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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is
선진화된 탐구로 끝없이 노력하며, 유연성과 다양성으로 고객의 현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API is actively breaking technological boundaries through constant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mitment to innovation. Our core valu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solution in consultation with our customers, the 
flexibility and the diversity to provide customized products.
 
API는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고밀도, 고효율의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
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연구소는 다양한 대기압 플라즈마 장비와 표면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아
낌없이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PI의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비 "i" Series는 대표적인 3-Dimension 대기압 플라즈마 장비의 표본
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PI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장비는 1년 
365일 국내외 어떤 현장이라도 즉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빠른 대응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API의 경험은 고객 현장에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API has grown into one of the leading atmospheric-pressure plasma makers in the 
world through continuous effort to secure a fundamental competitive edge. We 
are investing and supporting R&D to produce high-density, high-efficiency plasma 
which suits for our customer’s needs. Our R&D facility has various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reatment equipment and surface measurement equipment to 
support customers. 
API’s atmospheric-pressure plasma surface treatment equipment "i" Series is a 
representative equipment of 3-Dimensional air pressure plasma equipment used 
in a variety of industries, both domestic and overseas. Various equipment in API is 
ready for immediate support at any site in Korea and abroad. Our comprehensive 
and extensive experience will provide greater value to our customers with 
outstanding produ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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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4

2009

2017

2007

2014

2018

2008

2015

Foundation of 
Applied Plasma Inc

CE Certification :
Super Ion, 
Super Arc, 

Super Flame 

Patent Registration in USA 
"Plasma Equipment"

- Corporate Registration of Applied Plasma Inc
- Establishment of Attached Research Institute

- ISO 9001 / 14001 Certification
- Registration "Venture Company"

of Korea Government

CE / RoHS Certification : 
Super Spinny 

- Patent Registration in Russia, Japan, China ,EU
"Plasma Equipment"

- Patent Pending in the India
- CE Certification : iZET, iREV, iCVC, iFLA 

- Patent Registration in Korea 
"Atmospheric Plasma Equipment"

- Patent Registration PCT
"Atmospheric Pressure Plasma System"

- Registration "INNOBIZ" of Korea 
Government

- Patent Registration in Korea 
"Plasma Equipment"

- Patent Registration PCT 
"Plasma Generating Apparatus"

Patent- Korea

Patent- China

CE-iZET

Patent- Korea

ISO 9001CE-iREV

Patent-U.S.A 

R&D Center

CE-iFLA             

Patent- Japan      

INNO-Biz

CE-iCVC

Main Biz

Patent- Russia

Venture Company 

World BEST plasm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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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플라즈마의 표면 
개질 원리

Principle of surface  
Improvement by 
Atmospheric Plasma

플라즈마 내부에 혼재된 이온과 전자들이 기재의 표면에 고속으로 충돌하여 존재하는 이물질
(먼지, 이형제 등)을 제거하고 기능성 라디칼이 표면에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 의해 표면의 세정
효과와 친수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Dimension 및 3-Dimension 물체를 위한 플라즈
마 표면 처리 시스템은 표면을 효과적으로 개질하여 인쇄, 코팅, 라미네이팅, 컨버팅 및 압출 성
형 등의 공정에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Ions and electrons mixed in the plasma collide at high-speed on the 
surface of substrate so they help eliminating the contaminants(dust, 
oils etc.) and helping highly reactive functional radical groups on the 
surface. It is possible to get the rinsing effect and hydrophilic effect 
on the surface through the above progress. Plasma surface treatment 
system for 2-Dimension and 3-Dimensi on objective is used to reform the 
surface effectively so that it is highly used for the process of printing, 
coating, laminating, converting, and extrusion.

플라즈마는 물질의 3가지 기본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 4의 물질 상태로 양이온과 음
이온의 총 전하수가 거의 같은 이온화된 기체입니다. 플라즈마는 기체에 열이나 강한 전자기장
을 가할 때 생성됩니다.

There are four states of matter, of which three are most familiar : 
solid, liquid, gas, with plasma being the fourth. Plasma is an ionized gas 
consisting of approximately equal numbers of positively charged ions 
and negatively charged electrons. Plasma can be generated by heating 
or subjecting a neutral gas to a strong electromagnetic field. Some of its 
atoms become ions, and the gas is said to be ionized. Despite all of the 
constituent particles being charged, typically the plasma itself has no 
overall charge.

Plasma 
is 

reactive gas molecules

specific gas molecules

adsorbed water hases (LMWM)

ionic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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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pplications  

Business 
Promotion

에이피아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소 기술을 포함하여 공정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
로 고객과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PI has developed core technology such as process technology which we 
customize with our customers in various way.

에이피아이에서는 대기압 표면 처리 전후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PI has many different types of equipment that measure the surface 
energy of object.

R&D 
Center

Microscope
(max x2400)

Electronics

Wafer Process
Print Circuit Board

Display
Mobile & Wearable

Packaging

Glass Bottles 
Polymer Bottles

Paper Boxes
Metal Packages

Goniometer
(contact angel 
measurement)

Automotive

Rubber Profiles
Headlights

Exterior Parts 
Battery Pack

Transportation

Railroad Products
Shipbuilding

Mobile Systems

Peel Tester
(adhesion)

Consumer 
Products

Sports Equipment
Appliances

Toys
Household Items

Bio & Welfare

Plasma Disinfection
Plasma Medicine

Medical Equipment
Biochemicals

Multi-axis Robot

Energies

Energy System 
Photovoltaics

Batteries

Environment

Air Purifiers
Water Purifiers
Odor & Dust 
Elimination

프로세스 개발
Processes 

Development

기술 개발
Technologies 
Development

R&D 지원
R&D 

Assistance

주문형 대기압
플라즈마 제작

Manufacturing 
order made 

Atmospheric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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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ies의 대표 장비 iZET 모델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품 완성도를 높여 고객 
제품의 부가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초고속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비입니다.
이상적으로 최적 설계되어 제작된 iZET 노즐에서 방출되는 초고밀도 이온 플라즈마는 제품 표면에 이
온이 충돌하면서 각종 유기물을 분해, 미세입자 무기물을 제전 하여 제거, 표면적이 증대되는 에칭, 고
반응성 라디칼 그룹을 형성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효과로부터 초고 청정 표면이나 기능
성 표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Series's iZET models are ultra-high-speed atmospheric-pressure treatment 
equipment that improves product completeness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across the industry, providing the most effective value added to 
customer products.
The ultra-high-density ion plasma, emitted from the iZET nozzle which is 
ideally designed and constructed, breaks down various organisms, discharges 
and removes micro-particles, etches nano scale surface and forms highly 
reactive radical groups. From these effects, it is easy to create ultra-clean or 
functional surfaces.

iZET

다양한 소재 및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능

Applicable to various 
materials and shapes

최적화된 파워 서플라이, 
고주파 트랜스포머 및
 플라즈마 하드웨어

Optimized power 
supply, high frequency 

transformer and 
plasma hardware

자가 진단 기능이 적용되어
매우 안정적인 플라즈마 사용

Self-diagnosis enables
highly stable

atmospheric-pressure 
plasma

연속 동작 및
ON/OFF 동작 가능

Possible to operate 
continuous operation 

and ON/OFF 
operation

외부 기기와 인터페이스 및
리얼타임 플라즈마 모니터링

Interface with 
external devices and 

real-time plasma 
monitoring

AIR(CDA), CO2,
N2, O2, Ar 등

다양한 공정 GAS 사용

Use various process 
gas such as AIR (CDA), 
CO2, N2, O2, Ar, Etc.

Standard
Features

“Plasma Cleaning,  Surface Modification and Plasma Coating”

Standard Type
single / dual Delux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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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it Single Dual

입력전원 (Input Voltage) VAC 220±10% , Single Phase

입력주파수 (Input Frequency) Hz 50 / 60

입력전류 (Input Current) Amp Max 8 per a head

접지저항 (Ground Resistance) Ohm Lower than 10

사용가스 (Input Gas) NA AIR(CDA), CO2, N2, O2, Ar, Etc.

가스압력 (Gas Pressure) MPa 0.4~0.6

가스유량 (Gas Flow Rate) LPM 25~80

플라즈마 출력 (Plasma Output) Watt 500 / 1000 / 1500 

방전전압 (Discharge Voltage) KVolt 8~12

방전주파수 (Discharge Freq.) KHz 30~60

플라즈마 길이 (Plasma Length) mm Max. 70

플라즈마 폭 (Plasma Width) mm Spot Max. 20 / Slit Max. 25
플라즈마 동작 주변온도 

(Operation Ambient Temp.) ℃ 50

방전헤드 수량 (Discharge Head Q'ty) Set 1 2

방전헤드 길이 (Discharge Head Length) Meter Max 8 per a head

제품 무게 (Net Weight) Kg 12 24

포장 무게 (Gross Weight) Kg 22 40

제품 크기 (Dimension) WDH,mm 250*320*400 480*320*400

멀티 헤드 제품 및 비규격 
제품 (50watt ~ 1800watt) 
제작 및 공급 가능

Can produce and supply 
multi-head products and 
customized products
(50watts to 1800watts)

비규격 플라즈마 노즐 제작
및 공급가능

Available to produce and 
supply customized plasma 
nozzles

제품의 사양은 성능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of product 
can be changed to 
improve performance and 
quality without notice

Application

Specification

Metal Wires

Mould

Hoop

Rubber Profiles

Sputtering Targets

Polymer Hos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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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ries의 대표장비 iREV 모델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품 완성도를 높여 고객
제품의 부가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초고속 대면적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비
입니다. 
이상적으로 최적 설계되어 제작된 iREV 헤드어셈블리는 고속회전 임에도 진동이 매우 작아 긴 수명이 
보장되고, iREV 노즐에서 방출되는 초고밀도 저온 이온 플라즈마는 제품 표면에 이온 충돌하면서 각종 
유기물을 분해, 미세입자 무기물을 제전하여 제거, 표면적이 증대되는 에칭, 고반응성 라디칼 그룹을 
형성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효과로부터 초고 청정 표면이나 기능성 표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Series's iREV models are an ultra-high-range, low-temperature, 
atmospheric-pressure plasma surface treatment that improves product 
completeness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across the industry providing 
the most effective value added to customer products.
Ideally designed for optimal effectiveness, the iREV head assembly has a very 
low vibration even during high speed revolutions so that it ensures a long life. 
The ultra-dense, low-temperature ion plasma injected from the iREV nozzles 
breaks down various organisms, discharges and removes micro-particle, 
etches nano scale surface and forms highly reactive radical groups. From 
these effects, it is easy to create ultra-clean or functional surfaces.

iREV PATENT

다양한 소재 및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능

Applicable to 
various materials 

and shapes

최적화된 파워 서플라이, 
고주파 트랜스포머 및

하드웨어

Optimized 
power supply, 
high frequency 

transformer and
hardware

자가 진단 기능이 적용
매우 안정적인 
플라즈마 사용

Self-diagnosis 
enables 

highly stabl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연속 동작 및
ON/OFF
동작 가능

Possible to
operate 

Continuous 
operation and ON 

/ OFF operation

플라즈마 
헤드어셈블리

회전수조절 가능

Adjustable 
speed of plasma 
head assembly’s 

revolutions.

외부 기기와 인터페이스 
및 리얼타임 플라즈마

모니터링

Interface 
with external 

devices and real-
time plasma 
monitoring

AIR(CDA), CO2, N2, 
O2, Ar 등 다양한 공정

GAS 사용

Use various 
process gas such 

as AIR (CDA),
CO2, N2, O2, Ar,

Etc.

저진동 저발열
플라즈마 헤드어셈블리 

적용

Applying low 
vibration, low 
heat plasma-

head assembly

20~150mm 폭의 대
면적 플라즈마
표면처리 가능

Available to 
treat wide 

area between 
20~150mm

Standard Type
single / dual

Deluxe Type

“Plasma Cleaning,  Surface Modification and Plasma Coating”

Standard
Features



API is the best partner / 9

Item Unit Single Dual

입력전원 (Input Voltage) VAC 220±10% , Single Phase

입력주파수 (Input Frequency) Hz 50 / 60

입력전류 (Input Current) Amp Max 8 per a head

접지저항 (Ground Resistance) Ohm Lower than 10

사용가스 (Input Gas) NA AIR(CDA), CO2, N2, O2, Ar, Etc. 

가스압력 (Gas Pressure) MPa 0.4~0.6

가스유량 (Gas Flow Rate) LPM 25~80

플라즈마 출력 (Plasma Output) Watt 500 / 1000 / 1500 

방전전압 (Discharge Voltage) KVolt 8~12

방전주파수 (Discharge Freq.) KHz 30~60

플라즈마 회전수 (Plasma Revolution) RPM 1,200~3,000

플라즈마 길이 (Plasma Length) mm Max. 70

플라즈마 폭 (Plasma Width) mm 20 / 40 / 60 / 80 / 100 / 150
플라즈마 동작 주변온도 

(Operation Ambient Temp.) ℃ 50

방전헤드 수량 (Discharge Head Q'ty) set 1 2

방전헤드 길이 (Discharge Head Length) Meter Max 8 per a head

제품 무게 (Net Weight) Kg 16 32
포장 무게 (Gross Weight) Kg 26 44

제품 크기 (Dimension) WDH,mm 250*320*400 480*320*400

멀티 헤드 제품 및 비규격
제품 (50watt ~ 1800watt)
제작 및 공급 가능

Can produce and supply 
multi-head products and 
customized products
(50 watts to 1800 watts)

비규격 플라즈마 노즐 제작
및 공급가능

Available to produce and 
supply customized plasma 
nozzles

제품의 사양은 성능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of product 
can be changed to 
improve performance and 
quality without notice

Application

Specification

Wafer

Engineering Plastic

OLED Glass

CFRP

Radiator

FR4 PC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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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ries의 대표 장비 iFLA 모델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품 완성도를 높여 고
객 제품의 부가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초고속 대면적 대기압 화염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
비입니다. 이상적으로 최적 설계되어 제작된 고효율 버너에서 완전연소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고밀도 
이온과 전자들로 구성된 화염 플라즈마는 제품 표면에 이온과 전자가 충돌하면서 각종 유기물을 분
해, 미세입자 무기물을 제전 또는 제거, 표면적이 증대되는 에칭, 고반응성 라디칼 그룹을 형성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프리커서를 사용하여 제품 표면의 기능성 산화물이나 질화물 등의 코팅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효과로부터 초고 청정 표면이나 기능성 표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Series' iFLA models are ultra-fast, wide-range, flame plasma surface processing 
equipment that increases product completeness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across the 
industry, providing the most effective value added to customer products. Ideally designed 
and engineered, high-efficiency burners generate high-density ions and electrons through 
completion process. The flame plasma decomposes and removes the various organic 
substances, discharges or removes micro particles, etches nano scale surface increases 
nano scale surface etching, and forms highly reactive radical groups by ionic collision. 
In addition, the product surface can be coated with functional oxides or nitrates using a 
precursor. From these effects, you can easily create ultra clean or functional surfaces.

iFLA

다양한 소재 및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능

Applicable to 
various materials 

and various 
shapes

외부기기와 인터페이스 
및 리얼타임 플라즈마

모니터링

Interface with 
external devices 

and real-time 
plasma monitoring

다양한 산화물
및 질화물

코팅이 가능

Possible to various 
oxides and

nitrate coating

안전과 성능 부분에서 
검증된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

Uses dedicated 
controllers that 
are validated in 
terms of safety 

and performance

연속 동작 및 ON/OFF 
동작이 가능  

Possible 
to operate 
continuous 

operation and 
ON/OFF 

operation

자가 진단 기능이 적용
매우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사용 

Self-diagnosis 
enabled highly 

stable flame 
plasma

완전 연소에 이상적인 
맞춤형 버너를 사용

Uses customized 
burners that 

are ideal for full 
completion

리얼타임 플레임 
디텍션 기능 
및 방폭기능

Real time flame 
detection and 

explosion 
protection

드라이 플래쉬백
 플레임 어레스트 및 

듀얼 가스 밸브

Dry Flashback 
Flame Arrestor 

and dual 
gas valve

Standard Type
Single & dual

“Plasma Cleaning,  Surface Modification and Plasma Coating”

Standard
Features

Burners
spec

Item Shape Heat output Max. Length Item Shape Head Output Max. Length

SB07 Straight 0.65Kw / 10mm Max 3000mm SBPS Pencil 2.5Kw / 10mm NA

SB13 Straight 1.3Kw / 10mm Max 3000mm SBPM Pencil 5.0Kw / 10mm NA

SB20 Straight 2.0Kw / 10mm Max 3000mm SBC Circle 1.3Kw / 10mm Max Dia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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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버너 및 비규격 제품
제작 및 공급 가능

We can produce and supply 
multi-burners products 
and customized products

비규격 버너 제작 및 공급가능

Available to produce and 
supply customized burner 

제품의 사양은 성능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of product 
can be changed to improve 
performance and quality 
without notice

Application

최적화된 완전연소용
혼합가스(에어와
연료가스) 공급

Optimized supply 
of mixed gas 

(air and fuel gas)

대기압 화염 플라즈마
조절 및 제어가

매우 편리  

Easy to adjust 
and control 

atmospheric-
pressure flame 

plasma

에어와 연료가스
 사용량 리얼타임

모니터링

Real-time 
monitoring of 

air and fuel gas 
usage

LPG, LNG 겸용
특수 버너 및 리얼타임

플레임 제어시스템

Special burners 
for LPG or LNG 
and real-time 
flame control 

systems

압축 에어나
자체 연소 

블로어 사용

Using 
compressed air 
or high Pressure 

Blower

Completion 
Combustion 

Control 
System

Specification

Item Unit iFLA 500 iFLA 1000 iFLA 3000

입력전원(Input Voltage) VAC 220±10%, Single Phase 220±10%, 
Triple Phase

버너의 수(Number of burner) set 1~4

최대 열 출력(Max. heat output)
KW 33 66 198
Kcal 28,400 56,800 170,000

에어
(Air)

최대유량 (Max. Flow) LPM 500 1000 3000

압력 (Pressure) MPa 0.4~0. 6 NA NA
공급구 

(Input Connection) mm Φ8 NA NA

가스
(Gas)

최대유량 
(Max. Flow)

LNG
LPM

50 100 300
LPG 20 40 120

압력 (Pressure) KPa 15
공급구

(Input Connection) PT 3/8"

Mixed Gas Connection PT 1/2" 1" 1 1/4"
시스템 컨트롤러

(System controller) NA iFLA D-100

안전운전시간
(Safe operating time) Sec 1~4

인터페이스(Interface) NA 리모트 케이블 (Remote Cable) / RS-485 

크기 (Dimension) WDH, 
mm 470*215*570 NA NA

무게(Weight) Kg 24 60 80
혼합 가스호스

 (Length of Mixed Gas Hose) Meter Max. 30

Wheel Trim Headlight Lamp Automotive Par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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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ries의 대표장비 iCVC 모델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품 완성도를 높여 고객
제품의 부가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초고속 대기압 플라즈마 코팅 장비입니다.
 이상적으로 최적 설계되어 제작된 iCVC 노즐에서 방출되는 초고밀도 이온 플라즈마는 제품 표면에 
이온 충돌하면서 각종 유기물을 분해, 미세입자 무기물을 제전, 표면적이 증대되는 에칭, 고반응성 라
디칼 그룹을 형성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프리커서와 반응하여 대기압에서 산화물, 질화물 등과 같은 
다양한 박막을 형성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효과로부터 초고청정 표면에 기능성 박막 코팅 
표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Series's iCVC models are ultra-fast, atmospheric plasma coating equipment 
that improves product completeness for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across 
the industry, providing the most effective value-added customer products.
The ultra-density ion plasma emitted from the iCVC nozzles,  which is ideally 
designed and constructed, breaks down various organisms, discharges and 
remove micro particles, etches nano scale surface and forms highly reactive 
radical groups. At the same time, it reacts with the pre-cursors to form various 
thin films to the surface such as oxides and nitrates at atmospheric pressure. 
From these effects, functional thin film coating surfaces can be easily created 
on ultra-high clean surfaces.

iCVC

다양한 소재 및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능

Applicable to 
various materials 

and shapes

자가 진단 기능이 적용되
어 매우 안정적인 대기압 

플라즈마 사용

Self-diagnosis 
enable 

highly stabl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유기박막 코팅 가능

Possible to coat 
in an organic thin 

film

연속 동작 및 ON/OFF 
동작 가능

Possible 
to operate 
continuous 

operation and ON/
OFF operation

조작이 쉬운 
프리커서 이베퍼레이터 

사용

Easy to operate 
precursor 

evaporator

외부 기기와 인터페이스 
및 리얼타임 플라즈마 

모니터링

Interface 
with external 

devices and real-
time plasma 
monitoring

SiOx, SiNx, TiOx, TiNx, 
AlOx, 투명전극(TCO) 

등을 제조 

Manufacture 
of SiOx, SiNx, 

TiOx, TiNx, AlOx,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Etc.

최적화된 파워 서플라이, 
고주파 트랜스포머 및 

하드웨어 적용 

Apply optimized 
power supply, 
high frequency 

transformers and  
hardware

“Plasma Cleaning,  Surface Modification  and Plasma Coating”

Standard
Features

Standard Type
Single &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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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헤드 제품 및 비규격
제품 (50 watt ~ 1800watt)
제작 및 공급 가능

Can produce and supply 
multi-head products and 
customized products
(50 watts to 1800 watts)

비규격 플라즈마 노즐 제작 
및 공급가능

Available to produce 
and supply customized 
plasma nozzles

제품의 사양은 성능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of product 
can be changed to improve
performance and quality 
without notice

Specification

Item Unit Single Dual
입력전원 (Input Voltage) VAC 220±10%, Single Phase

입력주파수 (Input Frequency) Hz 50 / 60

입력전류 (Input Current) Amp Max 8 per a head

접지저항 (Ground Resistance) Ohm Lower than 10

사용가스 (Input Gas) NA AIR(CDA), CO2, N2, O2, Ar & Etc.

가스압력 (Gas Pressure) MPa 0.4~0.6

가스유량 (Gas Flow Rate) LPM 25~80

플라즈마 출력 (Plasma Output) Watt 500 / 1000 / 1500 

방전전압 (Discharge Voltage) KVolt 8~12

방전주파수 (Discharge Freq.) KHz 30~60

플라즈마 길이 (Plasma Length) mm Max. 70

코팅 폭 (Coating Width) mm 1~50
플라즈마 동작 주변온도

(Operation Ambient Temp.) ℃ 50

방전헤드 수량 
 (Discharge Head Q'ty) Set 1 2

방전헤드 길이
(Discharge Head Length) Meter Max 8 per a head

제품 무게 (Net Weight) Kg 12 24

포장 무게 (Gross Weight) Kg 22 40

제품 크기 (Dimension) WDH,mm 250*320*400 480*320*400

이베퍼레이터
(Evaporator)

용량 (Capacity) Litter NA

유량 (Flow rate) LPM NA

무게 (Weight) Kg 10
크기 

(Dimension) WDH,mm 200*200*800

Application

Metal

Nano Coating                 

Plastic 

Glass 

※ 

※ 

※ 



14  / Applied Plasma Inc 2019 

API의 Super Marker는 소재의 표면 에너지와 유기물 오염을 접촉각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측
정하고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표면 에너지 측정 시약 입니다. Super Marker는 펜과 잉크 두가지 타입
으로 제작되며 측정 장소에서 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어 제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API’s Super Marker is a surface energy measurement dyne solution that 
can check the surface energy of the material or organic contamination 
immediately without using a Goniometer(contact angle measurement).
Super Marker is available in two forms a pen and an ink. It can be easily 
measured and the results are available immediately at the measurement 
place, helping to manage product quality.

Surface Tension 
Measurement 
Liquid

Standard
Features

Super Marker Pen’s 
Dyne Level

30,32,34,36,38,40,42,
44,46,48,50,52,54,56

Super Marker Ink’s
Dyne Level

30,32,34,36,38,40,42,
44,46,48,50,52,54,56

다양한 소재 및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능

Can be used on various 
materials and objects

매우 선명한
코발트 블루 색상

Very clear 
cobalt blue color

펜과 잉크, 두 가지 타입 중
선택 가능

Can choose between
pen and ink

신속한 공급 가능

Rapid supply is 
possible

원하는 다인 레벨과
수량 선정이 가능

Can choose the level 
and quantity you 
want to purchase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제품 

Eco-friendly dyne 
solution that does not 
contain formaldehyde,

a carcinogen

Plasma 처리 전 (Before Plasma Treatment)  Plasma 처리 후 (After Plasma Treatment)

Super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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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사용 전 주의 사항을 숙지 바랍니다. ※  Be sure to read the precautions before use

 1. 펜 또는 잉크를 측정할 제품 표면에 무리한 힘
을 가하지 않고 30mm 이상 직선을 긋습니다.

Apply the solution with the pen or 
ink over a test area of approximately  
30mm without excessive force on the 
surface of the product.

 2. 약 4초 경과 후 잉크의 수축이나 퍼짐 형상을 
관찰 합니다.

After about 4 seconds, read the solution 
behavior (by observing the center area of 
the applied solution).

형상 유지 – Super marker 표시 값과 측정 표
면 에너지가 동일.

Maintains – The super marker value is
equal  to the measured surface energy.

수축 또는 뭉침 – Super Marker 표시 값 보다 
측정 표면 에너지가 낮음.

If there is shrinkage – The measured 
surface energy is  lower than the super 
marker value.

번짐 또는 퍼짐 – Super Marker 표시 값 보다 
측정 표면 에너지가 높음.

If it spreads – The measured surface 
energy is  higher than the super marker 
value.

 3.
측정 표면에 부분적인 유기물 오염이 있을 경
우에는 오염 부위에 잉크는 수축 또는 뭉칩니
다.

If there is partial organic contamination 
on the measurement surface, the ink in 
the contaminated area will shrink or bind.

 4. 동일 부위에 반복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Do not repeat measurements at the 
same area.

 5. 차갑거나 뜨거운 표면을 측정 시에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Treated surfaces are affect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1.

보존 기간은 6개월 이며, 사용 후 뚜껑을 즉시 
밀폐하여 가능한 3~18 ℃ 사이에서 보관하여 
주십시오. 
단, 구입 후 6개월 이내에도 보관 및 사용 환경
에 따라 보존 기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Dyne solutions typically have a 6 months 
shelf life. Keep them closed when not in use.
Store between 3 ~ 18 ℃
However, the storage period may vary 
depending on the storage and usage 
environment within 6 months after 
purchase.

2. 잉크가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
습니다. Do not use if ink has discolored.

3. 오염이 있는 제품 표면을 반복 측정 시 펜이나 
잉크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Repeated use on contaminated product 
surfaces may contaminate the pen or ink.

4. 사용시 반드시 장갑을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Be sure to wear gloves when using.

5. 눈이나 피부 같은 신체 접촉 시에는 깨끗한 물
로 바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In case of physical contact, such as eyes and 
skin, wash immediately with clean water.

6.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 시 반드시 환기 
시켜 주십시오.

For extended use in a closed space,
use ventilation.

7.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Do not expose to direct sunlight
or high temp.

How to use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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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는 기술 투자로 최고의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are preparing the best products with unsparing investment on technology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7길 23-31  [39422]

TEL.054-604-0099 
FAX.054-604-0090
www.apinc.co.kr

大韓民國 慶尙北道 龜尾市4工團路7,
23-31 [39422]
TEL.+82-54-604-0099 
FAX +82-54-604-0090
www.apinc.c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 Valley A동 1408호 [16954]

TEL.054-604-0099
FAX.054-604-0090
www.apinc.co.kr

23-31, 7gil, 4gongdanro, Gumisi,
Gyeongsangbukdo, Korea [39422]
TEL.+82-54-604-0099
FAX +82-54-604-0090
www.apinc.co.kr

A-1408, Heungdeok IT Valley, #13,
Heungdeok 1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16954]
TEL.+82-31-893-1251
FAX +82-54-604-0090
www.apinc.co.kr

大韓民國 京畿道 龍仁市 器興區 興德 1路 ,
13, 興德IT Valley, A-1408戶 [16954]

TEL.+82-31-893-1251
FAX +82-54-604-0090
www.apin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