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합금 REDOX PROCESS를 이용한

구제역,조류독감 바이러스 방제장치
AOP(고도산화기법)의 일종으로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한 자체의 REDOX 반응작용으로 살균, 곰팡이
및 슬라임 제거, 녹조류 방지, 악취제거, 스케일 방지, 중금속제거, 녹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기술로서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환경처리 기술입니다

2013. 12

주소: 642-971,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7-1 창원SK테크노파크 메카동 717호
전화: 055-282-6902, 070-7431-6902
팩스: 055-282-6903
홈페이지 ; http://www.asantrade.co.kr
이메일: asan@asantrade.co.kr

현재 구제역방제의 문제점 및 개선안
음성읍 시가지 석회폭탄 맞은 듯 황폐
음성군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5일 재래시장 폐쇄가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재래시장으로 인한
구제역 오염 방지를 위해 뿌리고 있는 생석회 가루로 인해 음성읍내 시장 상가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음성군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5일 재래시장 길목마다 생석회를 뿌려 타지에서 드나드는 상인들로 인한 구제역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석회는 입자가 미세하여 바람에 쉽게 흩날리는데다 강한 알칼리 성분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생석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급성 폭로시 눈과 피부 및 점막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습기와 반
응할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의 화상과 출혈 , 피부염, 피부 비후, 피부 갈라짐과 손톱의 부서짐도 보고되고 있고 기침 및
호흡곤란 유발은 물론 상기도 염증 및 폐렴과 드물게는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생석회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건강위협 문제뿐이 아니다.
생석회 가루가 상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내려앉아 차들 모두가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
도이고 음성읍 시가지 전체는 석회가루 폭탄이 떨어진 듯 황폐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음성읍 시장은 금왕읍이나 삼성면 시장과는 달리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석회가
루가 날려서 마치 황사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읍 주민 김모씨(55 남)는“석회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서 눈이 충혈 될 뿐만 아니라 차에 붙은 석회가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구제역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고통과 방역으로 고생하는 군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해 하지만 석회가루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 차량 등 상가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만큼 대
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국가적인 재앙이므로 온 군민이 고통분담을 감수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
는데 노력을 다함께 해 주어야 한다”며“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구제역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방역활동에 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생석회 사용 구제역방제의 문제점
현행 생석회를 사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방제하는 시스템은 주민의 건강 및 주변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실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방제효과에 대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REDOX REACTOR 수처리의 장점
레독스를 이용한 수처리의 경우 이미 많은 실적을 통해 살균 효과가 입증 되었으며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하여 REDOX
장치를 거치게 하면 반응 과정에서 살균효과를 가지게 되며 인체나 주변 환경에 전혀 무해하고 장치의 가동에 따라 일정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으므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구제역 방역 장치 별 성능 비교 (1)
기존의 방식

물

석회

분사기
펌프

기존방식의 문제점
1.

석회 소모가 많고 농도 관리가 어려워 방역효과 감소

2.

석회 투입 등 관리 인력이 필요하며 비용이 과다소요

3.

석회로 인해 도로 파손이 발생

4.

통행 차량 오염발생으로 각종 고장유발

5.

석회가 주변 토양으로 유입되어 토양 오염유발

6.

석회가루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위협

구제역 방역 장치 별 성능 비교 (2)
레독스 적용방법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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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독스 장치

레독스 적용 시 기존과 비교
인력소모

환경오염

차량피해

살균효과

도로파손

관리

건강

비용

기존방식

많다

심하다

얼룩발생

적다

크다

불편

위해

크다

레독스방식

적다

없다

깨끗하다

크다

작다

편리

무해

적다

1. 구제역 virus란?
구제역 virus = 단백질 + DNA(핵산)
구제역 virus가 동물세포에 감염될 때는 virus 전체가 동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게 되고
일정 밀도 이상 증식하면 세포가 터져서 엄청나게 증식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 때 virus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물세포의 receptor에 virus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virus
+

동물세포

이런 mechanism으로 증식하고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숙주를 죽게만듬
Virus는 역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pK value 사이에서 amino acid의
residual group이 이온화되어야하는데 구제역 virus의 경우는 pH가 6이하나 10 이상에서는
residual group이 이온화되지 못하여 활성을 잃게된다.
통상 구제역 virus는 pH value가 6과 10

역가

사이에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conformatiomal change를
Pk1

PH

Pk2

일으켜 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 생석회 처리법의 원리
CaO + H2O

Ca(OH)2 가 되고 pH는 11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 pH 값이

정확하게 유지되면 구제역 virus가 conformational change를 일으켜 활성을 상실하는 이론인데
만약 spray 한 용액중의 pH가 변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생석회수가 희석될 경우에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산화 환원법에 의한 처리
산화 환원 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e-,

•H , •OH 가 수용액 중에 존재할 경우
이 중에서 R1, R2, R3 group을 radical이 공격하여 일부

O
O

C – NH – C - H

C – NH – C - H
NH3+ - C - H
R1

COO-

R2

R3

혹은 전부를 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공격할 수 있고 특히 cysteine 이나 methionine의
disulfide bond 등을 공격하여 자를 수 있어서 고려할 만큼
심한 conformational change를 야기하여 virus가 활성을잃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일부의 conformational
change가 일어나더라도 세포의 receptor에 꼭 일치하는
모양을 못 가지게 되어서 virus의 증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