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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공기 청정기  
GMDA-01 

360도 이동식 공기 청정기 



사전 정화기 

먼지나 큰 입자 제거 

플라즈마 반응기 

세균학적으로 제균 

정화 

미세 먼지 제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제거  
냄새 제거 

멀티존은 이동이 손쉬운 신속 대응 고품질  

공기청정기 입니다. 

멀티존은 ISO7이나 ISO8구역((NF EN ISO14644-1) 

사용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360도 회전식 공기 청정기 

 꽂아서 바로 사용하는 신속체계 

 크기가 작으면서 짜임새 있게 설계 

 사용자 편의 위주로 된 표시판과 소프트웨어 

 저전력 소모 

 이동식 공기 청정기 

 CE 1급 의료 수준으로 설계 

   ▶ 주요 장점 

   ▶ 기술 우위 

멀티존은 공기 감염도를 독특한 3가지 방식의  

살균 공정을 거쳐서 위생적인 공기로 순환시켜 

주는 고성능 기기입니다. 

 

독특한 방식의 필터구조와 플라즈마 기술로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균이나 곰팡이균이나 간균포자나 이

외에 30종이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담배연기, 포름

알데히드, 에틸렌, 가스류, 냄새류 들을 없애주고 있습니

다.  

 

 즉, 멀티존은 다음의 3가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1. 대기 속에서 들어오는 큰 입자들을 먼저 걸러냅니다. 

   2. 냉 방식 플라즈마 기술로 미생물 살균   

   3.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그리고 미세먼지 입자들  

     을 이중으로 걸러줌. 

 

제3자 시험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치는 99.992%의 항균(E.coli), 간균(Pseudomonas),  

MRSA(모든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가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H1N1, Bacillus Spores(간균포자) 등 효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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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사용자가 미리 조건에 맞도록 설정한  

          후 공기를 정화 

 자동식: 공기질을 기기가 자동으로 분석해 

              가면서 정화해 나가는 방식 

 시간적 설정 방식: 사전에 시간을 정해 놓고  

               공기질을 정화해 나가는 방식 

   ▶ 3가지 동작 방식 채택    ▶ 용도 

멀티존 DOPair는 미세 먼지와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곳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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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유량: 시간당 ~ 800 m3  

 소음 수준: 530 m3/h에서 48 dB(A) 

 크기: 원형 48cm에 높이 102cm 

 시간당 공기순환(ACH): 4~ 15ACH 

 무게: 30kg 

 전원: 220V 

 전력소모: 130W 

           

   ▶ 기술 규격 

   ▶ 사용의 편의성 
 

접촉식 LED 화면에는 온도, 습도 날짜와 시간이  

고기술의 소프트웨어 설계로 나타납니다. 

표시기에는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동작이상,  

플라즈마 생산, 세정정화 기능들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장소 공기 환기 횟수  

수술실, 분만실, 상처 치료실, 
준비실 

15 

기관지검사실, 응급실, 공기감염, 
격리실, 방사선 치료실, 환경 보
호실 

12 

회복실, 중환자실, 처치실, 내시
경실, X-ray실 

6 

* AIA DHHS 요구 사항임 

 

[ 다음 장소에서의 시간당 공기 환기 횟수 ]  

아래의 표준에 따라 멀티존은 

 

 53 m3 (시간당 15회전) 

 67 m3 (시간당 12회전) 

 133 m3(시간당 6회전)의 성능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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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용도 일반 용도 

1 OT실(ISO6/7/8) 공동 거처실 

2 ICU실 사무실, 관공서 

3 격리 병동·병실 노약자실 

4 X-RAY실 학교, 교실 

5 신생아실 실내 밀폐 공간 

6 기관지 검사실 어린이방 

7 회복실 별장 

8 내시경실 미세먼지 발생지 

9 멸균실 고급 위생 주택 

10 소독실 고급 위생 관리실 

11 화상처치실 공기 품질 관리실 

12 응급실 세미나실, 회의실 

13 클리닉, 병의원 교회 예배실등 

http://www.gilw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