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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세균의 감염관리 문제점

슈퍼박테리아 감염 매개체는
기기, 비품, 병상 등 환경입니다.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NATURE MICROBIOLOGY)에서는 
2020.10.26 슈퍼 박테리아의 생존율 및 원내 감염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제됐다. 

( 캠프리지 연구진, 게놈 시퀀싱 통한 전파 경로 연구를 공개  DOI.ORG/10.1038/S41564-020-00806-7 )

내성을 갖는 이패시움 (E. FAECIUM) 에 오염된 병동에서  소독을 완료하였으나,
    병상의 41%, 공동 욕실의 68%에서 검출되었으며,
    의료기기의 36%,  환풍구의 76%에 존재했다.

내성을 갖는 이패시움 (E. FAECIUM) 에 감염된 환자를 격리한 뒤 그 환자가 머물렀던 병동 전체를 3일간에 걸
쳐 모든 수단을 통해 방역 조치를 완료한 후에도 9%에서 여전히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

멸균-소독 참고 : 참조

    슈퍼박테리아, 결핵 등 저항성 세균 감염 관리는 멸균 (STERILOZATION)이 아님.

    의료관련감염병 세균은 아포 (芽胞；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항생제와 살균제에 노출되어 득한 저항성은 계속 복제.

A 항생제,

병원균 슈퍼박테리아

수평적 유전자 이동에 의한 슈퍼박테리아 진화 과정

B 항생제,
항생제 저항성
살균제 저항성

C 항생제,

살균제 노출
A 내성균

살균제 노출

B 내성균
유전자 획득

살균제 노출
C 내성균



공간 소독 방법 비교

공간소독기 “Cloo 클루” 사용

    높은 수준의 소독을 수시로 시행하여야하는 침습 공간은  장기 노출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

    소독의 정도를 확인 가능해야 과도한 살균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음.

확 산 방 식 

이산화염소 오존 과산화수소 살균제 음이온

살생물질 ClO2 O3 H2O2 @ 핵종물질, 오존

음영
기체 기체 액체 액체 기체

비중 1.6 비중 2.4 무거움 무거움 비중 0.5

산화력 약함 심각 강함 약함 -

내성 없음 없음 없음 발생 없음

발암등급 없음 논쟁 3군 1,2군 1군

잔류 없음 공기 중에
반감기 3H

공기 중에
반감기 10H 잔류 반감기 9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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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1 
01 1일 8시간 노출 안전기준인  0.1PPM을 설정하고 소독을 시행.
02 이산화염소 가스는 0.03PPM 이하에서 아포,  미생물을 제한없이 소독.
03 공간에서 정성적 멸균을 시행.

사용예 2 
01 침습 행위가 있는 공간에서 살아있는 미생물 전부를 제거.
02 “CLOO 클루” 기본 설정은 0.1PPM_8시간이며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가 잘 유지 되었다면 살아있는 미생물은 전부 제거.
03 농도 유지와 시간으로 소독 수준(CHEMICAL INDICATOR)을 벨리데이션.

사용예 3
01 차단 된 공간에서 의료기기, 비품, 병상 등에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
02 정량적 소독을 시행.

사용예 4
01 종사자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02 종사자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0.05PPM으로 낮추어 사용.
03 소독은 감염의 위험성과 살균제의 위해성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



공간에서 저항성 감염병 관리

황산 염산 레몬 포도 김치 커피 우유 증류수 바닷물 비누 제산제 암모니아 시멘트 표백제 양잿물

살균제 선택 시 검토 사항 
01 제한 없는 살균제 (EX : 알코올은 결핵균 제거하지 못하며 내성만 키움)

02 내성(저항성) 발생 없는 살균제 (내성이 발생하는 살균제 선택과 소독은 성공할 수 없음.)

03 살균 과정에서 발생하는 THMS 등 유해 부산물이 생성되는지 확인 되어야 함.

멸균-소독 참고
01 슈퍼박테리아 관리 측면에서는 멸균이 필요치 않음.

 (항생제, 살균제 저항성 세균은 아포 (芽胞；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

02 내성균이 일부 남아 있다면 내성균의 저항성은 계속 복제 됨.

소독과 안전 확인
01 종료 후에 살균제가 제거되었는지 얼마나 잔류하는지 확인되어야 함.

02 발암물질은 분자 하나가 암세포 하나를 만듬.

03 안전기준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장기 노출 종사자에서는 위험할 수 있음.

04 정기적인 생물지표(BIO INDICATOR)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 함.

살균제 선택 시 검토 사항 : 참조

7 8 9 10 11 12 13 146543210

PH<< 산    성 알카리성 >>

락스
NaCIO

차아염소산수 (HOCl) 살균력
99.7% 96.8% 75.2% 23.3%

미생물 성장 가능 범위

Cloo 클루 살균 범위
이산화염소(CLO2)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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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o 클루 사용시 주의사항 이산화염소(ClO2) 개요

# 사용 전 주의사항

01 안전하지만 종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권함.
02  가스 농도 유지를 위해서 공조기(음·양압)를 끄고, 문, 창

문은 닫아야 함.
03 헤파필터 공기청정기와 병행 사용 가능함.
04  흡착 방식의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공기청정기와 동시

에 작동 금지.
05  직사광선(자외선) 등이 직접 비추는 환경에서 사용 금지.
06  전열 기구(100°C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는)와 동시에 사용

금지.
07 겔 고형물이 남아 있어도 이산화염소는 없을 수 있음.

# 사용 중 주의사항

01  장치가 동작하는 중에 장치 가스 발생부 내부를 절대 들
여다보지 말아야 함.

02  동작 중 팬 부분은 희석되어도 0.5PPM 이상이 토출되니 
가까이 냄새 맡지 말아야 함.

03  의도한 농도에 미달하는 경우는 용량, 환경, 고장을 확인
해야 함.

# Cloo 클루 장치관리 주의 사항

01  장치 전원을 켜면 3분 동안 교정을 시행하며, 이후에 가스 
발생이 시작 됨.

02  FAN이 동작하지 않으면 가스 발생도 중단 됨.
03  소독 과정이 종료되면 가스 발생이 중단되고 팬은 60분 

더 가동 됨.
04  장착된 센서는 소모품이며 1년 주기로 교정이 권장됨.
05  소독기 사용 이력은 수정할 수 없으며 2,000회 이상 보관 함.

# UV-GEL 주의사항

01  공간 소독기 “Cloo 클루”에 장착하여 사용 함.       
02  다른 화학물질(산)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함.
03  섭씨 60도 이상에 노출하지 말아야 함. 
04  옷과 접촉하면 탈색이 됨.
05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겔 용기의 뚜껑을 닫아 직

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어두운 곳에 뚜껑을 닫아 
보관.

06  겔, 잔류 물질은 유해물질이 아니며 일반 소각쓰레기로 처리.

# UV-GEL 응급처치

01  눈에 들어 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함.

02  피부에 접촉된 경우 비누와 물로 완전히 씻어야 함.

#  저농도 이산화염소 CLO2 

01  산소 2개와 염소 1개로 이루어진 적황색 기체.
02 염소, 오존과 비슷한 냄새 가짐.
03  발암등급 없으며 산화(살균)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하

지 않음.
04 자외선과 열에 빠르게 분해 됨.
05 농약, 중금속 등 화학성분 제거로 탈취 효과 탁월.
06 살충 효과 없음.

#  이산화염소(CLO2) 인증 현황

EPA (미국환경보호청)
·  음용수 정수 처리 시 발암물질인 THMS를 생

성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살균·소독제로 
이산화염소 사용 가능.

·  탄저균 테러로 인해 폐쇄된 미국의원회관의 
살균·소독에 이산화염소 사용.

WHO (세계보건기구)
·  이산화염소는 안정성에 있어 식품 첨가물 중 

가장 안전한 기준인 A-1 등급.
·  이산화염소 0.1 PPM 내에서 8시간의 인체 

노출 허용.

FDA (미국식품의약품안정청)
·  과일이나 채소, 식품용기 등의 세척에 이산화

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음.

KFDA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정청)
·  이산화염소수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살균 목

적으로 사용 가능.

환경부 (1999-173호)
·  먹는 물 관리법에서 살균·소독제로 인정. 

(1PPM 이하)
·  살균 목적 (식약처), 유기농산물 가공보조제. 

(농림축산부) 

Cloo
Product Catalogue



ABC MEDICAL 인증 관련

Cloo 클루 제품 사양

    국내 유일 현장제조 IN-SITU 이산화염소 공간 소독 장치 제조사 ABC MEDICAL Co., Ltd.

모델명 Cloo 클루 

외형

기본형
본체 + 가스발생기 1EA

300(W)*300(L)*300(H) mm

확장형
본체 + 가스발생기 3EA

600(W)*300(L)*300(H) mm

용량
기본형 50~100m³  (5~10평 높이3m)

확장형 150~300m³  (15~30평 높이3m)

무게
기본형 9kg

확장형 15kg

소비전력
기본형 30W

확장형 90W

입력전기 AC 100~250 / 50_60Hz

SMPS DC12V * 12.5A

사용온도 0 ~ 45 ℃

    이상적인 살균제 이산화염소 가스 컨트롤은 ABC MEDICAL 에서만 가능

    특허 제10-2143655호 이산화염소 가스를 이용한 소독 장치

    특허출원 제2020-0084662호 이산화염소 가스 발생 키트

    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www.abcmedical.co.kr



공간소독기 Cloo 클루 동작 화면  

시험성적서에 따른 정량적 소독 수준

    공간 내부를 정량적으로 소독함.

    살균 중 출입 가능.

    살균제 제거 공정 없음.

    살충 효과 전혀 없음.

    시험성적서 홈페이지 참조.

대장균
Escherichia coli 99.9%

녹농균
Pseudomonaz aeruginosa 99.9%

황색포도상-균
Staphylococcus aureus 99.9%

폐렴균
Klebsiella pneumoniae 99.9%

MRSA(슈퍼박테리아)
Staphylococcus aureus subsp aureus 99.9%

칸디다균
Candida albicans 99.9%

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mutans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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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씨메디칼 주식회사]

05835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힐스테이트에코 오피스 722호

TEL 02.6949.0635,    FAX 02.690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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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eisseria
 Gonorrhoeae

02 Acinetobacter
 Baumannii

03  Staphylococcus
 Aureus (MRSA)

04 Burkholderia
 Cepacia

09 Klebsiella
 Pneumoniae

10 Streptococcus
 Pyogenes

05 Pseudomonas
 Aeruginosa

06 Clostridium
 Difficile

07 Escherichia
 Coli (E.COU)

08  Mycobacterium
 Tuberculo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