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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약품화학심사팀  심사관   신진섭 
 
존경적 관원;  

  2006.11.16 의 특허심사에 대한 회답 
 
       심사원의 이유 1. a 는 한웹페이지의 문장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과 미국특허 제 6, 242,472 호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특허법제 2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명의 제 1-5 항의 권리요구에 대해 수락할수 없다. 
       
      신청인은 우선 심사가 위에서 말한 두안례를 빌어 “우선권”의 입장이라고 한것은 
일반특허심사표준을 벗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대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I. 웹페이지 문장에 관하여(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 
 

     우선, 웹페이지의 문장은 정부측에서 승인한 특허가 아니며 진위구분이 어려워 
우선권자격 권리를 얻지 못한다. 
 

    둘째, 심사원은 발명 설명서의 배경에서 볼수있다: 
 
       “어떻게 폐부에 대한 사스 바이러스감염을 치료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의학계의 급선무로 

되였고 이 긴급한 고비에 발명인들은 최신 치료 방안을 발명하였다. 이 방안은 《폐부 
사스감염 표면처리》로서  사람을 구하는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중국어 발명서류는 
2003 년 5 월 15 일에 홍콩 행정장관 및 중국영도자에게, 영어서류도  2003 년 5 월 
20 일에 Mey-Verme, Mrs. Sonia (WDC)가 'WHO-Padey'에게 전하여 'WHO-Liden' 및 
제네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위생부 영도자들에게 전해 졌다. " 

 
       즉, 본발명 설명서가 WHO 회의에 전해진 영문역본은 2003 년 5 월 20 일이다; 
특허신청의 관례에 의하면 본발명의 우선권은 이날자까지 신청연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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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발명은 2004 년 7 월 23 일에 홍콩정부의 특허승인 입증을 받았다, 

특허번호는 HK1060833, 본발명의 첫공포날자는 2003 년 5 월 15 일이며 정부측의 

간접승인을 얻었다! 이날은 인간사회력사가 SARS, 조류독감을 이겨낸중요한 날이다! 

발명인의 싸이트 주소를 보시라: 
http://www.ycec.com/Surface-Treatment-of-SARS-hk200503.htm  
 

    그외, 심사서는: “⋯(2003 년 5 월)  (이하 “인용발명 1”이라함)에 오존이 사스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가 서명날자가 없으며, 이는 분명히 2003 년 5 월 20 일 

에 WHO 회의가 공포한후 천박한 표절이며 어떤 전업성과논리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발명의 본질은 “단양료법”이지 “오존료법”이라고 하지않았다. SARS 를 치료하는 것은 오존이 

분개된후의 단양원자가 실행한다(발명설명서Ⅳ.). 우리의 발명은 일련의 논리적인 의학이론의 

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설명서Ⅱ의 제 10 단락: 
       

『왜냐하면 꼭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면 비전형적인 바이러스감염(사스)은 여전 히 
일종의 표면성궤양감염인바 이것은 창조적인 의학개념으로서 폐부질환의 의료 혁명을 
일으킬것이다. …』 

 
분명한것은 서방의학은 SARS 와 조류독감을 치료할수없을뿐더러 우리의 발명을 

공포하지도 않고 질투와 인터넷상으로 표절하여 과시할뿐이다. 하지만 작자는 자신을 알고 
무서워서 특허신청은 하지 않고 날자만 표시 하였다. 그런데 이런“소위의 발명”을 심사원들은 
우선권이 있는 발명이라고 보는 것에대해 유감스럽고 공정하지도 않다! 

 

II. 미국특허제 6, 242, 472 에 관하여: 
 

우선 지적할 것은, 단순히 이발명의 요약에서 이것은 한개 단일한 물질 (perfluorochemical 

liquid) 이 “의료방법”의 응용발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였다. 모든 특허권리요구는 
“방법” 즉“The method of claim…”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방법특허를 승인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특허의 적요는 아래와 같다: 

 

   「매개물이 PFC 액체에 있는것을 치료하거나 혹은 진단하는 한가지의 방법을 제공해준다. 
최신의 방안으로 유탁액혹은 한개 확산적형식으로 생물매개물을 폐부의 신도에 
송달하는방법을 알렸다.」 

 
    심사서은 본발명과 6, 242, 472 특허와 차별이 있다는것을 승인 하였다: 

 
        『본발명과 인용발명 1 을 비교할 때, 오존이 포함된 것을 제공하여 싸스를 치료하는 

구성물의 목적과 일치하다. 그 구성에 있어서, 단지 본원발명은 오존을 폐부로 
운반하기 위한온반체로 불소 화합물을 부가하여 사용한 차이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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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심사원의 아래와 같은 판단 및 의견은 특허의 인정원칙을 위반한다: 
 

『미국특허 제 6,242,472 호(2001.06.05) (이하”인용발명 2”라함)에는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운반체로 액체 불소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오존의 운반체로 불소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가 융이하게 예삼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살균 등을 위해 단일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타 
원소, …』 

 
    그렇다면 진부한 중국이 종이를 발견하였고 종이는 문자의 운재체이므로 종이위에 쓴 

모든 특허문자는 예상중에 있고 중국이 소유하고 있단 말인가? 종이의 발명인은 다른사람이 
종이에 글을 쓰는 특허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헌저하게 “폐결병치료의 운재체”로 본발명을 
대체 한다는 것은 황당하다! 
      현저하게, 심사원이“폐결병치료의 운재체”로 본약물발명을 대체 한것은 
황당무계한것이다! 
        

   같은 도리로 말해서 만일 자동차의 발명인이 자동차가 자기가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발명한것이여서 적재한 모든 물건이 자기거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이 자동차 발명인을 
비웃을 것이다! 
 

때문에  심사원은 사심을 가지고있는것을 알수있고  “유심론”으로 심사특허척도를 대체 
하였다. 심사서 <아래>의 마지막단락은 아래와같다： 
 

『 당업자가 인용발명 1,2 로부터 불소 화합물과 오존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사스 감염된 폐부의 표면처리법에 사용하기 위한 액체 약물을 도출해 
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고,⋯』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큰난도가없는”지식재산권은 한국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단 
말인가? 심사특허난도의 척도는 또 어디에 있다는 건가? 알고보니 한국의 심사원은 
특허발명의 “난도”같은 “주관적인 의식”으로 특허를 피준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려하는구나!  
이런 잘못되고 불공정한 행정수단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한국의 
국가명예를 파괴하고 본 발병과 같이 력사책에 기재될것이다. 
 

그밖에 심사원이 SARS, 조류독감과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특허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한이상 심사원은 더욱이 이 특허를 비준하고 한국위생부에서 이 의학성과를 
공포하는 것을 재촉해야할것이다. 그리고 WHO 의 전한국총간사 이중곡을 불러 왜 WHO 는 
그의 령도하에서 이렇게 간단한 발명도 모를수 있는지 책문해야 할것이다. 

 

심사원은 마지막으로 부정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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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발명은 상기 인용발명 1,2 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심사원이 본 “발명 1”은 깊이가 없는 인터넷표절인뿐 “발명”의 법정자격은 없으며 이미 

앞에서 반박과 부인을 받았다. 그리고 “발명 2”는 본발명과는 두개의 다른 특허영역이여서 
심사의 태도는 동의를 할수 없다! 
 
      III.    심사의 이유 2. 본발명의 설명은 치료응용의 실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여: 
            

 

“ 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 42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심사의 이유 2 는 정확하지 않다. 설명서의 Ⅳ.2.에는 국제에서 공인한 
오존세균소멸농도표가 있다, 심사원은 어떻게 이것을 무시 할수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국가에서도 “의치응용가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발명의 신청을 거절한 특허심사는 
없었다! 이는 아무도 본발명의 사고논리성과에 대해 의심을 한지 않기 때문이다. 
즉“표면적폐부세균간염처리” 방식으로 SARS, 조류독감을 치료한다, 즉 몇천년이래 
세계의학계에서의 중시하지않는 점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오존이 PFC 와 혼합하여 폐부에 
진입하여 세균을 소멸하는 공효나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존심이 있는 전문인사기 때문이다! 
 

    http://www.ycec.net/kr.htm 는 전문 한국병원에 본발명인회사의 PFC 와 오존 약 배치 
기계를 구매할것을 추천하여 한국인민의 웹페이지에 행복을 가져준다. 사실앞에서 심사원은 
상술입장을 바꿔야 민심에 순응할수있고 력사에 부끄럽지 않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한국인민들은 페가 없고 치료하지 않고 혹은 양생으로 페를 싯는가? 때문에 숨기는것은 
한국인민의 리익을 손해주는것이고 한국정부는 본국인민에게 어째서 숨겼다는것과 그렇게 
중대한 발명을 거절했는가에 대해 해석해야 할것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하여 심사의 이유 2 는 성립되지 않는다. 
  

IV. 심사이 이유 3.(갑)은 특허 신청의 요구 3 이 단양원소를 분해하여 발생한 

“기타원소”를 밝히지않고 또 요구 4 는 어떤“요소”를 선택하여 세균을 없애거나 

억제하는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여 제 42 조제 4 항제 1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단양원소”와 “항생소혹은 살균제”는 원래 특정물질의 아주 선명한 설명이다! 이두개를 

산출할 수 있는 물질은 날마다 다르다, “명칭”도 마음대로 바꾼다, 만약 명확히 지적하면 

특허를 폐기 시키는 것과 같고 심사원은 틀리게 제 42 조제 4 항제 1 호규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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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심사에 관한 이유 3.(을)심사원은 특허신청범위 제 5 항“기타폐부질병” 은 특정한 
 질병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42 조제 4 항제 1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폐부질병의 표면처리영역는 본발명이 처음 창시하였다 세계에는 선례가 없다.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미지의 대용품의 특허원칙에 합치되는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신청인이 A 항생소를 등록하면 지식재산권을 침략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B 항생소로 
이름진다. 이러면 또 어떻게 지식재산권 보호가 되는가? 
 

폐부 질병표면처리영역에서, 오늘은 SARS 의세균간염,내일은 H5N1 조류독감이 될수 있고, 
모레는 H7N7 가 될수도 있다. 그렇다면 끝도 없는 세균과 명명권을 하나하나씩 나열할수 
있는가? 심사원은 여기서 또 잘못되게 제 42 조제 4 항제 1 호규정을 적용하였다.   
 

VI. 심사에 관한이유 4. 심사원은 신청범위제 2 항“불소원소가 포함된 액체 약물의 
첨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가특허법제 42 조제 4 항제 2 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심사원은 “불소 원소가 포함된액체”는 무수한 분자식조합의 화합물이라는것을  알고있 
으며 “불소 원소”는 발명의 핵심특성요소중 하나이고 특허신청 범위의 제 4 항 “살균제” 와 같이 
한 개나 두개의 례밖에 들수가 없다. 만일 심사원은 계속 신청인이 모든 화합물분자식 혹은 
명칭을 열거하는것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한국병원이 남긴 
침권틈새에 대한특허 신청을 폐기 시키는 것이된다. 그렇다해도 한국병원에서는 광명정대하게 
“페 싯는 실?”을 설치할수있기때문에 희망컨대 심사원이 잘 생각해보기바란다. 
 

중국정부를 협조하여 본발명을 숨겨 의료문제를 빗어냈기때문에  부쉬대통령이 이미 
공화당을 중기선거에서 실패하게되였다는것을 심사원은 반드시 알아야한다! 심사원은 중국정부 
는 사실을 감춘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암암리에서 한국의 특허심사가 본인을 
괴롭히게할것만을 요구하는데 중국정부 의 특허국은 이렇게 제멋대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심사원은 자기가 한국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말되지않는 소위의 “이유”로 이 신청을 폐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역사상에 더러운 명성을 남기게 되며 이후 한국 령도자들이 국제 사회에서의 모든 행동도 
비웃음을 받게 될것이다. 
 

     심사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WO 03/094902 PCT 의 2003 년 11 월 20 일출판에 근거하여 
본신청이 2003 년 12 월 12 일에 근거하여 수개하는것을 동의 하지 않았다. 심사원도 증가된 
“PFC 와 오존의 배합”에 대한 수개는 발명기술에 대한 한 단계더나간 폭로이며 발명이 새로운 
내용이 있는것을 초월하지 않았다는것에 대해 잘알고 있다; 한국은 PCT 을 체결한 나라이며, 
심사원은 PCT 사무실에서 수개한 관방사본을 얻을수 있다. 심사원이 승인을 거절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６

 

    안 되게 이해하고 있었다, 부속품의 1. 그렇습니다 설명서에수정하는 신청은 기록한다, 왜 

획득하지 않는 이번 심사의 승인? 
 

     신청인은 심사서에서 인도한 특허법제 47 조제 2 항에 근거하여 pdf 파일의 수개설명서와 
부도를 포함하여 보충제출한다. 믿줄그은것은 첨가된것을 표시하고 중괄호 친것은 삭제된것을 
표시한다: 
 

1.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증가한 설명서 IV.1. PFC 용매의 선택의 
제 3 단락은 PFC 특성소개를 강화한것이지  새로운 발명을 증가하지않았고;   

 

2.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강화한것을 설명서 IV.3. PFC 와 오존의 배합; 이는 새로 
증가한부도 4 이며 PFC 오존혼합제약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새로운것을 
증가하지않았고; 

 

3.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원래의 부도 4 를 순서에 맞춰 부도 5 로 수정하였다; 
 

4.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원래설명서 IV.3.b 를 취소하고 부도 6 으로 개변하였다; 
 

5.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설명서Ⅴ.결론의 설명을 증가하였다; 
 

이상의 수정은 원 발명설명서를 초월하지않아 새로운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청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Respectfully submitted, 

Date: Feb. 12, 2007  _________ 
     applicant: Lin Zhen-man 
 

   
    Telephone:    65-63533647 
      Telefax:      65-62585636 

                        Email: lzmyc@singnet.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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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 2007  
             
  
Re:      Korean Patent Application No. 10-2005-7023913 

corresponding to PCT/SG03/000145 
in the name of LIN, Zhem-man 
Your Ref.: (please advise) 
Our Ref.: PC-2L1076/CAR                    

  
  
Dear Mr. Lin: 
  
Thank you for your e-mail dated December 26, 2006.  
  
Unfortunately, we cannot file an argument and amendment as you proposed.  The draft 
arguments and amendments do not comply with the Korean patent law.  Accordingly, 
even if we file the draft documents, the subject application will finally be rejec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urther, such filing will downgrade our firm’s 
reputation.     
  
Nonetheless, if you still wish for us to proceed with filing a response to the Office Action, 
please note that a total of U.S. $9,000 will be incurred.  Since the specification and 
proposed arguments are significantly defective and the rejection is complex, we will 
have to amend the specification (U.S. $5,500) and reorganize the arguments (U.S. 
$3,500) in order to overcome the rejection.  
  
Please review the foregoing, and provide us with your instructions as soon as possible.  
  
  
Very truly yours,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KJH/ksg  
c:/ksg/mail/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Kukdong Bldg., Chungmuro 3-Ka, Chung-Ku, Seoul 100-705, Korea 
TEL: 82-2-2279-3631 FAX: 82-2-2273-4605 / 82-2-2277-7763 
E-mail: info@leeinternational.com 
http://www.leeinternational.com 
Confidentiality note: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confidential. Dissemination, distribution, 
forwarding or copying of this e-mail by anyone other than the intended recipient is prohibited.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please notify the sender immediately and delete the message from your e-mail system.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re PATENT APPLICATION of: 
 

Applicant(s) : Lin ZHEN-MAN`    ) Respond to  
Application No. : 10-2005-7023913   ) Examiner 
Filed Date     :   Dec. 12, 2005    )  
Invent Name :  Surface Treatment of SARS-Infected Lungs ) 
                                                 

Office Action Date:  Nov. 15, 2006 
Respond  Deadline:  Jan. 15, 2007 
Applicant’s Agent :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Commissioner of Patents
Examiner,    
Dear,  

Respond for Office-Action of Nov. 16, 2006. 
  2006.11.16 의 특허심사에 대한 회답 

 
      The rejected reason 1. of examiner is the opinion that has a composition of website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and the number 6,242,472 of USA Patent both 
possess priority, so under the Article 29, Paragraph 2 of patent law cannot accept the claims 1-5 of 
this invention. 
       심사원의 이유 1. a는 한웹페이지의 문장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과 미국특허 제 6, 242,472 호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특허법제 2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명의 제 1-5 항의 권리요구에 대해 수락할수 없다. 
       
      Applicant should first point out the standpoint of examine was to deviate the 
examine-standard of patent and to be short of justice, this was startling. 
      신청인은 우선 심사가 위에서 말한 두안례를 빌어 “우선권”의 입장이라고 한것은 

일반특허심사표준을 벗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대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I. About the composition of website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 : 
웹페이지 문장에 관하여(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 

 

     Firstly, the document of network is always not recognize by any official！And it is alway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rue and false, so it cannot to give the priority qualifications in patent 
field; 

     우선, 웹페이지의 문장은 정부측에서 승인한 특허가 아니며 진위구분이 어려워 

우선권자격 권리를 얻지 못한다. 

 
      Secondly, the examiner can see from the background of specification the following: 

    둘째, 심사원은 발명 설명서의 배경에서 볼수있다: 

 
       “어떻게 폐부에 대한 사스 바이러스감염을 치료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의학계의 급선무로 

되였고 이 긴급한 고비에 발명인들은 최신 치료 방안을 발명하였다. 이 방안은 

《폐부 사스감염 표면처리》로서  사람을 구하는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중국어 

발명서류는 2003 년 5 월 15 일에 홍콩 행정장관 및 중국영도자에게, 영어서류도  

2003 년 5 월 20 일에 Mey-Verme, Mrs. Sonia (WDC)가 'WHO-Padey'에게 전하여 

'WHO-Liden' 및 제네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위생부 영도자들에게 전해 졌다. "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http://www.triroc.com/sunnen/topics/sars,html
mailto:maysonia@paho.org
mailto:padeyg@who.int
mailto:lidenj@who.int


 
       So that is to say, the invent specification was to deliver mail to WHO meeting on 20th May 
2003.  Under the convention of patent-application, the right of priority of our invent application it 
could be to extend to the date. 
       즉, 본발명 설명서가 WHO 회의에 전해진 영문역본은 2003 년 5 월 20 일이다; 

특허신청의 관례에 의하면 본발명의 우선권은 이날자까지 신청연장할수 있다. 

       
Besides, this invention was to grant the patent from the Hong Kong Government on 23th 

July. 2004, the patent number is HK1060833, so the promulgate date of this patent on 15th May, 
2003 was to get the indirect admit by a official. This important date will write down in history for 
proclaim mankind society to defeat the SARS and bird-flu already! Please see website of inventor:  
http://www.ycec.com/Surface-Treatment-of-SARS-hk200503.htm  
     그리고, 본발명은 2004 년 7 월 23 일에 홍콩정부의 특허승인 입증을 받았다, 
특허번호는 HK1060833, 본발명의 첫공포날자는 2003 년 5 월 15 일이며 정부측의 
간접승인을 얻었다! 이날은 인간사회력사가 SARS, 조류독감을 이겨낸중요한 날이다! 
발명인의 싸이트 주소를 보시라: 
http://www.ycec.com/Surface-Treatment-of-SARS-hk200503.htm  

 
      Moreover, the document of examine which was deemed:“⋯(2003 년 5 월) (이하 
“인용발명 1”이라함)에 오존이 사스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but, there was no 
complete date and it was bound to a plagiarize after 20th May, 2003 promulgate at WHO meeting, 
and the theory of plagiarize is superficial and not any subject and logicality!  And then, the innate 
character of this invention is “O1 Therapy” and no to call “Ozone Therapy”, the cure to SARS is by 
single atom it was decompose from the Ozone (invent specification IV.) which shows that our 
invention have support by medical science theory of a series of logicality, such as the paragraph 10 
of specification II, below: 

    그외, 심사서는: “⋯(2003 년 5 월)  (이하 “인용발명 1”이라함)에 오존이 사스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가 서명날자가 없으며, 이는 분명히 2003 년 5 월 20 일 
에 WHO 회의가 공포한후 천박한 표절이며 어떤 전업성과논리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발명의 본질은 “단양료법”이지 “오존료법”이라고 하지않았다. SARS 를 치료하는 것은 오존이 
분개된후의 단양원자가 실행한다(발명설명서Ⅳ.). 우리의 발명은 일련의 논리적인 의학이론의 
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설명서Ⅱ의 제 10 단락: 
       

『왜냐하면 꼭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면 비전형적인 바이러스감염(사스)은 여전 

히 일종의 표면성궤양감염인바 이것은 창조적인 의학개념으로서 폐부질환의 의료 

혁명을 일으킬것이다. …』 

 
Obviously, the west medicine was not known how to cure the SARS and Bird-flu and not to 

admit our invention, because of their envy and hence plagiarize the website! Thus, the writer who 
has self-knowledge and diffident, he will not apply patent and annotations the month only. But, thus 
the professed invention unexpected for the examiner to regard as priority of invention, this is very 
regrettable and unjustness! 

분명한것은 서방의학은 SARS 와 조류독감을 치료할수없을뿐더러 우리의 발명을 

공포하지도 않고 질투와 인터넷상으로 표절하여 과시할뿐이다. 하지만 작자는 자신을 알고 

무서워서 특허신청은 하지 않고 날자만 표시 하였다. 그런데 이런“소위의 발명”을 심사원들은 

우선권이 있는 발명이라고 보는 것에대해 유감스럽고 공정하지도 않다! 

 

II. About the US patent 6,242,472 
            미국특허제6, 242, 472 에 관하여: 
 

http://www.ycec.com/Surface-Treatment-of-SARS-hk200503.htm
http://www.ycec.com/Surface-Treatment-of-SARS-hk200503.htm


      In the first place, I must to point out that under the abstract of the US patent 6,242,472 
which was to verify the patent is an application of a medical treatment of a single substance already, 
the claims which all without exception to parade “The method of claim…＂, but the patent law of 
Korea here is not to admit the medical treatment, the abstract of the US patent 6,242,472 is below:       

우선 지적할 것은, 단순히 이발명의 요약에서 이것은 한개 단일한 물질 

(perfluorochemical liquid) 이 “의료방법”의 응용발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였다. 

모든 특허권리요구는 “방법” 즉“The method of claim…”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방법특허를 승인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특허의 적요는 아래와 같다: 
 

『Methods of delivering a therapeutic or diagnostic agent in a perfluorochemical liquid 
carrier are provided.  In preferred embodiments, the disclosed methods use compositions in 
the form of an emulsion or a dispersion for delivery of a biological agent to the pulmonary 
air passages. 』 

   「매개물이 PFC액체에 있는것을 치료하거나 혹은 진단하는 한가지의 방법을 제공해준다. 

최신의 방안으로 유탁액혹은 한개 확산적형식으로 생물매개물을 폐부의 신도에 

송달하는방법을 알렸다.」 
 

      The document of examine was to admit our application with the US patent both has 
difference:  

    심사서은 본발명과 6, 242, 472 특허와 차별이 있다는것을 승인 하였다: 

 
        『본발명과 인용발명 1 을 비교할 때, 오존이 포함된 것을 제공하여 싸스를 치료하는 

구성물의 목적과 일치하다. 그 구성에 있어서, 단지 본원발명은 오존을 폐부로 

운반하기 위한온반체로 불소 화합물을 부가하여 사용한 차이점이 있고…』 

 
      But, the examiner’s determine and opinion which was to violate the principles of 
patent-examine: 
    하지만 심사원의 아래와 같은 판단 및 의견은 특허의 인정원칙을 위반한다: 

 

『미국특허 제6,242,472호(2001.06.05) (이하”인용발명2”라함)에는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운반체로 액체 불소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오존의 운반체로 불소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가 융이하게 예삼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살균 등을 위해 단일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타 

원소, …』 

 
If the formulation of the invention of paper belong to ancient China, the carry-body of words 

is the paper that do not have any person could opposed, could it be said to all that writing down at 
paper which document of patent to belong to China?  Could it be said that the inventor of paper 
who has power to prevent from other person using the paper to write down the document of patent? 

Obviously, the examiner used “the carry-body of cure the tuberculosis” to substitute for our 
patent applications of drug that was absurdity! 

    그렇다면 진부한 중국이 종이를 발견하였고 종이는 문자의 운재체이므로 종이위에 쓴 

모든 특허문자는 예상중에 있고 중국이 소유하고 있단 말인가? 종이의 발명인은 다른사람이 

종이에 글을 쓰는 특허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헌저하게 “폐결병치료의 운재체”로 본발명을 

대체 한다는 것은 황당하다! 

      현저하게, 심사원이“폐결병치료의 운재체”로 본약물발명을 대체 한것은 

황당무계한것이다! 

        
The same as above, so that is to say, an inventor of car if who to be of the opinion that car is 

his invention and it will be to carry cargo, so the cargo ought to belong to him, therefore, people 
will to hold someone in sneering disdain for the inventor of car was to talk nonsense. 

   같은 도리로 말해서 만일 자동차의 발명인이 자동차가 자기가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발명한것이여서 적재한 모든 물건이 자기거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이 자동차 발명인을 

비웃을 것이다! 

 
     For above reason, it is thus clear that the examiner him has selfish motives, so him used 
“idealism” to substitute for the standard of examine.  The last section of <아래> of examine 
document is below: 

때문에  심사원은 사심을 가지고있는것을 알수있고  “유심론”으로 심사특허척도를 대체 

하였다. 심사서 <아래>의 마지막단락은 아래와같다： 

 
『당업자가 인용발명 1,2 로부터 불소 화합물과 오존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사스 감염된 폐부의 표면처리법에 사용하기 위한 액체 약물을 도출해 

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고,⋯』 
 

Evidencely, is it possible that intellectual property of “not has any degree of difficulty” 
which may be dismissed by protection of patent law of Korea? What the standard of  “degree of 
difficulty” of patent examine? As it turns out that examiner of Korea was used his 
“subjective-conscious” to weigh the “degree of difficulty” of patent examine for decision whether 
grant of patent?! So this administration-means of wrong and unjustness must to correct, if no, it will 
destroy the nation-reputation of Korea and with this invent to write down history together!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큰난도가없는”지식재산권은 한국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단 

말인가? 심사특허난도의 척도는 또 어디에 있다는 건가? 알고보니 한국의 심사원은 

특허발명의 “난도”같은 “주관적인 의식”으로 특허를 피준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려하는구나!  

이런 잘못되고 불공정한 행정수단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한국의 

국가명예를 파괴하고 본 발병과 같이 력사책에 기재될것이다. 

 

On the other side, if the examiner believe that our invention could cure the SARS, bird-flu 
and tuberculosis that is uncomplicated sure, then the examiner should be granted to this patent and 
to press for the Department of Health of Korea to make public for this fruitful results of medicine! 
Also must to awaken former Korean’s Head Director of WHO and question, why the WHO could 
not to know such this easy invention?! 

그밖에 심사원이 SARS, 조류독감과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특허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한이상 심사원은 더욱이 이 특허를 비준하고 한국위생부에서 이 의학성과를 

공포하는 것을 재촉해야할것이다. 그리고 WHO 의 전한국총간사 이중곡을 불러 왜 WHO 는 

그의 령도하에서 이렇게 간단한 발명도 모를수 있는지 책문해야 할것이다. 

 
Lastly, the examiner wrote down a conclusion of unsuitable: 
심사원은 마지막으로 부정한 결론을 내렸다: 

 
 

『  ⋯본원발명은 상기 인용발명 1,2 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At the vision of examiner that the “invent 1.”, at bottom it is merely a plagiarize of not have 
any depth and not to possess any statutory-qualifications of “invent” which was to respond and 
refute for the office examine already.  And then, the “invent 2.” with our invention both at two not 
alike field of patent, so the attitude of examiner which is not to agreement!    

  심사원이 본 “발명 1”은 깊이가 없는 인터넷표절인뿐 “발명”의 법정자격은 없으며 이미 

앞에서 반박과 부인을 받았다. 그리고 “발명 2”는 본발명과는 두개의 다른 특허영역이여서 

심사의 태도는 동의를 할수 없다! 

 
      III.    The reject reason 2. of examine which point out that was to be short of example 

of clinical in the specification, therefore: 



심사의 이유 2. 본발명의 설명은 치료응용의 실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여: 
            

 

“ 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 42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The rejection reason 2. of examine is wrong too. In the specification IV.2 that have an 
Ozone consistency form of disinfect and it is accepted for international, why the examiner could 
close one's eyes to something!  Up to the present, still not have one patent examine of country 
could be to use the reason of “lack possible to cure application” for refuse our invent application! 
Because no any person have doubts in this thinking logic of invention and fruitful results that as the 
medical treatment of “Surface Treatment of Bacterial-Infected of Lungs” to cure the SARS, Bird-flu 
etc.  That is throughout history, a scotoma being in the medical treatment circle up to now, still not 
have any person could be to negate the Ozone could be to mix in PFC and doubt the effect of 
disinfect in the lung or the character of safe, because they are belong to the professional of 
self-respect!      
     심사의 이유 2 는 정확하지 않다. 설명서의 Ⅳ.2.에는 국제에서 공인한 

오존세균소멸농도표가 있다, 심사원은 어떻게 이것을 무시 할수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국가에서도 “의치응용가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발명의 신청을 거절한 특허심사는 

없었다! 이는 아무도 본발명의 사고논리성과에 대해 의심을 한지 않기 때문이다. 

즉“표면적폐부세균간염처리” 방식으로 SARS, 조류독감을 치료한다, 즉 몇천년이래 

세계의학계에서의 중시하지않는 점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오존이 PFC 와 혼합하여 폐부에 

진입하여 세균을 소멸하는 공효나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존심이 있는 전문인사기 때문이다! 

 
    The website http://www.ycec.net/kr.htm is a monograph face hospital of Korea to recommend 
to buy the “PFCO–Pharmacy-Machines” (PFC mix Ozone) from invention company to establish the 
“wash-lung room” to benefit Korean, actually, if examiner change above standpoint and adjust the 
feelings of the citizenry, this only can to be worthy of history. If not, it is possible that all the 
Korean do not have lung and may not need medical treatment to keep fit to washing lung? 
Therefore, the Korea Government also confront how to explain for one's own country people why 
could be to conceal and refuse such this important invent?   
    http://www.ycec.net/kr.htm는 전문 한국병원에 본발명인회사의 PFC와 오존 약 배치 

기계를 구매할것을 추천하여 한국인민의 웹페이지에 행복을 가져준다. 사실앞에서 심사원은 

상술입장을 바꿔야 민심에 순응할수있고 력사에 부끄럽지 않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한국인민들은 페가 없고 치료하지 않고 혹은 양생으로 페를 싯는가? 때문에 숨기는것은 

한국인민의 리익을 손해주는것이고 한국정부는 본국인민에게 어째서 숨겼다는것과 그렇게 

중대한 발명을 거절했는가에 대해 해석해야 할것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Therefore, the reject reason 2. of examine which should not to establish. 
    하여 심사의 이유 2 는 성립되지 않는다. 

  
IV. The reject reason 3. A of examine which point out the claim 3. that not have 

shown what the other element name for decompose single oxygen and not have 
to show clearly what the element name of to kill or restrain germs in claim 4. so 
disobey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42, Paragraph 4 of patent law. 
심사이 이유 3.(갑)은 특허 신청의 요구 3 이 단양원소를 분해하여 발생한 
“기타원소”를 밝히지않고 또 요구 4 는 어떤“요소”를 선택하여 세균을 없애거나 
억제하는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여 제 42 조제 4 항제 1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The “single element” and “antibiotics or bactericide” which quite right a clearly express! 

http://www.ycec.net/kr.htm
http://www.ycec.net/kr.htm


Because it could be to produce the substance of both type may be to change with each passing day, 
the “name” may be to follow one's inclinations; if shown clearly the name namely that was to 
equate to become invalid the patent!  The examiner was wrong to completely imitate the      
regulations of Article 42, Paragraph 4 of patent law. 

“단양원소”와 “항생소혹은 살균제”는 원래 특정물질의 아주 선명한 설명이다! 이두개를 
산출할 수 있는 물질은 날마다 다르다, “명칭”도 마음대로 바꾼다, 만약 명확히 지적하면 
특허를 폐기 시키는 것과 같고 심사원은 틀리게 제 42 조제 4 항제 1 호규정을 적용하였다.  
 

V.  About the reject reason 3. B, the examiner pointed out the “other lung   
diseases” of claims 5. which do not have to show clearly what the designated 
diseases, so disobey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42, Paragraph 4 of patent law 
too. 

심사에 관한 이유 3.(을)심사원은 특허신청범위 제 5항“기타폐부질병” 은 특정한 

 질병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42조제 4항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In the field of surface treatment of lung diseases, this is inventor’s pioneer and no any 
precedent in the world, for protect this intellectual property to restrict unknown substitute to tally 
with the principles of patent, for instance, then an applicant to show clearly a A antibiotics, but if a 
person on purpose to encroach on this intellectual property who could be to arrogation for a B 
antibiotics, and then, how to protect this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폐부질병의 표면처리영역는 본발명이 처음 창시하였다 세계에는 선례가 없다.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미지의 대용품의 특허원칙에 합치되는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신청인이 A 항생소를 등록하면 지식재산권을 침략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B 항생소로 

이름진다. 이러면 또 어떻게 지식재산권 보호가 되는가? 

 
    In the field of surface treatment of lung diseases, today is SARS-Infected Lungs and tomorrow 
may be the H5N1 bird flu, the day after tomorrow will still be H5N7, and which have germs of 
infinite and power of denominate, is it possible that could be to one by one to arrange for display? 
The examiner in here was wrong to completely imitate the regulations of Article 42, Paragraph 4.1 
of patent law too. 

폐부 질병표면처리영역에서, 오늘은 SARS 의세균간염,내일은 H5N1 조류독감이 될수 있고, 

모레는 H7N7 가 될수도 있다. 그렇다면 끝도 없는 세균과 명명권을 하나하나씩 나열할수 

있는가? 심사원은 여기서 또 잘못되게 제 42 조제 4 항제 1 호규정을 적용하였다.   

 

VI. About the reject reason 4., the examiner pointed out the claim 2. which “no 
show clearly to additive what name the liquid medicine of include fluorine 
element…”  so disobey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42, Paragraph 4.2 of patent 
law. 
심사에 관한이유4. 심사원은 신청범위제2항“불소원소가 포함된 액체 약물의 

첨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가특허법제42조제 4항제 2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Then the examiner know the “liquid of contain fluorine element” that could contain 
innumerable molecular formula, the “fluorine element” is an essential factor of nucleus property 
only, exactly as the “bactericide” of claim 4.which only can to give an example, if the examiner was 
to persist in one's errors, it could be equal to painstakingly cancel this patent application and for 
hospital of Korea to prepare apace of tort.  Granted that, hospital of Korea may be high-principled 
to establish the “washing-lung room”? Inventor was to hope the patent office of Korea to think 
thrice before you act! 
     심사원은 “불소 원소가 포함된액체”는 무수한 분자식조합의 화합물이라는것을  

알고있으며 “불소 원소”는 발명의 핵심특성요소중 하나이고 특허신청 범위의 제 4 항 



“살균제”와 같이 한 개나 두개의 례밖에 들수가 없다. 만일 심사원은 계속 신청인이 모든 

화합물분자식 혹은 명칭을 열거하는것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한국병원이 남긴 침권틈새에 대한특허 신청을 폐기 시키는 것이된다. 그렇다해도 

한국병원에서는 광명정대하게 “페 싯는 실?”을 설치할수있기때문에 희망컨대 심사원이 잘 

생각해보기바란다. 

 

  The examiner must know, the President Bush assist China Government to conceal this 
invention which noticeable question of medical treatment that was to lead to losses the mid-term 
election of the parliament of a nation!  The examiner must know too, the China Government does 
not to make public the reason of conceal, only can in the dark to requests patent examine of Korea 
to bully this applicant, but the patent office of China Government himself still dare not do such 
unbridled!   The examiner must know again that him is on behalf of Korea Government, if persist 
in above the what is called “reason” of not straight for cancel this patent application that was very 
easy, but it only can to keep down a scandal in medical treatment history and the influence to reach, 
from now on, all the action of leader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may be to ridicule 
on the spot!      

중국정부를 협조하여 본발명을 숨겨 의료문제를 빗어냈기때문에  부쉬대통령이 이미 

공화당을 중기선거에서 실패하게되였다는것을 심사원은 반드시 알아야한다! 심사원은 

중국정부 는 사실을 감춘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암암리에서 한국의 특허심사가 본인을 

괴롭히게할것만을 요구하는데 중국정부 의 특허국은 이렇게 제멋대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심사원은 자기가 한국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말되지않는 소위의 “이유”로 이 신청을 폐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역사상에 더러운 명성을 남기게 되며 이후 한국 령도자들이 국제 사회에서의 모든 행동도 

비웃음을 받게 될것이다. 

 
     The last of examine document which only to simple for under the PCT publish number of 
WO 03/094902 on 2003.11.20 which refused the specification of amend under Article19/34 of 
PCT/law on Dec.12, 2003, the examiner know the amend which added parts such as the“PFC와 
오존의 배합”is the technology of invention further to expose and without to surmount invent 
field and has no bring any new subject matter, the Korea is a sign-country of PCT treaty, the 
examiner could be to call on the PCT office for get the amend copy of official, so the examiner’s 
refused is wrong. 
     심사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히WO 03/094902 PCT 의 2003년 11월20일출판에 근거하여 

본신청이 2003 년 12 월 12 일에 근거하여 수개하는것을 동의 하지 않았다. 심사원도 

증가된“PFC 와 오존의 배합”에 대한 수개는 발명기술에 대한 한 단계더나간 폭로이며 발명이 

새로운 내용이 있는것을 초월하지 않았다는것에 대해 잘알고 있다; 한국은 PCT 을 체결한 

나라이며, 심사원은 PCT사무실에서 수개한 관방사본을 얻을수 있다. 심사원이 승인을 

거절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Now, the applicant under the Article 47, Paragraph 2. of guide of examine document to 
replenish a PDF file to apply amend of the specification and pictures, the amend document which to 
use underline to show the add and use square bracket to show the delete: 
     신청인은 심사서에서 인도한 특허법제 47 조제 2 항에 근거하여 pdf 파일의 수개설명서와 

부도를 포함하여 보충제출한다. 믿줄그은것은 첨가된것을 표시하고 중괄호 친것은 삭제된것을 

표시한다: 
 

1. The amendment need to add the third paragraph of specification V.1. to strengthen 
characteristic introduce of PFC and which show no bring any new subject matter;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증가한 설명서 IV.1. PFC 용매의 선택의 

제 3 단락은 PFC 특성소개를 강화한것이지  새로운 발명을 증가하지않았고;   
 



2. The amendment need to add the “Mixing of PFC and Ozone” of specification IV.3 for 
statement the Fig. 4 of new add and strengthen to show the technology of PFC mix 
Ozone and no bring any new subject matter;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강화한것을 설명서 IV.3. PFC 와 오존의 배합; 이는 새로 

증가한부도 4 이며 PFC 오존혼합제약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새로운것을 

증가하지않았고; 
 

3. The amendment needs to change the Fig.4 of original in turn to for Fig.5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원래의 부도 4 를 순서에 맞춰 부도 5 로 수정하였다; 

 

4. The amendment needs to cancel the IV.3.b of specification and to transform for Fig.6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원래설명서 IV.3.b 를 취소하고 부도 6 으로 개변하였다; 

 

5. The amendment need to add the V. Conclusion of specification. 
수개의 요구에 응하여,  설명서Ⅴ.결론의 설명을 증가하였다; 

 

以上的修改並無超越原發明說明書產生新的內容，申請人現請求接納。 

        The above amendment without to surmount invention field of original specification and 
will not bring about any new subject matter, applicant in present plead for acceptance. 

이상의 수정은 원 발명설명서를 초월하지않아 새로운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청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Respectfully submitted, 

Date: Dec. 26, 2006  _________ 
     applicant: Lin Zhen-man 
 

   
    Telephone:    65-63533647 
      Telefax:      65-62585636 

                        Email: lzmyc@singnet.com.sg

mailto:lzm@yc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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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개요 
 

사스 병원균의 감염은 거리낌없이 전체 국제 사회를 뒤흔들고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아 의학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100 여년 이래 의학상에서는 폐부 감염질병에 대해 

모두 줄곧 내장조직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종류 의학 해명의 

착오를 지적하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사스 병원균의 

감염은 우선 일종의 표면성의 궤양감염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상술한 의학 해명의 변화를 차지한 우리는 최적 의료 방식을 찾아내여 사스 

병원균 초기감염환자가 병원에 가서 몇시간 동안 폐를 세척하면 모두 퇴원할 수 

있는것이 꿈이 아니고, 사스 병원균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인류가 사스 

병원균을 물리쳤다고 발표할수 있다! 

 
폐부의 사스감염의 표면처리는 새로운 의학개념하의 산물이고 단일산소요법은 

표면처리의 핵심이다. 폐에 소독제를 용해하여 주입한 액체가 바로 폐의 

단일산소요법의 표면처리액이다. 이 액체의 학명이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이고 소독제가 바로 오존이다. 

 
 

적요 부도 
 

2. 액면측정기 

3.세척액 
1.산소공급 

좌측 폐엽  
4 액 

5

 

. 살균처리
.회수 흡입관 

7.초성파 처리 액면감시
6.초성파 도입 

우

 

측 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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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요구서 
  

  
 

 

1 폐부표면처리방법에 있어서 액체약품의 학명은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과 혼합오존(O3)이다. 
  

2 요구 1 에 있어서의 약물액체의 특징은 불소원소를 포함한 액체 

및 단일 산소 O1 살균제를 산생하는 것이다. 
  

3 요구 1 의 응용은 PFC 혹은 기타 대용 액체중의 혼합오존 혹은 

단일산소 O1원소의 산생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요구 1 의 액체상태를 매개로 하는 약물의 표면처리액에 병원균을 

소멸하거나 억제하는 요소를 첨가할때 기타 항생제 혹은 

살균제의 주입을 포함한다.  
  

5 요구 1.의 페부표면처리방법의 액체약물은  사스병원균감염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폐부 표면감염질병에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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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부 사스바이러스감염에 대한 표면처리 
 

I. 첫째, 발명 배경 
 
 

2003 년 2 월부터 갑자기 폐에 대한 사스 바이러스감염이 중국과 홍콩 두 

지역에서 광범하게 전염되어 사망률이 무려 15%가량에 달하였으며 의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특효약물이 없어 속수무책이 되였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선후로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여  여행 경고지역에 들어 경제적 손실이  천억 원을 

헤아리고 인류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어떻게 폐부에 대한 사스 바이러스감염을 치료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의학계의 

급선무로 되였고 이 긴급한 고비에 발명인들은 최신 치료 방안을 발명하였다. 이 

방안은 《폐부 사스감염 표면처리》로서  사람을 구하는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중국어 발명서류는 2003 년 5 월 15 일에 홍콩 행정장관 및 중국영도자에게, 

영어서류도  2003 년 5 월 20 일에 Mey-Verme, Mrs. Sonia (WDC)가 

'WHO-Padey'에게 전하여 'WHO-Liden' 및 제네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위생부 

영도자들에게 전해 졌다. 
 

II. 둘째, 서언 

 

먼저 폐의 기능으로 부터 시작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폐의 주요기능은 우심실에서 사출한 혈액을 폐 혈맥을 통하여 각 폐 혈맥의 

분기에   까지 다시 분배하여 널리 폐포에 까지 미친 대량의 모세혈맥이 기체교환을 

진행함에 따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후 폐 정맥으로부터 좌심실에 되 

돌아와 다시 관련되는 심장박동비률의 속도로 혼합되어 우심실에 이르러 신선한 

산소를 포함한 인체 대혈맥 대순환의 동력원이 이로부터 샘물처럼 끊임없이  거세차게 

솟구쳐 올라 운행된다!（별첨그림 1.） 

 

기체 교환의 매개물은 별로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물고기를 

기를 때 공기를 물속에 주입하여 기포를 생성시켜 공기 중의 산소가 상승하는 기포 

바깥 구면의 접촉면과의 마찰에 의하여 물속에 용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기를 

기를 때의 기포와 다름없이 우리의 폐포는 태여 나서부터 공기와 접촉하는 광범한 

면적을 구비하고 그 작디작은 폐부 내부의 폐포구멍 조직구조는 공기의 접촉표면을 

70 ㎡ 이상으로 넓게 확대 시킨다! 그리고 이런 미세 구멍조직의 표면에 모세혈맥이 

가득 분포 되어 《산소를 교환하는》 사명을 맡고 공기도 혈액, 간질층 및 세포사이에 

확산하여 폐의  환기（Palmnary Veneilation ）를 완성하는데 이것은 현대 의학이 

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다. 

 

과거에 폐병 종류가 많고 결핵병은 일찍 치유하기 어려운 전염병인 까닭에 여러 

가지 항생제를 발명하여 회복비율이 백분의 백에 접근하였다!  어린이 페부염증도 한 

가지의 주요한 보통 병이며 다른 전형적인 세균성, 예를 들면 페부염증 쌍구균 

(pneumococcus)에 대하여 많은 해석이 필요없고 사스페부염증의 스타 사스에 대한 

치료방법이 오늘의 주제인 것이다. 

 

mailto:maysonia@pah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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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의 요법인데 위장흡수방법은 중의의 발전을 저애하는 장애물이고 중의의 

처방은 단지 위장을 협조하여 해독하고 간장의 피로를 경감하는것을 빌어 인체의 

기능을 향상하여 면역력을 강화할 뿐이다.  

 

하지만 현재에 사스를 진료하는 주류는 여전히 서양의학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에 

서는 테트라사이클린, 에리드로마이신 등 항생제를 응용하여 치료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홍콩에서는 리바비린(Ribavirin) 및 스테로이드（steroid）로 제일선에서 

사스를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견지하고 있지만 리바비린(Ribavirin)을 줄곧 

사용하던 캐나다에서는 그 약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말미 암아 그 약으로  사스를 

치료하던  관례 를 정지한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항생제를 위장으로 흡수시키던지 정맥으로 주사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혈액속에서 항균인자를 운행시키는 방식을 개변할수 없는바 우리는 이 특징을 《혈액 

료법》으로 분류하여 기록하며, 매우 많은 항균인자의  미세원소가 위장으로 흡수하여 

전화할수 없기에 서양료법의 치료효과가 여전히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런 까닭에 오늘날 각 지역 의학계의 전문가들은 모두 온 정력을 집중하여 

과학연구방향의 초점을  《항균인자》의 약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별첨그림 2 의 아이콘으로부터 폐 혈맥에서 점적주사 혹은 주사부위를 

찾으면 《혈액료법》의 치료효과를 대폭적으로 제고할수 있을것이고, 대혈맥과 

폐순환의 유량비는 대단한 상수로서 증실이 가능하며, 사스를 포함하여 

임상치료효과의 실천은 여기에서부터 제고할 기회를 얻을수 있다는 등의 계발을 

받을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의학계에서 전념하고 있는 

사스항균인자 《혈액료법》의 약물효과에 대한 노력방향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하려 한다. 
 

왜냐하면 꼭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면 비전형적인 바이러스감염(사스)은 

여전 히 일종의 표면성궤양감염인바 이것은 창조적인 의학개념으로서 폐부질환의 의료 

혁명을 일으킬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속칭을  사용하였는데 즉 보다 

직접 적인 폐부 감염의 《표면처리》기술을 인입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치료 중에 

초성파 정리기술을 인입할것이다!  예를 들면 바깥 피부 세균성감염궤양은 겐티안바 

이로레트를 한번 바르면 어떠한 항생제의 《혈액료법》을 초과하는 신단영약 

일것이다!  

 

이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낙관적으로 지적하는 바 일단 오늘에 추천하는  폐부의 

《표면처리》는 의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끝에 임상응용에 들어가면 사스초기감염환자가 

병원에 가서 폐를 씻을 뿐, 그 종류 세균성바이러스가 폐부에 대한 감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사스가 인류에 대한 생명위협이  근본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할수 있다.  

 

현재 사스감염을 치료하려는 것이 우리가 논술하려는 주제이며, 우리는 또한 

반드시 사스의 물리성질에 대한 대략적인 요해가 있어야 한다.  

 

1. 별첨그림 3.은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은 사진인데 사스는 50 나노미터보다 작은 

초 미세 병균으로서 여러개의 모자 모양을 가진 체형에 의하여 명명되였으나 



여러 개의 모자 모양의 물리적 생태구조가 그의 흡착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흡착성의 극복은  본장에서 강조한 《표면처리》감염에 있어서 극히 

중요 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작자는 이 관념의 계발을 받아 호흡기관 감염을 

예방 하는 조치에 있어서 농염수의 침투성을 발견하였는데 전통적인 소독과 

소염이 기술이며 사회에 매우 쉽사리 수용되어 사스가 구강, 인후로 부터 

폐부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균성감염, 인후염을 앓는 사람들이 단지 

염수를 한모금 마시여 목을 추기기만 하면 인후염의 아픔이 곧 매우 좋은 

이완을 얻을 수 있는 감을 느끼고, 감염된 궤양의 염증을 일으킨 부위의 

세균이 염수에 《떠밀려 내려》가 감소되는것을 전자 내시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상을 알릴 것이다. 

 

2. 미세하고 가벼운 병균은 전자현미경하에서만 본모습을 드러내나, N95 의 여과 

극한 규격은 75 나노미터로서, 초미세, 초경량의 물리성질이  사스로 하여금 

공기 속을 유동하는 물방울 및 미세분진에 따라 전파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런 

종류 특성에 대해 일련의 효과적인 목적성 조치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병균에 대한 폐부의 《표면 처리》방법이 포함된다. 

 

III. 셋째, 현재와 과거의 다섯가지 폐부 《표면 처리》방식 

 

1. 항생제 기화 흡수 요법. 
2.  마사지 및 재채기 기침 요법. 

3. 폐엽을 몸에서 꺼내서 진행하는 체외멸균처리. 

4. 폐엽을 절제하지 않는 국부냉동멸균처리. 

5. 폐엽에 살균제를 주입하는 처리. 
 
논술 1 
 

항생제 기화 흡수요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는데 감염초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며 만약 매우 위험한 의료 간호 작업시간 전후의 방역 조치로 바꾸어 사용하면 양호 

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화 항생제 화학 특성은 반드시 37℃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수용성을  겸비해야만 비로소 발전할 전망을 가진다. 
  
논술 2 
 

마사지 재채기 기침요법도 《표면 처리》시리이즈의 한 가지에 속하며 물리요법 

이라 부르면 혹시 더 합당할 것이다.  폐부에 마사지를 통해 가한 동력으로 인해 

폐포가 압력을 받아 병균이 폐포의 세포벽을 이탈하게 하며, 환자가 코 구멍은 해빛에 

의하여 자극되고 재채기로 폐부로부터 배출하게 하는데 다만 감염초기 혹은 

보호조치중에  개인이 결정할수 있다면 광선 재채기 생성기는 광범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슴, 폐엽부위가 운동하는 한 가지 최고 방식이기 때문이며 매일 3 회 

기침하는것은 노년들의 장수에 있어서 과소평가할수 없는것이다! 이런 운동방식의 

이점은 잠시 적은 사람들만 인식되고 폐가 허약한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쁜 소식이나 

강대한 흡착력을 가진 병균사스 감염이 이미 실증되였으면 이런 방식으로  병의 

증세를 경감 시키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논술 3 

 



폐엽을 몸 밖으로 꺼내서 멸균처리를 진행하는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 체외혈액 

산소보충기의 중대한 발명 및 임상응용이다. 체외멸균처리는 약물침포 및 온도차 

처리의 두가지를 취할수 있는데 온도차 처리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의학개념이다! 폐부 

세균성감염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암 등에 걸린 환자에 쓰일 수 있고 

만약 폐 감염의 표면처리 범위를 초월하여 더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질병의 

치료중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항생제의 혈액 치료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a. 체외의 약물침포는 체내의 약물침포보다 더욱 큰 영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 폐포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침포약물이 많지 않거나 혹은 

공백이지만 초음파의 작용을 이용하여 살균가능한 침포약물의 최고의 

치료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키는것은 성공을 유혹하는 것이다.   

 

 b. 온도차 처리란 무었인가？ 처리되는 폐 기관 및 병균은 각각 서로 다른 생태 

온도곡선을 가지고 있기에 처리되는 기관이 부활가능한 급속냉동 온도범위 

내에서 각종 병균이 죽어버리는 온도점을 선택가능한 것이 바로 온도차 처리 

수단이다.이런 처리 수단은 의학문헌에 처음으로 제출한 여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실천의 증명은 결코 번잡하지 않으며 관건은 급속냉동속도가 기관의 

부활률을 지배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의학계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는 항목이다. 
 
논술 4. 
 

폐엽을 절제하지 않는 국부냉동멸균처리는 역시 온도차의 효과 이론에서 온것이며 

전 논술 4 의 기술단계의 진일보의 향상이다. 체외에 꺼내나 폐 혈맥 및 정맥을 절제 

하지 않으면 복원하는데 대한 상해 및 기관사이의 접촉을 감소할수 있기에 국부급속 

냉동멸균처리가 가능성을 구비하게 되어 폐에 대하여  난이도를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신장등 《반 이탈 인체기관》이 가능한 기타기관에 대해 급속냉동멸균수술은 가능한것 

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급속냉동설비의 방식이 결코 액체 암모니아 순환으로 

냉동하는것과 같이 간단한것이 아니라 임상요구는 5-10 초내에 대략 1 kgs 질량의 

기관을 -30-50℃까지 냉동시키는 설비뿐만아니라 접촉식이여야 하는것인데 의학상의 

돌파는 제한할것이 없으므로 과학기술계에  향하여 요구를 제기할것이다. 
 

논술 5 
 
폐엽에 멸균약물을 주입하는것은 현재 폐부 감염에 대한 표면처리의 주제이다. 

작자 는 결코 의학을 배운 전문인재가 아니고 악에 의지하여 의학상식을 보충하고 

농염 수가 구강, 인후 표면에 대해 소염처리를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시 

비교적 적당 한 용매 및 살균제를 찾아내 긴급히 임상 검증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자는 오직 세계에서 전문 용매사 및 약제사가 착수하여 용매 및 

살균제방면에서  좀 더 많이 선택한다면 사스 병균이 생명에 대한 상해는 여기에서 

그만 멈출것이라고 확신한다. 

 

IV. 넷째, 폐부 《표면 처리》의 단일산소 요법 

 

폐에 소독제를 용해하여 주입한 액체가 바로 폐의 단일산소요법 표면처리액이다. 

이 액체의 학명이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이고 소독제는 

바로 오존이다.  



 
액체를 폐엽에 주입하면서 초음파를 도입하면 사스를 극복하는 흡착성을 제고하여 

폐속의 병균을  빨리 살상할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실용적인 의료방안으로서 약효 

과가 직접적으로 생기고 사스병균 세포에 대해 훌륭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 하는 

것이다. 이 《미사일》의 명칭은 바로 오존으로부터 방출한 단일산소→O1 에서 왔기에 

《단일요법》/《O1→Therapy》이라고 명명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래식 항생제는 혈액교환효과를 통한 요법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혈액농도의 제한을 받고, 또 예를 들면 폐포 모세혈맥이 미치지 못하는 

간질층마저 체적이 50 나노미터가 안되는 사스병균을 숨길수 있다. 그러므로 

《혈액요법》이 10% 이상 사망률의 유감을 남겨 서양의학의 《혈액요법》은 이미 

극한에 접근하였다. 반대로 “단일 산소요법”은 강대한 약리효과가 생겨 예상사망률을 

0%까지 내리게 한다. 

 

1. PFE용매의 선택. 
2. 오존살균제의 특성 

3. PFC와 오존의 배합. 

4. 폐부 《표면 처리》 과정설계. 

5.  동물 폐부의 처리 검증. 

6. 수술대의 설계요점. 

 

1. [PFE] PFC용매의 선택. 
 

폐포정리에 사용되는 액체매개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우선 생각한것은 일종의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인데 PFC 액체상태에서의 호흡 

수단은 기성 의학 임상수단을 참고 할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이런 호흡액에 살균제 

혹은 항새제를 효과적으로 용해시킨것으로써 폐포의   사스 감염을 정리할수 있다. 

PFC 는 아래와 같은 탁월한 특성이 있다. 

 

1. PFC 자체는 일종의 무색, 무미, 무취의 액체로서 독성이 없다. 

2. PFC 는 표면장력이 작고 물 혹은 지방에 용해하지 않는다.  

3. PFC 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며, 고밀도 및 저용해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오존에 대하여 보다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  

4. PFC 는 실내온도 및 체온 하에서 자연적으로 휘발할수 있고 신진대사로 인하

여 기타 물질로 변환되지 않는다.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PFC)은 본 방안의 새로운 약물응용에 있어서 

유리된 단일산소를 사스병균의 소멸을 위한 오존에게 제공하는 액체 매개물이다. 그 

분자식은C(5-18)F(12-38),  분자구조의 사슬 길이는C개수에 달렸고, 상대적인 C 

개수를 포함한 물리특성은 그 액체매개물의 부동한 비등점(Boiling Point C) 

30℃-215℃을 결정하는며, 또 다시 말하면 C개수와 비등점 온도가 정비례 한다. 본 

발명에서 우선 추천한 매개물은  C6F14 및 C7F16 로서 그 작용은 폐부에 주입하여 

멸균후 빨리 휘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선택할 때에 

고려 해야 하는 요소가 많은 바 이를테면 병균의 감염이 궤양을 일으킨 정도, 또 

다름아니라 수술대에서사스병균을 소멸하는 시간으로 단일산소의 농도 그리고 

및PFC가 폐부에서 휘발하는 시간을 규정하는 등등. 대신 불소화합물의 파생물 이를 



테면C5F9H3O은 유리된 단일산소의 액체매개물을 제공할때 먼저 단일산소 유리농도가 

작업시간에 인한 분해효과에 꼭 주의를 돌려야 하는것이다.   
  
상술한 특성을 종람하면  페부표면처리액은 완전히 합격한다. 한편으로 산소가 

그것에 대한 침투가 가능하여 폐포의 기체교환이 정지되지 않기에 PFC 는 동력액체 

상태라고 부를수 있다. 별도로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의 침투성은 폐포속에 틈새만 

있으면 뚫고 들어가는것을 보증하여 오존이 PFC 속에 용해중인 단일산소원자와 마치 

사이좋은 것처럼 사스의 자취를 추적할수 있다. PFC 의 자연스러운 휘발성은 폐에 

어떠한 후유증도 생기지 않게 하도록 보증할수 있다. 그리고 더욱 보귀한것은 신선한  

PFC 액체의 주입과 인도로 부 안의 손상받은 세포 및 염증반응으로 초래된 세포 쪼각 

및 사스시신을 세척해 버릴수 있다는 점이다! 
 

2. 오존살균제의 특성 

 

1. 오존의 분자식은 O3 이고 고 에네지산소의 변형으로 물 및 각종 액체화합물에 

용해한다. 
2. 저농도 상태에서 일종의 무색인 특수한 풀 비린내가 나는 기체이다. 고농도 

상태에서 뚜렷한 푸른색을 나타내는 기체이고 비중은 공기의 1.5 배이다. 

3. 오존의 소독원리는 단일 원자의 산소를 석방하여 바이러스 세포를  산화시켜 

그 세포핵을  파괴하는 것이며  남겨지는 것은 바로 순수한  O2 산소 즉 

페부의 좋은 원천이다. 
4. 오존은 물속에 용해된 후 더욱 강하고 더욱 빠른 살균소독작용을 한다. 동시에 

오존은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 즉 PFC에 용해할수 있다. 

5. 오존의 농도가 일정한 수치를 초과할 때 소독살균은 심지어 순식간에 끝날수 

있다.  
 

오존의 상술한 특성은 페포살균제로서의 합리한 선택으로서 아래의 그림은  

국제상에서 공인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오존멸균소독 실험자료이다. 

 

투입농도 투입시간 바이러스, 병균종류 소멸효과 

10mg/m3 20 분 B 형 간염 표면 항원（HbsAg） 99.99% 

0.5ppm 5 분 A 형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 99% 

0.13mg/L 30 초 폴리오바이러스 I 형（PVI） 100% 

40µg/L 20 초 대장간균박테리오파지 ms2 98% 

0.25mg/L 1 분 원숭이 로타바이러스 SA-H 과 인류 로

타바이러스 2형 
99.60% 

* 12.6mg/L 4 분 관상바이러스（Coronaviridae） 100% 

4mg/L 3 분 에이즈 바이러스(HIV) 100% 

 

오존소독 

8mg/m3 10 분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클라미

디아(Chlamydia)등 병원체 
99.85% 

 

* 매 l 부를 상징하는 《표면 처리》액 12.6mg 의 농도 함량은 우리가 참고를  

위한 최적화의  중점으로 할수 있다. 
 



3. PFC와 오존의 배합 
 

PFC와 오존의 배합방법 및 작업과정은 그림4. 을 보기 바란다. 그중 그림 4.1은 산소, 

그림 4.2 는 오존 발생기, 그림 4.3 은 PFC 용액, 그림 4.4 는 밸브 변환기,그림 4.5 는 

기체 및 액체 혼합펌프, 그림 4.6 은 혼합부, 그림 4.7 은 디지털식오존농도측정기와 

출력제동 혼합펌프의 공율제시, 그림 4.8 은 혼합부의 고도 설정기 및 출력제동 

전환기의 공율제시이다. 

 

[3] 4. 폐부 《표면 처리》 과정
 

처리과정은 오른쪽 폐를 처리 시료로 하고 왼쪽폐를 잠시 보류하여 호흡하도록 

하며 양 폐의 시간사용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방안의 세번째 절차를 인체 임상에서 

진정으로 실천하기 전에 우선 반드시 네번째 절차의 동물폐부 처리에서 틀림없음을 

검증한 후 동물폐부 처리 검증을 인체 처리과정에 참조한다. 절차설명상 도치의 

이점은 시간절약을 설명하고  신중하게 설명한다. 

 

a. 표면처리 임상（마취사 전문, 인체기능의 생화학측정은 제외）설명도.   

별첨그림[4] 5.을 보기 
b. 표면처리 임상실무사각틀： 별첨그림 6.을 보기 

 
[4]5.동물폐부의 처리 검증 

 
동물의 처리검증은 새끼 돼지 한쪽 폐와 다시 및 두 폐를 동시에 처리하는 단계로 

써 동물처리 시뮬레이션 세번째 절차방안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a. 순수한 PFC 의 주입검증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

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

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

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c. 12.6mg/LPFC 으로 PFC 에 용해하여 무균돼지에게 주입하여 검증한 고농도 

오존에 대한 반응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c. 25.2mg/LPFC 으로 PFC 에 용해하여 무균 돼지에게 주입하여 검증한 고농도 

오존에 대한 반응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d. 12.6mg/LPFC 으로 PFC 에 용해하여사스에 감염된 돼지에게 주입하여 검증한 

고농도 오존에 대한 반응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주의 1.  이상의 테스트 a-c 는 PEC 용매 및 살균제 오존을 용해시킨후 처리액의 

약물성질이 폐에 대한 불량반응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테스트 c 는 

마땅히  한 마리의 믿을 만한 돼지 폐의 반응 그래프를 얻을 때 까지 

오존의 농도를 진일보 높일 수 있으며 이 그래프는  약제사가 인체를 

처리하는 배합비의 금지구역을 확정하는데 참조로 할수 있다. 
 
주의 2. 테스트 d.은사스병균 염증을 실제로 검증하는것으로서 감염된 병든 돼지를 

기를 필요가 있으며 각종 농도 조제량의 테스트는 이것으로 유추하나 

실험 에 사용하는 젖먹이 새끼돼지의 내병력은 마땅히 인류보다 훨씬 

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1-3 의 약물반응테스트를 거친후 

살균제량 테스트는 시험관안에서도 근사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하에서도 관찰하여 얻을수 있으며 생화학실험실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약제사를 위해 시험인도보고를 만들어 낼수 있어야 한다. 본 

실험의 계획은 참고로 제공한다. 
 

6. 수술대의 설계요점 
 

수술대 설계 요점의 관건은 수술대의 수평면을 회전시킬수 있는 데에 있으며 

수술대 우의 사람을 가각 좌우로 최소 45 도에서  윤번으로 좌우 폐의 처리가 

가능하다. 

 

 

 



V. 다섯째. 결론 
 
상술한 토론 및 추리에 근거하여 오존의 살균 능력은 일찍 세상의 공인을 받고 

있다. 오존이PFC용매에 있어서의 응용은 주의 1 의 저명한 메커가 증실하고 있으며 

PFC용매가 폐의 임상에 있어서는 또 주의 2-8 의 논문/웹이지등 대량의 의학 문헌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부안에서 PFC혼합오존약물로 극히 짧은 시간내에 

사스병균 을 죽여버리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 

약물방안으로사스바이러스감염을 치료하면 꼭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발명은 확실히 생명을 구원 할수 있으며  페장전염질병의 의학역사를 

개변시킨다.   

 

발명한 온도차의 처리효과 이론은 역시 완전히 부작용이 없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의료효과는 전기 치료 및 화학 치료가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이며, 암 환자를 

위해서 복음을 가져왔다. 《냉동 요법》은 지금까지 새로운 의학 개념, 새로운 의료 

방법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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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개요 
 

사스 병원균의 감염은 거리낌없이 전체 국제 사회를 뒤흔들고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아 의학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100 여년 이래 의학상에서는 폐부 감염질병에 대해 

모두 줄곧 내장조직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종류 의학 해명의 

착오를 지적하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사스 병원균의 

감염은 우선 일종의 표면성의 궤양감염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상술한 의학 해명의 변화를 차지한 우리는 최적 의료 방식을 찾아내여 사스 

병원균 초기감염환자가 병원에 가서 몇시간 동안 폐를 세척하면 모두 퇴원할 수 

있는것이 꿈이 아니고, 사스 병원균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인류가 사스 

병원균을 물리쳤다고 발표할수 있다! 

 
폐부의 사스감염의 표면처리는 새로운 의학개념하의 산물이고 단일산소요법은 

표면처리의 핵심이다. 폐에 소독제를 용해하여 주입한 액체가 바로 폐의 

단일산소요법의 표면처리액이다. 이 액체의 학명이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이고 소독제가 바로 오존이다. 

 
 

적요 부도 
 

2. 액면측정기 

3.세척액 
1.산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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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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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요구서 
  

  
 

 

1 폐부표면처리방법에 있어서 액체약품의 학명은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과 혼합오존(O3)이다. 
  

2 요구 1 에 있어서의 약물액체의 특징은 불소원소를 포함한 액체 

및 단일 산소 O1 살균제를 산생하는 것이다. 
  

3 요구 1 의 응용은 PFC 혹은 기타 대용 액체중의 혼합오존 혹은 

단일산소 O1원소의 산생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요구 1 의 액체상태를 매개로 하는 약물의 표면처리액에 병원균을 

소멸하거나 억제하는 요소를 첨가할때 기타 항생제 혹은 

살균제의 주입을 포함한다.  
  

5 요구 1.의 페부표면처리방법의 액체약물은  사스병원균감염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폐부 표면감염질병에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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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부 사스바이러스감염에 대한 표면처리 
 

I. 첫째, 발명 배경 
 
 

2003 년 2 월부터 갑자기 폐에 대한 사스 바이러스감염이 중국과 홍콩 두 

지역에서 광범하게 전염되어 사망률이 무려 15%가량에 달하였으며 의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특효약물이 없어 속수무책이 되였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선후로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여  여행 경고지역에 들어 경제적 손실이  천억 원을 

헤아리고 인류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어떻게 폐부에 대한 사스 바이러스감염을 치료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의학계의 

급선무로 되였고 이 긴급한 고비에 발명인들은 최신 치료 방안을 발명하였다. 이 

방안은 《폐부 사스감염 표면처리》로서  사람을 구하는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중국어 발명서류는 2003 년 5 월 15 일에 홍콩 행정장관 및 중국영도자에게, 

영어서류도  2003 년 5 월 20 일에 Mey-Verme, Mrs. Sonia (WDC)가 

'WHO-Padey'에게 전하여 'WHO-Liden' 및 제네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위생부 

영도자들에게 전해 졌다. 
 

II. 둘째, 서언 

 

먼저 폐의 기능으로 부터 시작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폐의 주요기능은 우심실에서 사출한 혈액을 폐 혈맥을 통하여 각 폐 혈맥의 

분기에   까지 다시 분배하여 널리 폐포에 까지 미친 대량의 모세혈맥이 기체교환을 

진행함에 따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후 폐 정맥으로부터 좌심실에 되 

돌아와 다시 관련되는 심장박동비률의 속도로 혼합되어 우심실에 이르러 신선한 

산소를 포함한 인체 대혈맥 대순환의 동력원이 이로부터 샘물처럼 끊임없이  거세차게 

솟구쳐 올라 운행된다!（별첨그림 1.） 

 

기체 교환의 매개물은 별로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물고기를 

기를 때 공기를 물속에 주입하여 기포를 생성시켜 공기 중의 산소가 상승하는 기포 

바깥 구면의 접촉면과의 마찰에 의하여 물속에 용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기를 

기를 때의 기포와 다름없이 우리의 폐포는 태여 나서부터 공기와 접촉하는 광범한 

면적을 구비하고 그 작디작은 폐부 내부의 폐포구멍 조직구조는 공기의 접촉표면을 

70 ㎡ 이상으로 넓게 확대 시킨다! 그리고 이런 미세 구멍조직의 표면에 모세혈맥이 

가득 분포 되어 《산소를 교환하는》 사명을 맡고 공기도 혈액, 간질층 및 세포사이에 

확산하여 폐의  환기（Palmnary Veneilation ）를 완성하는데 이것은 현대 의학이 

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다. 

 

과거에 폐병 종류가 많고 결핵병은 일찍 치유하기 어려운 전염병인 까닭에 여러 

가지 항생제를 발명하여 회복비율이 백분의 백에 접근하였다!  어린이 페부염증도 한 

가지의 주요한 보통 병이며 다른 전형적인 세균성, 예를 들면 페부염증 쌍구균 

(pneumococcus)에 대하여 많은 해석이 필요없고 사스페부염증의 스타 사스에 대한 

치료방법이 오늘의 주제인 것이다. 

 

우선 중의 요법인데 위장흡수방법은 중의의 발전을 저애하는 장애물이고 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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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은 단지 위장을 협조하여 해독하고 간장의 피로를 경감하는것을 빌어 인체의 

기능을 향상하여 면역력을 강화할 뿐이다.  

 

하지만 현재에 사스를 진료하는 주류는 여전히 서양의학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에 

서는 테트라사이클린, 에리드로마이신 등 항생제를 응용하여 치료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홍콩에서는 리바비린(Ribavirin) 및 스테로이드（steroid）로 제일선에서 

사스를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견지하고 있지만 리바비린(Ribavirin)을 줄곧 

사용하던 캐나다에서는 그 약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말미 암아 그 약으로  사스를 

치료하던  관례 를 정지한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항생제를 위장으로 흡수시키던지 정맥으로 주사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혈액속에서 항균인자를 운행시키는 방식을 개변할수 없는바 우리는 이 특징을 《혈액 

료법》으로 분류하여 기록하며, 매우 많은 항균인자의  미세원소가 위장으로 흡수하여 

전화할수 없기에 서양료법의 치료효과가 여전히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런 까닭에 오늘날 각 지역 의학계의 전문가들은 모두 온 정력을 집중하여 

과학연구방향의 초점을  《항균인자》의 약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별첨그림 2 의 아이콘으로부터 폐 혈맥에서 점적주사 혹은 주사부위를 

찾으면 《혈액료법》의 치료효과를 대폭적으로 제고할수 있을것이고, 대혈맥과 

폐순환의 유량비는 대단한 상수로서 증실이 가능하며, 사스를 포함하여 

임상치료효과의 실천은 여기에서부터 제고할 기회를 얻을수 있다는 등의 계발을 

받을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의학계에서 전념하고 있는 

사스항균인자 《혈액료법》의 약물효과에 대한 노력방향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하려 한다. 
 

왜냐하면 꼭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면 비전형적인 바이러스감염(사스)은 

여전 히 일종의 표면성궤양감염인바 이것은 창조적인 의학개념으로서 폐부질환의 의료 

혁명을 일으킬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속칭을  사용하였는데 즉 보다 

직접 적인 폐부 감염의 《표면처리》기술을 인입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치료 중에 

초성파 정리기술을 인입할것이다!  예를 들면 바깥 피부 세균성감염궤양은 겐티안바 

이로레트를 한번 바르면 어떠한 항생제의 《혈액료법》을 초과하는 신단영약 

일것이다!  

 

이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낙관적으로 지적하는 바 일단 오늘에 추천하는  폐부의 

《표면처리》는 의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끝에 임상응용에 들어가면 사스초기감염환자가 

병원에 가서 폐를 씻을 뿐, 그 종류 세균성바이러스가 폐부에 대한 감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사스가 인류에 대한 생명위협이  근본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할수 있다.  

 

현재 사스감염을 치료하려는 것이 우리가 논술하려는 주제이며, 우리는 또한 

반드시 사스의 물리성질에 대한 대략적인 요해가 있어야 한다.  

 

1. 별첨그림 3.은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은 사진인데 사스는 50 나노미터보다 작은 

초 미세 병균으로서 여러개의 모자 모양을 가진 체형에 의하여 명명되였으나 

여러 개의 모자 모양의 물리적 생태구조가 그의 흡착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흡착성의 극복은  본장에서 강조한 《표면처리》감염에 있어서 극히 

중요 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작자는 이 관념의 계발을 받아 호흡기관 감염을 

예방 하는 조치에 있어서 농염수의 침투성을 발견하였는데 전통적인 소독과 

소염이 기술이며 사회에 매우 쉽사리 수용되어 사스가 구강, 인후로 부터 

폐부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균성감염, 인후염을 앓는 사람들이 단지 

염수를 한모금 마시여 목을 추기기만 하면 인후염의 아픔이 곧 매우 좋은 

이완을 얻을 수 있는 감을 느끼고, 감염된 궤양의 염증을 일으킨 부위의 

세균이 염수에 《떠밀려 내려》가 감소되는것을 전자 내시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상을 알릴 것이다. 

 

2. 미세하고 가벼운 병균은 전자현미경하에서만 본모습을 드러내나, N95 의 여과 

극한 규격은 75 나노미터로서, 초미세, 초경량의 물리성질이  사스로 하여금 

공기 속을 유동하는 물방울 및 미세분진에 따라 전파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런 

종류 특성에 대해 일련의 효과적인 목적성 조치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병균에 대한 폐부의 《표면 처리》방법이 포함된다. 

 

III. 셋째, 현재와 과거의 다섯가지 폐부 《표면 처리》방식 

 

1. 항생제 기화 흡수 요법. 
2.  마사지 및 재채기 기침 요법. 

3. 폐엽을 몸에서 꺼내서 진행하는 체외멸균처리. 

4. 폐엽을 절제하지 않는 국부냉동멸균처리. 

5. 폐엽에 살균제를 주입하는 처리. 
 
논술 1 
 

항생제 기화 흡수요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는데 감염초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며 만약 매우 위험한 의료 간호 작업시간 전후의 방역 조치로 바꾸어 사용하면 양호 

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화 항생제 화학 특성은 반드시 37℃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수용성을  겸비해야만 비로소 발전할 전망을 가진다. 
  
논술 2 
 

마사지 재채기 기침요법도 《표면 처리》시리이즈의 한 가지에 속하며 물리요법 

이라 부르면 혹시 더 합당할 것이다.  폐부에 마사지를 통해 가한 동력으로 인해 

폐포가 압력을 받아 병균이 폐포의 세포벽을 이탈하게 하며, 환자가 코 구멍은 해빛에 

의하여 자극되고 재채기로 폐부로부터 배출하게 하는데 다만 감염초기 혹은 

보호조치중에  개인이 결정할수 있다면 광선 재채기 생성기는 광범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슴, 폐엽부위가 운동하는 한 가지 최고 방식이기 때문이며 매일 3 회 

기침하는것은 노년들의 장수에 있어서 과소평가할수 없는것이다! 이런 운동방식의 

이점은 잠시 적은 사람들만 인식되고 폐가 허약한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쁜 소식이나 

강대한 흡착력을 가진 병균사스 감염이 이미 실증되였으면 이런 방식으로  병의 

증세를 경감 시키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논술 3 

 
폐엽을 몸 밖으로 꺼내서 멸균처리를 진행하는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 체외혈액 



산소보충기의 중대한 발명 및 임상응용이다. 체외멸균처리는 약물침포 및 온도차 

처리의 두가지를 취할수 있는데 온도차 처리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의학개념이다! 폐부 

세균성감염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암 등에 걸린 환자에 쓰일 수 있고 

만약 폐 감염의 표면처리 범위를 초월하여 더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질병의 

치료중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항생제의 혈액 치료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a. 체외의 약물침포는 체내의 약물침포보다 더욱 큰 영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 폐포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침포약물이 많지 않거나 혹은 

공백이지만 초음파의 작용을 이용하여 살균가능한 침포약물의 최고의 

치료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키는것은 성공을 유혹하는 것이다.   

 

 b. 온도차 처리란 무었인가？ 처리되는 폐 기관 및 병균은 각각 서로 다른 생태 

온도곡선을 가지고 있기에 처리되는 기관이 부활가능한 급속냉동 온도범위 

내에서 각종 병균이 죽어버리는 온도점을 선택가능한 것이 바로 온도차 처리 

수단이다.이런 처리 수단은 의학문헌에 처음으로 제출한 여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실천의 증명은 결코 번잡하지 않으며 관건은 급속냉동속도가 기관의 

부활률을 지배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의학계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는 항목이다. 
 
논술 4. 
 

폐엽을 절제하지 않는 국부냉동멸균처리는 역시 온도차의 효과 이론에서 온것이며 

전 논술 4 의 기술단계의 진일보의 향상이다. 체외에 꺼내나 폐 혈맥 및 정맥을 절제 

하지 않으면 복원하는데 대한 상해 및 기관사이의 접촉을 감소할수 있기에 국부급속 

냉동멸균처리가 가능성을 구비하게 되어 폐에 대하여  난이도를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신장등 《반 이탈 인체기관》이 가능한 기타기관에 대해 급속냉동멸균수술은 가능한것 

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급속냉동설비의 방식이 결코 액체 암모니아 순환으로 

냉동하는것과 같이 간단한것이 아니라 임상요구는 5-10 초내에 대략 1 kgs 질량의 

기관을 -30-50℃까지 냉동시키는 설비뿐만아니라 접촉식이여야 하는것인데 의학상의 

돌파는 제한할것이 없으므로 과학기술계에  향하여 요구를 제기할것이다. 
 

논술 5 
 
폐엽에 멸균약물을 주입하는것은 현재 폐부 감염에 대한 표면처리의 주제이다. 

작자 는 결코 의학을 배운 전문인재가 아니고 악에 의지하여 의학상식을 보충하고 

농염 수가 구강, 인후 표면에 대해 소염처리를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시 

비교적 적당 한 용매 및 살균제를 찾아내 긴급히 임상 검증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자는 오직 세계에서 전문 용매사 및 약제사가 착수하여 용매 및 

살균제방면에서  좀 더 많이 선택한다면 사스 병균이 생명에 대한 상해는 여기에서 

그만 멈출것이라고 확신한다. 

 

IV. 넷째, 폐부 《표면 처리》의 단일산소 요법 

 

폐에 소독제를 용해하여 주입한 액체가 바로 폐의 단일산소요법 표면처리액이다. 

이 액체의 학명이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이고 소독제는 

바로 오존이다.  
 



액체를 폐엽에 주입하면서 초음파를 도입하면 사스를 극복하는 흡착성을 제고하여 

폐속의 병균을  빨리 살상할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실용적인 의료방안으로서 약효 

과가 직접적으로 생기고 사스병균 세포에 대해 훌륭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 하는 

것이다. 이 《미사일》의 명칭은 바로 오존으로부터 방출한 단일산소→O1 에서 왔기에 

《단일요법》/《O1→Therapy》이라고 명명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래식 항생제는 혈액교환효과를 통한 요법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혈액농도의 제한을 받고, 또 예를 들면 폐포 모세혈맥이 미치지 못하는 

간질층마저 체적이 50 나노미터가 안되는 사스병균을 숨길수 있다. 그러므로 

《혈액요법》이 10% 이상 사망률의 유감을 남겨 서양의학의 《혈액요법》은 이미 

극한에 접근하였다. 반대로 “단일 산소요법”은 강대한 약리효과가 생겨 예상사망률을 

0%까지 내리게 한다. 

 

1. PFE용매의 선택. 
2. 오존살균제의 특성 

3. PFC 와 오존의 배합. 

4. 폐부 《표면 처리》 과정설계. 

5.  동물 폐부의 처리 검증. 

6. 수술대의 설계요점. 

 

1.  PFC 용매의 선택. 
 

폐포정리에 사용되는 액체매개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우선 생각한것은 일종의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 PFC）인데 PFC 액체상태에서의 호흡 

수단은 기성 의학 임상수단을 참고 할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이런 호흡액에 살균제 

혹은 항새제를 효과적으로 용해시킨것으로써 폐포의   사스 감염을 정리할수 있다. 

PFC 는 아래와 같은 탁월한 특성이 있다. 

 

1. PFC 자체는 일종의 무색, 무미, 무취의 액체로서 독성이 없다. 

2. PFC 는 표면장력이 작고 물 혹은 지방에 용해하지 않는다.  

3. PFC 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며, 고밀도 및 저용해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오존에 대하여 보다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  

4. PFC 는 실내온도 및 체온 하에서 자연적으로 휘발할수 있고 신진대사로 인하

여 기타 물질로 변환되지 않는다.  

 

불소화합물(Per fluoro chemicals, PFC)은 본 방안의 새로운 약물응용에 있어서 

유리된 단일산소를 사스병균의 소멸을 위한 오존에게 제공하는 액체 매개물이다. 그 

분자식은 C(5-18)F(12-38),  분자구조의 사슬 길이는 C 개수에 달렸고, 상대적인 C 

개수를 포함한 물리특성은 그 액체매개물의 부동한 비등점(Boiling Point C) 

30℃-215℃을 결정하는며, 또 다시 말하면 C 개수와 비등점 온도가 정비례 한다. 본 

발명에서 우선 추천한 매개물은  C6F14 및 C7F16 로서 그 작용은 폐부에 주입하여 

멸균후 빨리 휘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선택할 때에 

고려 해야 하는 요소가 많은 바 이를테면 병균의 감염이 궤양을 일으킨 정도, 또 

다름아니라 수술대에서사스병균을 소멸하는 시간으로 단일산소의 농도 그리고 

및 PFC 가 폐부에서 휘발하는 시간을 규정하는 등등. 대신 불소화합물의 파생물 이를 

테면 C5F9H3O 은 유리된 단일산소의 액체매개물을 제공할때 먼저 단일산소 



유리농도가 작업시간에 인한 분해효과에 꼭 주의를 돌려야 하는것이다.   
  
상술한 특성을 종람하면  페부표면처리액은 완전히 합격한다. 한편으로 산소가 

그것에 대한 침투가 가능하여 폐포의 기체교환이 정지되지 않기에 PFC 는 동력액체 

상태라고 부를수 있다. 별도로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의 침투성은 폐포속에 틈새만 

있으면 뚫고 들어가는것을 보증하여 오존이 PFC 속에 용해중인 단일산소원자와 마치 

사이좋은 것처럼 사스의 자취를 추적할수 있다. PFC 의 자연스러운 휘발성은 폐에 

어떠한 후유증도 생기지 않게 하도록 보증할수 있다. 그리고 더욱 보귀한것은 신선한  

PFC 액체의 주입과 인도로 부 안의 손상받은 세포 및 염증반응으로 초래된 세포 쪼각 

및 사스시신을 세척해 버릴수 있다는 점이다! 
 

2. 오존살균제의 특성 

 

1. 오존의 분자식은 O3 이고 고 에네지산소의 변형으로 물 및 각종 액체화합물에 

용해한다. 
2. 저농도 상태에서 일종의 무색인 특수한 풀 비린내가 나는 기체이다. 고농도 

상태에서 뚜렷한 푸른색을 나타내는 기체이고 비중은 공기의 1.5 배이다. 

3. 오존의 소독원리는 단일 원자의 산소를 석방하여 바이러스 세포를  산화시켜 

그 세포핵을  파괴하는 것이며  남겨지는 것은 바로 순수한  O2 산소 즉 

페부의 좋은 원천이다. 
4. 오존은 물속에 용해된 후 더욱 강하고 더욱 빠른 살균소독작용을 한다. 동시에 

오존은 액체상태의 불소화합물 즉 PFC에 용해할수 있다. 

5. 오존의 농도가 일정한 수치를 초과할 때 소독살균은 심지어 순식간에 끝날수 

있다.  
 

오존의 상술한 특성은 페포살균제로서의 합리한 선택으로서 아래의 그림은  

국제상에서 공인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오존멸균소독 실험자료이다. 

 

투입농도 투입시간 바이러스, 병균종류 소멸효과 

10mg/m3 20 분 B 형 간염 표면 항원（HbsAg） 99.99% 

0.5ppm 5 분 A 형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 99% 

0.13mg/L 30 초 폴리오바이러스 I 형（PVI） 100% 

40µg/L 20 초 대장간균박테리오파지 ms2 98% 

0.25mg/L 1 분 원숭이 로타바이러스 SA-H 과 인류 로

타바이러스 2형 
99.60% 

* 12.6mg/L 4 분 관상바이러스（Coronaviridae） 100% 

4mg/L 3 분 에이즈 바이러스(HIV) 100% 

 

오존소독 

8mg/m3 10 분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클라미

디아(Chlamydia)등 병원체 
99.85% 

 

* 매 l 부를 상징하는 《표면 처리》액 12.6mg 의 농도 함량은 우리가 참고를  

위한 최적화의  중점으로 할수 있다. 
 

3. PFC 와 오존의 배합 



 
PFC 와 오존의 배합방법 및 작업과정은 그림 4. 을 보기 바란다. 그중 그림 4.1 은 

산소, 그림 4.2 는 오존 발생기, 그림 4.3 은 PFC 용액, 그림 4.4 는 밸브 

변환기,그림 4.5 는 기체 및 액체 혼합펌프, 그림 4.6 은 혼합부, 그림 4.7 은 

디지털식오존농도측정기와 출력제동 혼합펌프의 공율제시, 그림 4.8 은 혼합부의 고도 

설정기 및 출력제동 전환기의 공율제시이다. 

 

4. 폐부 《표면 처리》 과정
 

처리과정은 오른쪽 폐를 처리 시료로 하고 왼쪽폐를 잠시 보류하여 호흡하도록 

하며 양 폐의 시간사용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방안의 세번째 절차를 인체 임상에서 

진정으로 실천하기 전에 우선 반드시 네번째 절차의 동물폐부 처리에서 틀림없음을 

검증한 후 동물폐부 처리 검증을 인체 처리과정에 참조한다. 절차설명상 도치의 

이점은 시간절약을 설명하고  신중하게 설명한다. 

 

a. 표면처리 임상（마취사 전문, 인체기능의 생화학측정은 제외）설명도.   

별첨그림[4] 5.을 보기 
b. 표면처리 임상실무사각틀： 별첨그림 6.을 보기 

 
5.동물폐부의 처리 검증 

 
동물의 처리검증은 새끼 돼지 한쪽 폐와 다시 및 두 폐를 동시에 처리하는 단계로 

써 동물처리 시뮬레이션 세번째 절차방안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a. 순수한 PFC 의 주입검증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

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

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

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c. 12.6mg/LPFC 으로 PFC 에 용해하여 무균돼지에게 주입하여 검증한 고농도 

오존에 대한 반응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c. 25.2mg/LPFC 으로 PFC 에 용해하여 무균 돼지에게 주입하여 검증한 고농도 



오존에 대한 반응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d. 12.6mg/LPFC 으로 PFC 에 용해하여사스에 감염된 돼지에게 주입하여 검증한 

고농도 오존에 대한 반응 
 

차

례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30 mins 후 

순수한 PFC 를 주입하여 

120 mins 후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혈중 

산소량의 

변화 

심장박동

량 

표면묘사

1                   

2                   

3                   

 
주의 1.  이상의 테스트 a-c 는 PEC 용매 및 살균제 오존을 용해시킨후 처리액의 

약물성질이 폐에 대한 불량반응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테스트 c 는 

마땅히  한 마리의 믿을 만한 돼지 폐의 반응 그래프를 얻을 때 까지 

오존의 농도를 진일보 높일 수 있으며 이 그래프는  약제사가 인체를 

처리하는 배합비의 금지구역을 확정하는데 참조로 할수 있다. 
 
주의 2. 테스트 d.은사스병균 염증을 실제로 검증하는것으로서 감염된 병든 돼지를 

기를 필요가 있으며 각종 농도 조제량의 테스트는 이것으로 유추하나 

실험 에 사용하는 젖먹이 새끼돼지의 내병력은 마땅히 인류보다 훨씬 

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1-3 의 약물반응테스트를 거친후 

살균제량 테스트는 시험관안에서도 근사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하에서도 관찰하여 얻을수 있으며 생화학실험실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약제사를 위해 시험인도보고를 만들어 낼수 있어야 한다. 본 

실험의 계획은 참고로 제공한다. 
 

6. 수술대의 설계요점 
 

수술대 설계 요점의 관건은 수술대의 수평면을 회전시킬수 있는 데에 있으며 

수술대 우의 사람을 가각 좌우로 최소 45 도에서  윤번으로 좌우 폐의 처리가 

가능하다. 

 

 

 

 



V. 다섯째. 결론 
 
상술한 토론 및 추리에 근거하여 오존의 살균 능력은 일찍 세상의 공인을 받고 

있다. 오존이 PFC 용매에 있어서의 응용은 주의 1 의 저명한 메커가 증실하고 있으며 

PFC 용매가 폐의 임상에 있어서는 또 주의 2-8 의 논문/웹이지등 대량의 의학 문헌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부안에서 PFC 혼합오존약물로 극히 짧은 시간내에 

사스병균 을 죽여버리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 

약물방안으로사스바이러스감염을 치료하면 꼭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발명은 확실히 생명을 구원 할수 있으며  페장전염질병의 의학역사를 

개변시킨다.   

 

발명한 온도차의 처리효과 이론은 역시 완전히 부작용이 없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의료효과는 전기 치료 및 화학 치료가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이며, 암 

환자를 위해서 복음을 가져왔다. 《냉동 요법》은 지금까지 새로운 의학 개념, 새로운 

의료 방법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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