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SMA SCHOOL 

아이들의 교실을 지켜 주세요 
 
-공기로 전이 되는 바이러스 및 초 미세 먼지 제거    
-수술실과 같은 실체크기의 챔버를 통한 공기 살균 
-실내 전체를 24시간 365일 바이러스 살균 및 정화 

필터 없는 공기 정화기 Dr.SU:M 

Optical Plasma and Cold Oxygen Plasma 
  

한.러 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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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Dr,SU:M 의 사업성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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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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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국플라즈마 
1.2017.03  - 미국 A사 기술 및 핵심 기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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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7.09  - 각종 병의원 수술실 납품                   

              - 농장 및 저온창고 납품                   

              - 한국 애견 신문 “ 팸타임즈” 기사 송출                 

              - 애견 호텔 납품                     

9.2017.10  -  D건설 –플라즈마 하우스 협의중                 

              -  L~건설  - 플라즈마 세이브 업무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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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O.1 클라우드 펀

딩 Makuake 선정 



한국플라즈마를 만나보세요 

초등 
중등 
고등  

유치원 

 
 

 Dr.SU;M 효과 
 

바이러스 / 휘발성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부유세균 /박테리아 /곰팡이균 살균 및 제거 
 

초미세먼지 0.001㎛ 분해 – 실외 환기 X 
 

산소 포화도 UP – 혈액 속 산소량 증가로 뇌 활동량 증가 
 

아이들간 공기 중 감염 병 예방(공기 살균)   /   실내 냄새 및 악취 제거  / 피부 질환 예방 
 

 오존 농도 산화 기술- 실내 오존의 양이 많아도 0.03PPM 으로 산화 및 유지 함 (숲 속의 오존 량)  
오존의 위험 – 오존이 높으면 호흡기 훼손 및 시력 저하 발생 

- 

한국플라즈마 - 오존(O3) 0.03PPM 

판매 모델  
5/10/20/30/60/100 (평형) 

강당 및 체육관 - 주문제작(대형) 

어린이
집 



“본 시험성적표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4곳에 설치 후 오존(03) 측정 자료입니다. 
플라즈마 장치를 설치 한 뒤 측정하여, 오존(03) 농도가 0.06PPM 이하의 농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숲 속의 오존 농도는 0.03 PPM 정도를 유지하며, 식물과 사람, 동물에게 건강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표는 오존 농도에 대한 국가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한국플라즈마 의 오존(O3) 기술 

0.01~0.05 PPM  –  냄새를 느끼는 정도(사람에게 무해하며, 깊은 숲 속의 방출량으로 신선한 공기 
                         ㈜한국플라즈마- 0.03PPM 내외의 누적 없는 일정한 방출량 

0.1~0.5PPM       –  코에 강한 자극과 3~6시간 노출 시 시력이 떨어짐 

5~20PPM         –  맥박증가 및 폐수종이 일어나며, 작은 동물은 2시간 이내에 죽을 수 있음 

1~ 2PPM          –  두통 및 호흡기에 가래가 끼면서 자주 노출 시 만성이 됨 

한국플라즈마 
 

세브란스병원 측정자료 
 

오존(O3)이 높으면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한국플라즈마의 오존 농도는 
0.03PPM 내외의 치수를 유
지하며, 기준치(0.06PPM)의 
절반 농도를 적층 하지 않고  
유지하며, 숲 속의 오존 농도

와 같습니다. 
 

친환경 기술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한국플라즈마 의 오존(O3) 



기술 소개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PLASMA SCHOOL 
 교사와 아이틀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 

 
 
 
 
 
 
아이들과 교사를 위한 공기정화기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며, 공기정화기는 각종 유해물질과 바이러스등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왜? 
많은 언론 및 자료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세균에 아이들이 노출 되어 있습니다 . 
메르스 및 각종 공기 중 감염이 높은 바이러스와 초미세 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여 줍니다 
 
효과? 
光 PLASMA 와 COLD Oxygen PLASMA 기술을 융합한 1년 365일 24 시간 구석 구석 실내의 모든 유해 물질 및 바이러스, 세균들을 살균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높은 살균력과 공기 정화 기술을 확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 수 십억번의 반응 속도와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에 흡착하여, 성질을 변화시켜 숲 속의 공기 질을 유지 시켜 줍니다. 
아이들의 2차 감염과 초미세 먼지로 부터 한국플라즈마의 plasma school 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교실/유치원/어린이집/학원 
-바이러스, 초미세먼지, 유해세균, 냄새 등 제거 및 분해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 향상 효과 

 
 
 
 
  
 

“who(세게보건기구)” 설치모습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보도자료 인용) 

 
2018년 5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업체들이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
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유해세균””냄새”곰팡이” 등을 99.9% 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당사의 플라즈마 공기정화기는 PA(공기살균력인증서-바이러스,유해세균,발암물질 등 살균테
스트 기관)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정화기 국가기준의 20% 이상 높은 살균력으로 검증 받았습
니다. 
 
공기청정기 – 먼지제거  / 공기정화기- 바이러스 및 유해 물질 , 발암물질 , 초 미세먼지 제거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Dr.SU:M 실내 전체 살균 및 정화 기술(도어 개방시) 실내 전체 살균 X  

타사 비교 

Dr,SU;M 

정화 

살균 

 

한국플라즈마  
 
1..공기 중 초당 수 십 억번 연쇄 반응 
2.UV 살균기보다 180 배 빠른 살균 
3.TVOC-콘크리트 독성,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각종 배기가스,  
          일산 화탄소, 등 각종 화학적 유기물 제거  
4.필터 없는 방식으로 빠른 살균 
5.오존(O3) 살균기 보다 150배 빠른 살균 
6.악취 제거 – 개,고양이  냄새, 생선 냄세, 곰팡이냄새 외 모든 냄새 제거 및 분해 
7..光 플라즈마 +저온살균기술- 섭씨 3500도의 살균력과 같은 살균력 과 친환경 기술 
8,음이온/양이온/오존 동시 발생-궁극의 플라즈마 기술  
10..안전한 오존(03)발생 – 편균 0.03~0.04 PPM 을 유지하며, 적층 안되는 친환경기술 
11.깊은 숲속의 오존 농도- 맑고 청명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 
12.사람, 동물, 식물 모두에게 이로움- 산소 라디칼( 학술적 검증 완료)발생. 
 
(조건-각방 도어 open) 
 

타사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적용제품) 

 
1.공기 중 반응 속도 기준치 부족- 실내 전체 살균 미비함 
2.작은 플라즈마(이오나이져)기술-> 실내 전체 살균 부족 
3.UV 살균과 같은 살균 수준으로 살균력 약함 
4.TVOC 와 같은 유기화합물 제거 부족 
5.오존  농도는 강약에 따른 기술로서 실내 전체 기술 적용에 부족함. 
6.악취제거- 실내 악취 제거 안됨(플라즈마 발생량 적음) 
7.저온살균 기술 부족 
8.음이온 등 부족 
9.월 사용료 업체마다 다름 
10.오존(03)- 실내 전체 살균에 따른 오존 발생량 조절 미비 
11.실내 전체를 플라즈마로 체우지 못하는 것은 오존 제어 부족 
12.플라즈마 농도가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 
 
 



업체명 한국플라즈마 A 사 B 사 C 사 비고 

브랜드명 Dr,SU;M 공기청정기 플라즈마+공기필터 플라즈마 발생기   

공식명칭 공기정화기/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젹용기술 
진공플라즈마기술 

필터형  
코로나/방전식 -소형 코로나,방전식- 대형   

(필터 X)   +필터 필터X   

기술특징 

 
 

공기 중 초당 수십억번 반응 
UV 램프 살균력 180배 빠른 살균 

오존살균기 2000배 빠른 살균 
세계 안전검사 인증 

 
 

먼지(무기길) 제거 
플라즈마 파장이  약하여 
실내 전체 살균 기술 X 

(오존 기술 부족) 
플라즈마 외 확인 안됨   

발생물질 
OH 라디칼/산소 음이온 

X 오존 및 기타 산화물 
오존(O3) 외 확인 안됨   

산소 라디칼/광전자 및 양이온 (인체에 해로움)   

바이러스 제거 X 실내 전체 살균 -( 오존(O3)기술 부족 제거   

각종 발암물질 제거 X 실내 전체 살균 X(기술부족) 제거   

냄새 및 악취 제거 X 실내 전체 살균 -( 오존(O3)기술 부족 제거   

곰팡이 발생 억제 및 분해 X 실내 전체 살균 X(기술부족) 제거   

황산화수소 제거 X 실내 전체 살균 -( 오존(O3)기술 부족 제거   

오존(O3) 0.03PPM 이하(안전) 발생X 측정치 부족 실내 사용 불가   

미세먼지                     0.001㎛  0.1㎛(고가형)  0.1㎛(고가형) 확인안됨   

환기 필요없씀 필요없음 필요없음 환기필요(위험)   

관리 1년 1회 플라즈마램프 교체 최소 3~6개월 1회 교체 최소 3~6개월 1회 교체 전극판 교체   

안전도 검사 

안전 

안전 안전 실내 사용 불가 (오존수치 농도 높음) 

  

유럽안정성 CE 인증   

오존수치- 안전(0.04 이하)   

특허 
국체특허 

미확인 각 회사별(확인안됨) 원청기술 미비 
  

저온산소플라즈마(국내)   

원청기술 미국 A사 기술 공급 각 회사별 상이함 각회사별 상이함 각 회사별 상이함   

적용 범위 
실내 및 산업용 모두 안전 

가정용 가정용 산업용 
  

(공인된 인증기관 검사완료)   

적용 사례 

병원- 수술실등 공기살균용 가정용 가정용 산업용(회사별 상이함)   

가정집         

학교 교실         

악취발생장소(화장실/쓰레기집하)         

동물병원- 공기살균         

농촌 농가- 냄새/저온창고         

덕트 기름 유증기 제거         

공조실 필처 먼지막 제거 기술         

피부과 플라즈마 재생기술         

악취 제거기술 외 다양함         

규격 별도 표기 회사별 상이함 회사별상이함 회사별 상이함   



Dr.SU;M –살균 공식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걸프전쟁”때 탄저균 소독을 위하여 본 기술을 개발
하였으며, 이 후 민간업체에 이관되어 실내 살균기술 과 관련 기술을 축적하
였습니다. 
플라즈마의 오존(O3)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국제특허 제품입니다. 
 
주의> 타사의 플라즈마 관련 제품을 접할때 실내 냄세 억제 기술과, 오존 농
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오존 기술에 대한 정확한 명기가 없어 ,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
니다. 



제품소개 

(실험자료) 

 
 

AI / 바
이러스 
분해 

 
 

부유세균
제거 

박테리아 
제거 

곰팡이 
제거 

폼알데하
이드 
제거 

 국가공인 “한국기술원 (ktl) “시험 -  “공기 정화기” 성능기준  보다 20% 이상 높은 살균력 획득 

구동박식-플라즈마 램프(필터 없음) 

전력소모-월 5,000원 이내 

전용평수-5평/10평/30평/60평 외 

각종 바이러스 및 오염 물질 연쇄 분해 

일반 uv램프 살균보다 180배 빠른 살균 

오존(O3)보다 2000 배 빠른 살균 

공기 중 수십억 번의 연쇄 반응에 의산 고속살균 

친환경 제품 

Dr.SU:M(모델명- SM-30) 

PLASMA TECHNOLOGY- 

악취 제거 



Dr.SU:M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Dr, Air 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 

플라즈마 

냄새 제거 

공기질 향상 

곰팡이균 

및 바이러

스 제거  

화학성 발항

물질 분해 

플라즈마 클리닉- 산소포화가 높아 머리가 맑아짐/음이온/양이온/공기살균/바이러스살균/악취분해/발암물질제거/곰팡이균제거  

공기중에서 강력한 빛으로 저온플라즈마를 일으켜 산소(O2)분자와 습기(H2O)분자를 해체하여 “광해리”를 진행한다.  이떄 일어난 빛 플라즈마의 반
응 물질로 실내의 공기를 살균/정화하는 기술이다. 
이때 발생하는 기술은 섭씨 3500 도씨에서 살균하는 살균력과 같으며 실내의 공기는 깊은 숲의 공기와 같은 청정한 공기를 얻는다. 

플라즈마 구조 이해도 플라즈마 발생 후 변화 



Dr.SU:M 기술력 

공기중 수 십억번의 반응으로 휘발성 발암 물질, 곰팡이균, 바이러스균 등 살균하는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기술임,  

플라즈마 기술 소개 

UV 살균력의 

180배  
빠른 곰팡균 살균 

오존(O3)

의 2000배 

빠른 살균 

음이온 과 양

이온 발생 
숲속의 상퀘한 공기 공급 악취 제거 

초미세먼지 

제거0.0001

㎛ 까지 제거

및 분해 

잦은 청소 x 

경쟁 업체 
없음 



Dr.SU:M : 폼알데히드 분해 및 제거 



Dr, SU;M: 황산화수소 제거 

Plasma off Plasma on 



국내 건설 및 빌딩 현장 
-현재 전국 및 전세계 공조시설 분야에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관련 사업 성장  
-국내 대형 빌딩 영업 – 대기업 빌딩/ 중앙 냉난방 건물 전체/ 병원/ 호텔 . . . . .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 타 업체 진입 불가 및 기술의 낙후로 독점 사업  
-2차 3차 연계 산업으로 공조실 이외에 자사의 플라즈마-클리닉(plasma clicnic) 및 플라즈마-하우스 로 재 구매율 증대 
-덕트 산업 연계로 2차 3차 수익 창출 
 

 
 
 

살균 및 제거 품목 소개 

사업 분석 및 연계산업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연천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 후 측정자료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감염병/2차 감염의 위험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TJB 8뉴스 –기사 인용 
사회 

산후조리원서”감염성질환”,20여명 조사 
2018-05-03 박찬범  
(앵커멘트)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 보건당국이 나흘간 함께 있었던 신생가 20여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략  

[단독] 노량진 학원가 또 결핵… 수험생 감염 공포 확산 – 한국일보 기사 인용 

~중략 

결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전염성이 크다. 결핵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만으로도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나와 감염될 수 있어 학원 강
의실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면 위험도 높아진다. 다만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30%만이 결핵균에 감염되고, 감염되더라도 90%는 결핵균이 면역력에 의해 
발병되지 않는 ‘잠복결핵’ 상태에 머문다. 잠복결핵일지라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미리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략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병원내 4대 격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공기 중 감염 주의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 
비말주의 -헤모필루스 B형, 수막알균, 페렴알균에 의한 수막염, 폐렴 등으로 기침등 5㎛ 이하의 이물질등으로 전이한다.  
공기매개 주의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폐결핵 ,메르스, 사스 등이 대표로서 공기로 전이한다 
 

라포르시안 뉴스-기사 인용 
 
병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양성률 21.8%복지부, '결핵안심국가' 사업 중간결과...연령대 높은 사회복지시설 양성률 가장 높
아  
김상기 기자 
승인 2017.09.27 18:45 
 

-공기 중 감염 



     

병원 수술실의 공기 정화기 설치 

인천 OOO 이비인후과  

                          *자사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자사의 제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강동구 OOO이비인후과 PR-10 안양 OOO 외과 의원 

창원 OOO 성형외과 구리시 OOO 항 외과 수술실 

수원 OOO 산부인과 

(참고) 병원 이름- 병원측에서 요구하여 이름은 올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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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 한국무역협회
/K.STARTUP/한.러 기업협의회 

 
선정 기업- 한.러 경제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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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인증 받은 인증서 

 
 
About us 
Hankookplasma Co.,Ltd 
501. 646-30 Hosu-ro, llsandou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82.31.916.0008  FAX:82.31.917.0063 
hankookplasma.@daum.net    www.hankookplasm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