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H·라디칼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디에 적용되는가? 

가장 중요한 산화원 3종류:
-The hydroxyl radical OH·
-산화질소 라디칼NO2·
-오존O3

OH· 는 태양의 조사에 의해 낮시간에 대기화학적으로 생성됨. 초기반응은 310nm이하의 광
조사에 의한 오존의 photolysis 과정이다. 산소 원자가 물과 반응해서 NATURAL OH· 만
들어진다. The hydroxyl radical OH· 은 아주 높은 반응성으로 대기권내의 모든 화학적 산
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병원체의 크기 비교 : Virus는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 



OH·라디칼의 적용 대상 : 박테리아, 바이러스, 알러지, VOC, 악취

Comparative technologies of market



OH·라디칼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바이러스 구성 벽, 지질에 작용해서 산화시켜 사멸



초점: OH·라디칼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

방법1 : 자외선 + TiO2 박막 : 소량
방법2 : 극소 오존(자연 숲 존재 오존량) + 천연 오일(자연 숲 방출향) 

: 상대적 대량 방출 가능

웰리스 제균 청정기 : 방법2 로 천연 숲 정도의 OH·라디칼 생산



웰리스 기기 바이러스 시험결과

수족구병 유발 바이러스 99.99% ( 4시간)

ROTA 바이러스 99% (2시간)

RSV 바이러스 99% (2시간/ Wet condition)

RSV 바이러스 92% (2시간/ dry condition)

시험기관 : 바르셀로나 종합대학 바이러스 연구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대 효과
( 바르셀로나 바이러스 연구소 의견서 : 별첨 참조) 바르셀로나 종합대학 바이러스 연구소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코로나/메르스/사스포함)와
RSV바이러스는 크기 및, proteins 막, RNA핵산구조등에서
매우 큰 유사성을 갖고 있다. 동 연구소에서 웰리스 공기
제균 청정기 ( WADU-02)로 RSV 저감 시험 결과 2시간내에
99%까지 제거되는 시험결과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RSV바이러스 저감율과 유사할것으로 유추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금속등 Hard한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표면 제균력이 매우 중요하다
( Passive 타입의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표면 제균이 안됨) 



 안양 소재 국제나은병원의 시험 측정 ( 8인 입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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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된 병원성 세균 –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화농성연쇄상구균, 폐렴연쇄상구균

 입원실의 경우, 전체적으로 50% 이상 병원성 세균 감소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제균 성능시험결과 : 국제 나은 병원

웰리스 기기 실제 병원균 시험결과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제균성능시험결과:서울 삼육병원 중환자실

웰리스 기기 실제 병원균 시험결과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제균 성능시험결과 :
중국 광저우 제2인민병원 중환자실

웰리스 기기 실제 병원균 시험결과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제균 성능시험결과 :
태국 Maha Sarakham 종합병원 중환자실

웰리스 기기 실제 병원균 시험결과

*시험 수행 업체(Australia)/ 병원명/ 장소/ 기간



Wellis

Hydroxyl radicals (•OH) 은 세포벽에서 수소를 빼어서
결합한다. 이에 따라 박테리아, 균류, 바이러스 등 종합
적인 생태계를 구성하지 못한 유해균들은 사멸하게 된
다. 따라서 라디칼의 전파는 오염원인 VOC를 통해 전
파되고, 이 도중에 만나는 균류는 세포벽이 파괴되며 사
멸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Mechanism for Inactivating Airborne Virus
출처1:Comparison of Infectious Agents Susceptibility 
to Photocatalytic Effects of Nanosized Titanium and 
Zinc Oxides: A Practical Approach” Janusz Bogdan*, 
Joanna Zarzyńska and Joanna Pławińska-Czarnak, 
Bogdan et  al. Nanoscale Research Letters (2015) 10

Mechanism for Deactivating Airborne Allergens
출처2 “Higher Concentrations of Plasmacluster Ions  
Boost Virus Inactivation and Elimination,  Inhibit 
99.9% of Airborne H5N1 Avian Influenza (“Bird Flu”) 
Virus” , Verified in Collaboration with Retroscreen
Virology Ltd. of the UK, August 27, 2008, Sharp 연구
논문

Hydroxyl radicals (•OH) 은 세포벽 파괴는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한 고등생물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내부
적인 항산화작용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자연계에 존
재하는 양을 기준으로 배출하는 Wellis기기의 경우, 유
해성이 원리적으로 없다.



웰리스 기기는 한마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