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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사용해도  느껴져요! 



Ever Lasting! Non Toxic! 

제안 배경: 칫솔 감염 실태의 심각성-보도자료 



Ever Lasting! Non Toxic! 

 탁월한 친환경 살균 성능: 세계 최초로 반영구적 살균모 적용 

  - 미국 시험규격 기준: 세균감소율 1시간 후 99.7%, 6시간 후 99.999% 

  - 친환경 특허 살균제인 은세라믹이 치아와 잇몸표면의 세균막을 제거 

  - 반영구적 항균력으로 끝까지 성능 유지 

 탁월한 프라그 제거 성능의 칫솔모 시스템 

  - 요철 표면을 가진 특별한 칫솔모로 프라그 세척력 극대화 

  - 가늘고 부드러운 상승모, 라운딩된 강한 하층모의 이중 시스템으로 미세한 틈새에 끼어있는 

     프라그까지 섬세하게 제거. 

 우수한 탄성력! 

  - 은복합소재 기술의 적용으로 탄성력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새 칫솔의 느낌 유지 

1.  효과 

2.  특징 

효과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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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 제거 

 
 
 

치주염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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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품질로 구현한 “큐린항균칫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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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번만 사용해도 느껴져요! 
    -강력한 안티프라그 전용칫솔 

    -칫솔 살균기가 필요 없는 칫솔 

    -불가피하면 물로만 닦아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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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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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항균소재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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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레벨 공법 코팅 공법 

•실버 입자 

- 미생물과  접촉

하여 사멸시킴 

 멀티레벨공법 특허 등록 

멀티레벨 은복합체 공법 표면코팅 공법 

은 입자가 원사 내부에 분자구
조로 결합되어 원사에 고르게 
분사된 구조: 항균 효과가  
반영구적이면서도 강력! 

원사표면에 은 분말을 
점착하는 방식이어서, 
마찰에 의한 항균력 
유지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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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균제품의 효과 및 특징 

 강력한 항균효과 

  - 605여종의 미생물에 대하여 강력한 사멸력 

     (18시간 후 99.9% 이상 사멸 – JIS L 1902) 

 우수한 방곰팡이 성능 

   - 4주 후 곰팡이 성장 “0”등급 – ASTM G21 

저렴한 가격 

   – 항균 후가공 대비 약 50% 수준의 항균처리 비용 

 반 영구적인 성능구현 

   - 105회 세탁 후 및 마찰 20,000회에도 초기와 동일한 효과. 

 인체 안정성 

  - 은 용출시험 

효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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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IT500 선정_2014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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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Marketing starts from Wholefoods Mart and increasing sales 

2.Marketing-U.S.A 

$4.99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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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케팅_한국(‘13.10월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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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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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 

용기/도마/위생백/랩 

주방세제/물티슈 

유아용품 

기저귀 및 라이너/턱받이/인형 

젖병/젖꼭지/이유식 그릇 

목욕 및 위생용품 

타올/발매트/샤워커튼 

칫솔/치약/구강세정제 

비누/샴푸/ 클렌징크림 

Applicable Products 

거실용품 

청소용구/클리너 

슬리퍼/러그/카펫 

침구세트 

이불/베개/침대커버 

침대매트릭스 

4.추가 출시 상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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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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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ti시험연구원 실험  기관 

실험  방법  시험균 :  폐렴균 

 시험방법 : ASTM E 2149 : 2001 

 실험 균주를 한천배지에 2대 계체 후 배양지에 접종(35℃, 1시간 

배양) 

실험  결과 

시험 항목 

시험 결과 

초기농도 
(CFU/40p) 

1시간후 농도 
(CFU/40p) 

세균감소율 
(%) 

폐렴균 

BLANK 2.1*105 2.1*105 - 

실빅스 A 2.1*105 7.2*102 99.7 

시험방법 ASTM E 2149:2001  

•미국 시험기준  

통과 

Without 
SILVIX 

With 
SILVIX 

1.항균시험성적서- 1시간 

14 



Ever Lasting! Non Toxic! 

한국 건자재시험연구원(KICM) 실험  기관 

실험  방법 

실험  결과 Without 
SILVIX 

With 
SILVIX 

시험 항목 

시험 결과 

초기농도 
(CFU/40p) 

6시간후 농도 
(CFU/40p) 

세균감소율 
(%) 

폐렴균 

BLANK 2.1*105 2.7*105 - 

실빅스 A 2.1*105 >10 99.9 

시험방법 ASTM E 2149:2001 

우수한 사멸 

효과 

 시험균 :  폐렴균 

 시험방법 : ASTM E 2149 : 2001 

 실험 균주를 한천배지에 2대 계체 후 배양지에 접종(35℃, 6시간 

배양) 

2.항균시험성적서-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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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r-FITI, 
Korea 

6hrs-KICM, 
Korea 

칫솔모 항균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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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일정량의 소재물질을 3차증류수에 넣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은이온 농도를 측정함 

소재 
은이온용출량 (ppb = 1/1000ppm = mg/Kg) 

제 1 일 제 7 일 (누적) 하루평균 

PET 펠렛 (150ppm) 1.51 17 2.5 

PU 스펀지 (600ppm) 5.1 63 9.1 

• 모든 소재는 은복합소재를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들임 

• EPA(미국): 광산지역이 아닌 일반 강이나 호수에서 10ppb이하의 은이온이 검출될 경우, 

                  이는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EPA (미국): 음용수질 제2차규제수칙 : 권고수칙 (강제수칙인 1차수칙에는 기준 없음) 

          - Ag 허용량 ~ 0.014mg/Kg/day, 14ppb (0.84mg/60Kg/day) 

          - Cu 허용량 ~ 2mg/Kg/day, 2000ppb (120mg/60Kg/day) 

3.유해성 : 은이온 용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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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에서 발견되는  함량 이하의 매우 안전한 수준임 



Ever Lasting! Non Toxic! 

18 

안전성 입증된 은용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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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폴린스                 www.ebluecap.com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36 

            Tel. 1899-8842   Fax. 062-575-1197 

            e-mail : dreambo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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