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및 실외 환경을 위한 더 나은 
친환경 선택, ACTIVE SURFACES
에 대해 알아보세요 





Where design and science meet, 
beauty and wellbeing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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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

자가청소

웰빙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에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인테리어 데코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소재는 단순하고도 
내구성이 있어 삶의 즐거움을 
최대화하고 우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ACTIVE 표면은 100% 이탈리아산으로, 
외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웰빙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충족합니다.

ACTIVE SURFACES는 ISO 인증 
및 국제 특허를 획득한 세계 유일의 
광촉매,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및 
공해방지 세라믹으로 지난 10년 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CTIVE SURFACES 제품은 바닥 및 
벽체용 고품질 세라믹 포세린으로, 
실내 및 실외 공간과 개인용 클래딩 룸 
및 가구, 또는 키친 탑, 테이블, 카운터, 
조리대 표면과 같은 음식 준비 및 소비 
환경에 적합합니다.

ISO 
CERTIFICATIONS

ISO 10678: 2010
ISO 27448-1: 2008
ISO 27447: 2009 
ISO 22196: 2011 

ISO 
CERTIFICATIONS

ISO 22197: 2016 
ISO 21702: 2019
ISO 1806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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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 공해 방지

악취방지자가청소

웰빙의 4개 지주인 ACTIVE 
SURFACES의 4가지 작용

ACTIVE SURFACES는 은과 결합된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한 세라믹 
포셀린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에코액티브 소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
악취방지
자가청소
공해 방지 

빛(자연 또는 인공), 그리고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습기의 작용을 
통해 ACTIVE 표면은 가정, 화장실, 
부엌, 거실 내 안전 및 웰빙 모두를 
위해, 그리고 병원,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공항, 정류장, 바, 레스토랑, 
호텔, 수영장, 스파를 비롯한 모든 
공공 장소의 근로자와 방문자를 위한 
이러한 4가지 필수 작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TIVE SURFACES는 자외선과 
태양광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LED 
조명 아래에서도 그 모든 광촉매 
특성을 유지하여 어두운 곳에서까지 
항박테리아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는 
세계 유일의 세라믹 포세린입니다. 
ACTIVE SURFACES의 작용은 오래 
일관되게 지속됩니다.

UNI 
CERTIFICATIONS

UNI EN 15457:2014 
UNI 11484:2013
UNI 11021:2002

UNI 98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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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초과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제거

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 작용

광촉매에 의해 유도되는 산화 
과정에 의해, ACTIVE 표면은 
99.99%의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흔한 Escherichia 
Coli, 부터 가장 위험하고 항생제 
저항력이 강한 Staphylococcus 
Aureus (MRSA)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의 ISO 인증에서는 ACTIVE 
SURFACES의 항바이러스 
활동이 입증됩니다. H1N1 플루 
바이러스와 장내바이러스 71
과 같이 잠행성과 전염력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2개의 
바이러스종에 대해 수행된 
테스트는 바이러스에 대해 99%
가 넘는 효능을 보여줍니다. 
은과 결합된 이산화티타늄은 
ACTIVE SURFACES의 살균 및 
항바이러스 성능을 증강하며, 
자연광에서와 심지어 어두운 
곳에서의 저조도 조건과 LED 광 
내에서조차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해줍니다. ACTIVE 제품의 
곰팡이 방지 및 항진균 특성 역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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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제거

악취방지 작용 

ACTIVE 표면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주요 분자를 분해하여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광촉매 과정은 
ACTIVE 표면과 접촉한 냄새나는 
유기 분자를 분해함으로써 성가신 
감각 공해가 없는 편안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악취
악취는 대기 내 존재하는 냄새나는 분자가 고도로 농축되면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만들며, 특히 이런 악취가 
수영장, 레스토랑, 공공 목욕탕 또는 부엌과 화장실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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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청소 작용 

ACTIVE 표면의 광촉매 특성 때문에 
오염이 세라믹 포셀린 표면에 덜 
달라붙어 있으므로 청소하기 더 
쉽습니다. 빠르고 쉽게 청소할 수 
있어, 인체에 유독하고 환경에 유해한 
값비싸고 공격적인 세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CTIVE 표면이 
지닌 고도의 친수성 덕분에 물과 연성 
세제만을 이용해서 표면을 청소할 
수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재를 
훼손하고 얼룩이 지게 하는 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 
파사드와 같은 경우, 포세린 패널에 
비가 오기만 해도 저절로 청소가 
되므로 일상 유지관리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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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방지 작용

ACTIVE SURFACES는 산화질소
(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과 같은 유해 공해물질의 휘발성 
분자를 무해한 물질로 변환할 수 있어,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의 웰빙을 위한 
커다란 혜택을 제공합니다. ACTIVE 
광촉매 세라믹 포세린은 단순한 빛의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공해 분자를 
영구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ACTIVE SURFACES는 
모든 종류의 조명과 함께 작용하는 
세계 유일의 광촉매 세라믹입니다. 
새로운 저에너지 LED 조명을 포함한 
천연 또는 인공 조명으로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독성 공해물질 저감 

NOX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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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산자, ACTIVE 
SURFACES 

밀란의 De Castillia 23 프로젝트의 
구현과 함께, 실험실 계산을 통해 
실외에 둔 16,088m2의 ACTIVE 
표면에서 연간 산화질소 59kg을 
제거함으로써 200,000m2의 친환경 
면적에 해당하는 효과를 만들어 냄을 
계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ACTIVE 
SURFACES의 혜택은 건물 내 
거주하는 사람과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00,000m2

이상의 친환경 면적

16,088m2

ACTIVE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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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URFACES는 
파사드를 숲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200,000m2를 넘는 친환경 
면적에 해당하는 연간 59KG

의 산화질소를 보정할 수 있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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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URFACES의 가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아이콘, 
ACTIVE SURFACES

ACTIVE SURFACES와 저희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뒷받침하는 철학은 환경에 대한 깊은 
배려입니다. 모든 Iris Ceramica 
Group 브랜드 세라믹은 원재료에 
대한 세심한 선택을 통해 생산되며, 
재생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 중 
대다수는 재활용 성분이 40%
를 넘으며, 이는 LEED 요건에 
부합합니다. 실험실 테스트와 
문헌 분석에서는 1m2의 ACTIVE 
SURFACES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NOx 배출을 상쇄하는 데 2년이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ACTIVE 
SURFACES는 우리 웰빙을 위해 계속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생산을 위해 배출한 물질을 상쇄할 
수 없는 불활성 소재에서는 이러한 
작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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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URFACES
에 있어, 지속 가능성과 
윤리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ACTIVE SURFACES을 통해 Iris 
Ceramica Group은 나노미터 입자뿐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단위 입자를 
이용하여 (1 마이크로미터 = 1,000 
나노미터) 광촉매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는 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이산화티타늄(TiO2) 
제품과 같습니다. 더 큰 TiO2  입자를 
사용하려 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노 입자는 인체에서 인식되지 
않으며 거의 방해받지 않고 체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깊은 선택은, 
순환 복구를 장려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물 소비를 
제한하려는 Iris Ceramica Group
이 수행하는 복합적이고 야심찬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The ACTIVE SURFACES brand is not available for import, purchase or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erritories. Any and all 
product claims and descriptions contained on this website or in other sales or promotional materials regarding the ACTIVE SURFACES brand, 
including claims and descriptions of its public health benefits and antimicrobial or antibacterial effects, are not applicable in the US states and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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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www.active-ceram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