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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의 심각성

• 중국 발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정체 발생 → 미세먼지 농도 심화

• 2014年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로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한

고객 관심 증가

• 초 미세먼지 농도 OECD 국가 중 최악

• “한국, 초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 3배 급증할 것” OECD

•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약 370만 명이며 실내 공기오염이 원

인이 된 사망자는 약 430만 명” WHO

1. 제안 배경 –미세먼지, 바이러스(코로나, 메르스 등)

변종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치명적 위협

• 코로나 19 (SARS-CoV-2) 감염이 노인 환자에게 더 치명적

•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 3%, 메르스 34%, 사스 9.6% 안팎” WHO

• 바이러스 가운데는 공기 중에 떠돌다 아무나 감염시키는 가공할 전파력을

지닌 것도 적지 않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뉴욕 2배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1. 제안 배경 –환기의 중요성

※ 관련 보도자료

※ 에너지기술평가원 보도자료(200901_(보도자료)에기평 열회수 환기장치
실증 실험 결과 발표) 일부 인용



1. 제안 배경 –환기의 중요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코로나19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등 예외적인 환경에선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여전히 주된 전파

방식이지만,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폐쇄된 환경에서는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가 6피트, 약 1.8ｍ 이상 떨어져 있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일부 보고서가 발행된 적이 있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CDC는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실수였다"며 사흘만에 삭제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정식 지침으로 다시 게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2월 말이면 하루에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거의 3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은 새로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예측 모델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36만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12월 말 하루 사망자가 2천900명을 넘으며 지금의 4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인으로는 날씨가 추워지며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美CDC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에선 공기감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선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 

몇 주전 실수였다며 삭제한 권고문을 다시 정식으로 올린 겁니다.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연말에는 3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성호 특파원입니다.



2. 제품제안

일시불 : 3,890,000원

렌탈 : 월 129,000원 × 36개월



▷ 제품 이미지 및 외형도 (스칼렛) 

모 델 ATE-SP40A 단 위

전원 220V, 60Hz

작동범위 청정, 환기, 살균, 탈취

용도
학교, 학원, 유치원, 독서실, 병원

사무실, 상업시설

환기풍량 정격 400 (강, 중, 약, 터보모드) CMH

규격 470 × 360 × 1900 mm

소비전력 정격 150 W

소음 49이하(조용한교실) dB

유효

전열

교환

효율

냉방 60%

난방 76%

중량 49 kg

연결덕트 200 ∅

▷ 스칼렛 청정환기 시스템 (ATE-SP40A)

공기 토출구

작동 디스플레이

공기 흡입구

공기 흡입구

3. 제품사양 |  스칼렛



구 분 에이올 스칼렛 스탠드형 시스템 기존제품

기능 환기, 공기청정, 살균, 탈취 환기

열 교환 방식 직교류 전열소자 직교류 전열소자

환기성능 냉방 60%, 난방 76% 냉방 50%, 난방 70%

공기청정 헤파필터(H13) 헤파필터 미적용, H12

기능1 UV LED 살균, 탈취 모듈 적용 활성탄 필터 or 없음

기능2 터보 모드(400CMH) 최대 400CMH

결로발생유무 실내 결로 방지댐퍼 (결로 X) 결로 생기기 쉬움

소음 49dB 이하 55dB 이하

▷ 기존시스템 비교(청정, 환기 시스템 비교 스펙)

3. 제품특징 |  비교



I 제품특징

환기와 청정을 동시에

- 초미세먼지 제거(PM2.5, PM10)

-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냄새 제거

- 신선한 산소 공급

- 이산화탄소 배출

-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고효율 필터 시스템

- 염화망 필터, 프리필터, 헤파(H13)필터

- UV LED 광촉매 필터

박테리아, 곰팡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세균제거 및 탈취효과

-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를 통한 상쾌한

바람 제공

소음 / 디자인

- 42dB(초경량 저소음 모터 사용 )낮추어

조용한 실내 환경 유지 가능(도서관40dB)

- 깔끔한 실버 컬러의 스탠드형 디자인

- 천장공사가 필요 없이 어느 곳에도

간편히 설치 가능

장점

- 기존건물 설치 용이

(전국 95% 기존건물,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X)

- 학교 천정공사 석면 발생없이 설치 가능

UV 살균 · 탈취 모듈 장착

- 미세먼지 외 공기중의 세균, 냄새,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 기존 활성탄 필터 대비 사용시간 100배

- VOCs 제거율 평균 75% -> CA기준 >70% 충족

3. 제품특징



3. 제품특징 |  UV 살균 모듈

환기

청정

①열교환소자(실내,외 공기 환기 시, 열손실을 줄여주는 소자) 

③H13등급 헤파필터 + UV-C(살균) 커버

②UV-A(탈취) 커버

※ UV LED  
100~400nm 파장의 영역으로 UV A,B,C 나뉘어지며, 
필요한 파장의 자외선만을 발광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소자

④공기청정 댐퍼

- UV-A : 탈취

- UV-C : 살균(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UV LED(Ultraviolet rays) 살균, 탈취 기능

UV LED 모듈



4. 인증서, 시험성적서 | UV 살균 모듈

오존발생평가

■ UV LED (부유세균,바이러스,오존)   TEST 결과(KOUVA AS 02: 2019)

오존 농도 기준&결과

좋음 0~0.030

보통 0.030~0.090

나쁨 0.090~0.150

매우나쁨 0.151~

스칼렛 0.009ppm(좋음)

부유세균 저감 평가 부유바이러스 저감 평가

부유바이러스저감 기준 & TEST결과

기준 결과

60%이상 97.8%

부유세균저감 기준 & TEST결과

기준 결과

80%이상 99.3%

공기정화장치 협회표준

* 오존방출 농도 : 오존방출 농도는 1시간 이상 연속운전정격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24시간 최대치가 0.0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시간 미만 연속운전정격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1시간 최대치가 0.1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결과)

4. 인증서, 시험성적



구 분
등록비

(선할인)
설치비

(선할인)
렌탈기간 월렌탈료 렌탈총액 제공서비스 비 고

프리미엄렌탈 400,000원 800,000원 36개월 129,000원 4,644,000원
6개월마다 필터교체 및 기기점검
렌탈기간 무상 A/S

현장방문 후

필요시 추가

설치비 있음

스탠다드렌탈 400,000원 800,000원 36개월 110,000원 3,960,000원
1년 무상 A/S
필터 구매 후 직접교체

일시불 구입 800,000원 3,890,000원
1년 무상 A/S
필터 구매 후 직접교체

구 분

중도 해지시 고객 부담금
프리미엄 렌탈 서비스

제공 항목
14일 이내 반환 14일 초과 반환

내 용

1. 설치에 따른 실비 부담
-. 설치비 : 60만원
-. 자재비 : 30만원
-. 필터 자재비 : 10만원
-. 운송비 : 10만원

2. 반환에 따른 실비 부담
-. 반환비 : 60만원
-. 원상복구 : 고객 부담
-. 운송비 : 10만원

3. 제품 훼손 시 별도 비용 적용

1. 14일 이내 반환비용 전체 부담

2. 선할인 등록비 : 40만원

3. 위약금 : 잔여렌탈 총액의 30%

1. 공기청정 필터 교체
-. 매 6개월 마다 교체

2. 전열교환소자 교체
-. 매 24개월 마다 교체

3. 기기 무상 점검

4. 렌탈 기간 무상 A/S 조치
(단,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 시

고객 부담)

5. 구입 및 렌탈 조건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I 설치사례

코로나 대구 동산병원 8대 설치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I 설치사례

코로나 대구 동산병원 8대 설치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I 설치사례

서울시청 설치 신한은행 설치



I 설치사례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아이나비 사무실 제약회사 설치 병원 설치



I 설치사례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교회 설치 회사 회의실 설치 학원 설치



I 설치사례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어린이집 설치 가정집 설치 고려대학교 설치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I 설치배관

플렛덕트 설치 모습 후렉시블 설치 모습



6. 납품실적(주요설치현장)

I 에이올존
스티커

에이올존 스티커 설치 후 스티커 부착



I 제품사용설명

7. 제품사용설명 |  스칼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