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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기를 머금은 배출공기를 정화하여 악취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당사의 과제였다.”

인사말
plasmaNorm 기술은 원래 패스트푸트 레스토랑 체인의 요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획기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로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plasmaNorm 기술은 과거의 그
어떤 유사기술들 보다도 뛰어난 효과와 비용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plasmaNorm은 배출공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배출공기는 plasmaNorm을 통과하면서 부분적으로 살균되고,
악취가 사라지며 함유된 유해물질 및 잉여물이 제거된다..

“A challenge was getting greasy extract air
clean and odour-free.”

plasmaNorm의 구성요소들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는 귀사가
처한 환경의 특징을 세밀히 파악한다. 이와 관련, 당사는
귀사에 대해 공기가 기름기, 수분, 세균, 또는 솔벤트 증기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인가, 공기온도는 높은가,

Dear reader,

인접한 환경이 귀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화재
안전도는 심각한 수준인가 하는 등등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It’s not without some pride that we describe as groundbreaking
the plasmaNorm technology originally developed for the needs
of fast-food restaurant chains. It is more powerful and costeffective than all previous air filter technologies. plasmaNorm
enables us to deal with an almost limitless range of challenges
involving extract air. These air filters supply air in every environment that is partially disinfected, guaranteed odourless and free
of harmful substances and residues.
Precisely which components we use for this depends on the
specific nature of your environment. Is the air strongly contaminated with grease, moisture, germs or solvent vapours;
are air temperatures high? Are neighbours involved or is fire
safety an issue? We can enhance working conditions for your
staff while creating a more pleasant atmosphere for your
customers.

당사는 귀사의 고객을 위한 쾌적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동시에
귀사 직원들을 위한 개선된 직무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순환공기 및 배출공기와 관련된 난제들을 당사의 전문적
경험과 적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
plasmaNorm은 가장적은 규모의 주방시설, 전문업종의
주방시설, 공공장소, 그리고 규모를 불문하고 세계적 수준의
가공시설과 공장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당사가 공급하는 장치는 성능과 비용효율성이 탁월하며
실생활 속에서의 무수한 실험을 거친 제품이다. 당사는 혁신적
능력과 도전정신, 유체역학 분야의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귀사의 요구를 포함한 모든 요구에 상응하는 정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있다. 고객이 해야 할 일은 당사 전문가에게

With our specialised experience and the right technology,
problems involving circulating and extract air that used to be
insoluble can now be solved. plasmaNorm filters are built even
for the smallest kitchen units, for professional kitchens and
public areas, as well as for world-class processing
plants and factories, large and small.
The equipment we supply is extremely high-performance and
cost-effective, and extensively tested in real-life situations. With
inventive talent, motivation and expertise in fluid dynamics, we
always find the right solution for all needs – however individual.
And that includes yours. Just ask the experts!
Your BÄRO team

문의하는 것, 오직 그 것뿐이다.
BARO Team

Groundbreaking technology
plasmaNorm® is the only specialist air filter solution that
guarantees permanent odour removal. The revolutionary
plasmaNorm filter contains atmospheric, normal pressure
plasma. It clears the air of cigarette fumes, cooking odours,
solvents and fine particles, with partial disinfection. The plasma
stage removes even the smallest organic carbon compounds,
such as odour molecules. This gives you reliable protection from
germs, viruses and spores, and prevents them from spreading.
As a filter of intake, ambient or exhaust air, plasmaNorm has
undergone long-term, real-life operational testing in the catering
and food industries as well as in intensive animal rearing and
breeding operations.
PlasmaNorm filters …
… constitute cutting-edge technology
… are groundbreaking in their use of plasma technology
… work reliably and simply
… require minimal maintenance (being permanent filters)
… are a good investment that minimises follow-on costs
… reduce heating and operational costs
... decrease time lost due to illness, caused by poorly ventilated
and contaminated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s.

획기적 기술
plasmaNorm® 은 공기 여과를 통해 악취를 영구적으로
제거해주는 전문적이면서도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혁신적
여과장치인 plasmaNorm에는 일반대기압 수준의 플라즈마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플라즈마가 공기중의 담배연기,
요리과정의 악취, 공기중의 솔벤트와 기타 미세입자들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구성 분자와 같이 최소단위의
유기 탄소성분까지도 제거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균,
바이러스, 포자 등으로부터의 제품 보호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 유해 물질들의 공기중 전파도 예방할 수 있다.
주변공기, 배출공기 등을 여과하는 장치인 plasmaNorm은
식품제조 및 공급 시설 뿐만 아니라 동물 사육시설, 사료공급
시설 등에서의 실질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거쳤다.
PlasmaNorm은…
…첨단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플라즈마 기술 적용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사용이 간편하며 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유지보전이 거의 필요없다(반영구적)

plasmaNorm is available as a stand-alone appliance, an all-inone solution and a process technology; however, we also supply
components and single parts. plasmaNorm is more cost-effective than other air filter systems. All versions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power-saving and efficient in operation; the flow
technology is optimised and thus quiet.

…투자 이후의 비용지출이 최소한에 그친다
…설치장소의 난방비 및 운용비를 줄여준다
…작업 및 생활환경의 공기흐름과 오염을 개선시킴으로써 질병발생으로 인한
시간 손실 상황을 감소시켜준다
plasmaNorm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해법이자
공정기술이며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장치이다.
plasmaNorm은 다른 어떤 공기여과시스템들보다도
비용소모가 적다. 그리고 사용시에는 환경친화적이면서
소비전력이 절감되어 효율적이다. 또한 공기흐름과 관련된
최적화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시 소음발생이 없다. ,

The photograph shows a plasmaNorm
kitchen exhaust air installation. Left,
the yellow hydroSorp pre-filter. The fan,
centre, drives pre-cleansed air through
the plasma stages. Unoxidised molecules
are caught in the activated carbon filter
(black) where they react with oxygen.
End products leaving the activated carbon filter are oxygen, carbon dioxide and
atmospheric moisture.

주방 배출공기 처리를 위해 plasmaNorm을
설치한 모습이다. 왼쪽 노란색 부분은
hydroSorp 예비필터이며 중간부분은
팬(fan)으로서 사전 정화된 공기를
플라즈마 단계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오른쪽 검은색 부분은 활성탄 필터로서
공기중 산화되지 않은 분자를 걸러내
산소와 반응시킨다. 활성탄 필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물질은,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대기 수분이다.

Schematic diagram of a
plasmaNorm installation

plasmaNorm의

설치개념도

How plasmaNorm® works

plasmaNorm®의 작동원리

Particles and dust are pre-filtered; the pollutant gases subsequently oxidise through ‘cold combustion’ in atmospheric,
normal-pressure plasma. Germs and odour molecules are
decomposed at the molecular level. Non-combusted compounds
become caught in an activated carbon storage system. The
activated carbon, located downstream, acts as a storage reactor
that continually regenerates itself by means of plasma flow and,
for example, converts ozone back into atmospheric oxygen. As
a result, the intervals between servicing are very considerable,
and replacement is unlikely to be necessary. The soleend products are oxygen, atmospheric moisture and CO2.

입자와 먼지는 사전여과 처리된다. 오염기체는 대기압 수준의
플라즈마 내에서 저온연소되어 산화된다. 이때 세균 및 악취
구성분자도 함께 분해처리된다. 한편, 연소되지 않은 화합물은
활성탄 단계에서 처리된다. 전체 단계에서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활성탄은 일종의 반응지속물질이며 플라즈마 흐름을
매개로 스스로를 계속 재생해내는 물질이다. 따라서 유지보수
작업사이의 시간간격이 매우 길며 교체 필요성도 거의없다.
활성탄을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물질은 산소, 대기수분,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

•
•
•
•
•

Highly efficient air cleansing
Guarantees odour removal
Low-germ air
Reliable protection from germs and harmful pollutants
Very high energy efficiency

The need for servicing or for replacement of expensive individual
filters is minimised: pre-filters are washed as required. The
plasma stage is low-maintenance and requires only low-wattage
power. This plasma chemical technology was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Institute of Low-Temperature Plasma Physics (INP Greifswald, Leibniz-Institut für Plasmaforschung und
Technologie), which is at the forefront of scientific research in
this field.

• 고효율의 공기정화
• 악취의 완벽한 제거
• 공기중 세균감소
• 탁월한 수준의 세균 및 유해물질 차단
•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

개별 여과 기능을 하는 plasmaNorm의 각 구성부품들 유지보수
및 교체의 필요성이 매우 낮다. 예비필터는 필요할때마다
세척해주기만 하면 되며 플라즈마 단계의 플라즈마 역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별로 없고 요구되는 전력수준도 높지가
않다. 한편, 플라즈마와 관련된 화학적 기술은 해당분야의
선두주자인 저온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것이다.

Made In Germany
기술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s
Reaction and oxidation atmospheric plasma using dielectric
technology:
barrier discharge (DBD)

반응 및 산화기술:

유전체차단방전기술(DBD)을 적용한
대기 플라즈마

Flow volume:

from 350 m3 up to 60,000 m3/h cleansed,
germ- and odour-free exit air

공기처리량:

Power ratings:

from 0.2 to 2.0 kW excluding ventilation
(various sizes available on request)

정격전력:

Material:

stainless steel or aluminium modular
construction

재질:

스텐레스강 또는 알루미늄 모듈

Example of power
consumption:

in order to clean air at a rate of 3,000 m3/h,
plasmaNorm requires only about 1.1 kWh
(including ventilation plant)

소비전력 적용예:

3,000 m3/h 의 수준으로 공기를 정화할 경우

350 m3 ~ 최대 60,000 m3/h 의
배출공기를 정화, 세균 및 악취제거
0.2 ~ 2.0 kW ( 배 기 장 치 제 외 )
(고객요구에 따라 조정가능))

1.1 kWh의 전력만 필요하다(환기장치 포함).

Hotels, restaurants

호텔과 레스토랑

Odour-free cooking, roasting
and deep-frying? Clean air?

조리하고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 악취가
없다 ? 공기 정화를 통해서 ?

plasmaNorm® air filter technology delivers what used
to be impossible.

plasmaNorm® 공기여과 기술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The plasmaNorm process specialises in removing organic odours
- those occurring in food processing and in cooking as well as
those of human origin. This patented filter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the catering and hotel sector, where it is used in cooker
hoods and indoor air filters for kitchen extraction and circulatingair systems, and even for toilet facilities.

plasmaNorm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악취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식품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까지도
제거한다. 특허를 받은 plasmaNorm 여과기술은 원래 주방
의 배출공기 및 순환공기 처리를 위해 cooker 후드와 내부
공기여과장치를 갖추고 있는 요식업분야 및 호텔분야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In front cooking, in kitchens and restaurants, the air quality is
immediately and noticeably enhanced – staff and customers alike
will hardly be affected at all. plasmaNorm gets rid of vapours
and fumes. Even problematic greasy extract air from industrial
deep-fat fryers is cleaned right on the spot by special processes
and finally discharged with no odours. Any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can be defused once and for all. And there is no need
for long externally-mounted ducts above roof level: cost-effective
retrofitting is possible at all locations, even in historic buildings.

주방이나 식당에서 홀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조리구역의
경우 plasmaNorm을 사용해 공기의 질을 즉각적이고
확연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직원이나 고객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 plasmaNorm은 해당구역의
수증기와 연기를 제거하고 깊이가 깊은 전문 튀김용기에서
배출되는 기름기를 먹은 공기도 악취발생없이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식당이나 레스토랑 주변의 거주 주문들과의
갈등과 한번에 영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지붕위에
장기 설치된 연통도 더 이상 필요없다. 어떤 곳이든
plasmaNorm을 사용하면 적은비용으로도 환경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심지어 오랜역사의 유서깊은 건물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Once the air has passed through the filter, it is hygienic, free of
odours – guaranteed. Fire safety regulations are also met, as
inflammable or unpleasant-smelling residues can no longer build
up in extract systems.
This technology is very affordable and, in its operation, is ideally
tailored for the catering sector:
• Safe and easy to use
• Low-maintenance
• Technically straightforward
• Long-lasting value for money

일단 plasmaNorm을 통과한 공기는 더 이상의 악취가 없으며
위생적이다.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며 가연성
잉여물이나 불쾌한 냄새의 잉여물도 더 이상 남기지 않는다.
요식업 분야에 있어 plasmaNorm기술은 그 적응성이 뛰어나며
필요한 요구를 이상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
• 사용이 안전하고 간편하다
•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적다
• 기술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
• 투자대비 가치가 장기간 지속된다
plasmaNorm은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And we easily comply with statutory and other official regulations.

We retrofit existing products
Existing equipment and ideas benefit from
our groundbreaking air filtration technology.
PlasmaNorm is tailored to the manufacturer’s
requirements and air filters are also developed
for a wide range of installations and needs –
retrofitting where necessary. For example:
• Front-cooking stations have been retrofitted
• Air extraction units have been developed for
individual restaurant tables
• Laboratory work involving toxic vapours has
been made safer
• Coffee-roasting machines in retail outlets have been improved
• Deep fryers have been equipped
• Air-conditioning systems have been made more efficient
• Counter and kitchen equipment has been improved.
Whatever odours are causing the trouble: it’s highly likely that a
plasmaNorm filter suitable for your product can solve the problem – permanently and cost-effectively. Just ask the experts!

기존시설의 개선 효과
획기적인 plasmaNorm 공기여과 기술은 기존 시설에도
개선효과를 가져다 준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제작되는 plasmaNorm은 설치될 수 있는 구역의 범위가
다양하다. plasmaNorm의 설치를 통한 기존 시설 걔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레스토랑 전면의 조리대 상태개선• 레스토랑 각 테이블의 공기배출장치 상태 개선
• 독성기체 사용 실험실의 안전도 향상
• 소매점내 커피 로스팅 기계 상태 개선
• 튀김용기의 질적 보완
• 공조장치의 효율성 향상
• 카운터 및 주방설비 상태 개선
악취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plasmaNorm은 해당
문제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비용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바로 당사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It’s easy – with circulating air
With aereus®, we offer a ventilation system that is compact
and works efficiently, anywhere. Visually, the various models
can be made to blend in – whatever the design of your house or
establishment. aereus, our indoor air cleaner, cleanses the air in
bars and restaurants, changing rooms, public toilets and cooking
areas both efficiently and hygienically, reducing heating and
ventilation costs. The technology is perfectly adaptable, suitable
for both very large and small spaces. Often it completely does
away with the need for an expensive extraction system. aereus
is available in various sizes and versions, either free-standing or
ceiling-mounted.

순환공기의 용이한 처리
aereus® 는 당사가 제공하는 소형의
환기시스템이며 어느 곳에서나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관상 다양한 모델이 있어 귀사의
시설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실내공기
정화장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aereus
는
주점,
레스토랑,
탈의실,
공중화장실, 조리 구역 등에서
공기를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정화하며 난방 및 환기와 관련한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아울러
고가의 공기추출장치를 별도 설치할
필요성을
없애준다.
Aereus는
독립적으로
세워두거나
천정에
설치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모델이
있으며 그 크기 또한 여러가지가
있다.

Cooker hoods for the professional kitchen
Our cooker hoods have long proven their worth in practical use
with their self-cleaning technology, which reduces maintenance
and cleaning costs, improves safety and often saves the business
from having to install new, expensive disposal air ducts. Deposits
such as condensation, grease and proteins are collected and
can be simply removed from the large, smooth surfaces – either
manually or automatically, using a washing unit. The effective flow technology allows energy savings of up to 50 per cent
over conventional cooker hoods. Our cooker hoods are flexible:
we have developed a wide range, with extraction or filter (i.e.
circulating-air) hoods, hoods with or without air supply systems,
d hoods, bar-mounted
wall- or ceiling-mounted hoods, islan
hoods, hoods for grills and front cooking, and condensation or designer oods.
h

전문 주방용 Cooker Hood
당사의 cooker hood 는 오랫동안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해당 제품의 자체 정화 기술은 유지보수 및
청소비용을 절감되도록 하고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하며
고비용이 드는 에어 덕트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
해당 제품의 크고 부드러운 표면에 기름기, 단백질 등이
침전되는 경우 수동 또는 자동 세척장치를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당사의 cooker hood에는 공기추출 후드 또는
(순환공기용) 필터후드, 공기공급장치 장착후드 또는
비장착후드, 벽면설치용 후드, 천정설치용 후드, 바 설치용
후드, 그릴용 후드, 전면조리대용 후드, 공기응축 후드,
디자이너용 후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Grand solutions for
complex situations
Industrial exhaust air cleaning
Large-scale professional enterprises have exacting technical
requirements. In the food and food processing in- dustry,
there are large volumes of air and stubborn odours to be
dealt with. What’s more, special regulations must also be
observed; the exhaust air has to be removed in a way that is
environmentally sound and keeps the neighbours happy. In
short: clean, odour-free air is very much in demand!
Our team of experts in air purification, fluid mechanics,
plasma physics and electrochemistry designs and develops
systems perfectly tailored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ifferent industries. Among our customers are food manufacturers, hospitals and paint shops, as well as the waste industry.
The atmosphere of an entire enterprise is cleaned up, leaving
the air hygienic and free from odours. Heat recovery and energy efficiency are always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Our
systems are the obvious answer to sick-building syndrome,
contamination with germs or legionella bacteria. We even
equip very large-scale facilities and establishments with individually designed air filter systems. And problems have often
been solved that previously seemed gesamten Betriebes wird
hygienisch und geruchsfrei entsorgt. Wär- merückgewinnung
und Energieeffizienz gehören stets dazu. Fragen von Sick!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명확한 해법
산업분야 배출공기의 정화
대규모 전문 업체의 경우 기술적으로 적확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공급 및 식품가공 산업의 경우
처리해야 할 공기의 양과 악취 발생량이 막대하다. 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법률규정 또한 엄격하다. 그리고
배출공기는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제거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달리
말하면, 청결하면서도 악취가 없는 공기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크다. .
당사소속의 공기정화 전문가, 유체역학 전문가,
플라즈마 물리학 전문가, 전기화학 전문가 등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고 있다. 당사 고객은 식품제조업체, 병원,
페인트점, 폐기물업체 등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
당사는 이 모든 고객에 대해 공기정화, 공기위생향상,
악취제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열 회수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수행과정이다. 시설이나 설비의 바람직하지
못한 증상 그 중에서도 특히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 문제는 당사의 시스템이 적확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대규모의 시설과 설비의 경우에도 당사가 개별
맞춤식으로 설계한 공기여과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과거엔 그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던 문제들을
당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Air conditioning and building ventilation
plasmaNorm filters in ventilation systems make it possible to
feed treated air back inside without any problems. The air is
odour-free and the system itself remains free of residues and
pollutants. Fire safety is included, since combustible materials can no longer accumulate in the pipes and air ducts.
Shopping malls, hotels and hospitals reap the benefits.

공조 및 건물 환기 시스템
기존 환기시스템에 plasmaNorm을 결합하면
정화된 공기를 건물내무로 재공급시킬 수 있다. 이때의
공기는 악취가 없으며 환기시스템에는 잉여물이나
오염물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파이프나 에어
덕트에 더 이상 가연성 물질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안전성도 달성된다. 이는 쇼핑몰, 호텔, 병원 등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된다.

Problematic materials?

문제 발생가능성을 지닌 물질이나 제품?

Working with solvents or processing animal products involves considerable air contamination. At the chemical level,
all odours are – ultimately – just carbon molecules of varying
length. Our plasmaNorm filter technology breaks up these
molecular chains at the atomic level, making it possible to
successfully tackle even difficult ventilation situations. We
can provide suitable systems for paint shops, sewage works,
slaughterhouses and the waste processing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he cleansed air creates greatly enhanced
conditions for workers and can reduce time lost due to illness.

솔벤트를 이용한 작업공정이나 동물성 제품 가공 공정에는
상당한 수준의 공기오염이 수반된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양한 길이의 탄소분자가
그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의
plasmaNorm 공기여과 기술은 그러한 분자의 고리를
해체하여 원자수준으로 분해되도록 해줌으로써 환기와
관련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당사는 페인트점, 오수처리시설, 도축시설,
폐기물가공시설 등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다.
plasmaNorm을 통해 정화된 공기는 작업자의 근무환경도
개선시키며 작업자의 질병발생으로 인해 근무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FRoSTA AG

FRoSTA AG

Improved conditions at the
industrial deep-frying stations

산업용 튀김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환경개선

Location: Bremerhaven

위치: Bremerhaven

Challenge: flour dust and other particulates posed a health
risk to staff operating industrial deep fryers. Up to 3 million
fish fingers are made here every day. The required daily cleaning of production equipment created high levels of humidity.
Solution: we installed an air extraction system near the emission sources. The contaminated air is channelled through
self-cleaning pre-filters and is subsequently cleansed using
plasmaNorm technology. The stream of clean air is then fed
directly back into the working areas. The system, which was
installed on the roof in late 2005, cleans a flow volume of up
to 20,000 m3 per hour.
Outcome: increased acceptance of the working environ- ment
due to enhanced wellbeing for workers. The electronic
equipment used in production is now no longer affected by
atmospheric moisture. Renovation work is needed less often.
As an air supply and extraction system was not put in,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heating. Both the plant manager
and the FRoSTA company medical officer repor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ir quality.
Future projects with FRoSTA: an already planned system
will now also contain air conditioning technology, enabling the
production facility to be heated or cooled as required.

문제 : 대상 작업장은 깊이가 깊은 산업용 튀김설비를
사용하여 일일 최대 3백만개의 생선튀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맥분 먼지와 기타
입자들이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작업장의
생산설비는 매일마다 청소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습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해법적용: 당사는 공기추출 시스템을 전술한 먼지 및 기타
입자의 배출 원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다. 오염된 공기는
해당시스템의 예비필터를 통과한 후 plamaNorm 기술에 의해
정화처리되었으며 그런 다음 그 정화된 공기가 다시
작업장내로 곧바로 공급되었다. 2005년 말에 작업장 외부의
지붕에 설치된 해당 시스템은 현재 시간당 최대 20,000 m3
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있다.
결과: 근무자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전자식
설비는 더 이상 대기중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작업장에 대한 수리개선 작업의 필요성도 크게
감소하였다. 공기공급 및 추출을 위한 시스템이 작업장
외부에 설치됨으로써 작업장내 추가 난방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공장 책임자와 FRoSTA 소속 의료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작업장내 공기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
FRoSTA사와 관련된 향후 프로젝트 : 이미 계획중인
시스템이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필요에 따라 생산설비에
대한 난방 또는 냉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조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KAIMUG Franchise Restaurants

KAIMUG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Front cooking in Thai grill
Kitchens

태국식 그릴요리를
제공하는 전면 조리대

Locations: Cologne-Bonn Airport, Hamburg-Altona
Station, Munich, Berlin and elsewhere

위치: Cologne-Bonn 공항, Hamburg-Altona 역,
뮌헨, 베를린, 기타

Challenge: here, grill chefs prepare
Thai meals right in front of the
customers. The franchise concept
requires an air quality solution that
is not site-dependent. Smoke and
odours were not wanted outside the
wok and fry kitchens.
Solution: a direct extraction system
above the frying/cooking station
was designed. The plasmaNorm air
circulation filter contains a pre-filter that can be cleaned in the
washing machine. The pre-cleaned air is then rid of odours
during the plasma stage and fed back into the dining area.
The hood is self-cleaning and has a flow rate of about
2,000 m³ per hour.
Outcome: The wok and fry kitchens equipped by us were successfully used in Hamburg-Altona station and at Cologne-Bonn
airport. Inspection and approval by the fire authority proved
quick and straightforward. KAIMUG’s chain of restaurants
is currently undergoing considerable expansion, and plasmaNorm technology is now part of the franchising concept.

문제: 사진 속의 주방장은 고객이 보는 앞에서 태국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어디에 개설되든
공기의 질과 관련된 해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주방장은 요리를 행하는 과정에서 연기나 악취가 조리대
구역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
해법적용: 조리대 위쪽에 공기추출 시스템 바로
설치하였다. 해당 시스템 내부의 예비필터는 분리해서
세척장치로 청소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었다.예비필터를 통해 정화된 공기는 플라즈마
단계에서 악취가 제거된 후 다시 조리대 구역으로
공급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자체정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시간당 약 2,000 m³ 의 공기를 처리하고
있다.
결과: Hamburg-Altona 역과 Cologne-Bonn 공항의 중국요리
및 튀김요리점에서 당사가 설치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의 검사도 아무런 문제없이
곧바로 통과하였다 KAIMUG사의 레스토랑 체인은 현재
사업규모를 크게 확장중에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에 있어 plasmaNorm기술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Tönnies Fleischwerk GmbH & Co. KG

Tönnies Fleischwerk GmbH & Co. KG

Keeping the neighbours
happy by eliminating
bothersome emissions

위치 : Rheda-Wiedenbrück

주변지역을 유해 배출
물질로부터 보호

Location: Rheda-Wiedenbrück
Challenge: this production facility processes meat into modern
convenience products using 1.5 megawatts industrial ovens
and industrial grills. Seasonings and marinades generate
strong odours.
Solution: the highly contaminated, strong-smelling air is
extracted before it leaves the ovens. The air, very strongly
charged with moisture, grease and protein, flows through a
two-part extraction system. It is initially filtered during the
condensation stage (called ‘conditionAir’) before gas cleaning takes place using plasmaNorm technology. The extracted
air discharged outside is odour-free. The system, mounted
on the roof, has been in
continual operation since
mid-2006 and cleans a
flow volume of around
8,000 m³/h. Outcome:
Due to the measures
taken, no problem
odours occur in the
immediate neighbourhood. The running
costs of the system are
kept low.

Café Schrunz

A breath of fresh air for
customers and staff

문제: 대상이 된 생산시설은 1.5 메가와트급 산업용
오븐과 그릴을 이용해 육류를 현대식의 간편 제품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과정에서는 각종
양념과 절임액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강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해법적용: 강한 냄새의 오염도 높은 공기를 오븐장치에서
배출되기 전에 추출해 내기 위한 해법을 적용하였다. 즉,
수분, 기름기, 단백질 성분 등을 잔뜩 머금고 있는
공기가 이원구조로 된 공기추출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만들었는데 해당 시스템을 통과하는 공기는
응축단계(‘conditionAir’라고도 부른다)를 통해
일차적으로 여과처리되며 그런다음에는 plasmaNorm
기술에 의한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외부로 나온 공기에는 더 이상의 악취가 존재하지
않았다. 2006년 중반에 생산시설의 지붕에 설치된 해당
시스템은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으며 그 공기처리량은
시간당 약 8,000 m³에 달하고 있다.
Outcome결과 : 해법적용에 따라 인접지역으로의 악취
전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스템의
가동비용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Schrunz 카페

카페 고객 및 근무직원을 위한
신선한 공기의 제공

Location: Greven

위치 : Greven

Challenge: the café has around 30 tables; smokers and ovens
behind the bar were influencing the air quality.
Solution: we mounted two aereus® circulating-air cleaners on
the ceiling of the public area, which clean a flow volume of up
to 1,200 m³ per hour. Staff can adjust the air flow by remote
control. The pre-filters are machine washable. The design goes
well with the look and feel of the café.
Outcome: the air quality is now pleasant for customers and
staff alike, with odours no longer a problem. And, despite
the ban on smoking, the filters are still in use because of the
ovens.

문제: 대상이 된 카페는 30개의 좌석을 지니고 있었고 바
뒤에 오븐이 있어 카페 내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Solution해법적용: 당사는 순환공기 정화장치인 aereus®
를 홀 구역에 2대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간당 최대 의
공기가 정화되고 있다. 해당 장치는 카페직원이
리모콘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내부의 예비필터는
분리 세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해당장치의 디자인은
카페의 외관 및 분위기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있다
결과: 근무직원과
손님모두 공기의 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악취발생도 없다.
해당 카페는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긴 하지만
오븐장치가 있어 해당
시스템은 계속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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