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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제로
공기를 깨끗이 하다!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환경친화적 기업
클린어스텍.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 D-Zero02



깨끗한 지구를 위해

서울글로벌챌린지
“챌린지상 수상”

SEOUL
GLOBAL
CHALLENGE

서울글로벌챌린지

챌린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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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VISION

HISTORY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기업

사람을 위한
맑은 공기를

생각하는 기업

미래를 위한
혁신과 도전하는

기업

클린어스텍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가 개발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통해 보다 맑은 공기질과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환경친화적 기업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제품으로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클린어스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주요제품

주요특허

2018. 10.

2018. 11.

2018. 12.

2018. 12.

2019. 03.

2019. 05.

2019. 06.

2019. 06.

2019. 07.

2019. 08.

2019. 09.

2019. 12.

2020. 01.

2020. 02.

2020. 02.

2020. 04.

비산, 미세먼지 억제제 / 소방용수 / 화장품 / 헬스케어

(초)미세먼지ㆍ비산먼지 억제제 ‘D-Zero’

1.    액상폴리머를 이용한 광산먼지 제어시스템 및 방법

2.    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먼지 억제제 폴리머 블렌드

주식회사 클린어스텍 설립 (미세먼지 저감 연구개발)

대전철도연구원/한전연구원 설명회

서울지하철 미세먼지/한전연구원 석탄 등 실험 협의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탁송 및 시료 시험

당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실험 협의

시제품 생산, 입고 (미국 TECHMER PM)

미국 애리조나 대학과 라이센스 독점사용권 체결

서울교통공사 MOU 체결

공인시험성적서 발급(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당진화력발전소 Test-Bed 참여업체 선정

당진화력발전소 MOU 체결

서울교통공사 Field Test 실행

당진화력발전소 Field Test 실행

서울 글로벌 챌린지 입상(챌린지상 수상)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혁신기술 아이디어 발표

KILSA(Korea Innovation LaunchPad in Singapore) 협약체결

대전 테크노파크 2020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선정

2020. 05.

2020. 06.

2020. 09.

2020. 10.

2020. 11.

2021. 02.

2021. 05.

2021. 06.

2021. 06.

2021. 08.

2021. 09.

2021. 10.

2021. 11.

2022. 06

2022. 06

2022. 09

C.E.T. R&BD and Open Innovation Center 설립

반도유보라 신축공사(창원 사파정) 현장 테스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마스크 여과 테스트

에코스타트업 IR Round Table 선정

에코스타트업 Demo-day 투자유망기업 선정

대전 테크노파크 Ontact 배치프로그램 선정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2021년 기술융합 소셜벤처 창업지원 사업 선정

2021년 소셜 임팩트 체인저스 2기 선정

프랑스 파리교통국(RATP)와 NDA 체결

ESG분야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

2021년 소셜벤처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선정

2021 도전.한국 공모전 건설, 교통 분야 '장려상 수상' (행정안전부)

소셜벤처창업연계지원사업 선정

소셜벤처기업판별 인정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지정 (조달청)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 D-Zero04



ENVIRONMENT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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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원과 질환

발생원에 따른
미세먼지 분석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 중구 남산을 바라본 서울 시내모습.

미세먼지로 시야를 답답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같은날 경기도에서는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이 100여곳 적발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약3백만명의 사망을 초래함 [ WHO 2010 ]

PM2.5를 제1급 발알물질로 지정함 [ WHO 2013 ]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안과 질환, 피부 질환등을 일으키며 

특히 PM2.5는 육안 확인이 불가하며 알츠하이머, 유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미세먼지ㆍ황사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지하철 먼지

70%이상이 소수성인

금속성 먼지

증발속도가 빨라
지속효과가 없습니다.

ㆍ 미세먼지 재비산 발생

ㆍ 작업횟수 증가

ㆍ 추가작업비용 발생

소수성 먼지는
물에 잘 섞이지 않아 제거 및 억제효과가 없습니다.

ㆍ 지하철 먼지의 70% 이상이 금속성 먼지

ㆍ 석탄 먼지는 탄화수소 먼지

ㆍ 아스팔트,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는 소수성 복합먼지

화력발전소 먼지

소수성 입자인

탄화수소 먼지

일반 도로 먼지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의

친수성/소수성 복합먼지

천식

결막염

비염

폐손상

기관지염

지속효과 억제효과
일반’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의

기술적 한계

* 미세먼지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먼지 제거와 재비산 억제가 필요함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 D-Zero06

환경친화적 미세먼지 억제제 디-제로는 고분자 혼합물을 사용하여 미세먼지로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초)미세먼지 및 비산먼지(광물, 토양, 금속, 탄화수소 먼지계열)의 응집을 통한 현저한 먼지 억제 효과를 보이며

구성 소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인증받은 물질입니다.

제품의 특장점

Commercialization

제품 제작 공정 상품화 공정

Polymers D-Zero

D-Zero Water

특장점

친환경성

응집/포집성

지속성

효율성

                                                            내 용

수용성 제품으로 사람과 동식물 또는 수생 생물 등에 전혀 무해하며 인화성, 발화성, 부식성 및

중금속 오염이 없이 친환경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에 섞이지 않는 소수성 먼지를 응집하는 능력과 비산먼지를 포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재비산 먼지 억제능력도 강합니다.

물보다 강한 지속효과로 추가 살수 비용을 월등히 저감 할 수 있습니다.

먼지 특성별(발생원별) 맞춤 제품을 개발 및 생산 가능합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등록
물품식별번호 벤처물품명

24721451

24721452

토양 비산먼지 억제제  D-Zero C

도로먼지세척/ 비산억제제  D-Zer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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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

먼지 억제율
약 99%

먼지 억제율

효과 지속력
타사대비

지속력이 뛰어남

물 사용량 저감
80%이상

물 사용량 감소

완전 분해 기간
완전 분해 기간 6개월로

지속력 강함

친환경/무독성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환경보호청 승인 소재 사용

범용성

소수성/친수성 먼지 모두

포집효과가 뛰어나며 가연성이

없어 실내/외 사용가능

효율성

발생원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생산가능

지속성

경제적인 지속 효과

환경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99% 8주 80% 6개월

D-Zero는 소수성 먼지 억제에 효과적이며 인체와 자연에 친화적인 물질로 개발되어 우수한 기술력 보유

 1.        먼지 억제를 위한 맞춤형 신물질 개발: (초)미세먼지 및 비산먼지(광물, 토양, 금속, 탄화수소 먼지계열)의 응집을 통한

            현저한 먼지 억제효과

             - 세계 최초로 시도된 기술이며 해외 SCI급 저널에 기재 완료

           * Lee, et al. ACS Appl. Mater. Int. 2020, 12, 50860.

           * Lee, et al. RSC Adv. 2019, 9, 40146.

           * Park, et al. Mining, Metallurgy & Exploration 2019, 36, 785.

2.         자사 제품은 물의 표면장력을 크게 낮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에 섞이지 않는 먼지와 물의 친화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짐

3.         미세입자를 응집시켜 커다란 입자로 만드는 천연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를 응집시켜

            부유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음



D-Zero 제품의 먼지 날림 실험 우수성 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서 먼지를 제공 받아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 D-Zero와 물을 섞은 후 살수하여 인위적으로

80km/h의 바람으로 먼지 날림을 측정하여 AQI(대기질지수)를 측정한 결과, “좋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 D-Zero08

타사 제품과
소재별 분석

타사 제품과
비교분석

       구분

염화물

합성 고분자

아스팔트

계면 활성제

D-Zero

          기능

ㆍ 수분함량증가

ㆍ 취성 도막형성

ㆍ 도막형성

ㆍ 표면특성 제어

ㆍ 연성 도막형성
ㆍ 표면특성 제어
ㆍ 미세입자 응집
ㆍ 부유먼지 포집

                 적용분야

ㆍ 비포장도로, 공사장, 나대지 등

ㆍ 비포장도로, 공사장, 나대지 등

ㆍ 비포장도로

ㆍ 소수성 먼지

ㆍ 상위 모든분야 적용가능

                    기술적 특징

ㆍ 높은 상대습도 요구 (50% 이상)
ㆍ 소수성 먼지에 적용 불가
ㆍ 차량 및 철제장비의 부식

ㆍ 강한 바람 등 충격에 취약한 도막
      - 먼지 및 고분자입자의 재비산
ㆍ 소수성 먼지에 적용 불가

ㆍ 동/식물 및 지하수의 2차 오염

ㆍ 환경 및 인체 유해물질 함유
ㆍ 먼지억제 효과 낮음

ㆍ 친환경 원료 (2차 오염 방지)
ㆍ 친수성 및 소수성 먼지 적용 가능
ㆍ 물 증발 후에도 먼지의 적심상태 유지
ㆍ 미세입자를 응집시켜 조대화
ㆍ 햇빛에 수개월 노출 후 자연분해

환경 안전성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환경청(EPA)에서 승인되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디-제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실시한 환경, 독성 및 안전성 평가(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시험, 중금속 검출 시험, 급성 피부 자극성 시험, 눈 자극성 시험, 물벼룩 급성 독성 시험, 경구 독성 시험 등)를

 “검출 없음”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검출 시험 (2021)

중금속 검출 시험
(2021)

물성(비중, pH, 점도, 
비휘발분) 시험 (2021)

급성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2021)

눈 자극성 및 심한 눈 손상성
시험 (2021)

물벼룩 급성 독성 시험
(2021)

경구 독성 시험 (2021)

PM10

PM2.5

미환경부

 AQI기준미
세

먼
지

농
도

(μ
g

/m
³)

물                                                        계면활성제             국내타사제품            미국타사제품              셀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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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좋음” 

디-제로만이 유일하게 80km/h의 풍속에서 AQI기준 “좋음” 수준을 보임

KTR 시험성적서



D-Zero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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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저감

먼지 저감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디-제로의 현장 테스트입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로 서울글로벌챌린지 ’챌린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D-Zero로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제거 및 재비산먼지 억제 테스트
[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    /   장소: 서울지하철 (이태원역~녹사평역 방향)   ]

1.      살수차에 물과 D-Zero를 배합하는 사전 준비

2.      살수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현장에서 고압살수

3.      사전, 사후 측정으로 미세먼지저감과 지속력을 확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보다 먼지 저감 효과성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상품 우수성 입증

ㆍ D-Zero를 사용했을 경우 비산먼지가 확연히 저감되는 사실 입증

ㆍ 소수성 미세먼지 세척 및 재 비산먼지 억제력 확인

ㆍ 효과 있는 지속력에 의한 살수차 운행 감소로 비용 절감

ㆍ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체 무해성 입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보다 먼지 저감 효과성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상품 우수성 입증

ㆍ D-Zero를 사용했을 경우 비산먼지가 확연히 저감되는 사실 입증

ㆍ 일반적으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대체하는 자갈소요 비용 절감

ㆍ 먼지 억제를 위한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기여

 ※ 물 사용: 일평균 150~200톤 → 자사제품 사용: 일평균 40~50톤으로 절감 (최대 80% 절감)

건설현장의
비산 먼지 저감

D-Zero와 물을 배합하고 살수차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테스트
[   일시: 2020년 6월 15일(월)     /    장소: 반도건설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사파정 소류지)   ]

1.      살수차에 담겨있는 물과 D-Zero를 배합하는 사전준비를 실시

2.      살수차를 현장 내 비산먼지 주요발생 지역 (가설도로)살수

3.      물이 건조된 후 고분자 물질의 경화도 확인

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

사전준비 현장테스트 결과

사전준비 현장테스트 결과

SBA 터널 4개 회사 측정값 ( + 증가,  - 저감 )

참여업체 1 (+11.3%)

참여업체 2 (+9.8%)

참여업체 3 (-3.5%)

클린어스텍 (-5.6%)

※ 출처: 헤럴드 경제신문 [ 2020, 12, 11 ]



디-제로는 
어떤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입니다.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 D-Zero10

산업용 융합제품

먼지억제제, 탈취제 등

화장품 응용제품

먼지제거 클린징 워터/크림 등

가정용 응용제품

청소포, 청소물티슈,

스프레이 등

병원용 응용제품

청소포, 청소물티슈,

스프레이 등

식당용 응용제품

청소포, 청소물티슈,

스프레이 등

차량용 응용제품

매트 스프레이 등



적용범위 디-제로는 다음의 각 사용처에 적용 가능합니다.

ㆍ 도로, 건축현장, 발전소, 터널, 지하철, 축산업 등.

혼합

살포

살포조건

살포후 확인

ㆍ 제품은 1m² 당 1L를 살수하여 사용

ㆍ 제품은 100m² 당 100L를 살수하여 사용

ㆍ 제품은 10,000m² 당 10,000L를 살수하여 사용

ㆍ 제품은 1Km² 당 1,000ton을 살수하여 사용

ㆍ 제품에 따른 비율로 물을 섞어 사용

ㆍ 육안확인

ㆍ 추가 살포 필요 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재 살포

 20kg   /   200kg Drum   /   1.0 ton IBC Tank

ㆍ 인체에 무해하나,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합니다.

ㆍ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ㆍ 사용 후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ㆍ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품포장

주의사항

D-Zero
ADD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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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제로는 (초)미세먼지 및 비산먼지를 응집 및 포집하여 이를 억제 및 저감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지하철 터널, 도로, 석탄발전소 저탄장(옥외, 옥내), 건설현장, 

축산업장, 공터, 소각장,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산업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며, (초)미세먼지 및 

비산먼지를 저감 또는 억제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나 소방용수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 무해한 원료를 혼합한 Anti-Pollution Cosmetic을 제조하는데 활용 될 수 있습니다.

HOW TO USE

* 현장의 장비 보유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살포가 가능

살수차 

            

일반탱크

기타 

ㆍ 자동순환장치(有) 순환장치 작동시켜 30분간 물과 혼합

ㆍ 자동순환장치(無) 살수차 상단 투입구에 살포 호수를 꽂아 30분간 물과 혼합

ㆍ 고압살수기 등으로 30분간 물과 혼합

ㆍ 희석 시설이 없는 경우, 제품을 용기에 선 투입 후 수압으로 혼합

사용방법

환경친화적 먼지 억제제 디-제로



www.eco-cet.com

cet_glob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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