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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필터시스템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4단계 공기청정 및 정화장치
3단계 필터와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으로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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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오염도에 따른 자동운전
TVOC: [좋음, 보통, 나쁨] 표시

 :53~61 ,쁨나 :57~63 쁨나우매 :~67 준기경환 지먼세미초 *
보통, 0~15: 좋음 PM2.5: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동연 상색 의바DEL 는있 어되착장 라따 에치수 준기 지먼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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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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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면적 케어
최대 793m2까지 케어가 가능하고, 넓은 면적  
높은 공간에도 빈틈없이 강력하게 청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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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m2~793m2까지 1대로 케어가 가능한 국내 최초 제품

인증된 제품기술력
이지렌탈은 시험결과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 받았습니다.

21 www.ecover.kr



241m2~793m2▪

▪

▪

최대 30m 

오직 1대로

Uni-Q A사

집에서만의 생활이 아닌 활동 장소가 다양한 현대인을 위한 대공간에적합한 공기 정화 시스템! 작은 
평형 공기청정기로는 케어가 쉽지 않은 교육시설, 체육시설, 사업장, 지하역사, 홀, 건몰로비 등 대공
간에서의 청정케어가 가능한 Uni-Q 슈퍼메가 대용량 공기청정기 작은 평형 공기청넝기를 여러대 설
치하는 것보다 Uni-Q 슈퍼메가 설치시, 비용면이나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793m2의 대형공간까지 케어가 가능하고 넓은 면적과 높은 공간에도 
빈틈없이 강력하게 청정합니다

제트노즐 디퓨저 적용으로 청정공기를 사방 30m의 먼 공간까지 이송하
여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4단계 공기청정 및 정화장치 시스템을 제공하여 3개의 필터와 이온클러
스터 올인원 시스템으로 대공간으로 한번에 케어 가능합니다.

사람, 공간, 생활, 청정 모든 걸 생각한 Uni-Q 슈퍼메가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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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크기 800*275*1500 (mm) 800*285*1500 (mm) 1000*300*1900 (mm) 1000*450*1900 (mm) 1180*450*1900 (mm) 1200*800*2350 (mm) 

제품 색상 White Silver/ Silver Gray White Silver/ Silver Gray White Silver/ Silver Gray White Silver/ Silver Gray White Silver/ Silver Gray White Silver/ Silver Gray 

청정 면적 240(m2) 407(m2) 440(m2) 799(m2) 1,121(m2) 1,523(m2) 

필터
 All-in-One 필터 시스템 

헤파필터(H13)-이온클러스터 
All-in-One 필터 시스템 

헤파필터(H13)-이온클러스터 
All-in-One 필터시스템 

헤파필터(H13)-이온클러스터 
All-in-One 필터 시스템 

헤파필터(H13)-이온클러스터 
All-in-One 필터 시스템 

헤파필터(H13)-이온클러스터
All-in-One 필터 시스템 

헤파필터(H13)-이온클러스터

정격전압 220V / 60Hz 220V / 60Hz 220V / 60Hz 220V / 60Hz 220V / 60Hz 380V / 60Hz 

소비전력 210W 300W 400W 900W 1,100W 2,700W 

용도 학교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레저숙박시설, 쇼핑시설

학교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레저숙박시설, 쇼핑시설

학교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레저숙박시설, 쇼핑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실내 다목적체육시설,  
실내 레저파크, 쇼핑센터, 공장시설

문화시설, 실내 다목적체육시설, 
실내 레저파크, 쇼핑센터, 공장시설

실내 다목적체육시설, 
실내 레저파크, 공장시설

Uni-Q 슈퍼메가 [대용량] 공기청정기
용량은 최대! 디자인은 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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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73S Uni-Q133S Uni-Q123S Uni-Q242S Uni-Q340S Uni-Q460S 



30M 이상의 공간까지 이송하여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정공기 30m 이상 이송

Uni-Q 123 | 991m  (79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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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내외

A사 제품 | 297m  (241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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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COVER란 ECO(친환경) + SAVER(에너지절약)의 합성어로
자연을 생각하는 고효율 친환경 공기청정기라는 의미

대용량 BLDC 고효율 모터 적용으로  
저소음 및 소비전력 최소화

▪TVOC : [좋음, 보통, 나쁨] 표시
▪ PM 2.5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 미세먼지 기준 수치에 따라 장착되어 있는 LED바의 색상도 같이 변경됩니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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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내공기질 개선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들이 숨쉴수 있는 필요한 공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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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디자인과
공간효율성
최소설치면적을 고려한 초슬림 디자인과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설계로 사용자환경을 최적화 했습니다.

청정공기를 먼  
공간까지 이송하는 
제트 노즐 디퓨저

편리한 터치식
컨트롤러

저소음 트윈팬
고효율 모터

너비가 275~450mm로 슬림하여, 벽면에
밀착 설치하여 공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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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4단계 공기청정 및 정화장치 3단계 필터와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으로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

WASHABLE PRE FILTER
큰입자와 부유물질을 관리합니다.

HIGH-QUALITY ACTIVATED CARBON FILTER
포름알데히드, 화학약품 냄새 등을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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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 CLUSTER MODULE
필터로 제거하지 못하는 세균류, 진균, 곰팡이류, 각종 바이러스, 기타 알레르기까지 살균제거.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시험방법: 의뢰자 요청 시험법 )

STEP 01

STEP 03

STEP 04 Uni-Q 슈퍼메가 시험결과 (Ion Cluster 기준)

STEP 02

큰입자, 부유물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암모니아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아세트알데히드

휘발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

톨루엔

공기보다 무거우며 흡입, 섭취 또는 피부에 접촉시  
유독함. 냄새가나는 무색의 기체

대장균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림양성의 통성혐기성 세균

녹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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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10um 미터이하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금속과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인체유해물질.

초미세먼지

2.5um 미터 이하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금속과 황산염 등으로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크리가 작기때문에 체내에 유입되면
배출이 안되어 매우 해로운 인체유해물질.

항목 오염원 HADE S  노출시간 결과

항균시험

항균시험

240분

99.8% 제거

녹농균 99.8% 제거

황색포도상구균

100% 제거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제거시험

암모니아 (NH³)

포름알데히드
(HCHO)

톨루엔 (C7H8)

벤젠 (C6H6)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

3가지 필터와 이온클러스터 기술의 결합

CFU

TIME

1.2×10  (CFU/m³) - 황색포도상구균

9.8×10³ (CFU/m³) ‒ 대장균
8.7×10³ (CFU/m³) ‒ 녹농균

10 (CFU/m³)

1. 항균시험

2.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제거시험

GAS

TIME

,드히데알름포 ,아니모암  ‒ rettiL 5  
톨루엔,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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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제를 통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능, 
웹을 활용한 정기적인 리포트 발송 및 알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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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장애 및 충격 감지 / 필터교환 알람 기능

중앙관리시스템

IoT 센서 기반 환경 안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다양한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하고 전용 대시보드를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내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 CO2, 라돈 농도, 
소음, 진동, 온/습도 등 정보를 수집하여 화재, 누출, 기계적 
결함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에코버는 IoT 솔루션 활용으로  
다양한 서버의 구성, 성능 장애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
템으로 장비 종류별 특성에 맞는 
감시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애 발생 순간의 Snapshot 제공
장애 발생 시점의 성능 정보를 저장
하여 장애 원인 분석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초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밀한 성능 감시 및 정확한  추이 
분석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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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가 능)

HTML5 표준 웹 기반으로 PC, SMART 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접속 및 통신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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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가지 기능을 통해 IoT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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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 & 조직 관리

4단계 조직 생성 및 관리, 유저 등록관리

2. 기기관리
- 기기관리
- 메시지 전송관리

3. 펌웨어 업데이트
- LwM2M 기반의 FOTA  (Firmware Over The Air)

- 펌웨어 이력 관리
- 많은 기기를 동시에 업데이트

4. 규칙 설정
-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른 운영
- Execute or Write a resource

5. 외부 인터페이스 지원
-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 RESTful API for Application Service
- JDBC f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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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렌탈은 시험결과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 받았습니다.

99.9% 항균효과와 안전성 입증!

 ISO14001인증- 환경
경영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ISO9001인증 
품질경영시스템 

디자인등록증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우수디자인상품선정증 하이서울브랜드 인증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KC(전자파, 전기안전)
인증서

조달청 벤처나라 인증서 디자인등록증

카본필터, 헤파필터, 소음, 오존 테스트로부터 좋은 제품임을 인증받았습니다.

시험성적서

헤파필터 성적서 소음성적서
(80G 100G, 200G, 300G) 

카본필터 성적서 오존발생 성적서 (80G)

2019 www.ecov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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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시설 • 쇼핑 4. 의료기관 빌딩

2. 교육기관 체육 5. 사무실

3. 레저 / 체육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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