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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페엔지니어링

우리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 어떤 기술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많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기술, 클린페엔지니어링이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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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미션

우리는 혁신적 기술로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분명하게 개선한다

경영원칙

안 전
안전한 기술과

제품으로 신뢰를

쌓는 경영

윤 리
소통과 배려,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전 문
전문분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인정받는 경영

창 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창의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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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형 공기살균기

Air Sterilizers 

벡스터 (VEXTOR)

Air Sterilizers - VEXTO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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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형 공기살균기 – 

새로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오늘날, 실내에서도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의 부담을 덜고,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세계 최초의 방역형 기체-액체 접촉식 공기살균기 벡스터(VEXTOR)와 함께 

훨씬 안전해진 일상을 경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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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바이러스 파괴 전략

· 국제적으로 인정된 액체살균방식 채택

· 공기 중 바이러스를 소독액 내 포집 

· 포집된 바이러스의 RNA를 직접 파괴

無 필터 / 고강도 자외선 / 플라즈마

· 빠른 순환에 방해가 되는 공기필터 불필요

· UV, 플라즈마 등 감염억제효과가 미약한 방식 배제

· 기체와 액체를 고속으로 접촉하는 특허기술AB 탑재 

다중이용시설에 최적화된 방역기술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 전용

· 감염성 미세입자 및 에어로졸 축적 강력차단

· 다중이용시설 내 상당수준의 감염기회를 억제

바이러스성 감염병 유행에 선제대응

· 코로나19 등 공기전파 성격의 바이러스 억제

·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 상승을 원천적 차단

· 신종 감염병 유행 시에도 상시방역 인프라로 기능

A. The Continuous Fast Reactor including Multi-Stage Impeller with Heat Exchanging Rotor and Stator (10-1928149)
B. Air Sterilizer (10-2237686 / PCT/KR2020/01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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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근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1년, WHO(세계보건기구)에 이어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도 전파되며 공기·비말·접촉 세 가지 경로 중 ‘공기전파’ 첫째로 꼽았습니다A. 이는 바이러스가 

비말(침방울) 위주로 전파된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로 CDC는 관련 방역지침을 

개정했습니다A. 5마이크로미터 (5㎛ = 0.005mm) 이하의 에어로졸에 포함된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1.8 내지 2미터를 넘어 보다 멀리 전파되며, 불특정 다수가 끊임없이 오가는 실내일수록 감염률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Scientific Brief: SARS-CoV-2 Transmission (May 7, 2021) /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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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똑똑한 방역기술

벡스터(VEXTOR)는 HEPA 필터 등 공기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높은 풍량에 따른 필터손상의 우려가 없어) 

어떠한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제품보다 신속하게 대량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불특정 

다수가 끊임없이 출입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상당한 양의 공기도 매우 효과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제품 내로 유입된 공기 중 감염성 미세입자(바이러스 및 세균 등)는 기계식 교반날개의 마찰운동에 의해 

입자가 잘게 분쇄되어 소독액과 완전히 혼합되는데, 이 때 소독액 내 포집된 바이러스 등은 소독성분에 대한 

접촉면적이 최대한으로 증가해 확정적으로 파괴됩니다. 이러한 소독성분 및 바이러스 간의 접촉률은 WHO에서 

권고하는 방역지침(액체살균제로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것)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벡스터(VEXTOR)는 실내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확산을 훌륭한 수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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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액 접촉방식의 바이러스 포집 및 파괴 공정

1. 공기와 소독액이 최초로 만났지만 바이러스는 매우 작아 

소독성분과 쉽게 접촉하진 않습니다A. 즉 단순히 공기를 액체와 

섞는 것만으로는 소독물질에 대한 바이러스의 접촉률을 알 수 

없습니다.

2. 벡스터는 특허등록된 강력한 교반기술로 바이러스에 수증기 

입자를 충돌 및 결합시켜 전체적인 질량을 키우고, 보다 

보편적인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3. 질량이 증가한 바이러스는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 미립화된 

소독액 입자와 관성충돌하게 되고 그 안에 포집됩니다.

4. 이렇게 포집된 바이러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출할 수 없으며 

소독성분에 의해 내부의 RNA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소멸합니다.

소독액

소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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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교

제품 적용면적

30 평형

(100㎡)

60 평형

(200㎡)

90 평형

(300㎡)

※ 주문에 따라 보다 큰 면적 또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계 및 제작 가능

항 목 UV 살균

살균원리

공정구성

공기순환

방역효과

성능저하

결   론

UV 광원

HEPA 필터 → UV 또는 플라즈마 → 촉매오존 환원

플라즈마 살균

플라즈마 분해 (OH-)

벡스터(VEXTOR)
기 – 액 접촉살균

소독액 접촉 및 포집 후 파괴

액체포집 →

접촉살균 → 청정공기 배출

1.5~10㎥/min

유속 높이면 HEPA 필터손상, 넓은 공간에서 순환력 ↓ 

· 전단 필터에서 미세입자 완전제거 후 UV/OH- 살균

· 낮은 순환속도와 미세입자 누적으로 효과 불확실

있음

(다중이용시설 먼지로 필터성능 저하 → 살균성능 저하)

30~90㎥/min

더 큰 풍량으로도 제작 가능

· 소독액 직접접촉으로

확정적 방역

· WHO, CDC, EPA에서

인정한 액체살균

없음

(無필터 방식)

(제한적 조건에서만 기능하는 UV, 플라즈마 방식과 달리)

벡스터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확정적으로 포집/살균하며,

넓은 공간의 대용량 공기도 신속하고 제대로 순환시켜 부유 바이러스의 인체침투 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

A. Brownian Motion : 액체나 기체 속 미소(微小)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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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벡스터(VEXTOR)는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오가는 넓은 공간 내 상시방역을 목표로 고안된 공기살균장치입니다. 

어떠한 필터도 없이 부유 바이러스 및 세균을 99.9% 제거하며, 단순 포집이 아닌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누구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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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특허

다단계 열교환 교반날개 방식의 연속식 고속 화학반응기 (등록번호: 제 10-1928149호)

공기살균장치(AIR STERILIZER) (등록번호: 제 10-2237686호)

공기살균장치(AIR STERILIZER) (출원번호: PCT/KR2020/017279) (※ PCT 국제출원) 

씰링부가 불필요한 회전형 기액 혼합장치 (출원번호: 40-2022-0079777) (※ 22/05/09  출원)

부유 바이러스 제거성능 99.9% (60,000L 챔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유 세균 제거성능 99.9% (60,000L 챔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세먼지 제거성능 83.9% (60,000L 챔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산유체역학 공기순환성능 99% (에이치에스이코리아㈜)

기술 인검·증

국가연구과제 수행내역

기-액 접촉 공기살균 방식의

실시간 방역장치의 성능검증용

실증 장치 제작 (2020)

다중이용시설 실시간 방역을 위한

기-액 접촉식 공기살균 방역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업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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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다중이용시설 부유 바이러스 차단기술 (2021)

YTN 사이언스 : 기-액 접촉식 공기살균기 개발기업 (2021)

매일경제 TV :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2022)

미디어 (방송)

미디어 (신문)

4개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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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신문)

조선일보 기사



17 Air Sterilizers - VEXTOR

FAQ

공기전파란 공기 중 부유하던 병원체가 직접 피부나 호흡기관의 점막 등에 부착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감염자로부터 일정거리만 유지하면 안전한 비말감염(침방울 등)과는 달리 공기감염은 훨씬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전파가 가능하며 특히 밀폐된 실내공간일수록 감염성 에어로졸이 축적되므로 감염률이 상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기전파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WHO(세계보건기구),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EPA(미국 환경보호청) 등 국제적 권위의 주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지난 2020년 10월 유럽 최고의 대학병원 중 

하나인 에라스무스대학교(네덜란드 로테르담 소재) 메디컬센터 연구진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페럿의 폐가 생리학적으로 인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동물실험을 진행,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공기감염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유통 중인 대부분의 공기살균기는 UV, LED 청색광, 초음파, 플라즈마 등을 사용합니다. 

바이러스가 UV에 약한 것은 사실이나 잠깐 노출되었다고 바로 사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충분한 시간에 걸쳐 

노출되어야 유의미한 수준의 살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V 공기살균기의 경우 제품 내로 유입된 공기에 UV를 

조사하는데, 공기 중 포함된 미세먼지 등의 미세입자는 바이러스가 UV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 살균력을 저하시키므로 

반드시 전처리 필터로 걸러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바이러스가 UV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제품을 잠깐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사멸하지 않습니다. 즉, UV 제품이 제대로 된 살균효과를 보려면 제품 내 유속(공기의 

이동속도)이 충분히 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살균할 만큼 느린 유속으로는 실내공기 전체를 순환시킬 수 

없으므로 방역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UV 제품이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험은 UV 자체의 살균력이 아닌 전(前)단계에 설치된 HEPA필터가 미세입자 및 에어로졸 등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추정되며 이 효과는 필터의 한정된 성능과 수명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WHO, CDC, EPA 등은 

UV, LED 청색광, 초음파, 플라즈마 등이 적용된 방식을 모두 ‘대체소독’으로 분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19 확산방지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고강도 UV, LED 청색광, 초음파, 플라즈마로 코로나19를 방역할 수 있나요?

Air Sterilizers - VEXTOR 18

그렇습니다. WHO 및 세계 각지의 방역당국들 역시 액체 형태의 소독제로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독액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접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그 반대의 예로 

WHO는 소독액 분사방식의 방역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소독액이 직접 낙하해 접촉하는 

표면 외에는 살균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기 중 바이러스와 제대로 접촉할 확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차아염소산수(HClO) 등 현행의 액체형 살균제가 확실한 소독물질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클린페엔지니어링의 벡스터(VEXTOR)는 액체살균의 높은 

살균성능은 그대로 활용하되, 기존 방역의 한계를 새로운 기술로 극복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액체살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요?

벡스터(VEXTOR)는 실내공기 전체를 흡입 후 기-액 접촉 방식의 혼합으로 소독액 내 포집 후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혼합과정 중 매우 높은 전단속도(shear rate)가 발생하는데 이 덕분에 유입된 공기와 소독액 모두 입자가 잘게 

분쇄되고 섞이게 됩니다. 극대화된 혼합효과로 소독성분의 접촉표면이 최대한으로 증가, 공기 중 입자를 포집하므로 

바이러스 역시 함께 포집되어 파괴되는 원리입니다.

벡스터(VEXTOR)는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건가요?

소독액 차아염소산의 정식명칭은 ‘하이포아염소산(hypochlorous acid, HClO 또는 HOCl)’입니다. HClO는 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하면 이와 싸우기 위해 인체 내에서도 생성되는 물질(백혈구의 호중구)이며 산, 염기와는 달리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므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이 덕분에 (-) 표면특성이 있는 바이러스 막 내부로 쉽게 침투할 수 있고 

바이러스의 DNA, RNA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만큼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살균력은 락스의 80~120배에 

이를 정도로 우수해 전 세계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벡스터(VEXTOR)는 소독액을 실내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소독액은 바이러스 살균 후 별도의 분리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 내로 회수됩니다. 즉 외부로 배출되는 것은 소독성분이 제거된 청정공기 뿐입니다.

바이러스 살균에 사용되는 소독액은 어떤 물질인가요?

기체의 밀도는 액체보다 약 1,244배 낮습니다 (H2O 기준). 다시 말해 소독액을 실내에 분사하더라도 소독성분이 공기 

중 부유하는 바이러스와 실제로 접촉할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소독액 성분이 바로 닿는 곳 외에는 거의 살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WHO는 분사방식의 방역은 소독효과가 낮고 살균액이 인체에 직접 닿을 우려도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목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공식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요원의 인건비 발생 및 방역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경제, 사회활동이 중단되어야 하며, 방역 후 새 감염자 입장 시 방역효과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독액을 공기 중에 분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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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감염자

밀폐공간 내 감염성 에어로졸의 축적을 완전히 차단

강제적 순환기류로 인체간 에어로졸 전달률 최소화

마스크 착용 없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수행 가능

공기감염 차단으로 
마스크 없이 쾌적한 실내활동

살균 후 살균액은 분리 및 회수되고 제품 내에서만 순환

살균액 성분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

방역 중에도 안전한 실내활동 , 업무수행 가능

실시간 방역 중에도 실내활동 가능

살균액

오염된
실내공기

정화된
청정공기

밀폐공간 내 감염성 에어로졸의 농도를 크게 감소

감염자 출입 시에도 공기감염 차단효과 극대화

성능저하 없이 지속적으로 최상의 방역효과 유지

언제나 든든한 실시간 방역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액체살균제에 직접 접촉시켜야 방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UV, LED 청색광 , 초음파 , 플라즈마 등은 대체소독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코로나 19 확산방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방역용으로 권고할 수 없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 미국 환경보호청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각국 방역당국 지침

국제 보건기구 및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준수

특허출원 고속터빈으로 실내공기 전체와 살균액을 혼합

압도적인 전단속도로 잘게 분쇄되는 공기와 살균액 입자

접촉효과 극대화를 통해 99.9% 이상 살균

살균액과 바이러스를 
완전히 혼합하는 기-액 접촉살균

기계식 고속순환 시스템으로 강제적 기류형성

넓은 면적 내 대량의 공기도 10분 이내 살균

면적별 모델 선택 가능

신속하고 확실한 순환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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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서비스

Engineering Services 

화공설계

에너지 & 환경 플랜트 건설

에너지, 환경, 발전설비 사업개발

Engineering Service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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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설계

Basic Engineering

- Conceptual Design & PFD

- Heat Balance - Mass Balance

- Piping & Instrument Diagram

- GAD - Utility Lay Out

- Short Spec. of Equipment & Instrument List

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 Review of Basic Engineering

- Shop Drawing of Fabrication

- Specification Sheet for Procurement

- Equipment Erection Design

- Route & Isometric Design for Piping

- MCC, Electrics & Wiring Design

- Instrument & Sing Line Diagram

- Civil / Structure / Building Design

- Project Schedule for Design Fabrication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 Project Cost Calculation

Engineering Services - Energy & Environment Plant Construction 24

에너지 & 환경 플랜트 건설

Alternative Fuel (Gasoline & Diesel)

- Which delivered from Waste Plastics

Low Cost Hydrogen

- Reformed from Naphtha which delivered Waste Plastics

CO2 Reduction Process

- Using Carbon Mineralization Technology in Inciner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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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
발전설비 사업개발

- Basic Data Analysis

- Review of Construction Conditions

- Review of Optimal Facilities

- Market Analysis

- Process Conceptual design

- Plan & Schedule for Design, License & Construction

-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Energy - Synthetic Natural Gas Plant

Engineering Services - Business Development for Energy, Environment and Power Plants 26

Power Plants - LNG Combined Cycle Power Plant

Environment

Waste Plastics to

Hydroge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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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페엔지니어링

CLEANFE Engineering 

대표 및 사업소개

CLEANFE Engineering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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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력

구 재 삭 대표

1961 / 화공엔지니어링 경력 36년

국가국가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10812625

중동고(서울), 인하대(인천) 고분자공학과 졸업

환경유해저감장치 / 화공플랜트 및 과학기술 사업개발

원자력 화공/수소, 발전소 사업개발 및 설계용역

폐플라스틱 대체연료 제조플랜트 설계 및 건설

석유/정유화학 개발공정 설계 및 건설

삼성전자 ABS/PS 플라스틱 사업 기술도입 및 지원

2 0 2 2

2 0 1 0

2 0 0 0

1 9 9 0

1 9 8 6

현 재

2 0 2 0 

2 0 0 6

2 0 0 0 

1 9 9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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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실적

업무

조직도

최근 기술개발 실적

2012-2016

초고온가스로(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

- 한국원자력연구원

- 과제책임: 구재삭(위탁)

2017-2019

SI열화학(원자력수소) 공정 연구개발사업

- 한국원자력연구원

- 과제책임: 구재삭(위탁)

최근 논문게재 실적

2016

고온가스로 실증플랜트 실증사업

사전예비 타당성조사연구

- KAERI/CM-2016/0122

2017

고온가스로 실증플랜트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KAERI/CM-2387/2016

2018

SI열화학 수소생산을 위한

신 분젠공정 개념연구

- KAERI/CM-2539/2017

2019

SI 열화학 수소생산을 위한

신 분젠공정 개념설계

- KAERI/CM-2720/2018

2019

SI 열화학 수소생산을 위한

신분젠 공정 개념의 수치적  검증/개선

- KAERI/CM-2813/2019

특허등록 실적

2007

상향식 이동상 촉매에 의한

접촉촉매 분해방법과 그 장치

- 10-0791216 / 특허권자: 구재삭

2010

다운드래프트 방식의

바이오매스 가스화 분해 방법 및 장치

- 10-0995134 / 특허권자 :

   엘콘파워 (발명자: 구재삭)

2010

폐플라스틱의 고압접촉촉매

분해에 의한 가스화방법과 그 장치

- 10-1001012 / 특허권자: 구재삭

2018

다단계 열교환 교반 날개방식의

연속식 고속 화학반응기

- 10-1928149 / 특허권자: 구재삭

2021

공기살균장치

(Air Sterilizer, PCT 국제출원 포함)

- 10-2237686 / 특허권자: 구재삭

2022

씰링부가 불필요한

회전형 기액 혼합장치

- 40-2022-0079777 / 특허권자: 구재삭

※ 벡스터 (VEXTOR) 적용특허:

18, 21, 22년 (3개 특허)

관리부문 기술개발부문 생산부문

대 표

영업부문 자문위원회

총무부 기술개발부 생산 1팀 국내영업부 기술자문

경리부 품질관리부 생산2팀 해외영업부 건축자문

구매부 부설연구소 상품관리부 고객관리부 의료자문

기술지원부 사업개발자문

지삭재산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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