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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O – 약품제조기 
표준사이즈.:  PFCO-PMA 

 

 

PFCO-PMA 
 

 

 

설명: 
   

PFCO 기계는 완벽하게 실험실, 진료소 및
병원에 페부감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제조할수있으며 일정한 양의 오존을 용해할수
있으며 PFCO-1 이라고 이름지엇고 즉시

배합하여 사용하고 단기간 저장에 좋다. 다른
하나의 약품은 산소를 용해할수 있으며

PFCO-2 라고 이름지엇고 보존할수있고 다른
종류의 페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본 PFCO  약품제조기는 액체상태의 불소와 
99.5% 이상의 병에담은 순수한 산소를 소모한 
다. 
   

PFCO-1 은 사스, 조류독감 등 유행성감기로
인한 고열 및 페결핵을 치료하는데 효율이 높고
흡연자와 노인들의 페부청소에 좋은 효과가
있다. 
 

PFCO-1의 발명응용은 페부감염질병을 치료
하는 중서의 의학역사를 대체하거나 다 시써냈 
고 본 약품 및 약품제조기는 광범위 하게사용될
것 이다. 
 

본 PFCO 약품제조기 발명명칭은 “폐부 
사스병균감염의 표면처리” 이고 HK-1060833 
홍콩특허권과 판권은 발명인이가지고있고 , 
모방제조를 엄금한다. 
 

PCT 국제특허신청번호는：  

    

PCT/SG03/00145 이고, 각나라의 특허는
이미 신청하고 있는중이며 발명인은

각나라 대리를 찾고 있다. 
       

 

기본특성: 
‧ 표준사이즈 PFCO-PMA 는 미국의 저명한

ATI A15/64 오존용해측정기 를 사용하여
측정범위는 PFCO-1 약품의 생산응용에

충족하다. 

‧ PFCO-PMB 는 0-60ppm 산소용해측정기 를
증가하여 PFCO-2 생산을 돌보고 PFCO-1 의
산소함량을 나타낸다. 

‧ 본 약품제조기는 CHYS 수냉관식 오존
발생기를 사용하여 순도가 99.5%이상인
산소가 공급된다. 

‧ 본 약품제조기는 CHYS 수냉관식 오존
발생기를 사용하여 순도가 99.5%이상인
산소가 공급된다. 

‧ 본 약품제조기는 밀봉용기가 스테인리 스
강으로 제조되였고 제약 용기내에 여과기가
있다. 

‧
   

‧ 표준 약품제조용기는 5, 10, 20Kg PFC
세가지 용적으로 나누는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조한다. 

‧ 본 약품제조기는 윤활유가없는

액체격막펌프를 사용하여 세자리수

스톱워치로 제어하여 병에 넣거나 직접
페부 정맥주사병에 넣는다. 

‧ 본 약품제조기는 산화를 방지하는

고무혼합펌프를 사용하였다. 
‧ 대형 제약 제조기는 자동 병담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달리 특별히 견적한다. 

‧ 체적:  450 x 710 x 1360 mm (5Kgs). 
‧ 배합효률: 30-60 Min/ 5Kgs, 려과 및 농도

표준.  

‧ 최저제조양:  1kg. 
‧ 중양:  29 kilogram. 
‧ 총공율： 146 watt / 220v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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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부품설명： 
 

1. A15/64오존용해감시기： 
 

a. 디스플레이: 16-디지털 LCD. 
b. 측정범위: 프로그램 작성식표준의  
0-20.00 PPM혹은 0-2.00. 

c. 민감성： 0.001＜0.005 PPM. 
d. 가독성:  ±0.01 PPM. 
e. 직선성： 0.5%. 
f. 반응시간：90% <60 초. 
g. 수출범위：프로그램 작성 식 0-1 PPM 
및  0-20 PPM. 

h. 감응기온도보상: -2°C-+52°C 자동. 
i. 감응기:  전극의 박막감응. 
j. 감응기물질：Noryl 스텐레스강. 

 

2. 수자식스탑워치：  0-999 초. 
 

3. 전극식혼합펌프： 
 

a. 엔진:  6 W / 220 VAC / 50 Hz. 
b. 속도:  2,800 rpm. 
 

4.  각막액체펌프： 
 

 
 

a. 유량:  400 ml/분. 
b. 최대공율:  5 W. 
c. 최대흡습높이:  6.0m. 
d. 최대중단압력:  15m. 
e. 최대연속압력:  10 m WC. 

 

5. 오존생성기: 
 

a. 최대생산양:   3g / 시간. 
b. 전기소모:   80 w / 220v AC. 

 

6. 냉각물탱크하나： 
 

a. 용적: 400 x 90 x 250 mm. 
b. 잠수펌프/증압펌프: 50 watt/220vAC. 

 

7. 고객은 혼합시 오존이 로출되거나 
실외로 나가는것을 처리하는 장치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a. 공율：150 watt / 220v AC. 
b.  촉매혼합형：Mn02/Cu0. 
c.  구조재질：T316 스테인레스강. 
d. 상세한것은 주문후에 다시 설명함. 

 

 

PFCO는 일종 새로운 특허발명한 약품이다. 그런데 오존의 활발한 특성은 약품생산판매를  제약한다. 
그러므로 진료소와 병원는 특허만 구매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인차 만들어 인차 쓸수 있다. 그 효능은 
현재 의학계 있는 폐부세균성 전염약품의 천만배된다. 왜냐하면 공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SARS, 
조류독감을 포함한 어떠한 류감 혹은 폐결핵등은 모두 표면성,세균성궤양, 이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정확한 
의학 정의이고 특허발명 기초이다. 이것으로 알다싶이 항생 물질은 쓸모가 없고 백신의 전신 부수탄를 
방지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사와 전문가가 이 창의적인 의학진단이론에서 부정하지못했다. 
얼마전에 발포한 SARS 약품은 의약관리국에서 명확히 지적한 약품이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에 대한 역사적 
불행한 웃음거리이다! 의약관리국에서는 그들의 오도를 개정하고 있고, 특허담판요구가 아직도 처리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PFCO는 현재 SARS약품의 선택이고, 우리의 PFCO제약기계는 쉽게 임상응용 중의 오존농도를 
공제할수 있고, 임상농도표 “PFCO-1 약품성분 및 약효소개”는 다른표를 참고바람. “화상”폐부 세포의 근심은 
피부실험을 통해 해결할수있다. 그외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현재, PFC액체 및 단 산소원자는 지금 각 국가 약제 관제중 약제물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약기구는 PFCO-1및 PFCO-2을 제공하고 등기한 의사가 폐부세균성 전염약품를 만든다. 예를 들면 홍콩의 
약제 및 독약 조례 28조에 근거하면 홍콩의 등기의사는 처방권이 있어 혼자 만들고 사용할수있고 약제및 
독약관리국에 등록을 면제할수 있다 . 일본의 등기 의사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특허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병원 혹은 진료소는 감이 공개할수없는 이런 의료법이다. 이것은 PFCO특허 발명한 지식 
재산권는 더 좋은 보장이 있다. 그런데 각 국가의 약제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국외의 판매상들이 
이것에 유의 하십시오! 
 

이번 설계는 특허 권한 부여 및 판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모방하여 만드는것을 엄금한다! 
 

Represented By: 
 

 

 

LZM Patent (liaison) Office 
 

10 Ava Road Ava Tower # 19-07 
Singapore 329949 
Tel: 65-63533647 Fax: 62585636 
E-Mail:      lhj@ycec.com 

            lzmyc@singnet.com.sg 
WebSite:  www.ycec.net  

Yet Chong Electric Company 
 

Blk. C-4, 13/F., Wing Hing Ind. Bldg., 
14 Hing Yip St., Kwun Tong, Kln. 
Hong Kong 
Tel: 852 2344 0137 Fax2341 9016 
E-Mail:  lhj@ycec.com 

          lzmyc@singnet.com.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