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IoT(사물인터넷)기반 공기정화살균기

아이오트리(IoTree)



일반적인먼지나휘발성유기화합물은공기청정기를통해서걸러질수있지만
나노 발암 물질, 초미세먼지나 포름알데하이드, 세균등은필터로정화하기가어렵습니다.  

특히아이들이모여생활하는교실의경우
일반가정보다공기질상태및관리가쉽지않기때문에단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주요안(2018.04)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할 계획.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20년) 설치 확대 추진할 예정. 

(예산 약 2,200억원 예상)

01 02 03 04 GOAL

·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

미세먼지 대응
협력 체계 강화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미세먼지 교육
홍보 강화

학생의
건강 보호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학교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미세먼지 대응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미세먼지 정보전달 및 공유 강화

· 미세먼지 대응 현장 지원체계 구축

· 민감군 학생 관리대책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질병 결석 인정

· 유치원 학비지원 개선

· 학교 및 교육청 미세먼지 교육
연수 강화

· 미세 먼지 교육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Market status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 군내 유명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실제 성능과 다른 과대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지만,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진행했거나 민간단체의 테스트를 거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C사 :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S사 :  독감 바이러스 99.9% 제거.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 99% 제거

W사 :  플라즈마웨이브 산소이노 발생장치가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 등 99.9% 제균. 세균 감소율99.9%

C사 :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세계 최초 청정 기술로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 드림

C사 :  3단 다기능 필터로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A사 : 99.9% 국가대표 살균력

L사 :  바이러스 제거율 96%. 부유세균을 찾아서 최대 99% 강력 살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5억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4억원

8,800만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경고



IoTree is

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방 기술’ R&D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만들어졌으며,   

㈜드웰링,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엠퓨텍(제조)이 함께 만든 공동 개발 제품입니다. 

정부에서 안전한 공기정화기 국민 건강 제품 프로젝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 및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제품군 처럼 기능이 형식적이고 영리적인 목적 보다는 미세먼지 제거 및 감염 예방 이라는 국민 건강에 핵심을 두고 개발 제작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오트리는 민간 연구소(CA,PA) 검증이 아닌 국가기술시험연구소(KTL,한국 산업 기술시험원)를 통과한 국내 유일한 공기정화기 입니다.

국민 건강 제품
프로젝트

공동개발

공기정화 살균기

아이오트리
(IoTree)

㈜드웰링

KTL (주)엠퓨텍
한국 산업기술시험원 제조



Difference

차이점

공기청정기
필터보다 큰 입자를 체로 걸러내어 여과시키거나

이오나이저를 통해 발생하는 이온들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

· 나노 발암물질,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초미세먼지는 필터를 통과하여 다시 공기 중에 배출됨.

· 청정기 본체 및 필터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필터가 먼지에 막혀
효율이 감소하여 무용지물이 됨.

단점

공기정화살균기
포토플라즈마 기술과 UV LED 램프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입자를 정화 및

살균하여음이온 방출. 특수제작 필터로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화학물질까지 분해 제거

· 상온 산소 플라즈마(COP)는 미생물의 생식 특성을 가장 빠르게 살균.

· 시중 UV살균램프보다 180배 더 빠르게 살균.

· 일반 오존(O3 )보다 200배 더 빠르게 살균.

· 하이드론카본(HC)를 분해하여 빠르게 미네랄화 함.

포토플라즈마 장점



PhotoPlasma

포토 플라즈마란

포토플라즈마

· 강력하고 짧은 진공자외선(Vaccum ultraviolet) 파장으로

광이온화/광화학반응을 유도하는 친환경 기술

· 포토플라즈마를 통해 생선된 친수기 라디칼 및 산소 이온 등의 화합물이

극초미세먼지와 반응하여 실시간 분해 제거

포토플라즈마 장점

미국 국방성이 1990년 이라크 걸프전 대비 생화학전 & 세균전을 대비
하여 만든 긴급 정화 특수 차량으로 세계최초 제작. 

1980년 NASA에서 우주인들이 우주선 내 오염물질 공기 정화용으로
개발하여 현재는 의료용 피부 보호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광범위 하게
사용 중.



function

성능

1차필터 모발, 섬유, 먼지, 비듬 등 입자 큰 오염물질 걸러지고, 

물로 세척 후 재사용 가능

향균필터

활성탄
필터

HEPA
필터

1차필터

향균필터

활성탄
필터

HEPA
필터

UV
광촉매

음이온
발생기

각종 병원균 제거

고품질의 활성탄 및 촉매를 개질화 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이트, 톨루엔, 벤젠 등)효율적 제거

0.01micro에 이르는 극초미세먼지(발암물질) 꽃가루, 진드기류 등의

미세 오염 물질 제거

고효율 UV-LED, 광촉매 코팅 필터를 이용해 살균 정화

600만개의 음이온이 방출되어 산림에서와 같은 실내 공기 환경 조성

항균,활성탄,HEPA 필터는

한 개 의 모듈로 구성

일반 공기청정기 아이오트리(IoTree)



special feature

특장점

국내 유일 KTL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 보유

THE ONLY

교실 및 학내 공기질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공유

(드웰라이저)

Monitoring

교실 내 학생들을 미세먼지, 

감기 바이러스등으로 부터
보호

Protection

AS 발생 시 1:1 교환 서비스

(소모품 제외, 개인부주의로

인한 파손 제외)

Service

간편한 이동성과

강한 내구성

Well made



function

IOTree 기본 사양 및 기능
기본사양

색상 : 화이트

크기 : 360x390x769(mm)

무게 : 15.5kg

전격전압 : 220v / 60Hz

소비전력 : 90W

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전용면적 : 82.6㎡

전기료 : 1대당 한달 전기료 약 1,000원 미만

부속품

공기질체크센서 : 냄새센서/PM2.5 센서

포토플라즈마 램프 : 365nm(1.8W)  4개

UV-LED 램프 : 365nm(1.8W)  4개

필터 : 1모듈(3개) X 2개

기능

자동모드 광촉매 기능 잠금 모드 타이머

수면 모드 음이온 발생기 필터 교체 버튼 바람 세기



Concept

컨셉이미지



function

성능 및 인증

미세먼지 제거 능력 : 99.8%

미세먼지측정

탈취 성능 평균 : 96.2%

유해가스 분해 성능 평균 : 94.2%

탈취측정(1시간)

미세먼지 제거 능력 : 99.8%

바이러스측정

부유세균 살균력 : 99.6%

부유세균측정

High (33dB)

Middle (29dB)

Low (22dB)

소음측정



Dwellizer

드웰라이저는 드웰링에 장착된 센서나 공기측정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공기 질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드웰라이저플랫폼구성원리

공기정화기

11가지 공기질

데이터 시각화

측정기

드웰라이저 모니터

실시간 공기질

현황 모니터링

공기질 기준치 이상

문제시 자동 제어

공기질 분석

빅데이터화

공기 정화기

실시간On/Off 제어

드웰라이저플랫폼구성원리



Dwelling Air Sensor

IoT 실내 공기 측정기
공기질측정센서사양

제품 크기 및 무게

134(H)mm Χ 93Φ, 314g

무선 인터넷

Wi-Fi 802.11 b/g/n compatible (2.4GHz). 

Supported security : 

Open/WEP/WPA/WPA2-personal (TKIP 
and AES).

내부 구성품

Wall Mount Bracket

AC100~ 240V/DC 12V 1A Adaptor

Quick start guide

소모 전류

1.512W/h 

제품 인증

KC

CE

측정범위

온도 : -10ºC ~ 50ºC

습도 : 0 ~ 100%

기압 : 700 ~ 1100 mbar

CO : 0  ~ 100 ppm

CO2 : 400 ~ 5,000 ppm

TVOC : 0 ~10 ppm

먼지 : 5 level

소음 : 30 ~ 110 dB

조도 : 0 ~ 10,000 lux

일반 동작 상태

동작상태 확인

기기 이상

Wi-Fi 설정모드

LED 색상 : 



Reference

IOTree 설치사례.

학교, 공공기관 및 병원 대상으로

도입기관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공기질 관리 시스템 설치

드와이트외국인학교
위치 : 서울시 마포수 월드컵북로 62길 21

규모 : 면적 18,575m2(약 5600평) 

용도 : 외국인학교

목적 : 청소년을 건강을 위한 공기질 관리 시스템 설치

설치제품 : 간이측정기 71대 / 플라즈마 정화기 / 70대 / 하이브리드 정화기 2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와의 산학 협동을 통한 도입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 5가)

규모 : 연면적 56,532m2(지상 8층) 

용도 : 상급 3차 종합병원

목적 : 정확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데이터 측정

설치제품 : 간이측정기 10대

내방객, 근무자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도입

서울삼성병원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의료원

규모 : 연면적 509,709m2(지상 20층, 지하 5층) 

용도 : 상급 3차 종합병원

목적 : 정확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데이터 측정

설치제품 : 간이측정기 5대

국내 최초 내방객과 직원을 위해 도입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규모 : 연면적 52,165m2(지상 12층, 지하 3층) 

용도 : 상급 3차 종합병원

목적 : 정확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데이터 측정 및 전염병 예방과 실내 공기질
정화

설치제품 : 간이측정기 21대 / 실외측정기 1대 / 플라즈마 정화기 2대



Product

제품구성
모델명 아이오트리(IoTree) 하이브리드형 공기질 측정기

정화방식

전용면적
82㎡

(교실용)
160㎡

(강당, 복도 외)
-

사이즈 360(W)x390(L)x769(H) 860(W)x300(L)1820(H) 134(H)X 93Ø

인증 KTL, CA, PA ,KC KTL, CA, PA ,KC KC,CE

가격 별도 문의(구매,렌탈) 별도 문의(구매) 별도 문의(구매)

제품이미지



총판사소개

지란지교컴즈는 2016년 1월 지란지교소프트 쿨스쿨사업부에서 분사하여, 그 동안의 메신저 기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스쿨 통합 플랫폼 및 메신저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분야

주요제품군

직원수

자본금

매출액

위치

홈페이지

㈜지란지교컴즈 (JIRANCOMMS Co., Ltd.)

2016년 1월 1일 (㈜지란지교소프트 쿨스쿨사업부에서 분사)

오 진 연

스마트 스쿨 통합 플랫폼 및 메신저 기반 서비스 플랫폼

업무용 메신저, SNS, UC 등

21명 (2017년 12월 기준)

15억원

17억원 (2017년)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G빌딩 1층

www.jirancomms.com



제조사소개

㈜드웰링은 IoT(사물인터넷)와 실내 공기질 개선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여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제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암, 심장 질환, 뇌졸증, 천식, 아토피, 각종 알러지 등 고객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분야

주요제품군

직원수

자본금

매출액

위치

홈페이지

㈜드웰링

2015년 12월 22일

전 정 환

스마트 스쿨 통합 플랫폼 및 메신저 기반 서비스 플랫폼

공기정화기 및 공기측정기 등

10명 (2017년 12월 기준)

2억2천원

7억원 (2017년)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C동 803호

www.dwelling.co.kr

건강주택대상
환경부장관상

환경관리공단
사회공헌 최우수상

기술 우수
벤처기업 지정

미세먼지 제거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ISO 14001인증 ISO 9001인증 상표등록증

대한민국
특허대상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서비스표
등록증

발명특허및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