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 storm
음식물 표면 살균기

O3 - 0.03ppm
미국 MSDS 및 ROHS 안전 기술임을 증명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급속 식품 표면 살균기술을 경험하세요
식품업체/육 가공업체/화장품업체/수산업체/농산물업체/푸드체인/저온창고

섭씨 3500

한.러 기업협의회

C 와 같은 살균효과

연혁
주식회사 한국플라즈마
1.2017.03 - 미국 A사 기술 및 핵심 부품 공급 체결
2.2017.05 - 강남 교보 빌딩 지하 공조실 닥터-세이빙 시범 설치
3.2017.07 - ㈜한국플라즈마 법인 개설
4.2017.07 -.플라즈마-클리닉/팜/하우스 국내 생산 개시
5.2017.08 - 영업개시
6.2017.08 - 각종 홍보 자료 및 카다록 출간
7.플라즈마 - 클리닉 대리점 개설 및 영업- 닥터팜/닥터세이브/닥터클리닉/닥터하우스
일본 NO.1 클라우드 펀
8.2017.09 - 각종 병의원 수술실 납품
딩 Makuake 선정
- 농장 및 저온창고 납품
- 한국 애견 신문 “ 팸타임즈” 기사 송출
- 애견 호텔 납품
9.2017.10 - D건설 –플라즈마 하우스 협의 중
- L~건설 - 플라즈마 세이브 업무 협의 중
- Kotra 주체 일본 바이어 발굴- 일본기업 4개사
- 한국무역협회 – 다수의 업체와 경쟁하여 2017 중국 cantonfair 참가 – 100% 협회지원
- 랜탈 서비스 시작(각 대리점 별 상이함)
- 숙성 음식 시험 테스트
- 국내 대리점 계약 체결 중
- 국외 정부 및 협회의 지원- 해외 에이전시 개발진행
- 애견 호텔 및 애견 카페 관련 업체 조인식
10.2018.12 - 일본 마케아케 클라우드 펀딩 참여
11.2018.02 - 한,러시아 경제 협력 협회 기업 회원사
12.2018.02 - 대동령 직속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 회원사 –첨단 제조분과
13.2018.03 - 신제품 출시 / dr air / dr storm
-SBS 2018년 4월 26일 “생활경제” 방영 – 농촌 농작물 저장장치인 자사 플라즈마 장비 방영
-YTN “팔팔영상” – “ 상암동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공기정화기 관련 기술 소개
14.2018. 05 일본 최대 클라우드 펀딩 마쿠아케 선정 기업
15. KOTRA /한국무역협회 주최 “한.러 경제 사절단 파견 “ “한.러 START UP SUMIT “ 참가

기술 소개
-

각종 바이러스 살균 및 분해
박테리아 살균 및 분해
포름알데히드 살균 및 분해
AI 바이러스 살균 및 분해
에틸랜 가스 살균 및 분해
곰팡이 균 살균 및 분해

-

휘발성 발암물질 살균 및 분해
극 초미세먼지 살균 및 분해
건물내의 악취등 냄새 분해
24시간 365일 구석구석 살균
아토피 유발 발암성 물질 분해
음이온 및 양이온 동시 발생

사업 소개
-

유통 – 경쟁업체 없음
국제특허와 타 업체가 접근 할 수 없는 기술 점유
독보적인 마케팅
해외 수출
환경산업+건강산업+미래산업
다양한 시장 진입 아이템
낮은 창업 비용

식중독 기사

3429건
(120명)

연간 식중독 발생 건수
표(출처 : 조선 일보)

식중독 발생 대비표

3008건
(96명)

채소및야채
육가공
2868건
(112명)

기타오염

1693건
(65명)

원인
-식 자재 오염과 식품 가공 발생원인이 72%이상 차지.
-조리과정에서 발생 및 조리리 후 보관과 유통에서 발생
결과
- 기업 신뢰도 하락
- 소비자 구매 하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책
- 예방 과 철저한 위생 관리
- 원료 공급 망의 상시 살균 시스템 구축
- 조리과정에서 상시 살균 시스템 구축
- 유통 및 저장 중에도 상시 살균 시스템 구축

LOWSTORM

WHY?
식품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각종 오염원으로 부터 식품의 변질을 빠르게 받게 됩니다.
㈜한국플라즈마 는 Optical Plasma 와 Cold Oxygen Plasma의 기술을 이용한 압축 플라즈마 기술로서, 음식의 표면에 3500도씨의
온도에서 살균 하는 상태와 같은 살균 및 멸균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표면 살균에도 음식물의 변질 및 변형이 일체 없는 살균 기술입니다.
미국 안전협회 MSDS 및 ROHS 를 통과한 안전 기술임을 증명 합니다.

장점

-3500 도의 살균력을 가지며 음식에는 변형 및 변화를 주지 않음
-육류 및 식 자재 의 제조 및 밀폐 포장 시 오염될 수 있는 모든 오염원을 살균 및 정화
-식품에 직접 살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임
-가장 안전하며, 관리가 편리하며 0.00001% 도 유해 물질을 만들지 않음.
-안전한 오존(O3) -0.03PPM 의 농도를 적 층 하지 않고 유지하여 안전함.
-작업장의 공기 중 오염 물질을 파괴하여 2차 감염원을 제거함(기계내부)
(곰팡이,각종 발암물질,악취,박테리아 외)

효과
음식물 표면 살균 및 2차 감염 물질 제거
대장균 / 살모렐라 균/ 보톨릴누스 균/곰팡이 균 등 일체 살균
제조과정의 모든 유해 세균 살균 빠르게 살균 및 멸균

추천 시스템
SM 모델 + LOW STORM

작업실 내부 공기살균 + 음식물 표면 살균 은 가장 완벽한 살균 시스템 입니다.

(디자인은 바뀔 수 있습니다)

LOWSTORM
제안 기술의 요약

공기중에서 강력한 빛으로 플라즈마를 일으켜 산소(O2)분자와 습기(H2O)분자를 해체하여 “광해리”를 진행한다. 이
떄 일어난 빛 플라즈마의 반응 물질은 위의 그림과 같다.

예)습기분자를 광해리하여 발생하는 친수기(수산기=하이드록실=OH)는 실내 공기중에 존재하는 메탄가스(CH4)와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위의 화학반응식에서 메탄가스가 산화 분해되는 이유는 저온산소 플라즈마 가 “차가운 불(COLD PLASMA)”과 같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유해 세균도 플라즈마 와 반응 시 3500도의 화염과 접촉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발표를 하였다.
광해리 된 다중 다수의 산소이온들은 각각 산화력과 환원력 으로 유해한 오염물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분해하여 “미
네랄화”하고 자신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 간다.

살균 테스트

수량

플라즈마 저온 살균 TEST 도표

120

100

압축 플라즈마 기술-240M2 살균 시스템
->압축 저온 살균

80

살모넬라균
대장균

60

보톨리누스균

40

곰팡이균

20

10"
20"
30"
40"
50"
60"
70"
80"

0
시간<초>

LOW-STORM 의 저온살균이란?
-저온살균=3500 C 와 같은 살균력
-표면 살균/곰팡이제거/
-바이러스제거/잔류농약분해/
-표면 살균 99.5% 살균
-자외선 살균의 180배
-오존살균의 2000배
-식품 및 음식물의 상품 신선도 UP
-생선/육류/채소류/과일류 등 모든
식품류 적용

LOWSTORM

<모델명 – HLS-3000>
<제품소개>
- 플라즈마 램프방식의 저온살균 기술과 UV
- 국제적 특허 기술 적용
- 일반 UV 및 UVC 살균의 180 배 빠른 살균
- 오존(03) 보다 2000배 빠른 살균
- 과학적으로 증명된 섭씨 3500 C 의 같은 살균 효과
- 공기중 매 초당 수십억번 반응으로 살균
-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기술
- 2중 살균 기술 적용으로 표면살균 극대화

섭씨 3500 C 와 같은 살균효과

<제품사양>
-살균원리-플라즈마 램프의 고농축 기술에 의한 300평 살균력을 응집.
- 순간살균 기술 적용
- 저온살균 기술로서 순간살균 3500도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살균력
-SIZE –W:2800~4500(연장가능)* 800*1200 – (주문생산 및 디자인변경가능)
-전압 - 220 VAC
-살균원리 – 저온 플라즈마
-램프규격(옵션)- ID 220-2EA (5W)(선택)/ID 1500 -2EA(선택) - 9000시간 사용
IT (55W) HO-12EA (55A) (선택)– 9000 시간 사용
(각 주문에 따른 규격 , 수량 등 변동 있음/교체주기 1 년)
-컨베어 시스템 – 220V 의 안전한 구동력( 주문 변경 가능)
-높낮이 조절 및 이동 – 모든 농산물 과 해산물 등 적용 가능
-(주의-플라즈마램프를 직접 보게되면 시력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효과>
-바로 수확한 농산물 (과일 ,채소 외) 포장 및 저장 전 살균
-99% 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표면의 각종 부유세균 등을 분해
-공기중 초당 수십억번의 반응에 의한 잔류 농약, 곰팡이 등 99% 분해
-살균된 농상물은 일반 농산물과 비교 우수한 저장성과 신선함을 유지
-포장전 이물질(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을 분해하여 안전한 식품 유지
-컨베어 시스템으로 모든 과일, 채소 등 이동 및 관리 수월
-농산물 및 식품에 무해한 저온살균 기술
-농산물 및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증가 및 품질 향상
-순간 살균으로 표면의 99.95% 살균

<적용 분야>
-농산물 일체 – 각종 과일, 뿌리채소,야채 외
-육가공 업체 – 포장 전, 보관 전 모든 육류

-수산물 – 생선 및 각종 어패류 및 수산물
-가공식품- 가공시/포장전/ 곰팡이균, 살모렐라균 등 살균 및 분해
예시) 육류 파쉐(분쉐) 업체, 생선파쉐 업체, 농장, 농산물 집하장,
생선가공 업체, 수산물 관련 업체 , 각종 임가공 업체

살균 원리

표면 세균/
곰팡이균/
바이러스

1차 표면
살균

2차 살균
정화

3차 연쇄
반응

왜 플라즈마 로 살균하여야 하는가?
박테리아, 곰팡이, 미생물, 잔류농약 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품(농산물, 수산물,가공식품)에 붙어 있다.
또한, 각종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오염물질에 의하여 상품의 빠른 변질을 예방 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임.
1차 살균정화 (내부)

2차 공기 중 분해

Optical Plasma
식품 표면 살균 및 정화
And
Cold Oxygen Plasma

3500도의 온도에서 살균하는 효
과와 같은 강력한 살균으로 음식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플라즈마는 차가운 불의 속성)

3차 살균정화 (내부)
1. 플라즈마로 분해된 각종
오염물질들은 새로운 “하
이드록실 라디칼”이 연쇄
적으로 분해하여 오염물
질을 산화시킴
2. 초당 수 십 억번의 연쇄
반응으로 빠른 살균력
3. 음식에는 해가 없음
4 .1년 365일 24 시간 작동

대장균 및 황색 포도장구균

황색포도당구균 살균시험

대장균 살균 시험

부유세균 제거

부유세균
90.3%
부유세균
98.0%
한국기술시험원(KTL)
부유세균 제거 시험
시험 결과 – 90.3~98.0% 제거
TVOC / 폼알데히드 외
*Our products are not air purifiers / there are no filters in the products.

채소 신선도 비교 시험

1시간 경과

3시간 경과

2시간 경과

왜 플라즈마로 살균/멸균 하여야 하는가?
박테리아, 곰팡이, 미생물, 잔류농약 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품(농산물, 수산물,육 가공 식품)에 붙어 있다.
붙어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제거시키면, 더욱 싱싱한 상품가치를 얻을 수 있다.

6시간 경과

8시간 경과

플라즈마 O

13시간 경과

플라즈마 X

채소 신선도 비교 시험

딸기 시험 테스트

식물 생장 시험테스트(시험전)-적용작물 (벼)

채소 시험 테스트

플라즈마 사용(O)

플라즈마 사용( X )

LOW-STORM(저온살균기) 적용 분야

육류(모든 육류 적용)

축산물/부산물 외 모든 업체

채소(모든 채소 적용)

채소 농장, 유통 업체, 저장업체

과일(모든 과일 적용)

과일농장/유통업체,과일관련업체

수산물

수산물 유통업체/가공업체

화장품 업체

원료 살균 및 포장 전 살균

식품 가공업체

분말, 즙 등 원료 및 포장전 살균

가격표

모델명-HSL-3000

살균원리

압축 저온 플라즈마 (180M2)

규격

4500*1500*900(W*D*H)/ 주문형

전압

220V/주문형

램프규격

ID 220-2EA(5W) / ID 1500-2EA(주문형)

램프 교체 9000시간 (약 1년 1회)

컨베어

AUTO/UL IMPECT BAR

제조업체

㈜한국플라즈마

소비자가

총판 및 본사 문의 (주문제작 별도)

LOW-STORM(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안전한 먹거리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2018.06 한.러시아 스타트업 서밋 / 한.러 경제 사절단 관련 자료

KOTRA / 한국무역협회
/K.STARTUP/한.러 기업협의회
선정 기업- 한.러 경제사절단

세계에서 인증 받은 인증서

About us
Hankookplasma Co.,Ltd
501. 646-30 Hosu-ro, llsandou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About us
주식회사 한국플라즈마

TEL:82.31.916.0008 FAX:82.31.917.0063
hankookplasma.@daum.net www.hankookplasma.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646-30. 501호(신풍플로스타).
T.031)916-0008/F.031)917-0063
www.hankookplasm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