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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식물성 바인더로 더욱더 새로워진 새집증후군 차단재

새집증후군 / 생활방사능 / 라돈차단 / 아토피 완화 / 모기유충서식억제

아무도 가려 마실 수 없는 공기!
100년을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음식, 좋은 물보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나노단위의 극세미립자 액티바 707은 바르는 친환경 액상 활성 숯으로 일시적인 효과나,
일회성 뿌리는 광촉매 제품이 아닌,한번시공으로 건물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새집증후군, 각종 유해물질, 라돈 차단재로 뛰어난 제품입니다.

새집증후군의 천하통일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활성 숯 액티바707
오직 한길, 참길은?

고성장 유망기업

수출 역량강화기업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기업

해외진출기업

매년 2배 이상 매출증대
중소기업 우수제품 HIT500선정

글로벌 브랜드개발
해외마케팅강화
무역실무강화

2016 Korea Superb Brand Awards
경향신문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신 성장 미래선도기업

중국/베트남/유럽 등 해외 수출 진행
해외 백화점 , 면세점 , 마트 납품
해외 전시 및 박람회 다수 참여

친환경 인증기업

대한아토피협회 ‘우수등급＇
친환경생활국민연대
한국공기청정협회 연구조합
환경부허가 제310호 한국실내환경협회 공식인증
한국 실내환경협회 공식인증
새집증후군 라돈방지제 부문 대상
녹색경영 친환경 제품 부문 대상

한신공영 (주) -- 휴
현대산업개발 (주) -- I PARK

전문적인 제조기술
보유 기업

현대건설 (주) -- 홈타운
포스코건설 (주) -- 포스빌
롯데건설 (주) -- 캐슬

쌍용건설 (주) -- 스윗닷 홈
대림산업개발 (주) -- e - 편한세상

2016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KICA 한국 실내장식공사 협동조합
KIMA 한국인테리어 경영자 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ISO14001 환경 경영부문
ISO9001 품질인증 부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실내장식업협동조합
품질인증 Q마크
벤처기업

코오롱건설 (주) -- 하늘채

이노비즈기업

친환경생활문화국민연대

유망중소기업

기술인증

ISO9001(품질경영시스템)ㆍ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연구개발인증서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2017 인천시유망기업

회사연혁
1987
-2005

2006
-2012

2013
-2015

2016

에덴인테리어 설립

(주)참길 사업자 변경

인천 공장등록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

한국 인테리어 경영자 협회 등록

참길 상표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대한아토피 협회 우수등급

(주) 참살이 설립

빨래너르미 상표등록

경향 유망브랜드 대상

국내전용 전시장 수립

경기도 김포시 공장등록

반자동 핸들 빨래건조대 특허 등록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제품

중국 심천 수출 전시 참가

한국 인테리어 산업 협동조합 등록

한국무역협회 회원

ISO 14001:2009 획득

중국 이우 수출 전시 참가

HIT 500 등록

음이온발생 램프 및
모기퇴치용 램프 특허등록

ISO 9001:2009 획득

베트남 건축박랍회 전시 참가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연구소’설립

하노이 전시 참가

국내 유명전시 다수 출품

전자동 빨래건조대 특허등록
통풍부재가 구비되는
이불건조봉 특허등록

라우스 전시참가

경영능력, 일자리창출기여 표창

건축내장재에 바르는 유해물질 차단제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한국 인테리어
산업협동조합 임명

공기 청정협회 가입
국내 유명전시 다수 참가

5대유해성분 불첨출 실험

TV / 잡지 / 뉴스 다수
협찬 및 기사

음이온 방출 측정 실험

녹색경영대상 ‘친환경제품’ 부문

실내공기질 측정 실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각국 해외수출 사업 진행

원적외선 방사율 측정 실험

미래선도기업 ‘환경부문’

타사액상숯 비교 검증 실험

소상공진흥원 국민경제 기여 표창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 참가

중국 청도 수출
베트남 호치민 수출

대장균/포도상구균/항곰팡이 실험
핵 폐기물 유리고화 완전흡착 실험

특허 / 인증

벤처기업

ISO 9001(환경경영)

ISO 14001(품질경영)

특허10-0416480

특허 10-0917739

특허 10-0917739

특허 10-1609577

특허 10-1055897

참길상표등록

너르미상표등록

원적외선협회

한국무역협회

신성장미래선도기업

녹색경영대상

아토피협회인증

우수브랜드 대상

연구개발인증

2016우수브랜드대상

새 아파트는 독 가스실인가?
인테리어 후 쏟아지는 유해물질 또는 각종 유해성분에 분해작용을 일으켜
가장 쾌적하고 맑은 실내공기로 유지하여 드립니다.

아토피 피부염

화학물질의
흡입
곰팡이

해충, 세균

라돈노출
미세먼지

수맥, 전자파

모기서식
시멘트 독
폐암유발
오염된 공기

실내오염 발생원과 유해성
PVC,타일,단열재 : VICs,크실렌

생식기능저하, 구토,
발암물질 신경계 강한독성

욕실 : 트리클로로에틸렌

침실

과도한습기,

진드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염,호흡기
페인트 : VOCs,톨루엔,납,방부제
알레르기 주 원인

가구 포픔알데히드

무미 무취 무색 침묵의 살인자 라돈
침묵의 살인자 라돈
건물 바닥과 하수구,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우리의 생활공간 깊이 침투

1 아파트 17층의 아이방 벽면에 있는 석고보드를 채취해 수치를 측정한 결과 8피코큐까지 방사능측정
2 석고보드로 인한 라돈은 폐로 흡수되어 45억년동안 폐에서 라돈 방출

피로,무력감,마취효과,발암성추정,
간 손상,기억력저하
발암물질, 환각, 호흡기자극,
의욕저하, 두통, 현기증,천식
구토,멀미,환각,전신착란,
혈액신경독성

쇼파 : 염화에틸렌,세균

피부자극, 호흡기질환, 진드기

주방 :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안산화황

면역력약화, 기관지손상, 우울증,
신경과민
피부질환,점막자극,호흡기장애,발암
물질

벽지,장판

KBS 추적 60분 '라돈의공포'
KBS 9뉴스 '새집증후군 심각'
MBC뉴스 '벽지유해가스'
SBS '환경의역습'-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조선일보 아파트 실내는 독가스 실?
경향신문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연합뉴스 서울 공통주택 공기오염 심각

5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 임산부 / 노약자 / 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시설은 1급 밤알
물질인 라돈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6 라돈의 유입경로인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우리의 생활공간 깊이 침투

3 공기중에 퍼진 라돈은 호흡기를 거쳐 폐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

7 미량으로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물질

4 모든 건축물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에서 라돈/방사능 방출 - 실생활에 무방비로 대량 노출

8 라돈 4피코큐리(pci/.c)미만 이라도 장기간 거주할 경우 1000명중 62명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 높음

보기좋은 집보다 살기좋은 집보다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가족은 액티바 707

액티바707 광파에너지
숯 바름재로 하우스토피아를
만들어 보세요
업계 유일 동종제품 ISO14001 품질 경영 인증코드 획득
우수한 접착력으로 편리한 도장
업계 유일 식물성 모기 억제 기능성분 첨가
업계 유일 엄선된 국내산 참 숯, 대나무 활성 숯 사용 대나무
활성 숯, 참나무 활성 숯 사용

보석힐링 (테라피)
진주,자수정,투어멀린

식물성 천연본드
송진,오렌지유,
아마인유,오동유 등

음이온석
초순수물
물의 오염성분 제거

활성 숯
20여가지의

대나무 숯, 참 숯

특수광물
액티바 파우더
모기서식
억제성분

THE AIR HOLES
OF CHARCOAL
FORM NATURE
ITSELF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이 끝날때까지 지속되는 반영구적 새집
증후군 방지재 액티바707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유해성분에
분해작용을 일으켜 청정 숲속의 맑은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벽 속에서 청정 숲속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바르는 액상활성 숯
친환경바인더로 더욱더 새로워진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활성 숯 액티바707

1

참숯,대나무 활성 숯을 주재료한 100% 국내산 프리미엄 제품

2

3배가 강한! 점성을 이루는 천연식물성바인더로 들뜸현상 제로

3

일회성 광촉매가 아닌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인 새집증후군 솔루션

4

나노단위의 극세미립자 액티바 혼합

5

모기 유충 생산을 억제해주는 모기기피제 함유

6

시멘트독, 가구, 벽지,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각종 유해성분 분해작용

7

일반 숯 보다 240배의 흡착력이 높은 대나무 활성 숯 사용

8

20가지의 특수 천연 광물석을 혼합한 생육광파 에너지

9

보석힐링테라피석 첨가(진주,투어머린,자수정)

10

화재시 유독가스의 배출이 없으며 냄새가 나지 않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천연재료를 사용한 숯 바름재
중금속 無 유해물질 테스트완료

대장균 향균
테스트 완료

포도상구균
테스트 완료

5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

1,228개의
음이온 방출

아토피 안심마크 획득

핵 폐기물 유리고화
흡착 테스트 완료

공기정화
탈취율98%

생육광파 에너지 액티바란?
동양의(氣)와 서양의 BIO의 뜻을 통칭한 명칭입니다.

생육광파에 노출되었을때의 신체 변화 (左:Before 右:After)

국내최초로 개발된 특허상품 액티바(ACTIVA)는 태양에너지 열광파를 우리
몸의 수분전자파와 동진동명 흡수작용으로 생체에너지의 충전, 세포대사활
성 정혈 혈행을 촉진하여 왕성한 정력 활성 및 향균효능이 높습니다.
액티바는 공명흡수작용을 통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인체의 신진대사를 극대화 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인체를 유지시켜 줍니다.
규산 알미늄염“대한약정”에 수록. 제산제의 원료로 사용중)과 20여 가지의
천연미네랄 (게르마늄, 금, 칼슘, 아연, 니켈, 마그네슘, 티타늄, 코발트, 나트륨 등)

나노단위의 극세미립자

로 되어 있으며, 식품 첨가제로 허가 될 정도의 안전성 (먹어도 되는 광물성 제품)

나노단위 (1백만분의 1mm)의 극세미립자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에 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어 세포 재생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공기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에 분해작용을 일으켜 맑은 공기로 바꾸어
줍니다.

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열수변질 진동 파쇄법에 의해 제조되며, 육각 육원환형
의 구조로 먹어도 체내에 전혀 침착되지 않고 배설되며 생명체의 생장에 필요한
파장(생육광파) 만을 방사(7~20㎛) 합니다.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강한 에너지 방출 (완전연소)
액티바 파우더는 폐타이어 30개를 한번에 소각해도 연기가 없으며 다이옥신이 없는 유일한 물질인 특수 광물성 파우더를 혼합하였습니다.

핵폐기물 흡착 실험
액티바는 2008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환경기술원 및 호서
대학교와 공동으로 방사성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유리고화 하는것
에 성공하고 독일의 뮌헨대학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받은 세계 유일
의 환경기업으로, 일본의 “세슘오염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도 안
전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코액티바의 기술자원으로 만들어낸 액티바707은 우리 인체내에
축적되어있는 농약, 화학물질, 중금속 및 방사능 오염물질들을 흡착
하여 몸밖으로 배설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종

초기방사능 (μci/cc)

ACTIVA 첨가량 (g/L)

흡착후 방사능 (μci/cc)

제거율 (%)

DE

비고

Cs-137

1.42 x 10-4

3

2.35 x 10-5

98.34

60.33

pH9

Co-50

1.73 x 10-4

4

8.08 x 10-7

99.53

213.9

pH9

ACTIVA 함량(%)

용융농도

유리고화

85%

1100℃

고화

실험참가기관
호서대학교 / 한국 원자력 연구소, 한국 수력원자력(주) / E&E(주), (주)에코액티바 환경기술 연구소, 전라북도 지정 전북대학교, 독일 뮌헨대학교 원전폐기물연구소 실험성능검사필

활성산소 수용량

활성산소 환원

NADH 환원

젖산

일반소재

7mole TE/g

14/g

0.0008/mole

2.267m/l (일반인)

액티바

882

120/g

0.0062/mole

1.405 mole/l

비고

126배

8.28배

7.75배

38%

액티바707 특징
실내공기정화와 탈취효과

근본적인 라돈차단

제습 및 습도조절 효과

유해세균 발생방지

뛰어난 보온·보냉

깊은 숲속의 산림욕 효과

숯의 원적외선 방출

수맥 및 전자파 차단

접착력으로 편리한 도장

유충 및 모기서식 억제

축사의 가축보호

아토피 피부질환 효과

체온 적정수준 유지

몸의 악취제거 효과

체내의 만성피로 도움

생활 방사능 차단효과

음식물 신선도 유지효과

ZERO-VOC

역사속 숯 이야기
마왕퇴 고분의 비밀
1972년 중국의 호남성 장사지 교외에 있는 묘지에서 2500년이나 된 고분을 발굴했는데 고분의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죽은지 불과 4일쯤 되
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혈액형은 B형, 사인은 기도폐색이었고, 더욱 놀라운 일은 10년만 지나도 발아하지 않는 오이씨 176개가 위장 안
에서 발견되었는데 땅에 심었더니 대부분이 발아 했다. 또 이 마욍퇴 고분의 관 주위에서 5톤가량의 숯이 나왔다. 현대 과학과 의학을 놀라게 한 숯의
신비함은 한국에서도 계속된다.

경북영주시 김홍조씨의 묘
도로계획으로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489년이 지난 시체가 배부분만 부패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묘에서도 관을
30cm 높이로 숯이 둘러싸고 있었다.

불가사이한 건축물 해인사
해인사(8만 대장경)의 대장경각은 목판의 보관상태가 신비에 가깝다. 경각을 지을 때 지하에 숯과 소금을 켜켜이 묻었는데 마치 #자 모양으로 묻었기 때
문이다. 이 숯이 습도를 조절함으로 경각과 팔만대장경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존하게 되었따.

경주 석굴암
발견된 당시에는 천년의 세월동안 불상의 조각 상태가 처음 조각 했을때처럼 보였다. 그런데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 석굴암을 덮고 있던 많은 양의 숯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숯을 치우고 보수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환풍기를 설치하고 현대장비를 설치해도 보존이 되지 않는다.

BAMBOO
CHACOAL
숯 중의 숯 대나무 활성탄
액티바707의 주재료인 대나무 활성탄은 진로소주 정재용과,
국방부 방독면 제작에 사용하며 정수기회사와 KT&G담배 필터용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최고의 활성탄 숯입니다.

숯의 흡착력 비교 (the surface area)
비장탄
참숯

표면적

흡착력 비교
1

2~5

40배 (times)

200

대나무숯

120배 (times)

600

대나무활성숯

240배 (times)

1200

구분

대나무숯

비고

황화수소(H2S) 89%

1시간 경과 후

암모니아(NH3) 92%

24시간 경과 후

원적외선 방사율 (㎛)

(5~20 ㎛) 0.922

한국원적외선협회

원적외선 방사량 (W/㎡)

3.55 x 10²

한국원적외선협회

탈취율 (%)

대장균 96.1
살균 및 향균력 (%)

24시간 경과 후
녹농균 97.2

음이온 수치 (개/㏄)

1,228

숲 속 평균 음이온 수 1,000~2,000

납(Pb) 무검출
아연(Zn) 무검출
한국원적외선협회

중금속 흡착력 (%)
철(Fe) 무검출
구리(Cu) 무검출
무기물 함량

일반 숯의 4배

산림과학원

미네랄 함량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게르마늄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다량 함유

전자차 차폐력 (%)

99.99

1000℃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대나무 숯

토지 개량 효과

투수성, 보수성, 보비력, 지온 상승효과 우수

국립산림과학원

01 음이온효과 (Negative ion effect)
음이온은 혈액정화작용, 세포활성작용, 저항력증가작용, 자율신경계조절
작용 등 인체기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피를 맑게 하고 신경안정작용과 피로회복,
식용증진 효과가 있어 공기비타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나무숯은 숲속
공기와 같은 신선하고 맑은 음이온을 무한대로 발생시켜 실내공간을 상쾌
하고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전자기기에 둘러싸인 현대 주거공간에서는 몸에 해로운 양이온이
많이 발생되므로 대나무숯과 같은 음이온 발생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05 수질정화효과 (Water purification effect)
대나무숯은 조직 내부구조에 기인한 물리적 기능과 숯의 표면에 착생하
는 미생물에 기인하여 기체와 액체를 정화하는 종합기능이 있는 천연정수
기입니다. 대나무숯의 다공체가 가진 흡착성질에 의해 강력한 정화능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구멍에 서식하는 유익한 미생물은 각종 오염물질을 효과
적으로 분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대나무숯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
이 용출되어 물을 건강하고 맛있게 해줍니다.
*대나무숯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양수액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물 정화,
수돗물 정수, 각종 정수기 필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02 원적외선효과 (Far-infrared ray effect)

06 향균 및 해독효과 (Anti-bacterial and anti-poison effect)

대나무숯은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대나무

숯은 히포크라데스 시대에 간질, 현기증, 빈혈, 탄저병 등의 치료에 이용했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열에 의한것으로 대나무숯은 93%의 원적외

다는 기록이 있고, 동양의 한방에서는 각종 숯을 약용했습니다. 숯을 복용

선 방사효과가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인체에 흡수되어 열을 발생시켜

하면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두고, 인체내의 유해바이러스에 향균작용을 하

말초모세혈관의 확장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거나 유해한 균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생체조직의 세포에서 보내지는 노폐물 등 독소를 배설하고 영양소와
산소의 수월한 운반을 돕습니다.
*숯의 원적외선효과를 살려 각종 건강식품과 의료장비에 사용되고 있습
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숯을 의료현장에서 구급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
한약전’에 치료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약국방과 미국약전에도 활
성숯을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03 전자파차폐효과 (Electromagnetic shilging efffect)

07 미네랄 공급효과 (Mineral supply effect)

1000℃ 이상의 고온에서 탄화되어진 대나무숯은 통전성이 뛰어나

대나무숯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 유익한 천연미네랄 성분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소멸시켜 차단해줍니다. 유해 전자파

가득 들어 잇습니다. 욕조에 넣게 되면 물을 알칼리수로 변화시켜 물을 천

는 자극·발열 작용이 있어 몸속 수분 온도를 높이고 백혈병·암·변

연 온천수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 건강과 피부미용에 좋습니다. 대나무숯

비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으로 물을 정수하면 대나무숯의 각종 미네랄성분이 물속에 녹아들어 몸에
좋은 미네랄워터가 됩니다.

04 냄새제거 및 공기정화 효과 (Air freshner effect)

08 습도조절효과 (Humidity control effect)

대나무숯에는 수많은 다공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다공체의 표면적으 평

숯의 가습효과는 무수히 많은 기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대나무

면으로 펼치면 1g당 600㎡의 커다란 면적이 됩니다 이 다공체가 공기중에

숯은 일반숯에 기공이 더 많아서 가습용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유하는 암모니아, 탄산가스, 질소, 일산화탄소, 메탄, 수소, 산소 등 화합물

일반 가습기가 세균번식으로 큰 역효과를 내는 반면에 대나무숯은

분자를 흡착해 악취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향균효과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대나무숯은 가습 뿐만 아니라 제습
기능이 있어 여름철에는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 쾌적한 실내환

*대나무숯의 탁월한 탈취효과는 냉장고 악취제거나 에틸렌가스 제거, 옷
장·신발장·화장실·수돗물의 소독냄새 제거 등 다양한 곳에 널리 활
용되고 있습니다.

경을 제공해 줍니다.
*예로부터 건물이나 경전의 보존을 위해 건물의 토대에 숯을 묻거나 마루
밑에 숯을 넣는 방법이 이용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보관, 일본최고 목조건물 법륭사, 천왕릉 등에 사용)

액티바와 함께

100년동안
맑 은 공 기 로
건 강 하 게 !

유해물질
無 첨가
친환경
원료 사용
나노단위
극세미립자

액티바만의 차별화된 기술력

나노단위의 극세미립자 액티바

초순수물

20여가지의 천연미네랄 액티바는 공명흡수작용을 통해

중금속, 오염성분이 제거된 초 순수물로 기능성 화장품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만들 때 사용하는 초순수물

인체의 신진대사를 극대화 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인체를 유지시켜 줍니다.

보석힐링테라피 첨가

몸과 마음의 휴식 진주 (Peal)
매우 부드럽고 미세한 초미세 분말로 갈아만든 진주분은 혈액순환과
세포재생을 촉진하며 심신을 평안하게 합니다.

다량의 원적외선 방출 자수정 (Amethyst)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생하며 체내 세포운동을 활성화시켜 동의보감
에서 병을 치료하는 보석으로 이용합니다.

방사선 차단효과 웰빙 투어머린 분말 (Tourmaline)
사람의 몸에 흐르는 전류량과 비슷한 보석으로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생하여 혈액순환과 신경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숯의 기공을 그대로 담은 액티바707
현미경으로 숯을 관찰해 보면 숯 전체가 미세한 기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멍의 표면적은 1g 당 약 300 평방 미터! 활성탄은 내부 표면적을 극대화한 것으로 3,500평방미터나 되는 놀라운 다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숯의 기공은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며 유해한 물질이나 불순물, 냄새 분자 등을 숯 내부에 흡착하여 실내공기 정화와 탈취효과에 뛰어납니다.
이 무수한 구멍은 미생물이 정착 편의 없기 때문에 미생물막을 만들어 불순물을 분해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칼슘, 칼륨, 철, 망간 등 인체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활성탄의 경우 일반숯의 240배가 높은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기공은 유익한 미생물이 서식하기 매우 적당한 구조입니다.
화재후 액티바707을 도포하면 화염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숯이 숨을 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신비한 숯의 수많은 기공은 강한 흡착력으로 제습 , 습도조절, 공기정화에 뛰어납니다.

신선한 힘 대나무 활성 숯

고배율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한 표면적
세계를 놀라게 한 신의 선물 참숯

천연식물성 재료로 접착력은 3배 강하고!
숯의 기공은 살리고!

천연식물 바인더

모기서식기피제

오일류

식물성오일 접착제

4시간 후 98% 모기억제

무독성의 천연계접착제

“아토피 없는 세상 만들기”
하루에도 수십종류의 농약성분, 다이옥신, 화학물질, 중금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성물질이 체내 축적의 원인이며 액티바는 흡착력으로 아토피 원인을 억제하여 완화시킵니다.
새집닥터 액티바707과 대한아토피협회가 함께합니다.

대한아토피협회 “우수등급” 아토피안심마크 획득으로 안전하게!
더 정직한 힐링 액상 바름제
새집증후군의 독성화학물질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등재되면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제품들로 전략하여 건강상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액티
바707은“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라는 신념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도 안심
대한아토피협회, 실내환경협회 공식인증, 친환경생활국민연대, 한국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 받아
아동 ㆍ노인복지시설 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원료
100% 친환경 페인트로 냄새와 유독가스가 없으며 식물성 바인더로 접착력은 더 강하게!
숯의 기공은 자연 그대로 담아, 새집증후군에 탁월한 효과가 뛰어납니다.

집은 제3의 피부
제2의 피부가 의복이라면 제3의 피부는 집을 둘러 쌓고 있는 콘크리트 및 각종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의 피부인 집에서 유독성물질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국내 유일 동종제품
초순수물 사용

천연식물성본드로
일반본드보다
강력한 접착력

강한 유해물질
흡착력으로
아토피 잡는 킬러

SBS 모닝와이드 ‘장마철 습기와의 전쟁’액티바707 협찬

유충,개미,바퀴벌레
퇴치와 기능성도움
모기서식기피

유사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력
유해물질 흡착가능이 생명인 액상 숯!
마감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숯의 기능은 사라집니다.

숯의 배합과 분리층 비교

유사제품

액티바 707
혼합시 점성도 비교

액티바 707

유사제품

분쇄 밀도 비교

유사제품

액티바 707

배합을 잘못한 경우의 입자가 큰 숯 가루

1000메쉬 이상으로 분쇄한 미세한 분말

공업용 본드 VS 식물성 바인더

유사제품

액티바
707
액티바
707

공업용 화학본드

송진과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천연 접착제

지하수,상수도물 VS 초순수물

유사제품
2차오염 발생이 가능한 상수도 물

액티바 707
어떠한 성분도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초순수물

* 액티바 707은 교반시 초순수물을 사용하며 천연식물성 소재와 20여 가지 특수광물을 함유하여 1000도 이상에서 구워진
활성 숯만을 사용 하기 때문에 유사제품과는 비교할수 없는 80~90%의 흡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GROWTH CONVENTIONAL
ENERGY ACTIVA707
1000℃ 이상의 고온에서 탄화시킨 대숯을 주 재료로한 친환경 벽 바름재로,
콘크리트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새집증후군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대나무활성 숯 바름재
새집닥터 액티바707
바르는 활성 숯 액티바707은 자연에서 온 천연 활성 숯, 탄소, 칼슘, 천연미네랄, 모기기피성분을 주 원료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식품 첨가제로 허가될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우리 인체에 유익한 생육광파 에너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저취형
수성도료로서 콘크리트 소지면에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구성성분과 화학적인 경화반응으로 벽체에서 분출되는 독성 및
분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기억제, 공기정화, 향균 및 항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기능성도료 입니다.

제품명

액티바 707 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참숯

용도

건축물 내부의 초벌용

외관

수성, 무광, 흑색, 액상조성

주요성분

대나무 활성 숯, 참나무, 탄소, 칼슘, 초순수물, 음이온석, 모기억제

적용부위

실내콘크리트, 석고보드 (벽, 천정, 바닥), 시멘트 몰탈 등

도장기구

붓, 롤러, 스프레이 등

희석제

원액사용 권장 (상수도물이나 어떠한 혼합도 금함.)

권장도장횟수

1회 이상 (2~3회 칠하면 효과 높음)

이론도포면적

약52㎡ / 18ℓ, 약26㎡ / 9ℓ, 약13㎡ / 4.5ℓ(바탕면의 상태, 도포
두께, 칠하는 표면 상태, 작업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형분 (%)

약 70%

탈취율 (%)

98% (120분 경과 후)
시험기관 : 한국원적외선협회

원적외선 방사율
(7~20㎛)

0.913
시험기관 : 한국원적외선협회

음이온수치

1,228 ( ION / ㏄ )

건조시간

30분 지축건조 (온도 20℃ / 습도 30%)
1시간 경화건조 (온도 20℃)

마감재 시공가능시간

24시간 이후 / 고화건조 ( 온도 20℃ / 습도30% )

용량

18ℓ, 9ℓ, 4.5ℓ

유통기간

개봉 후 1년 (5~25℃, 건냉암소) , 미 개봉시 3년

도장방법

1. 바탕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파소, 균열부위는 보수한다
2. 붓, 수성전용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도장한다.

특이사항

비고

시료투입 120분 경과 후 측정치

누구나 칠할 수 있는 DIY 제품

3. 벽지 또는 페인트로 마감한다.
1.통기성 있는 마감재를 선택하면 제품의 효능을 더 향상시킴
2,교반시 통을 5분정도 뒤집어 놓은 후 드릴에 교반기,거품기를 이용
하여 5분이상 교반
3.상대습도 80% 이상이거나 기온이 10℃이하에서의 도장은 피할 것

제품용량 l 액티바707 4.5ℓ/ 9ℓ/ 18ℓ
천정, 벽면, 바닥용 - 수용성 100%
유해물질 5대중금속 無 / 대장균·포도상균 / 향균테스트 / 1,288개 적당한 음이온 / 핵폐기물 흡착테스트
성분안전테스트 / 아토피완화 / 신진대사활성 / 곰팡이 세균증식 억제 / 모기서식 기피 / 우수한 내구성

혼자서도 쉽게할 수 있는 숯 바름재 (Zero-VOC)
작업 후 벽지나 페인트를 바르셔도 , 동일한 기능이 방출됩니다!

① 피도면을 청결하고 물기가 없도록 합니다.
② 필요시 희석재는 초순수물 및 증류수를 5% 이내로 사용합니다.
③ 교반기 또는 거품기를 사용하여 바닥까지 혼합하여 주세요.
④ 붓,롤러,스프레이 압송건으로 골고루 도포합니다.
⑤ 완전건조 24시간 후 최종 마감재를 시공합니다.
* 기존의 벽지 제거 후 시공시 : 밀착 도배(합지)의 경우 벽에서 들떠있는 부분의
벽지만 제거 후 초벌(1회도포)시에는 약하게 칠하시고 2회 도포시에는 두껍게
Brush

칠하시면 효능을 더욱 높힐 수 있습니다.

Roller

Spray

TIP: 밀착 도배 시 벽지 들뜸 현상이 있으나 건조가 되면 다시 밀착됩니다.

기존벽면
(미장, 석고보드)

엑티바 시공

부직포

벽지 & 페인트
(우드, 타일, 시트)

부직포 사용은 도배시공의
편리성으로 사용 되므로,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내부 도장 시스템

깨끗한 상태의 표면 2회 도포 기준
이론도포면적 : 약52㎡ / 18ℓ(피도체에 따라 증감)

보관 : 개봉후 1년 미개봉시 5년 (5~25℃, 건냉암소)

롤러(수성전용) / 에어리스 (압송건)

최종마감재 전 수성무광

2시간 지촉건조 (온도 20℃ / 습도 80%)
시간경화건조 (온도20℃)
마감재 시공 가능 시간 : 24시간 이후
고화건조 (온도20℃ / 습도 60%)

실내콘크리트 (벽, 천장, 바닥) 석고보드,목재류,철재류,
시멘트 몰탈 등

희석시: 원액사용 권장

수성, 흑색, 무광, 액상조성

한국 원적외선 협회 시험 성적서 - 5대 유해성분 불첨출 확인서
발급번호

KFC-115

시료명

액티바707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참숯

5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

(mg/kg)

시료명 / 시료항목
액티바707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참숯

Pb

As

Cd

Cr6+

Hg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한국 원적외선 협회 - 음이온방출 측정서
시험방법

KFIA - FI - 1042

시험편

100 x 150mm
전하입자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실내욘도 22℃, 습도 38%,
대기중 음이온수 104/㏄ 조건에서 시험하였으며 측정 대상물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을 측정하여 단위체적당 ION수로 표시한 결과임.

용도

품질관리

음이온 cc당 1100~1300 유지

(mg/kg)

시료명 / 시료항목

음이온 (ION /㏄)

액티바707

1,229

(생육광파 바르는 액상참숯)

한국 원적외선 협회 - 실내공기측정
시험방법

KFIA - FI - 1004

시험가스명

암모니아

가스농도
측정

가스검지관

시료명 : 액티바707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참숯

5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
시험항목

탈취시험

2시간 후 92% 탈취결과 (mg/kg)
경과시간

Blank농도(ppm)

시료농도(ppm)

탈취율(%)

초기

500

500

-

30

490

75

84

60

480

50

89

90

460

40

91

120

450

35

92

한국 원적외선 협회 - 원적외선방사율 측정
시험방법

KFIA - FI - 1005

시험가스명

37℃에서 시험하였으며 FT-IRS [ectrometer를 이용한 BLACK BODY대비 측정 결과임]

붙임

별첨

용도

품질관리

시료명 : 액티바707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참숯

방사율 측정

벽지안에서 10m 가까운 방사율 측정 (mg/kg)
방사율 (5~20㎛)

방사에너지 (W/ ㎛, 37℃)

0.921

3.55 x 10²

한국 원적외선 협회 - 원적외선 방사율 측정
시험방법

KFIA - FI - 1006
본 시험은 적외선 열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실내온도 23℃ 습도 30% 조건에서
시험하였으며 측정 대상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방사에너지를 영상과
온도 데이터로 처리한 측정 결과임

시료명 : 액티바707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참숯

타사액상숯

생육광파 바르는 액상 숯

타사 액상 숯 페인트 비교

(mg/kg)

시료명 / 항목

적외선 열화상 측정

액티바707

사진1 사진2 참조

(생육광파 바르는 액상참숯)

한국 원적외선 협회 - 대장항균 시험
시험방법

KFIA - FI - 1002

Blank

시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임.
배지상의 균수는 희석배수를 곱하여 산출한 것임

시료명 : 액티바707 생육광파에너지 바르는 액상 참숯

대장균에 의한 항균 시험 테스트 완료
시료항목
포도상구균에 의한
향균시험

시료구분

초기농도
(CFU/ml)

Blank
액티바707
(생육광파 바르는 액상 숯)

24시간 후 농도
(CFU/ml)

정균감소율(%)

6.8 x 10

-

4.1 x 10

94.0

3.4 x 10

ACTIVA 707

ENVIRONMENTAL FUNCTIONAL CHARCOAL PAINT
100년을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공기는 필수입니다
액티바707 시공사례

아무도가려마실 수 없는 공기 100년을 건강하게 살려면
주거공간의 공기질 확보는 선택이아닌 필수입니다.
" 숲속에 살다 " ACTIVA707 PRIMUM
※ 액티바707은 도배공사, 마루공사를 하기전 벽, 바닥, 천장에 시공되어지는 품목입니다.

시공전

(주)참길 액티바707 적용처

주거공간 / 리모델링

아동 / 노인복지시설

무균실 / 병원

사무실 / 공장

유흥업소 / 숙박시설

식품 / 레스토랑

“본인은 한의사로서 실제로 숯을 임상에 응용하고 있으며,
그 효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숯은 간질환, 간암을 비롯한 모든 암, 요통, 견비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난치병이라고 알려진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효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몸의 독성 제거, 정력증강, 불면증에도 효과가 높습니다.”
김한성 ( 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 )
기적의 숯 건강법 책 中

이런분은 반드시 상담하세요
■ 조기분양을 원하시나요?
■ 미분양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 전원주택 친환경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아이방 / 집중이 필요한 도서관 / 수험생방 / 환자방 / 아토피 완화 / 임산부 / 노약자 / 천식 및 호흡기질환으로 걱정이신가요?
■ 새집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인테리어 / 전원주택 / 고급빌라 신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369번길 30 (주)참길
Tel. 전국대표 1577-2707 / 032) 525-1192
Fax. 032) 523-1192

Web. www.croad.co.kr / www.친환경페인트.net
E-mail. camgil.korea@gamil.com

100년을 건강하게 (주)참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