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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연혁

회사명 ㈜토마토씨에이피

등록번호 120-86-90246

개업일 2005. 12. 20

대표자명 이 형 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63-1 2층

업종 소독업, 행사대행

연락처 070-7117-8010

이메일 hjlee@tomatocap.com

(주) 토마토씨에이피는 A.C(After COVID-19)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고객과 가족의 건강임을

깨닫고 업종을 추가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더 안전한 대응, 

다시 만나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GENCY SUMMARY

CONTACT

찾아 오시는 길

mailto:hjlee@tomatocap.com


2. 사업자 현황

사업자 등록증



소독업 신고증

2. 사업자 현황



3. 장비 현황

장비 및 약품

ULV ATOMER II Fogger x 4ea ULV BURE3 NEW Fogger x 1ea

A-ONE SSAF5000 Auto Fogger x 2ea

3M 7052방독면 & 6099K정화통 x 5ea

분무기(3L) x 3ea



4. 소독실시현황

사진자료 (COVID19 특별방역) – 세부현황 별도



5. 방역솔루션 제안

COVID-19 특별소독 배경 및 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2020.1.30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병원체)로, 인체 감염 7개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하나다.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이나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증상 및 피해 예방 대책

개인위생관리 外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필수

2020년 현재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음으로 예방이 최선

고열 ▶ 기침, 호흡곤란

▶폐포손상 ▶사망

Process 및 대상

현장

분석

인원밀집지역등우선지역선정

방역전담요원편성

공간

살포

화장실, 복도,회의실등공

간중심소독(ULV)

표면

소독

출입문손잡이, E/V, 수

도꼭지등하이터치

표면 wipe방식소독

결과

보고

세금계산서발급및

소독증명서발급

학교, 영화관, 공연장,쇼핑몰

숙박시설, 병원등

공동기구 및 시설

손잡이, 의자, 탁자, 화장실 등



COVID-19 특별소독 방법

방역 종류 COVID-19 공간살균 특별소독

소요 시간 넓이에 비례 (15~30분/50평 기준)

사용 약제 쿼트플러스알파액

사용 장비 U.L.V(초미립자 살포기) 유선기기

작업 방법 초미립자 U.L.V 연무살포 / 하이터치 표면 Wipe

주의 사항 작업 시 입장 금지 /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종료 30분 후 입장 바라며, 창문을 열고 환기 바랍니다.

작업 완료 후 소독증명서를 발급 해 드립니다.

소독업은 면세 업종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평형기준 단가 비고

30평 이하 80,000

50평 이하 100,000

100평 이하 130,000 추가요금적용
1. 평일아침 및 야간

(09:00 이전, 18:00이후) 30,000원

2. 주말(토요일) 30,000원 / 일요일 휴무

200평 이하 160,000

400평 이하 200,000

500평 이하 300,000

추가요금 없음

1,000평 이상 별도견적

해충방제 별도문의

단가표

5. 방역솔루션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