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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m²~1,523m²까지 1대로 케어가 가능한 국내 최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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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필터시스템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4단계 공기청정 및 정화장치.  
3단계 필터와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으로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  
하는 공기정화 시스템

최대면적 케어
최대 1,523m2까지 케어가 가능하고, 넓은 면적  
높은 공간에도 빈틈없이 강력하게 청정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대용량 BLDC 고효율 모터적용으로 저소음 및
소비전력을 최소화

공간 효율성 및 안전성
최소 설치면적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설계로 다중이용시설에 최적화

IoT 솔루션 
HTML5 표준 웹 기반으로 PC, SMART 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접속 및 통신제어가
가능합니다.

All-Around 케어
제트노즐 디퓨저 적용으로 청정공기를 30M 이상의  
공간까지 이송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실내 오염도에 따른 자동운전
TVOC: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표시

:57~63 ,통보 :53~61 ,음좋 :51~0 준기경환 지먼세미초 *  
나쁨, 76~: 매우나쁨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동연 상색 의바DEL 는있 어되착장 라따 에치수 준기 지먼세미 *

인증된 제품기술력
Uni-Q 슈퍼메가는 시험결과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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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m2~1,523m2▪

▪

▪

최대 30M 이상

오직 1대로

Uni-Q A사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대공간에 적합한 공기정화 시스템!  
작은 평형 공기청정기로는 케어가 쉽지 않은 교육시설, 체육시설, 사업장, 지하역사, 홀, 건물로비 등 
대공간에서의 청정케어가 가능한 Uni-Q 슈퍼메가, 작은 평형 공기청정기를 여러대 설치하는 것보다 
Uni-Q 슈퍼메가 설치시, 비용면이나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523m2의 대형공간까지 케어가 가능하고 넓은 면적과 높은 공간에도 
빈틈없이 강력하게 청정합니다.

제트노즐 디퓨저 적용으로 청정공기를 30M 이상, 먼 공간까지 이송하여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4단계 공기청정 필터 시스템은 3개의 청정필터와 정화장치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으로 대공간을 한번에 케어합니다. 

4 www.ecover.kr

사람, 공간, 생활, 청정 모든 걸 생각한 Uni-Q 슈퍼메가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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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크기

제품 색상

청정 면적

필터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용도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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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D*H )
제품 크기

제품 색상

청정 면적

필터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이온클러스터 - 광촉매 필터 (옵션)

 

용도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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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 

 

▪

76~ 36 ~ 75 16 ~ 35 0 ~ 15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대응책으로  생활공간의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수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친환경 공기청정기인 Uni-Q 슈퍼메가를 출시하였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4단계 필터시스템으로  
넓은공간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켜줍니다. 

공기청정에 최적화된 4단계 청정 시스템과 IOT 기술을 바탕으로한 실내공기질 개선솔루션을 구축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0 www.ecover.kr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1-15
1단계

16-25
2단계

26-35
3단계

36-55
4단계

56-75
5단계

76-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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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정공기를 먼  
공간까지 이송하는 

 



3단계 청정필터와 정화장치 (광촉매 필터(옵션),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으로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4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프리필터
큰입자와 부유물질을 관리합니다. 

카본필터
포름알데히드, 화학약품 냄새 등을 걸러 냅니다.

헤파필터
PM2.5 / PM0.3~0.5 꽃가루 같이 미세한 입자를 필터링합니다.

이온클러스터, 광촉매 필터(Option)
필터로 제거하지 못하는 세균류, 진균, 곰팡이류, 각종 바이러스, 기타 알레르기까지 살균제거.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방법: 의뢰자 요청 시험법 ) 

터필 매촉광   :noitpO*  
UV-LED를 통한 살균작용으로 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을 제거합니다.  
(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방법 ISO 16000-3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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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광촉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1

STEP 03

STEP 04

STEP 02

큰입자, 부유물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휘발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

공기보다 무거우며 흡입, 섭취 또는 피부에 접촉시  
유독하며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대장균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

*이온클러스터 모듈에 대한 테스트 결과 입니다. (제품에 장착하지 않는 조건에서 실험)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람양성의 통성혐기성 세균

녹농균
패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및 췌낭포성  
섬유종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미세먼지

10㎛ 이하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금속과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인체유해물질

초미세먼지

2.5㎛ 이하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금속과 황산염 등으로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크기가 작기때문에  
체내에 유입되면 배출이 안되어 매우 해로운 인체유해물질

*3단계 청정 필터와 정화장치 (광촉매 필터,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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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미생물 

대장균

녹농균 1시간 99.9

황색포도상구균 1시간 99.9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유기화합물

제거시험

3)

포름알데히드

*시험기관 : 가나가와 공업과학 기술원 (KISTEC) / 일본

1.E+08

1.E+05

1.E+07

1.E+04

1.E+02
0 5 10 15 20 25

1.E+06

1.E+03

Control
Fan(Dark)

Fan(UV)

5분 경과 시 10분 경과 시 20분 경과 시



  

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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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하고 전용 대시보드를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합니다. 실내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농도, 소음, 진동, 온/습도 등 정보를 수집하여 화재, 
누출, 기계적 결함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현장에 따라 유/무선 통신 지원을 위한 Wi-Fi 및 LAN 통신 지원

-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인 리포트 발송, 충격 감지 및 장애 발생 시 이벤트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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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기기의 데이터 수집, 제어, 펌웨어 업데이트, 모니터링을 위한 IoT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 고객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필요한 Toolkit부터 기술지원 서비스까지 지원
- 사물인터넷을 위한 국제 표준 프로토콜 LwM2M(DMA), CoAP를 기반으로 개발

- HTML 표준 기반으로 웹 및 모바일 지원 - Rest API를 이용하여 별도 UI 적용한 전용 대시보드

Things

CoAP SDK

Gateway/Device Platform

LwM2M SDK

Server Platform

Management server

IoT App

Management App

RESTful
API

Gateway

CoAP

LwM2M

CoAP

Microsoft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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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하이서울브랜드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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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1ISO9001

KC(전자파, 전기안전)인증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우수디자인상품선정증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헤파필터성적서 소음성적서카본필터성적서 오존발생성적서

| 인증서 |

 | 시험성적서 | 

· 모델명: Uni-Q 300T
· 사이즈: 1200W*1200D*2800H
· 색상: White

All - Around 케어가
가능한 타워형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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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서구보건소
- 청양군 노인요양원
- 믿음요양원
- 대구 경북지역 선별진료소 25개소
‧대구 동산병원
‧근로 복지공단 대구병원
‧경북대병원

- KT타워
- 대륭포스트타워
- 강남타워
- 뷰티앤케이
- 도쿄일렉트론코리아
- 에스텍시스템
- 이앤씨 타워
- 에이스 하이앤드타워

- SRT 수서역
- SRT 동탄역
- 부산교통공사 1호선 32개역
- 서울역
- 용산역

4. 의료기관

5. 업무시설

6. 지하역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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