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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구조

Before

UV광자 접근

After

단백질로 둘러싸인 RNA

스파이크 단백질

지질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UV-C의 효과

• UV-C 방사선은 세균, 바이러스 및 포자의 DNA와

   RNA1) 를 파괴하여 무해한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

   니다. UV-C에 내성이 있는 미생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2)

• UV-C 기술은 40년 이상 병원과 정부 건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3)

• 대부분의 UV-C 솔루션은 형광등과 LED 광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DNA와 RNA* : 유전자로서 RNA는 핵산이 있어 특정한 힘이 없어도 다른 원자들과 공유 가능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
2) 박테리아, 원생동물, 바이러스 및 조류의 증분 로그 비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Fluence 
    (UV 용량)는 Benoit Barbeau, Harold Wright(1999), Karl G. Linden의 초기 연구와 Gabriel 
    Chevrels(2006), Eric Caron(2006)의 내용 검토를 거쳐 Adel Haji Malayeri, Madjid 
    Mohseni, Bill Cairns 및 James R. Bolton에 의해 수정, 업데이트 및 확장되었습니다. 
3) EPA 보고서, “공기 중의 화학/생물학적 바이러스 방출에 대한 건물의 구조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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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작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 설정 
타이머는 원터치 작동으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다양한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트레이, 
상단 트레이는 살균할 물건의 크기에 따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UV-C 선량 최대화를 위한 최적화된 창 크기. 
창의 파란색 빛은 진행 중인 살균 주기를 시각적
으로 표시합니다.

램프 안전 커버는 트레이 접근 시 램프를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살균기는 도어가 안전하게 
닫혀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살균기 작동 중 램프 고장 시, 
정면 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UV-C 램프는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해야
    합니다.

Large
UVCC 300 (323 리터)

Small
UVCC 100 (66 리터)

Medium
UVCC 200 (112 리터)

살균기가 작동하는 동안 실수로 문을 
열게 되면 UV-C 노출 방지를 위해
UV-C 램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필립스 
UV-C 살균기
UV-C Disinfec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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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 4-log 살균2)

신속성
• 4-log 로 몇 분 만에 물체 표면 살균 2) 가능(99.99 %)

친환경
• 화학 물질이 없는 살균, 물체 표면 잔류물 없음
• 사용 환경에 대한 부수적 손상 없음
• 오존이 없음(오존은 유독 가스이며 자극을 유발합니다. 특히 천식,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안전성
• 이 제품은 안전 표준 IEC 62471을 완벽하게 준수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 이 제품은 UV-C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가 
    안전하게 닫혀있을 때만 작동하며, 살균 동작이 활성화됨
•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UV-C 노출 차단 방지

견고성 
• 최대 6Kg의 물체를 놓을 수 있는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트레이
• 쉬운 사용, 원터치 동작

특징 
및 장점

UV-C 챔버 살균기는 의료 기기 이외의 물건 표면을 살균하는데 사용합니다. 
UV-C 는 직접 조사된 표면에서 많은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살균
할 수 있습니다. 1)

UV-C 챔버 살균기에 최적화된 4-log를 제공하는 필립스 UV-C 램프
(253.7nm)는 정상 작동할 때 99.99% 살균이 가능합니다. 2)

UV-C 챔버 살균기는 다양한 물건의 표면을 살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UV-C 챔버 살균기는 의료 기기로의 승인 및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박테리아, 원생동물, 바이러스 및 조류의 증분 로그 비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Fluence(UV 용량)는 Benoit Barbeau, Harold Wright 
(1999), Karl G. Linden의 초기 연구와 Gabriel Chevrels(2006), Eric Caron(2006)의 내용 검토를 거쳐 Adel Haji Malayeri, Madjid 
Mohseni, Bill Cairns 및 James R. Bolton에 의해 수정, 업데이트 및 확장되었습니다. 
2) 4-log 살균 근거는 엔지니어링 샘플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필립스 UV-C 챔버 살균기는 공식 출시 전 최종 인증, 테스트 및 검토를 
거칩니다. 이로 인해 카탈로그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4-log 살균 근거와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Signify는 재량에 의해서 제품
의 최종 적격성 평가, 테스트 및 검토 결과 근거 또는 기타 근거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UV-C Disinfection Cha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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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UV-C 살균기

Large(UVCC 300) Medium(UVCC 200) Small(UVCC 100)

휴대폰, 지갑, 소품
패키지 상품
식기
화폐

휴대폰, 지갑, 소품
패키지 상품
커피 스테이션
화폐, 외부 문서

휴대폰, 지갑, 소품
패키지 상품
우유 팩, 과일, 채소
화폐

220-240V, 50-60Hz 220-240V, 50-60Hz 220-240V, 50-60Hz

140W 80W 64W

254nm 254nm 254nm

최대 20분
타이머 설정 단위 : 2/5/10 분

최대 20분
타이머 설정 단위 : 2/5/10 분

최대 20분
타이머 설정 단위 : 2/5/10 분

Yes Yes Yes

버튼 버튼 버튼

Yes(도어가 닫혀있을 때만 전원 자동 켜짐) Yes(도어가 닫혀있을 때만 전원 자동 켜짐) Yes(도어가 닫혀있을 때만 전원 자동 켜짐)

Yes(도어 오픈시 전원 자동 꺼짐) Yes(도어 오픈시 전원 자동 꺼짐) Yes(도어 오픈시 전원 자동 꺼짐)

10-40°C 10-40°C 10-40°C

1700x560x560mm 660x560x560mm 450x560x560mm

Yes No No

강화 유리
(작은 유리창이 있는 도어)

강화 유리
(작은 유리창이 있는 도어)

강화 유리
(작은 유리창이 있는 도어)

Follow WS 628 Follow WS 628 Follow WS 628

99.99%(4 log) 99.99%(4 log) 99.99%(4 log)

4 2 1

Yes Yes Yes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IEC 60335/EMC IEC 60335/EMC IEC 60335/EMC

1 년 1 년 1 년

제품명

적용 분야(비 의료)

입력 전압

UV-C 램프 전력

UV-C 램프 파장

타이머 설정

오존 프리

제어 방법

안전 작동

도어 개방 보호

동작온도

사이즈(H×L×W)

휠

도어 방식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살균 테스트

살균 효과

트레이 갯수

트레이 분리 여부

하우징 재질

GM 승인

보증
UVCC 300

UVCC 200

UVC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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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병원

학교

산업현장

사무실

호텔

레스토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