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2가지 상품의 콜라보레이션 기획
차열·단열·항온·절전·결로억제·공기 청정·항산화·소취·항균·곰팡이 방지·공기 청정 대책

1. 실내 전용·단열, 항온, 결로억제, 항산화, 소취, 항균, 항곰팡이, 음이온 「HOT 가드 인테리어」
2. 실내 전용·항균, 항곰팡이, 결로억제, 단열, 방음, 조도 UP 「MK헬스 가드」
3. 안유리창용 차열·단열＆UV차단 코팅제 「HOT 가드 H-SP」

건강 도료 개발의 경위

1. 중국에서는, 건축 순서에 따라, 지금도 VOC 기준을 클리어 할 수 없는 싼 도료나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건강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발의 광촉매로 VOC를 분해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이 기대하고 시공되어 왔습니다만, 결국 VOC 기준을 클리어 하지 못하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순간 소취제나, 포름알데히드 분해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후 1주간부터 1개월 경과하면,
다시 VOC 기준을 큰폭으로 오버해, 새집증후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되어 있지 않아, 지금 현재도 몹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인구 전체의 5~10%의 사람들은, 실내의 안심 안전을 요구해 VOC 경감을 포함하여,
건강에 좋은 도료를 요구하는 요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전 ECO 숍은, 폐사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규조토나 석고보다 성능 품질이 좋고, 최고의 건강 도료를 개발했으면 하는 취지의 의뢰가 있어,
그것을 받고 타사에는 흉내낼 수 없는, 획기적이고 고기능의 건강 도료 「HOT 가드 인테리어」을 개발했습니다.
HOT 가드 인테리어의 특징으로서 중국 의료 업계에서는 인지되고 있는 음이온과 원적외선 효과를 최고로 발휘하는 특수 광석, 각섬석 파우더＆귀양석
파우더를 사용해, 신체에의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는 몸안을 녹슬게 하지 않는(산화를 억제해 약알칼리성의 체질로 한다) 것을 말합니다.
산화=염증·피로·스트레스·노화 요인·병이 들기 쉬운것에 대해, 면역력 UP, 컨디션 양호라고 하는 건강 효과가, 항산화 효과입니다. 또 광석에 의한 원적외선 방사와
중공 비드에 의한 단열 효과로, 실온 전체를 항온화해(실내 온도의 일정화로, 온도 편차를 없앤다), 절전, 에너지 절약 대책도 실현되었습니다.
신규 개발 전략 상품·HOT 가드 인테리어는, 단열, 결로억제, 보온, 항온, 장기 소취, 항균, 항곰팡이와 음이온,
항산화, 공기 청정의 10가지 기능을 가지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절약 건강 코트제입니다. 한층 더 톱코트에, 항산화, 소취를 강화한
클린 에어 가드를 세트 하였습니다.
2. 식품 업계나 음식 업계, 서비스업으로 물주변에서 제일 문제점이, 곰팡이 대책입니다. 절전 ECO 숍은, 곰팡이 방지 대책과 절전 대책, 건강 촉진을 1개의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곰팡이 방지용의 MK실러, 곰팡이 방지를 메인으로 한 단열, 결로억제, 방음 기능부의 베이스 도료= MK헬스 가드,
톱에는, 항산화, 소취, 항균, 항산화 코트 = 클린 에어 가드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NO,1의 나노텍 메이커가 전개하는 건강 ECO 하우스에는, 3개의 세일즈 시스템이 있습니다.

1번째는, 곰팡이 방지, 항균을 메인으로 단열, 결로억제, 방음기능을 세트 한 곰팡이 방지 대책 시스템.
2번째는, 음이온, 항산화, 원적외선 효과의 건강 촉진을 메인으로 단열, 결로억제, 장기 소취, 항균, 항곰팡이를 플러스 한 건강 촉진 시스템.
3번째는, 실내의 절전 대책,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서 창으로부터의 열의 출입을 차단하는, 안유리창의 차열, 단열 유리 코트와 실내벽, 천정 등의
내장에 단열 및 적외선 방사 효과에 의한 실내 전체의 온도 편차의 해소, 효과에 의한 냉난방비의 30%이상의 삭감을 목적으로 한 절전 대책 시스템.

세계 최초의 건강 촉진 대책 ＆ 절전 대책의 안내
절전 ECO 숍이 전개하는 건강 ECO 하우스 비즈니스
실내 시장용 차별화 상품

곰팡이 방지 대책 시스템
1. MK헬스 가드
2. 클린 에어 가드

건강 촉진 대책

1. HOT 가드 인테리어
2. 클린 에어 가드

절전 ECO 하우스 시스템

1. HOT 가드 H-SP
2. 외부단열 도료+방오코트

건강 촉진 시장·건강 ECO 하우스 시스템
HOT 가드 인테리어

건강 ECO 하우스 시스템의 4개의 차별화 전략
① MK헬스 가드··1㎡8000엔··곰팡이 방지와 건강 촉진 대책

1㎡8000엔

실내용, 소취, 항균, 곰팡이 방지
결로억제, 단열, 항산화 도장

식품, 슈퍼, 병원, 서비스업등 곰팡이 방지 대책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항균 · 항곰팡이 기능에 단열, 결로대책, 방음, VOC 대책,
새집증후군대책을 MK헬스 가드로 해결.

② HOT 가드 인테리어 1㎡8000엔··건강 촉진 대책

HOT 가드 1㎡12000엔
①, 창으로부터 절전대책
②, 결로대책
③, 자외선 대책

곰팡이 방지 헬스 가드
1㎡8000엔
실내용, 곰팡이 방지, 장기 소취, 항균,
결로억제, 단열, 항산화 도장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업, 항산화, 면역력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온욕등 여러가지 대처가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만으로, 건강 촉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 촉진 도료를
개발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말하고 있는 음이온, 원적외선, 항산화를
일본에서 제일의 재료 3가지를 콜라보레이션 해 내장 용도의 도료로서
완성시켰습니다.
헬스클럽이나 간호시설, 병원, 학교, 호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최적입니다. 또, 단열 기능, 소취 기능, 항균 ·항곰팡이 기능도
도료의 안에 포함한 세계 최초의 특수 도료입니다.

③ HOT 가드 H-SP 1㎡12000엔 공조비 25%~ 삭감 플랜

건강 ECO 하우스 플랜
② HOT 가드 인테리어
1㎡8000엔
공조비 20%~삭감 플랜

① HOT 가드 H-SP
1㎡12000엔
공조비 25%~삭감 플랜

HOT 가드 인테리어는 업계 최고의
원적외선 방사율의 각섬석
파우더와 귀양석 파우더에 의해,
실내의 온도 편차를 없애, 냉난방의
효율을 업. 절전 효과 20%이상.
창의 차열, 단열에 의한 상승효과로
절전 대책, 에너지 절약 대책
30%~40%를 실현합니다.

건물의 열의 출입은, 여름 70%이상,
겨울 50%전후가 창으로부터입니다.
창의 단열차열이, 제일의 공조비
삭감이 됩니다
HOT 가드 H-SP는, IR컷율이 업계
최고의 80%이상입니다.
한층 더 내구성도 필름의 2배 이상
15년 이상입니다.

업계 NO,1의 시공 실적 100만㎡이상, 해외 독점 12국, 30국의 판매
실적의 유리창차열단열 코트, 바르기 쉽고, 차열성능 업계 NO,1, 수익성
발군
법인 전용에는 절전 유리 코트 PRO를, 1㎡8800엔의 5년 상각 플랜으로
판매촉진용의 제안서를 준비.

④ HOT 가드 H-SP와 HOT 가드 인테리어를 세트로 절전 제안
공조비 30%~ 삭감 플랜
실내로부터의 열의 출입을 유리창과 내벽의 더블로 차단, 에너지
절약율 30%~40%. 특히, 실내 벽면 전체에 원적외선 방사율 NO,1의
각섬석 및 귀양석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전체의 온도편차을
없애, 냉난방 효율을 좋게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 냉난방이 효과가 없다」 「 결로·곰팡이가 심하다」 「 싫은 냄새가 있다」 「 뜨거운 태양빛」 「 새집증후군으로 곤란해
하고 있다」 등···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리창은 창문업자, 차열은 필름이나 코팅 업자, 내장을 다시 칠하는 내장 업자와
목적에 맞추어 각 업자 별로 상담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유리창은 업계 No,1의 차열·단열 유리 코트 「 HOT 가드 H-SP」 , 내장은 단열과 항산화, 소취, 항균의 건강 도료 「 HOT
가드 인테리어」 의 2개를 세트하고 한층 더 HOT 가드 인테리어의 톱에 항산화, 항곰팡이 코팅제
「 HOT 가드 인테리어 톱(클린 에어 가드)」 을 도포해, 더블 항산화 시공을 실현. 건물 실내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절전·에너지 절약·건강 촉진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코팅 시스템을 한회사가 정리해 책임 시공하는 구조를 건강 ECO
하우스라고 합니다.

건강 E CO 하우스
코트

내벽·천정의 절전 대책과
결로대책·곰팡이 방지·공기 정화
= HOT 가드 인테리어
+HOT 가드 인테리어 톱
(클린 에어 가드)
통상 가격 1㎡10,000엔을
1㎡8000엔으로 제공.
단열·항온·결로억제·곰팡이 방지,
소취, 항산화·항균·방음·방수·건강
도료

유리창의 절전 대책 = HOT 가드 H-SP
태양빛 대책·결로대책·자외선 대책 1㎡12000엔

⇒ 태양 직사열 5도~10도 이상 차단, 냉방 비용의 삭감, CO2 배출 삭감
⇒ 결로억제 50%이상, 창문 근처 냉랭 영역을 축소, 난방 비용의 삭감, CO2 배출 삭감
⇒ 창으로부터 들어가는 유해 자외선 99%차단

내벽 전반에 단열·결로억제·방음의 내장
도료 「 HOT 가드 인테리어」 +무광촉매
실내 공기 정화와 방오, 항균, 곰팡이 방지
대책의 코트제 「 클린 에어 가드」 2개의
더블 항산화 시공을 실시.
벽지를 새로 바르는 대신 벽지 위에 HOT
가드 인테리어를 코트 하는 것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통상 벽지를 새로 바르고
플러스로 단열, 항온, 결로방지, 방음,
항곰팡이, 항균, 소취, 항산화 건강 기능을
붙일 수 있습니다.

건강 ECO 하우스가 전개하는 실내를 위한 3가지 브랜드 상품
절전 ECO 숍이 전개하는 건강 ECO 하우스 시스템은, 실내를 위한 나노텍 코트 비즈니스입니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업에도,
시공을 하기 쉽고, 타사에 없는 획기적인 상품의 편성이므로, 수익 비즈니스로서 임하기 쉬운 점이 메리트입니다.
외벽이나 외부의 비즈니스는, 눈,비, 바람, 더위, 등의 영향으로 시공에 큰 영향이 옵니다만, 이번 3가지 상품은, 실내 전용을 모아 두어
1년중, 24시간 시공할 수 있는 점과 롤러로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1. 항균, 항곰팡이, 소취, VOC 대책으로
안전, 안심을 메인

2. 항산화, 음이온, 원적외선 건강 촉진을 메인 3. 절전, 에너지 절약, 결로억제를 메인

MK실러
MK헬스 가드

HOT 가드 인테리어
클린 에어 가드

HOT 가드 H-SP
절전 유리 코트 PRO

곰팡이 방지

항산화

차열 : 태양열(적외선) 대책

항균

음이온 효과

단열

결로억제

원적외선 효과

결로억제

방음

장기 소취

자외선 대책 99%컷

단열

결로억제

절전 25%

항균, 항곰팡이
불안, 클레임 시장으로부터 한 걸음 앞에
곰팡이 방지 대책 시장용 차별화 전략

방음
단열·항온

절전, 에너지 절약 대책 시장용
절전 ECO 하우스 시스템

여름의 절전 ① 절전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공조비 30%이상 삭감 시스템
유리창에 차열 유리 코트 = 에너지 절약·절전 대책

실내 단열 도장

절전 더블 대책

1. HOT 가드 인테리어 또는, MK헬스 가드에 의한 실내 단열 효과로의 공조비 20%~ 삭감

2. 유리창에 IR(근적외선)차단 80%~ 의 HOT 가드 H-SP를 도포해, 태양 직사열의 차열효과로 공조 부하 경감,
에너지 절약, 절전 25%~ 를 실현. 이중효과로 에너지 절약, 절전 30%이상

여름의 이미지 차열도
태
양
광

〈 미시공의 실내〉
냉방

HOT 가드 인테리어 또는,
MK헬스 가드를 시공
〉
냉방

〈 HOT 가드 H-SP를 시공〉
냉방
단
열
유
리
코
트

‐

‐
‐
HOT 가드 인테리어
‐

=에너지 절약 20%~
·태양광이 창과 벽으로 들어와, 실내 온도 상승
·태양광의 더위로 에어콘이 효과가 없다.

·실내 단열과 온도편차를 없애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절전

‐
‐ ＋HOT ‐
가드 ‐
H－SP

= 에너지 절약 40%~

·창으로부터의 차열효과로 실내 온도 상승이
억제되어 공조 효과가 있기 시작한다.

겨울의 절전 ② 절전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공조비 30%이상 삭감 시스템
실내 단열 도장

절전 더블 대책

유리창에 단열 유리 코트 = 에너지 절약·절전 대책

1. HOT 가드 인테리어 또는, MK헬스 가드에 의한 실내 단열 효과로의 공조비 20%~ 삭감
2. 유리창에 IR(적외선)차단 90%~ 의 HOT 가드 H-SP를 시공해, 실내의 따뜻한 공기를 창문에서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공조 부하 경감, 에너지 절약, 절전 10%~ 를 실현. 이중 효과로 에너지 절약, 절전 30%이상

겨울의 이미지 단열도
〈미시공의 실내〉
난방

HOT 가드 인테리어 또는,
〈MK헬스 가드를 시공〉

〈HOT 가드 H-SP를 추가〉
난방

난방
단
열
유
리
코
트

HOT 가드 인테리어
= 절전 20%~
·실내의 난방열이 창으로부터 빠져 나간다.
·차가워진 냉기로 난방 효과가 없다.

·보온 효과로 벽으로부터의 열방출이
억제되어 공조 효과가 있기 시작한다.

‐
‐ H-SP
+ HOT 가드
‐

‐

= 에너지 절약 30%~

·창으로부터의 열방출 방지 절전 에너지 절약

절전 ECO 숍이 추천하는 건강 ECO 하우스란?

절전 ECO 숍；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 추진 본부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 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소를 얼마나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절전 ECO 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집증후군 대책, VOC 대책, 항균 · 항곰팡이 대책, 소취 대책을 시작해 절전 에너지 절약 대책, 결로대책, 자외선 대책,
적외선(태양광) 대책 등, 고객님의 곤란한 개별의 문제에 대해, 나노텍 메이커로서 신상품을 개발해 하나하나 대응해 왔습니다만,
이번, 토탈제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강 ECO 하우스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번 추천하는 건강 ECO 하우스 시스템은, 고객님의 예산과 희망에 맞추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임할 수 있는 2 스텝 방식입니다.
취약한 부분이나 방으로부터, 또는 원하는 부분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1 스텝은, 건강 촉진 대책과 절전 에너지 절약 대책을 하나로 완성되는 HOT 가드 인테리어를 추천합니다.
제2 스텝에, 유리창의 차열·단열 코트를 세트 하는 것으로 절전 대책이 30%이상 챌린지.

제1 스텝 20%~ 절전
건강 촉진 대책과 절전 대책
1. HOT 가드 인테리어
1㎡8000엔
공조비 20%~ 삭감 플랜

문제 해결
항균·항곰팡이
결로억제
장기 소취·VOC

환경 개선
실내 천정, 벽면에 HOT 가드 인테리어를
코트 하면, 중공 비드에 의한 단열외, 산화
티탄에 의한 열선 반사 기능과
각섬석＆귀양석에 의한 업계 최고의
원적외선 방사율 96%~98%에 의해,
실내의 온도편차을 없애, 1년중 항온화
에 의해, 20%이상의 절전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한층 더 VOC 대책, 새집증후군 대책,
장기 소취, 항균·항곰팡이 대책, 그 외에,
음이온과 원적외선효과, 항산화 효과에 의한
건강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제2 스텝
30%~ 절전 플랜

항산화·건강 촉진
음이온
원적외선 효과

절전 대책
단열
항온·온도편차 해소
방음·흡음

하
나
의
상
품
으
로
3
개
의
효
과

2. HOT 가드 H-SP
1㎡12000엔
공조비 25%~삭감 플랜
건물의 열의 출입은, 여름 70%이상,
겨울50%전후가 창으로부터입니다.
창의 단열, 차열이, 제일의 공조비
삭감이 됩니다. HOT 가드 H-SP는,
IR컷율이 업계 최고의
80%이상입니다. 한층 더 내구성도
필름의 2배 이상
15년 이상 있습니다.
차열· 여름 태양광 대책
단열· 겨울의 냉기 대책
결로억제·50%이상
UV차단 99%~

에너지 절약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