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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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구조

Before

UV광자 접근

After

단백질로 둘러싸인 RNA

스파이크 단백질

지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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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UV-C 살균기 챔버
UV-C Disinfection Chamber Mini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물품 규격별 살균 예시

1⃞ 2개의 살균 작업 표시등

7⃞ 고순정 메탈 반사판

2⃞ 손잡이

3⃞ 터치패널

4⃞ 시작버튼

5⃞ 타이머

6⃞ 고성능 필립스 UV-C 램프

1⃞

1⃞
2⃞

3⃞
4⃞

5⃞

7⃞ 6⃞

6⃞

제품 특징
 • 고성능의 필립스 UV-C 램프(253.7nm) 채용
 • 4-log(99.99%) 살균율로 높은 효율성을 보장 1)

 • 타이머 설정 옵션으로 UV-C 광선 과다 노출을 방지하고 더 긴 램프 수명을 보장

 • 대부분의 장소와 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호텔, 사무실 등)

강력한 살균 효과
 •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9% 살균
 • 모든 방향에서 UV-C가 조사되도록 설계됨
 • 환경친화적 : 오존 방출 없음, 물품 표면 잔류물 없음

 • 인증 : 안전인증, 광생물학적 안전인증

제품 사양
 • 소비전력 : 36W
 • 무게 : 9.4kg
 • 사이즈 : 470x440x400mm

1) 4-log 살균 근거는 엔지니어링 샘플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필립스 UV-C 살균기 챔버는 공식 출시 전 최종 인증, 테스트 및 검토를 거칩니다. 이로     
   인해 카탈로그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4-log 살균 근거와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Signify는 재량에 의해서 제품의 최종 적격성 평가, 
   테스트 및 검토 결과 근거 또는 기타 근거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종류 물품 사이즈 살균시간 물품 위치에 대한 유의사항 물품 위치에 대한 추천 구성법

작은 물품 1개 100x100x100mm 300초

왼쪽/오른쪽 최소 100mm,
앞쪽/뒤쪽 최소 50mm씩
거리를 둬야 함

큰 물품 1개 200x200x150mm 600초

작은 물품 3개 70x100x70mm 600초
각각의 물건은 최소 50mm씩
거리를 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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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UV-C 살균기 챔버 적용 사례

호텔 객실 

문제/고장 유형 예상원인 해결방법

살균기 작동 이상 전원코드와 소켓 접촉 이상 전원코드를 재연결

퓨즈 이상 퓨즈 교체

전원코드 손상 전원코드 교체

전원공급 이상 전원공급여부 확인

도어(Door)가 제대로 안닫혔을 경우 도어 닫힘 재확인 후 작동

내부 부품 이상 판매점에 통지

UV-C램프 작동 이상 램프튜브 손상 새 램프로 교체

PCB보드(기판)손상 판매점에 통지

내부전선 이상 판매점에 통지

안정기 손상 판매점에 통지

살균기 내부에 이상한 냄새 감지 신제품의 경우 1주일가량 비릿한 냄새 발생 트레이 및 내부청소

사용중인 제품의 경우 냄새 발생 살균기 내부청소

살균기 내부에 연기 혹은 타는 냄새 내부 부품이상 판매점에 통지

9,000시간 이상 사용 시
UV-C램프 밝기가 현저히 저하

UV-C램프수명이 다함 램프 교체

전원이상 혹은 오작동 판매점에 통지

소비전력 36W

입력전압, 주파수 220-240V, 50/60Hz

역률 > 0.8

UV-C 램프 전력 2x18W UV-C 램프(253.7nm)

타이머 설정 180초/300초/600초/900초

조작 터치패널

안전 작동 Yes(도어가 열리면 전원 꺼짐)

동작 온도 10~40°C

사이즈 / 와이어 길이 470x440x400mm / 1.5m

내부 용량 ~48L

하우징 재질 및 색상 / 도어 ABS white  / 강화 유리

살균 효과 4-log: 99.99%

트레이 갯수 1

보관 범위 -20~+60°C

인증 IEC60335/EMC/IEC62471

보증 1년

ROHS/REACH 준수 Yes

UV-C 램프 수명 9000 시간

THD <10%

적용분야(비의료) 호텔, 사무실

필립스 조명제품 고객상담실
TEL : 1670-6147

자가진단 Q&A (제품이상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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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도서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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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살균
TUV PL-L 4W, 9W, 18W, 25W 

시험항목 살균력시험

Escherichia coli
(ATCC 25922)

단위 %

시험방법

4W : 균주와 시료의 거리 15cm, 
3분 UV 살균 / 30cm, 5분 UV 살균
9W : 균주와 시료의 거리 30cm, 1분 
UV 살균 / 50cm, 1분 UV 살균 / 30cm, 
3분 UV 살균 / 50cm, 3분 UV 살균
18W : 균주와 시료의 거리 50cm, 1분 
UV 살균
25W : 병원균(코로나)을 공기중에 분사한 
후 10분만에 99.99% 살균

시험결과 99.999이상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 : 
    T2020-09217, T2020-13525, T2020-04592
※Innovative Bioanalysis report-SARS-CoV-2 시험

강력한 
자외선 살균

DocuSign Envelope ID: 6C5235F5-3B20-470F-9E8A-EEE13CBD8313

TEST REPORT 
using SARS-CoV-2USA-CA1/2020 virus

코로나 바이러스를 균주로 한 바이러스 살균 시험 시험성적서

시험방법 : 에어로졸 살균 시험

제품명 : 필립스 UV-C살균기 벽부형

대상 바이러스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시험성적서

UV-C 살균기
챔버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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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DONG  DETECTION  CENTER  OF MICROBIOLOGY 

  

REPORT  FOR  ANALYSIS 

  

  

  

Report №. 2020FM28817R01E 

Name of Sample Philips UV-C disinfection chamber 

Applicant Signify Luminaires (Shanghai) Co., Ltd 

Test Type Entrustment Test 
                       $检测章$ 

  
  
  
  

  
Address:  Building 66, No.100 Central Xian Lie Road, Guangzhou, China 

Postcode: 510070 

Tel:     +86 20 87137666 

Fax :    +86 20 87137668 

Website : www.gddcm.com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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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DONG  DETECTION  CENTER  OF  MICROBIOLOGY 

          
REPORT  FOR  ANALYSIS  

 Report №.:2020FM28817R01E  Verification Code：54160729     
Name of Sample Philips UV-C disinfection chamber Test Type Entrustment Test 

Applicant Signify Luminaires (Shanghai) 
Co., Ltd Address 

2/F, Building 6, No.1805 Huyi 
Highway, Malu Town, Jiading 

District, Shanghai City, P.R.China 

Sample Source Submitted for Testing by the 
Applicant Sample Quantity One Sample Submitted 

Spec and Lot № 
of Sample 

UVCC090 
State and 

Characteristic 
Machine 

Sample Received 
Date 

2020-10-16 
Test Completion 

Date 
 2020-11-03 

Test Standard and 
Method 

Technical Standard for Disinfection (2002 Ministry of Health P.R.China)- 2.1.5.5 

Item Tested Validation of disinfection efficacy of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instruments 

Test Conclusion 

 
 
 
 
 
 
 
The test data of the sample(s) is attached to the page(s) of this report. 
 
 
 
 
 
 
 
 

 
 
 

Issue Date：2020-11-18        
(Official Seal) 

       $检测章$ 

Remarks Manufacturer：Guangdong Canbo Electrical Co., Ltd. Address：No.268 Qixin Road,Xingtan  
Town,Shunde District,Foshan City,Guangdong Province,China.(provided by the applicant) 

   

Editor: 
 

Verifier: 
 

App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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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DONG  DETECTION  CENTER  OF  MICROBIOLOGY 

  
ANALYSIS AND TEST RESULT 

Report №.: 2020FM28817R01E 
1.Sample pretreatment: Took the analog phone and employee card provided by the applicant as the carriers. The sheet 
was placed in the middle of the sample shelf and acted for 15 minutes. 
2.Test Result: 

Test germ Carrier 
Test  

group 

Average number of 

positive controls

（cfu/PCS） 

Average number of 

testing groups 

（cfu/PCS） 

Killing rate

（%） 

Sterilization 

logarithm 

Escherichia coli 

8099 

Analog phone 

1 3.4×106 20 99.99 5.23 

2 3.7×106 30 99.99 5.09 

3 4.0×106 20 99.99 5.30 

Employee 

card 

1 2.1×106 20 99.99 5.02 

2 2.2×106 20 99.99 5.04 

3 2.3×106 10 99.99 5.36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Analog phone 

1 4.3×106 30 99.99 5.15 

2 4.4×106 40 99.99 5.04 

3 4.1×106 30 99.99 5.13 

Employee 

card 

1 4.2×106 30 99.99 5.14 

2 3.9×106 40 99.99 4.99 

3 3.7×106 30 99.99 5.09 

（Blank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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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020FM28817R01E                               

 
 

 Notice Items 
 

1.  The Test report is invalid if not affixed with Authorized Stamp of Test and Paging Seal. 

2.  The Test report is invalid without signature of verifier and approver. 

3.  The Test report is invalid if being supplemented, deleted or altered. 

4.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the report cannot be reproduced, except in full. 

5.  Unless otherwise stated, the results shown in this test report refer only to the sample(s) 

submitted. 

6.  Any dispute of the report must be raised to the testing body within 15 days after the report is 

received, exceeding which the dispute will not be accepted。 

7.  For the tested sample(s) submitted by the applicant, the sample information in the test report 

is provided by the applicant and the laboratory is not responsible for its authenticity. 

  

UV-C 램프(TUV PL-L 18W) 2개 내장 

99.99%의 강력한 살균
시험성적서

• 99.99%의 강력한 살균
• 특수 고반사율 메탈재질의 반사판 장착
• 앞쪽, 뒤쪽의 UV-C 램프 광원 배치로 UV-C 광입자가 살균기 내부 
   전체로 발산

TUV PL-L 18W×2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