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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UV-C의 효과

• UV-C 방사선은 세균, 바이러스 및 포자의 DNA와

   RNA1) 를 파괴하여 무해한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

   니다. UV-C에 내성이 있는 미생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2)

• UV-C 기술은 40년 이상 병원과 정부 건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3)

• 대부분의 UV-C 솔루션은 형광등과 LED 광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DNA와 RNA* : 유전자로서 RNA는 핵산이 있어 특정한 힘이 없어도 다른 원자들과 공유 가능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
2) 박테리아, 원생동물, 바이러스 및 조류의 증분 로그 비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Fluence 
    (UV 용량)는 Benoit Barbeau, Harold Wright(1999), Karl G. Linden의 초기 연구와Gabriel 
    Chevrels (2006), Eric Caron(2006)의 내용 검토를 거쳐 Adel Haji Malayeri, Madjid 
    Mohseni, Bill Cairns 및 James R. Bolton에 의해 수정, 업데이트 및 확장되었습니다. 
3) EPA 보고서, “공기 중의 화학/생물학적 바이러스 방출에 대한 건물의 구조 개선 필요성”

바이러스 구조

Before

UV광자 접근

After

단백질로 둘러싸인 RNA

스파이크 단백질

지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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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설계
 • 하우징 : 안티 UV 플라스틱

 • 살균 챔버 내부의 추가 지지 금속 구조

강력한 공기 살균 효과
 • 실내 커버리지(m2) : 28형
 • 살균효과 : 부유세균 99.7% 
                     부유바이러스 99.4% 살균

안전한 사용
 • 오존 프리기능

 • 안전 시작버튼

손쉬운 유지보수
 • 램프 교체 표시기능
 • 램프 이상 시, 오류 표시기능

효율성
공기 중의 바이러스와 세균은 실내에 갇힌 공기를 오염시키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UV-C 살균기 스탠드형은 실내 
공기층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습니다.1)

신속성
UV-C살균기 스탠드형은 UV-C램프(253.7nm)를 사용하여 
부유세균은 1시간, 부유바이러스는 30분 만에 95% 이상의 
살균이 가능합니다.2)

편리성
UV-C 살균기 스탠드형은 사무실, 카페, 매장, 학교, 학원, 진료실 
등 실내공간의 공기를 살균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의료 기기
로의 승인 및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UV-C AI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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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플로우 방식
공기 순환식 살균

공기순환도
실내공간 어디서든 균일한 살균효과

에어플로우 방식 채용
 • 흡입 살균 배출 구조

강력한 살균 용량
 • 살균시간은 성적서를 기준으로
   1시간 최대 99.7%살균 (부유세균), 
   30분 최대 99.4%살균(부유바이러스) 1시간 최대 99.7%살균 (부유세균), 

30분 최대 99.4%살균 (부유바이러스)

부유세균 온도 습도 시험챔버 시험시간 운전모드 운전풍량

S.epidermidis 
(ATCC 12228)

23±2˚C 50±5% R.H. 60m
3

1시간 단일 최대

부유바이러스 온도 습도 시험챔버 시험시간 운전모드 운전풍량

Phi-X174
(ATCC 13706-B1)

23±2˚C 50±5% R.H. 60m
3

30분 단일 최대

UV-C AIR     7

부유세균 시험 성적서 (21-026233-01-1)
시험 방법 : KOUVA AS 01 (2016), 공기살균기

부유바이러스 시험 성적서 (21-038988-01-1)
시험 방법 : KOUVA AS 01 (2016), 공기살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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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UVCA200 120W 05

입력전압 220-240V 50Hz/60Hz

소비전력 120W ±10%

절연등급 Class II

UV-C 램프 전력 18W 4등용 PL-L

UV-C 램프 파장 254nm

안정기 236

UV-C 누출 < 0.2µw/cm2  

오존프리 Yes

UV-C 램프 유지 Yes

램플 유지보수 표시 Yes

안전 작동 Yes

타이머 세팅 30/60/120분 ; constant on

동작온도 5-40°C

Ta 25°C

터치 버튼 수명 15,000회

동작 Yes 

바람 속도 3 단계

Depreciation @램프 수명 10%

램프 수명 9,000시간

모터 수명 52,000시간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anti UV)

포장 industrial box

China 승인 GB 4706.1, 45/EMC Cisp 14

GM 승인 IEC 60335.1 & -2-65/EMC Cisp 14

보증 1 년

RoHS/REACH Yes

서지보호기 2kV/1kV

공기 순환량(최대 풍속) 550±10%m3/h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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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터치 버튼 수명 : 15,000회 동작 가능

1⃞ 살균 시간 디스플레이 

2⃞ 팬 속도 표시 디스플레이 

3⃞ 전원 버튼

4⃞ 잠금 버튼

5⃞ 팬 버튼 : 3 단계 팬 속도

6⃞ 타이머 버튼 : 30분/60분/120분/ON

1⃞ 높이  :    724 mm

2⃞ 가로  :    326 mm

3⃞ 폭   :    326 mm

4⃞ 무게   :        12.3 kg

UV

1⃞

2⃞

3⃞

4⃞

5⃞

6⃞

U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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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병원

사무실호텔

학교

창고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