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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70은 밀폐형으로 바이러스 99.9% 살균·예방 및 공기 관리에 탁월하며,

아이·반려동물을 비롯해 모두에게 무해한 안전 공기 살균 약 24평형 공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S370은 벽걸이·데스크·스탠드·천장 등 필요에 따라 설치가 가능해 가벼운

이동성으로 교실·병실·사무실·가정·식당·카페·공연장·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02 탁월한 공기 살균력

살균·예방 및 공기 관리

UV-C 자외선 빛이 인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UV-C 램프를 제품 내

장착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규격인증은 최소

안전 규격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적합등록기기를 인증하는 마크로서 

유럽유해물질 제한지침인증(RoHs)·유럽연합, 유럽자유 무역국가 (CE)·미국

전파통신규격 (FCC)를 인증마크로 사용합니다. 

유럽 유해물질제한지침

인증완료

유럽연합 CE인증 완료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법률 인증)

미국 FCC 전파통신규격

인증완료

04 인증된 안전성

국제 최소 안전 규격 및 품질기준 만족

03 UV-C 램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소독 및 살균

밀폐된 실내 공기를 강제 흡입하여 강력한 UV-C 램프로 공기 속 바이러스

99.9% 안전 살균 후 깨끗한 공기질을 선사합니다. S370의 UV-C 램프의

전자기파는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세균 DNA와 RNA를

파괴하고 비활성화시킵니다. UV-C 램프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소독 및 살균 합니다.

05 넓은 면적 살균

실내공간 속 탁한 공기 살균· 소독

약 24평의 넓은 실내 공간 내 공기질 정화 및 공기 속 박테리아 · 바이러스 살균이

이뤄집니다. 박테리아·바이러스에 감염된 공기를 비롯해 실내공간 속 탁한 공기를

강제 흡입 후 UV-C 램프로 살균· 소독 후 깨끗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06 다양한 설치 장소

언제 어디서든 살균·청정 가능

세균·바이러스에 민감한 병원 내 입원실 / 진료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학원 / 키즈카페 등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마켓, 카페, 환기가 어려운 PC방, 노래연습장, 헤어샵, 실내운동 시설,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동하는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깨끗한 공기질이 필요한

사무실, 도서관, 독서실 등 모두 가능 합니다. 스탠드 설치·테이블 위·천장 부착

·벽 부착등의 네가지 설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부 공간 공기 살균·청정이

가능합니다.

원통형 에어살균기

길이 66 ㎝

지름 14.5 ㎝

박스형 에어살균기

길이 64 ㎝

넓이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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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 분출구

1번 팬

본체원통

2번 팬

공기 주입구

UV램프

S370

S370

DC24V

54W

3000RPM±10

660x145mm

제품명

입력 전압 

제품 전원

속도

공기 정화 속도

24평전용면적

660x145mm제품 사이즈

UV-C 공기살균기
UV-C Air Sterilizer

01 어디에나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