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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Dopair 공기 청정기 GRDA-01은 프랑스의 ATA사가 제조하는 세계 수준의  

고성능, 고기능, 고품질 공기 청정기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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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Dopair 공기 청정기 GRDA-01은 프랑스의 ATA사가 제조하는 세계 수준의 고성능, 고기능, 고품질 

공기 청정기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1. 최저 소음으로 설계된 제품임 

2.  ISO6, ISO7, ISO8(NF EN ISO 14644-1)에 부합하는 최고 성능의 프로급 공기 청정기임 

3. 장소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이 바퀴의 장금 장치로 고정해 놓을 수가 있음 

4. 배관 설비등과 같은 설치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전원 코드만 꽂으면 바로 작동됨. 

5. 동작순서 

     1단계: 털이나 먼지 수준의 대형 입자 수준 걸름 - 효능은 EN779에 따른 G4수준 

     2단계: 기타 중소 입자 걸름 - 효능은 EN779에 따른 M7수준 

     3단계: HPC 광촉매 반응기로 살균: 유기성 오염 물질을 살균 

     4단계: 미세 입자 먼지 걸름 – 초소입자를 99.995% MPPS 효과로 제거 

6. 놀라운 실험결과 

 

 

 

 

 

 

 

 

 

 

 

 

 

7. 장점 

1) 액정 표시기로써 다양한 동작 

2) 전원을 꽂으면 바로 사용 

3)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균 분자수준 멸균 

4) CP20/CP10 활동 0.5미크론 입자 걸름 

5) B100/B10 박테리아급 살균 

6) 미생물 99.999% 차단 

7) 초 저소음: 9000m3/h에서 42DBA 

8) 주7일/24시간 연속 동작 기기 

9) 공기 속도를 시간당 1200 m3로 조절 가능 

10) 이동용 바퀴 장착으로 원하는 어느 곳으로도 한 사람 혼자서도 이동 설치 가능 

 

• 67 m3 – 시간당 15 공기 순환 변화 – 수술실, 분만실, 상처 처치실 수준 

• 83 m3 - 시간당 12 공기 순환 변화 – 기관지병 검사, ER대기실, 공기 감염 격리실, 방사선 대기실 수준 

• 167 m3 시간당 6 공기 순환 변화 – 회복실, 중환자실, 내시경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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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규격 

  1) 공기량 : 시간당 ~ 12000 m3  

  2) 공기 주입: 장치 상단 

  3) 무게: 약100kg 

  4)  크기: 높이 155cm×폭74cm ×깊이 50cm 

  5) 전원: 100~ 230V/ 50~ 60HZ 

 

9. 동작 보기 

① 낮 순환 공기량: Xm3/h 

② 밤 공기 순환량: Xm3/h 

③ 조절 공기량: Xm3/h 

④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읽음 

⑤ 온도, 습도 

⑥ 각 조정치에 대한 경고 

⑦ 입자량 표시 

 

10. 원격 관리 

① 일련번호, 제조 일자, 설치 일자, 동작 시간 

② 형번 

③ 날짜  

④ 사용자 

⑤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와 입자 

⑥ RJ45로 인터넷 연결 

 
11. 품질  

ISO 9001 : 2008, 품질 보증 수준으로 품질 관리 

 

12. 사용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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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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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