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부스 제안서
공공기관

(동사무소, 구청, 정부기관 등)





미국 Vollara사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공기정화시스템 등 친환경 웰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정화기술에 관한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기술 협력 업체로서

실내공기 오염의 효과적인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 건강 생활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여러 환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롭은 공기정화 기술의 최고 업체인 미국 Vollara사와 미국 Wein Products 사의

기술이전 및 협력개발을 담당하는 한국 지사로서 3사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첨단 신 기술인 RCI공기정화시스템을 통해 현대인의 주거공간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며, 

여러분들의 Well .being life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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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롭 ZEROP은
‘티 없이 맑은 공기‘ 에서 ‘없다＇라는 뜻의
ZERO와 ‘맑다’라는 뜻의 PURE를 결합한

누리의 산업용 공기정화 시스템
브랜드입니다.

누리 R&D 센터는
고객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끝없이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티없이 맑은 공기

R&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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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 (Radiant Catalytic Ionization)기술이란?
UVX램프가 내장되어 4종 특수합금 처리된 RCI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특수 셀을 통해 빛을 투과시키는 기술로 특수산화이온과 과산화수소이온을

내뿜어 줌으로써 대기중의 오염물질과 냄새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 RCI셀 구성

위 특수 금속의 배합 비율은 RCI 특허 기술 입니다.

Rhodium     (로듐)

Silver             (은)

Copper        (구리)

Titanium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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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태양광과 같은 조도의 254나노미터의 UVX광선을 발생하는 고밀도 자외선 램프 (UV램프)

로듐, 티타늄, 은, 구리 등으로 특수 배합된 벌집모양의 특수 Cell 을 투과시켜 OH·(OH라디칼), H₂O₂- (과산화수소음이온),

O₂- (산소음이온) 등 다량의 가장 강력한 정화 이온 등을 생성 → 악취성분제거, 무균상태의 정화된 공기를 제공

특허기술로 램프수명을

25000시간으로 확대

: 교체비용 저렴

친수성 코팅으로 기존

UV 램프의 위험성인

수은가스 방출 시 흡수 : 안전

벌집 구조로 반응 면적을 극대화하여

정화이온인 OH라디칼(OH·)을 비롯한

각종 산소 정화이온, 음이온 생성량을

26배 가량 늘릴수 있음.

RCI셀에서 나오는 OH·는

오존보다 2,000배의 산화력, 태양광의

자외선보다 180배 빠른 살균력을

갖고 있음.

특수

RCI Cell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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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악취성분과 유해가스등을 단시간에 제거 가능

- 장소 별 특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실내 악취 및 유해가스를 분해하므로 효과가 높음

* 공기정화뿐만이 아닌 각종 병원균, 알레르기 와 호흡장애의 원인균 제거 가능 - 살균

* 인체와 동물에 전혀 무해함이 입증된 기술 -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증진

* 공기정화 처리시 2차 오염이 전혀 없음 (오존 발생 무, 폐수처리 불요)

* 설치가 간편하고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저렴 (집진필터가 없어 필터교환 불필요)

* 미생물처리, 필터정화, 스크루바 등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현존 최고의

공기정화, 살균 효과를 동시에 해결한 최첨단 제품

*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우주선내 공기청정 유지 와 바이러스 살균을 위해 개발한

기술로 세계 각국 유수 기관 및 대학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최첨단 공기정화시스템

차별화된 ZEROP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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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VOCs, 연기,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감소 시켜 새집
증후군과 새빌딩 증후군에 효과.

- Air Conditioning 시스템
- Heating 시스템
- HVAC 시스템에 장착
=>  가정과 빌딩 정화

진보된 고급산화방법과정
-Hydro-peroxides
-ozonide ions
-super oxide ions
-Hydroxide ions

장소 별 특화 제품 - 효과 증대
가정용 – 소형 공기청정기
산업용 – 대형 공기정화시스템
공조시스템용 – IN-DUCT 타입
살균,악취제거용 – Agri System

공기정화

RCI  
Technology   

( )주 제롭 기술개발부 8



캔자스시티대
Marsden 박사
시험 인증

실험결과 : RCI System 노출 12시간 경과 후 병원성 바이러스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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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Radical 이란?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OH Radical (OH 라디칼 : 수산기)의 산화력 (살균, 소독, 분해하는 능력)은불소(F)다음으로 강력하고, 
오존(03)과 염소(C12)보다 강력하지만 불소, 염소, 오존처럼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물질이 아니다.
(오존의 2000배, 태양 자외선의 180배 산화력)

악취 원인 물질 분해 산물

암모니아 NH3 + OH∙ → N2 + H2O

황화수소 H2S + OH∙ → SO2 + H2O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 OH∙ + O2 → CO2 + H2O

초산 CH3COOH + OH∙ + O2 → CO2 + H2O

폼알데하이드 HCHO + OH∙ → CO2 +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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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이란?

적외선이 강한 열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외선의 주파수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고유진동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에 적외선이 부딪히면 전자기적 공진현상(共振現象)을 일으켜

적외광파의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물질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특히 액체나 기체상태의 물질을 각각의 물질에 특유한 파장의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

( )주 제롭 기술개발부 11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아름다운 공존”



제롭 흡연부스은

이렇게 다릅니다.

01

02

03

04

05

흡연부스 외부로 담배연기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흡연부스 내의 담배연기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흡연 시 불쾌감을 줄이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흡연부스 내에 담배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흡연부스 내에서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없앴습니다.

냉난방 시설 완비로 흡연자의
권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흡연자들의 공간을
지켜드립니다.

공기정화 업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국내 유일 공기정화 녹색기술
(GT-12-00235)

공기살균정화장치 특허등록(10-0809005)
흡연부스 특허출원(10-2014-0100581)



특허 출원 제품 10-2014-0100581

녹색 인증 기술 GT-13-00235

산학연 LINC 사업 연구개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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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설치 사례

dal.komm COFFEE
부천북부역점 사무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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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설치 사례

인천국제공항 설치 사례

제롭 흡연부스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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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사무소, 구청, 정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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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구청,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ZEROP (제롭)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아름다운”

공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 우주항공국 NASA인증 이코퀘스트 인터내셔널
한국지사 인증서

와인 총판인증서 미 국방성의 감사장

미 · 캐나다 CSA 인증 EPA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튜브인증 유럽규격 CE인증

러시아 GOST 표준인증 산업기술시험원 인증 한국건자재 시험인증 산업공해연구소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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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http://www.zerop.co.kr

Tel. 02-556-9600

주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8 주양쇼핑 8003호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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