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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대학교 연구

14명

"손을 깨끗이 씻어 생명을 구하세
요"

생소버 그룹 Groupe Saint Sauveur, 뮐루즈 병원과 보건 서비스 

80 % 47% 5%
감염의 80%는 
손으로 전염된다

손을 잘 씻으면 
감염질병의 47%를 예방한다

 

5%의 사람들만이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퍼뜨린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퍼뜨린다

1만7천 마리의 
세균

cm2당 
800 마리의 세균

10만 ~ 1억 마리의
세균

변기보다 
400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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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대학교 연구 www.presseportal.ch

에스토니아 교육 연구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코스메티카 
CosmétiCar 연구

디디에 피테 박사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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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당시 레위니옹에서 수천 킬로미
터 떨어진 장소에서 두 어린 시절 친구
인 Jaouad El Khalki와 Maxime
Bernard (각각 프랑스와 스위스에 거
주)는 손으로 전염된 바이러스에 관한
놀라운 통계에 충격을 받았다 (주요 지
표 참조). 

손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전염을 위
한 주요 매체라는 것을 깨닫고 휴대용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만들기로 결정했
다. 

연혁

2017년

자우아드 엘 칼키
Jaouad El Khalki 

대표

메디 엘 막후키
Medhi El Makhoukhi

의료 관계자

막심 베르나르
Maxime Bernard 

고문

트위키 솔루션스의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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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레위니옹의 프리랜서 간호사
Medhi El Makhoukhi는 팔에 고정된
손 소독제 디스펜서에 특허를 냈다 (당
초는 의료 관계자만 대상). 

2020년 4월



트위키 박스 

트위키 솔루션스는 트위키 박스를 출
시했다. 트위키 박스는 연구를 통해 개
인과 기업을 적절한 손 위생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도구다.

연혁

트위키 프로젝트의 첫 걸음 

믿음의 힘에는 국경이 없다! 
약간의 연구 후에 Jaouad와 Maxime
은 Mehdi의 특허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하여 손으로 전염된 바이러스에 대해
교환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힘을 합치
기로 결심했다. 

2020년 5월

프로젝트 개시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했다. 
해결방법은?
손 씻기를 더 쉽게 만들어진다. 

한 역동적인 팀으로서 트위키 블록이
라고 하는 최초의 재사용 및 리필 가능
한 젤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개발했다. 

2021년 4월에 새로운 특허를 냈다. 트
위키 솔루션스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2021년 4월

레 리브 크리에이티브 Les Rives
Créatives

트위키 솔루션스는 프랑스 발랑시엔에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레 리브 크
리에이티브”와 손을 잡았다.

2021년 5월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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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022년 2월

두 번째 연구를 자외선 투시 시스템을
통해 사용해야 할 손 소독제 젤의 적당
량을 평가하는 실시했다. 

손 크기에 따라 필요한 손 소독제의 최
적량을 밝혔다. 

연구

트위키 솔루션스의 첫 번째 연구는 손
씻기의 효율성을 평가했다. 
95%의 사람이 손 씻기 동작이 부적절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손을 씻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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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ml의 젤을 
분사하는 펌프

트위키는 
사용자 일상의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까요? 

필요한 양의 손소독제
젤로 손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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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홀더에 1/4회전으로 
고정하는 시스템

모든 평평한 
표면에 고정 가능 포켓, 벨트 등에 장착할 수

있는 클립 액세서리

리필 뚜껑

젤 16ml 포함

트위키 블록을 손바닥에 대
고 손가락으로 펌프를 
누르면 된다

1단계 2단계

제품 사용법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손 소독

 
손바닥에 직접 보낸 젤 1ml



트위키 블록

트위키 블록은 탈착식 펌프 리필 가능
디스펜서다. 손 소독제 젤 16ml를 담고
누를 때마다 1ml를 분사한다. 

트위키 블록은 주머니에 클립으로 고정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대시보드, 휴대폰,
태블릿 등과 같은 평평한 표면에 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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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블랙 볼록 및 포인트 컬러

화이트 볼록 및 포인트 컬러

가격 : 10유로

제품 범위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손 소독



포인트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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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블록 및 화이트 밴드  

트위키 밴드

트위키 밴드는 손목 밴드에 붙여 놓은
손 소독제 젤 디스펜서다. 디스펜서에
젤 16ml가 들어가 있다.

색상

블랙 블록 및 블랙 밴드

청소년/성인에게 맞는 손목 밴드다. 

가격 : 15유로

포인트 컬러:

제품 범위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손 소독



화이트 블록 및 포인트 컬러

색상

블랙 블록 및 포인트 컬러

트위키 트윈즈
트위키 트윈즈는 두 개의 블록을 포함
하고 각각 16ml를 담고 있다. 총 손 소
독제 젤 32ml를 담고 있다. 벨트나 가
방에 클립으로 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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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20유로

제품 범위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손 소독



손이 닿는 곳
빠르고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

적합한 복용량
1번 누르면 = 딱 1ml 복용략 나오게 된다
개인별 필요최적화 젤량
소독 효율성 향상

디자인

우아함과 날렵함

친환경적인

재활용된 재료
손 소독제 한 병보다 폐기물 감소

쉽고 빠른 리필 
리필 쉽게 가능
저렴한 가격

제품 특징
혁신적인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 

10



친환경적인 제품
메이드 인 프랑스 친환경적인 손 소독제 젤 디스펜서

일회용 플라스틱 퇴치

트위키를 구매하는 것은 지구를 위한 제스처
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리필 가능한 디스
펜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지도를 높
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더 친환경
적이 되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역 경제에 기여

저희 제품은 프랑스에서 제조한다. 이를 통
해 지역 파트너과 협력하고 지역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고 교통으로 인한 오염을 제한
한다. 트위키의 디스펜서를 만드는데 사용
된 재료와 부품은 대부분에 프랑스에서 조
달돼서 제품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빠른 배
송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기 위
해 보호받는 고용 조직 네트워크 (프랑스에
서 ESATs로 알려져 있음)와 협력한다. 트위
키 솔루션스의 제품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렴한 가
격에 고품질 제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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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에 대한 개인과 기업을 인식 제고 및 기업 지원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손 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손 위생을 촉진하고 강화하여 감염의 만연을 줄이다.

목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복용량을 존중하면서 손 소독제 사용을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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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Jaouad El Khalki
+33 6 58 88 28 43

jaouad@tweeky-solu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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