus in school-age children reflected levels in the 

local community, suggesting that closing schools would only 

have a temporary effect :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폐쇄를 제안함.

원문: https://www.bbc.com/news/uk-55406939

8-6. 국내. 외 학술자료



The emergence of fast-spreading coronavirus variants has 

once again put a spotlight on the role of children in the 

COVID-19 pandemic. Early data on one new variant had 

suggested that it was spreading more in children than in 

adults compared with other lineages. But researchers now 

suggest the variant is spreading more efficiently in all age 

groups, allaying those fears.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다시 어린이

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한 초기 데이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른

집단에 비래 성인그룹보다는 어린이 집단에서 더 많은 전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0139-3

8-7. 국내. 외 학술자료



타사 플라즈마 이온 제품과 당사 플라즈마 에어 제품 비교

Dust Particle Reduction Against Competitive Products 당사 (Plasma Aair) 모델: PA 101-C

경쟁사 테스트 모델: 
White-Rogers SST1000 / Honeywell F300E /  
Lennox Ionic Breeze 3.0  /  Bentax 100C

부유먼지들의 정화율(CADR)

미국, 코네티컷, 페어필드

9. 기술 비교 자료



광 플라즈마(UV-Plasma) 장단점.

1. 장점: UV 접촉면 표면접촉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2. 단점: 많은 오존의 발생(가장 큰 단점). 

3. 최근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다고 하며, 발암 가능물질군에 속한다(위키피디아 참고).

4. 산소종 과 프리라디칼의 촉매는 “ 수억분의 1초 – 수백만분
의 1초” 발생 후 즉시 사라진다.실내의 표면, 공기중으로 날
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파괴 하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
다(광 플라즈마 판매업체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취함).

5.     1년에 1회씩 UV램프를 교체 하여야 한다.

플라즈마 에어(Bi-Polar Ionization) 장단점.

1. 경제적인 관리 운영비 없음( 니들 포인트타입: 10년 이상 유
지보수 교체 비용 없음) 

2. 플라즈마 양이온 과 음이온이 공기중으로 휘산 하여 공기중
의 부유물 및 표면 바이러스를 90초 이내까지 생존하여
바이러스를 사멸한다.(이온 발생량을 측정기로 측정).

3. 오존이 발생 하지않는다(북미 전기전자제품 안전마크 및 미
국 정부기관 인터텍 인증 UL인증서 첨부). 

Bi-Polar Ionization(USA)      & UV Photo-Plasma  

9-1. 기술 비교 자료



9-2. 기술 비교 자료



해외 운용사례

세계에서 가장 큰 육가공포장
회사에 플라즈마 에어를 설치
하여 코로나 COVID-19의 공
기중 전파를 방어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 항바이러스 기술의
Novaerus제품을 기부

세계 최대 철도 시스템중 하나인 사우
디 아라비아의 리야드

폴란드 최대 복합건물

John F Kennedy 국제 공항 뉴-TWA호텔

10. 실적 현황



10-1. 프로젝트 현황



안전인증(오존, UL 2998)

특허 안전인증(ETL)

UL

11. 특허 및 인증 현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PA 601
PA 602
PA 603

PA 604
PA 664

11-1. 특허 및 인증 현황



바이러스캐처 인증 현황

11-2. 특허 및 인증 현황(Virus Catcher)

안전인증(KC)                           에너지효율인증 전파인증 CA인증



http://www.besteni.com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706~707호 (영천동, 동탄비즈타워)

전화 : 1661-1174 (대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