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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1. 세제로 닦아내는 광촉매 필터

2. 세제에 담가 두기만 해도 담배 니코틴과 타르를 없앨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기능은 광촉매와 마찬가지로 흡착한 냄새를 강력하게 분해하며,

항균성을 지니고 있다.

4. 담배 냄새, 애완동물 냄새, 기타 생활 악취, 유독 가스

(포름 알데히드 등)을 강력하게 탈취합니다. 

5.필터의 재사용으로 유지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쓰레기도 줄이는

친환경적 필터입니다.

6. 악취를 필터내에 담아두지 않아서 냄새의 재방출(필터에서 악취발생)

을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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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보통의 탈취 필터로서 사용합니다.

STEP 2 : 탈취 성능이 떨어진 필터를 세제에 담가 둡니다.

STEP 3 : 필터를 잘 씻어 세제를 헹굽니다. 남은 물기를 빼서

STEP 4 : 햇볕에 잘 말려서 건조, 재생하면 새 것과 같은 필터가 됩니다.

새필터

새제에 담가두기

탈취필터

냄새

수세

물로 헹구기

광재생

담가두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약 알카리 세제 “어택” 표준 10배의 농도에 2개월 담가 두어도 필터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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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취 가능한 냄새

아세트 알데히드, 포름 알데히드, 톨루엔, 키실렌,부탄올,에틸 벤젠, 황하수소,

아황산 가스, 메틸메르캅산, 트리메틸아민, 암모이나,초산,NO₂

2.광촉매의 분해 능력

1.49치아염소산

1.86염소

1.70과산화수소 라티칼

1.77과산화수소

2.07오존

2.42산소 라티칼

2.80OH라티칼

산화Potential산화제 광촉매에서 산화ㆍ분해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주로 OH 라티칼입니다.

탈취에 관여하는 것은 오존이며, OH 라티칼은 오존의 약 1.4배의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물세척 재생후의 형태

수세전 수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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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 라짓트S의 회복 능력

<실험 방법>

일본 전기 공업회(JEM1467)의 실험 방법에 준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세정용 세제 “어택” 사용. 담배 40대마다 재생 시킴

<측정 조건>

측정장치: 가스테크제 검지관 3L,3 La,92 L, 81L

측정용기: 1m ³아크릴 챔버

탈취기: 시판하는 광촉매 공기 청정기

가공 모드: 강

평가 필터: “아쿠아 라짓트S”

필터 사이즈: 294.8x190.8 x8mm,핏치 P5,2장

담배: 마일드세븐, 1회에 5대 사용
<재생조건>
담배 탈취 실험을 8회(40대)행한 후, 세제에 1시간 정도 담가두어 세정한다. 세제를 헹구고,물기를 빼낸 후 신문지로 남은 물기를 없앤 다음,

다시 타올로 잘 닦는다. (필터가 아직 약간 젖어 있음).필터를 60W블랙 라이트(약0.3Mw/cm2)를 12시간 쬐어 재생한다

재생 조건 30분간 세제에 담가둔 후, 60시간 햇볕에 말리면 100%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