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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최근 전세계적으로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신종플루, 식중독, 일반세균 등이 유행
하여, 살균소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세균을 옮기는 돈(지폐,동전)을 살균 소독하는
플라즈마 지폐소독기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돈이 많이 사용되는 은행이나, 우체국, 대형마트,
시장 및 모든 현금 거래장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플라즈마 지폐소독기는 기존에 살균소독기에서 이용하는 자외선방식이나 소독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기 중에서 살균소독이 되도록 당사가 개발한 Plasma ion cluster 이용
하여 Open 상태에서 30초 만에 미세먼지 제거와 99.9% 소독되는 세계 최초 개방형 플라즈마
지폐소독기를 개발 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는 다수의 디자인 및 특허출원으로 차세대 살균소독기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아 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세계인의 생활 속에서 위생적인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
다

보도 자료
보도자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자료

Talk about dirty money: Scientists are discovering a surprising number of microbes living on cash.
In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of the DNA on dollar bills, researchers at New York University's Dirt
y Money Project found that currency is a medium of exchange for hundreds of different kinds of ba
cteria as bank notes pass from hand to hand.

By analyzing genetic material on $1 bills, the NYU researchers identified 3,000 types of bacteria in al
l—many times more than in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samples under a microscope. Even so, t
hey could identify only about 20% of the non-human DNA they found because so many microorgan
isms haven't yet been cataloged in genetic data banks.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3456104579489510784385696)

보도 자료
보도자료
CNN & NBC 보도자료
If you thought dirty money was only found in offsho
re bank accounts, check your wallet instead. But you
may want to wash your hands afterward.
Almost 60% of Europeans believe cash is the dirtiest
item they come into contact with, ahead of escalator
handrails, buttons on payment terminals and library
books, according to a survey of 1,000 people release
d on March 25 by Mastercard.
A further 83% of the respondents, taken from 15 cou
ntries across Europe, believe cash carries a lot of bac
teria. And they are right.
Independent tests on European money conducted by
a team of scientists at Oxford University in Decembe
r 2012, revealed that the average banknote contains
26,000 bacteria, enough germs to make you feel nau
seous, and possibly even spread disease.
"Europeans' perceptions of dirty cash are not withou
t reason," Ian Thompson, the professor from Oxford
University who tested the cash, said in a news releas
e. "The bank notes we tested harbored an average of
26,000 bacteria, which, for a number of pathogenic o
rganisms, is sufficient for passing on infection.”

(http://edition.cnn.com/2013/03/28/business/dirty-money/index.html)
(http://www.today.com/video/today/55008517#57187602)

보도 자료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각각 1급 발암물질 분류”
※ 2013년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미세먼지의 건강위협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오염이
심각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염도가 낮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서유럽이나 북미지역의 거주자
들에게도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정부
가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초미세먼지 관리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수준의 2배인 50㎍/㎥ 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의 농도와 성분이 지역
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이나 농도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분류 하였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 지폐를 계수할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
를 흡입하게 되어 높은 암 발병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의 지정조건은 문제의 물질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분명하고 충분한(sufficient) 역학자료가 있는 경우

2015년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의 시사점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에 참석한 전 세계 47개국의 보건안보 대표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서
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단 3일간의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번 서울 GHSA 회의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보건의료가 이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안보 문제로 비화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깊이 공감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우
리나라를 뒤흔들었던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작년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감염, 2003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유행 등 보건 문제는 처음 발생한 나라의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인 이슈로 급속하게 번지게 된다. 조류독감·말라리아·뎅기열과 같은
신종 전염병은 감염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는 치사율도 높아 심각한 보건사회경제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은 글로벌 보건안
보를 강조하며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의 3대 전략과 11개 행동계획을 철저하
게 이행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

2015년 대한민국은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로 몸살을 앓았다. 거의 국가
적인 재난사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르스사태로 보건안보에 대한
뼈저린 교훈을 얻은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보건안보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일이다.

당사
플라즈마 지폐소독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메르스사태 길어지자… 소독. 면역력 제품 관심”(SBS CNBC 뉴스 프리즘)
<앵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환자도 계속 늘면서 소독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창구에서 한 손님이 기계로 지폐를 셉니다.
지폐를 세는 것과 동시에 돈이 소독됩니다.
계수기가 지폐를 세는 동안 생기는 공간에 소독제를 뿌려 살균을 하고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뒤
쪽 팬으로 흡수되는 방식입니다.
[최정희 / 강원도 춘천시 : 메르스 때문에 아이들도 엄청 불안하고, 엄마들도 정말 신경 쓰잖아
요. 이런 거 있는 게 좋은 거죠.]춘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플라즈마 지폐소독기는
현재 일부 은행 객장에서 시범 사용 중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의 금융기관 등에 설치를 협의 중
입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결과 지폐에서 3000종의 세균이 검출됐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된 이 제품은
지폐 계수기에 연결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불안감으로 개인위생에 민감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명수 /(주)에스엠아이 대표 : 지폐를 계수와 동시에 살균하는 장비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
니다. 지폐를 계수할 때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플라즈마 이온 클러스터가 적용
이 돼서 20초 만에 98%, 30초 만에 99.9%의 살균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라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
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폐! 오염물질 상상초월

지폐! 오염물질 상상초월

바이러스

지폐 속에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식중독균,
박테리아, 일반세균, 침,
분비물 등 3천여종

메르스,신종플루 등

피부병
식중독균

여드름
박테리아

지폐는 종이와 섬유질
로 되어 있어 최적의
미생물 번식환경을 가
지고 있다.

침

폐렴

위염

미세먼지
기관지염

플라즈마
필요
플라즈마지폐소독기의
지폐소독기의
오염사례 및 사용대상
성 및 대상
◎ 지폐의 오염사례
1. 천원 권 지폐에서 살모넬라-시겔라 균 외 8종 검출
-순천향대학교 오계현교수 연구 발표

2. 1달러 지폐 DNA전수 검사 결과: 각종 박테리아 곰팡이, 꽃가루,동물 분비물 검출
-미 뉴욕 대 연구진 2014/04/19

3.화학물질 비스페놀(BPA)로 오염

-뉴욕 주 건강국 와즈센터/ 뉴욕주립대학교 쿠룬타찰람박사, 춘양라오박사 연구 발표

4. 미 달러 마약에 오염

-메사추세츠 대학 웨강줘 박사 연구 발표

※ NYU 발표 : 지폐는 미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고 단순히 오염물질이 사는 것 뿐
만 아니라 증식하여 바이러스, 박테리아, 일반세균, 곰팡이 등 약 3,000여종이 지폐에서 발견됨.

◎ 사용대상
 은행 및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창구직원
 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직원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VIP고객 및 모든 고객
 지폐를 만지는 모든 사람(마트, 백화점, 카지노 등)

플라즈마 지폐소독기의 필요성

◎ 플라즈마 지폐소독기의 필요성
 글로벌 보건안보시대에 맞는 글로벌 위생 제품
-세계적 유행질병 예방 가능
 위생적 환경조성으로 국민보건과 삶의 질 향상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대 고객 서비스 이미지 쇄신과 홍보효과 상승
-지폐계수 시 눈앞에서 보여주는 지폐 소독과정으로 인한 홍보효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공공기관의 사회공헌도 향상
 직원 건강보장으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질 향상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됨
 고객들의 건강과 위생을 지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CSR)활동에 기여

제품의
기능
제품의
기능
세계 최초 개방형 소독기!! Different only one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지폐계수와 동시에 미세먼지 제거와 소독... 20초 98% / 30초 99.9% 살균
Plasma ion cluster – 1,000만개 방출
지폐계수 시 Plasma ion cluster가 지폐 사이 사이에 침투하여 지폐소독
지폐의 미세 먼지(PM2.5)를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 적용
경사식 투입구 인체공학적 디자인 – 지폐투입 및 카메라 촬영 용이
Plasma ion 1,000만개 방출

고효율 살균 디자인
지폐 투입과 동시에 자동인식으로 플라즈마 지폐소독기 작동

• 살균기능
• 먼지제거기능 / 탈취기능 / 유해물질제거기능
• Plasma ion cluster를 이용한 신속한 살균소독기능
• 지폐계수와 동시에 살균소독
(20초 - 98% / 30초 - 99.9% 살균)

반영구적 고효율 플라즈마 지폐소독기
통신용 UTP, POWER 라인 내장
자동 소독시간 세팅 기능

•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
• 손(Hand) 살균소독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

제품의
기능
사양
제품의
기능
및및
사양
▶항균 헤파 필터
- 지폐의 미세 먼지(PM2.5)를 제거
헤파 필터 적용
▶ 자동인식 감지센서
- 지폐투입과 동시에 작동

▶ Plasma ion cluster 방출구
- 순환식 살균방식
Plasma ion cluster 방출
▶ 자동 시간 세팅

▶ UTP/POWER
- 통신용 라인 내장

모델명

SMI-Mclean1000(I)

SMI-Mclean1000

SMI-Mclean1000(L)

입력

AC 110V~220V 50/60Hz

AC 110V~220V 50/60Hz

AC 110V~220V 50/60Hz

출력

DC 12V 6.3A

DC 12V 6.3A

DC 12V 6.3A

자동 작동시간

10/20/30초

10/20/30초

10/20/30초

제품크기

W293XD432XH382

W325XD435XH435

W388XD466XH475

제품 소개 (제품색상)
제품소개(제품
색상)

TEST REPORT (30 SEC)

TEST REPORT (20 SEC)

쿠웨이트 TEST REPORT

살균 30초 후
99.99% 대장균
99.98% 황색포도상구균
99.74% 살모넬라균

위 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제조사의 실험 결과와 같다

인증서
◎ Korea Certificate of Patent
◎ USA Patent Application : 14/730,578
◎ Japan Patent Application : 2015-102702

◎ Certificate of Similar Design Registration

◎ Korea Certificate Design Registration
◎ USA Certificate Design Registration: 29/529,141

◎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 The Arab States of the Gulf Patent Application

◎ Japan Certificate Design Registration
: 2015-011572

◎ China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Patent

◎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e

설치사례

해외파트너

감사합니다!

E’mail : msbaek67@hanmail.net
Homepage : www.m-care.kr/www.엠케어.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