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nc21.com

Global PNC
Leader In Air
Solution
환경 관련 분야의 글로벌 리더



회사소개
03 개요
04 연혁
06 지적재산현황
07 등록증,인증서
08 주요납품실적

cllex CleanEnergy 소개
12 cllex ERV System 원리
13 cllex ERV System 전열교환소자의 장점

제품사양
14 스틸(일반)
18 스틸(바이패스)
22 사출(일반)
23 사출(바이패스)
24 사출(공기청정)
25 사출(바이패스+공기청정)
29 제어시스템

시스템 
30 IR Control System
30 한국형 환기시스템
31 각실제어 환기시스템

사업부문
33 회사 사업부문 소개
34 Clean Room 소개
35 Clean Room 주요납품실적
38 Clean Room T.A.B

Contents

02            



(주)대한피엔씨는 환경분야에서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Clean Filter System, 
Clean Room System and Clean Energy System에 판매, 제작,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ONE-STOP SOURCE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회  사  명       (주) 대한피엔씨 (PNC CO.,LTD.)

설  립  일       1984년 9월 (1989년 11월 법인전환)

대  표  자       신 대 건

사 업 내 용       Clean Filter System, Clean Room System, Clean Energy System

소  재  지       본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90
                     서울사무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B-60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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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000
1984      대한휠타산업사 설립

1989      법인전환

1993    시화공단준공 이전 

1995     고압가스냉동기제조허가 취득  

1996     (주)대한피엔씨 상호 변경

1998     ISO 9001 인증
                 냉각유체기계실용신안 등록

1999     전문건설업등록
                 공작기계 여과기특허등록 

2000     벤처평가우수기업
 

2002~2009
2002     기술연구소 설립

2003     해외건설업 신고
                 INNO-BIZ  선정

2004    100만불 수출탑 수상  

2005     중국법인 설립 
                 UL 해외규격 인증 

2006     500만불 수출탑 수상
                 중국 상해사무소 개소
                 본사 확장 이전 (충남 당진 2006)
                 CE 해외규격 인증

2007     대통령표창

2008     ISO 14001 인증  

2009     수출입 전문 ㈜FILTECH설립 
                 ERV 고효율인증
 

클렉스는 깨끗하고 청정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력, 제품임을 의미하는브랜드입니다.
리듬감있는 소문자 조합의 'cllex'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고객친화적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표현을 달리한 'X' 는 원활한 공기의 흐름을 현대적으로 표현합니다.
블루계열의 컬러는 청정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서의 속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PNC의 Prime aNd Creation'에서 추출된 문구이며 ' 최상을 추구하는 창조기업'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글로벌리더를 지향하는 PNC는 '최선의 품질을 통한 자기만족' / 
'최고의 품질을 통한 고객만족' / '최상의 품질을 통한 회사만족' 이란 모토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는 창조기업입니다.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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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
2012     주름필터백 생산

2014     당진공장 증축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
                ERV 고효율 인증(슬림형)
                당진 2공장 신축  

2015    한국전력공사 우수업체 인증
                포스코제철 협력사 등록  

2016    한국동서발전 우수업체 인증
                GS파워 우수업체 인증
                대우건설 협력사 등록 

2017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등록
                현대제철 협력사 등록 
                LH 신자재(각실제어환기)등록
 

~현재
2018    공기청정환기시스템 양산
                KS인증
                녹색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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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Status(Patent) 
지적 재산 현황 (특허)

깨끗한 환경! 
고품질 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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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용여과기

가스터빈용 에어필터

공조용 필터고정구
공작기계용 여과기 케이스
통기성이 우수한 필터의 제조방법

클린룸의 에어샤워 시스템
트레이 및 파레트용 클린룸 에어샤워시스템

공기정화 및 폐열회수 기능을 갖는 환기장치
확장된 여과면적을 갖는 원통형 필터
거품코팅 필터여재 제조방법

클린룸의 에어샤워시스템
이계면 방전을 이용한 공기 정화장치

열교환기용 시트 자동 융착장치
열교환 장치

미세기공을 갖는 공조용 프리필터

초미세기공 카트리지 제조방법
코팅 여과지를 이용한 필터 제조방법

3차원 미세기공을 갖는 공조용 프리필터
고온집진용 카트리지 필터의 제조방법

바이오 겔타입 헤파박스 크린 유니트

주름필터 및 제조방법

소각가능한 필터 및 제조방법
대형 카트리지 필터 및 제조방법

이산화탄소 절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및 이의 제어방법
실내쾌적제어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제어방법 

2005

2006

2009

2011

2013

2014

2015

2017

2018

2007

2008

2004

2002

1999



KS인증서

녹색기술인증서

Certification & Registration certificate 
등록증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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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ISO 9001 인증서 ISO 14001 인증서

건설업 등록증

INNO-BIZ 확인서

설비건설협회 회원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시공사 프로젝트명 준공일 세대수
현대산업개발 산성역 포레스티아 20.07 1,699
현대산업개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20.07 1,505
현대산업개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9.12 1,745
현대산업개발 인덕 아이파크 19.11 859
현대산업개발 신촌숲 아이파크 19.08 1,015
현대산업개발 동탄 호수공원 아이파크 19.07 774

롯데건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9.03 1,336
현대산업개발 동탄 2신도시 아이파크 19.03 980
현대산업개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9.03 1,609
현대산업개발 수원 컨벤션센터 19.02
현대산업개발 청주 가경 아이파크 19.01 905
현대산업개발 홍제원 아이파크 18.12 906
현대산업개발 송파헬리오시티 18.12 2,704
현대산업개발 양지물류센터 18.11
현대산업개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18.10 955
현대산업개발 DMC 2차 아이파크 18.10 1,061
리오팰리스 제주 삼화 리오팰리스 18.09

현대산업개발 광교 아이파크 18.09 958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18.08 328

현대산업개발 거제 2차 아이파크 18.05 1,279
현대산업개발 일산센트럴 아이파크 18.05 1,804
현대산업개발 서교호텔 18.04
현대산업개발 김포사우 아이파크 18.04 1,300
현대산업개발 갈매역 아이파크 18.03 1,196
현대산업개발 김포한강 아이파크 18.02 1,230
현대산업개발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17.12
현대산업개발 고덕숲 아이파크 17.10 687
현대산업개발 창원 용지 아이파크 17.06 1,036

현대엔지니어링 세종 메이저시티(2-2생활권) 힐스테이트 17.04 393
계룡건설산업 세종 메이저시티(2-2생활권) 리슈빌 17.04 696
(주)대우건설 세종 메이저시티(2-2생활권) 푸르지오 17.04 1,077
현대산업개발 세종 메이저시티(2-2생활권) 아이파크 17.04 1,005
현대산업개발 거제 아이파크 17.03 955
현대산업개발 마산 의료원 17.01
현대산업개발 광주 무등산 아이파크 17.01 1,410
현대산업개발 대구 수성 아이파크 16.10 455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 7BL 아이파크 16.08 1,596
현대산업개발 대구월배 2차 아이파크 16.07 2,134
현대산업개발 부산명륜 2차 아이파크 1,2단지 16.04 2,058

Achievement    
주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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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프로젝트명 준공일 세대수
현대산업개발 가재울 4구역아이파크 15.12 1,170
현대산업개발 송도 글로벌 캠퍼스 15.11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5,6BL 15.10 1,152
현대산업개발 울산 약사 아이파크 15.09 689
현대산업개발 고양 삼송 아이파크 15.09 1,066
현대산업개발 별내 2차 아이파크 15.08 1,083
현대산업개발 수원 신풍 미술관 15.06
현대산업개발 고척 스카이돔 15.06
현대산업개발 왕십리 텐즈힐1 아이파크 15.04 503

삼성물산 왕십리 텐즈힐1 래미안 15.04 257
대림산업 왕십리 텐즈힐 e-편한세상 15.04 134
GS건설 왕십리 텐즈힐1 자이 15.04 457

현대산업개발 군장미장 아이파크 15.01 1,078
현대산업개발 천안 백석 2차 아이파크 15.01 1,562
현대산업개발 대구 월배 1BL 아이파크 14.11 1,296
현대산업개발 아산 용화 아이파크 14.07 894
현대산업개발 부천 약대 주공 아이파크 14.07 1,613
현대산업개발 수원 한림 도서관 14.05
현대산업개발 제주 노형 2차 아이파크 14.03 174
현대산업개발 부산 명륜 아이파크 1단지 14.02 1,139

삼성물산 왕십리 텐즈힐2 래미안 14.02
대림산업 왕십리 텐즈힐2 e-편한세상 14.02
GS건설 왕십리 텐즈힐2 자이 14.02

현대산업개발 왕십리 텐즈힐2  아이파크 14.02
현대산업개발 은평 아이파크 포레스트게이트 14.01 814
현대산업개발 대전 도안 아이파크 13.09 1,053
현대산업개발 제주 아라 아이파크 13.08 614
현대산업개발 상암동 MBC 신사옥 13.07
현대산업개발 종로 이비스 호텔 13.07

LIG 건설 이수역 LIGA아파트 13.05 452
현대산업개발 별내 고등학교 13.01
웅진홀딩스 파주 극동스타클래스 12.12 388

현대산업개발 울산 전하 아이파크 12.07 733
현대산업개발 덕이 고등학교 12.03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2,4BL 12.01 2,758
현대산업개발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12.01 753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1,3BL 11.10 2,576
현대산업개발 해운대 아이파크 11.10 1,631
웅진홀딩스 광교 극동스타클래스 10.06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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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최고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무 ·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의 
강제환기시스템 브랜드입니다.

밀폐화 · 고층화로 인해 자연환기가 어려운 현대식 건물의 실내공기
에는 수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는 오염된 실내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공기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맑고 청량한 공기만을 실내에 공급합니다.  
자연속에 살고 있는 듯 쾌적한 일상,             가 만들어드립니다.

자연을 닮은공기,
자연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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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nd hazards of indoor air pollution
실내공기 오염 발생원과 유해성

욕실
˙세척제, 표백제의 트리클로로에틸렌
˙피로, 무력감, 발암성, 기억력 저하, 간 손상

벽지, 장판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피부질환, 점막 자극, 호흡기 자극

소파
˙곰팡이, 방부제, 염화메틸렌
˙호흡기 질환, 피부자극

담배연기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기관지염, 만성두통, 피로감

가스레인지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면역기능 약화, 기관지 점막 손상, 
    아토피 피부염 약화

원목바닥
˙방부제의 붕산염
˙눈자극, 생시기능 저하

카펫
˙곰팡이, 음식냄새, 집먼지 진드기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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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 System 원리

전열교환소자의 종류 및 비교

형태 대향류형(육각형 난류 / 굴곡유로) 작교류형(4각형 직선유로)

열교환효율 열교환효율 향상 (대향류와 유로가 길어 효율상승) 대향류 비교 낮음 (난류발생이 없고, 유로가 짧다)

난연성 난연성 높음 (ABS난연 시출틀과 난연시트로 제작) 난연성 낮음( 펄프시트와 세퍼레이터로 발화온도가 낮음)

재생성 분해 재생 가능 분해 재생 불가

시공성 유니트 슬림화 최적 슬림화 곤란(효율상승을 위하여 유로와 면적 확대)

전열교환소자의 구분(전열,현열)

전열교환소자
온도와 습도에 의한 열교환
방식으로 현열교환보다 
효율이 높은 열교환 방식

현열교환소자
실내에서 배기되는 
공기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 사이의 온도에 의한
열교환 방식

열

열

공기

열

열

열

열

열

열

공기

공기(열+수분)

열 열수분

열 수분 열 수분

수분

공기(열+수분)

01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02   우수한 열교환율

03  조용한 저소음 운전

04   에너지 절약효과

05   우수한 제어기능

06   고성능 외기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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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교환소자의 장점

˙대향류 형태의 긴 유로와 와류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채택, 열교환 효율 향상
˙다중필터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용량 조절 가능 
˙외기측 필터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교체 가능

옵션(헤파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프리필터

EA(외기)
실외측 배기공기
(오염된 실내공기)

SA(급기)
실내측 배기공기
(신선한 냉, 난방공기)

특허증

ERV System 급˙배기 개요도

OA(외기)
실외측 흡입공기
(신선한 공기)

RA(배기)
실내측 흡입공기
(오염된 냉,난방공기)

특허받은 다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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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BIA-CV-NO10SC BIA-CV-NO15SC BIA-CV-NO20SC BIA-CV-NO2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강 중 약 강 중 약

130 100 75 180 150 110 220 200 150 270 250 190

소비전력 W 42 35 32 56 50 45 90 69 57 120 104 85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550Lx430Wx220H 600Lx480Wx260H 600Lx480Wx260H 600Lx480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50 / SA,RA : 125 OA,EA : 150 / SA,RA : 125 OA,EA : 150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8.2 57.7 54.2 50.6

난방 74.4 78.4 75.2 72.5

필터 - 프리 :2EA(OA,RA)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1EA(OA)

MD/BDD - MD : 1EA(OA)   /   BDD : 1EA(EA)

케 이 싱 - 아연도강판(0.8T) / 분체도장

구 분 단 위 BIA-CV-NO35SC BIA-CV-NO50SC BIA-CV-NO80SC BIA-CV-NO00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강 중 약 강 중 약

370 350 320 600 500 400 600 500 400 1200 1000 750

소비전력 W 150 143 128 182 173 167 182 173 167 460 425 410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00Lx600Wx350H 850Lx800Wx400H 850Lx800Wx400H 950Lx900Wx600H

접속구경 mm OA,EA : 150 / SA,RA : 125 OA,EA : 200 / SA,RA : 200 OA,EA : 200 / SA,RA : 200 OA,EA : 250 / SA,RA : 250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5 15 15

전열교환효율
(%)

냉방 49.8 54.0 54.0 53.1

난방 73.2 72.5 72.5 75.1

필터 - 프리 :2EA(OA,RA)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1EA(OA)

MD/BDD - MD : 1EA(OA)   /   BDD : 1EA(EA)

케 이 싱 - 아연도강판(0.8T) / 분체도장 아연도강판(1T) / 분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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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  



모델명 A B C D E F G 점검구

BI A-CV-NO10SC 550 430 220 247 229 229 465 650 X 750

BI A-CV-NO15SC 600 480 260 281 281 281 515 650 X 750

BI A-CV-NO20SC 600 480 260 281 281 281 515 650 X 750

BI A-CV-NO25SC 600 480 260 281 281 281 515 650 X 750

BI A-CV-NO35SC 600 600 350 411 411 411 635 650 X 750

BI A-CV-NO50SC 850 800 440 375 375 375 836 1100 X 1400

BI A-CV-NO80SC 850 800 485 375 375 375 836 1100 X 1400

BI A-CV-NO00SC 950 900 600 369 369 369 934 1100 X 1400

단위:mm

스틸(일반)

             15

OARA

SA EA

프리필터(RA) 프리필터(OA)
고성능외기청정필터(OA)



Test Report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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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CV-NO20SC (200CMH)

BIA-CV-NO15SC (150CMH)

BIA-CV-NO25SC (250CMH)

BIA-CV-NO10SC (100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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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CV-NO35SC (350CMH)

BIA-CV-NO80SC (800CMH)

BIA-CV-NO50SC (500CMH)

BIA-CV-NO00SC (1000CMH)



구 분 단 위 BIA-CV-BO10SC BIA-CV-BO15SC BIA-CV-BO20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강 중 약

130 100 75 180 150 110 220 200 150

소비전력 W 45 35 32 56 50 45 72 69 64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550Lx430Wx220H 600Lx4820Wx260H 600Lx4820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50 / SA,RA : 125 OA,EA : 150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8.2 57.9 54.0

난방 74.6 78.3 75.4

필터 - 프리 : 2EA (OA,RA,By-Pass)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 1EA (OA)

MD/BDD - MD : 2EA (OA,By-Pass)   /   BDD : 1EA (EA)

프리히터 W
200 W 400 W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수 있음

케이싱 - 아연도강판(0.8T) / 분체도장

구 분 단 위 BIA-CV-BO25SC BIA-CV-BO3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270 250 190 370 350 270

소비전력 W 110 104 80 152 145 128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00Lx4820Wx260H 600Lx600Wx350H

접속구경 mm OA,EA : 150 / SA,RA : 125 OA,EA : 150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0.7 49.7

난방 72.9 72.8

필터 - 프리 : 2EA (OA,RA,By-Pass)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 1EA (OA)

MD/BDD - MD : 2EA (OA,By-Pass)   /   BDD : 1EA (EA)

프리히터 W
400 W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수 있음

케이싱 - 아연도강판(0.8T) / 분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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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  



모델명 A B C D E F G H I 점검구

BIAP-CV-BO10SC 550 430 220 229 226 474 465 275 275 650 X 750

BIAP-CV-BO15SC 600 480 260 282 282 534 515 300 300 650 X 750

BIAP-CV-BO20SC 600 480 260 282 282 534 515 300 300 650 X 750

BIAP-CV-BO25SC 600 480 260 282 282 534 515 300 300 650 X 750

BIAP-CV-BO35SC 600 600 350 403 403 534 635 300 300 650 X 750

단위:mm

프리히터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바이패스 댐퍼
프리필터(바이패스)

OARA

SA EA

프리필터(RA)

프리필터(OA)

고성능외기청정필터(OA)

             19

스틸(바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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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CV-BO10SC (100CMH) BIA-CV-BO15SC (150CMH)

BIA-CV-BO20SC (200CMH) BIA-CV-BO25SC (250CMH)

Test Report
시험성적서  



             21

BIA-CV-BO35SC (350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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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_ 사출(일반)   

구 분 단 위 BIAP-CV-BO20SC BIAP-CV-BO2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220 200 150 270 250 190

소비전력 W 72 69 64 110 104 80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7.7 55.3

난방 74.6 72.9

필터 - 프리 : 2EA (OA,RA)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 1EA (OA)

MD/BDD - MD : 4EA (OA,EA,RA,SA)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구 분 단 위 BIAP-CV-BO10SC BIAP-CV-BO1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130 100 75 180 150 110

소비전력 W 45 35 32 56 50 45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69.2 62.4

난방 81.8 77.9

필터 - 프리 : 2EA (OA,RA)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 1EA (OA)

MD/BDD - MD : 4EA (OA,EA,RA,SA)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23

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_ 사출(바이패스)   

구 분 단 위 BIAP-CV-BO20SC BIAP-CV-BO2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220 200 150 270 250 190
소비전력 W 72 69 64 110 104 80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7.7 55.3
난방 74.6 72.9

필터 - 프리 : 3EA (OA,RA,By-Pass)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 1EA (OA)

MD - MD : 5EA (OA,EA,RA,SA,By-Pass) 

프리히터 W
400 W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수 있음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구 분 단 위 BIAP-CV-BO10SC BIAP-CV-BO1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130 100 75 180 150 110
소비전력 W 45 35 32 56 50 45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69.2 62.4
난방 81.8 77.9

필터 - 프리 : 3EA (OA,RA,By-Pass)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 1EA (OA)

MD - MD : 5EA (OA,EA,RA,SA,By-Pass) 

프리히터 W
200 W 400 W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수 있음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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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_ 사출(공기청정) 

구 분 단 위 BIAP-CV-BO10SC BIAP-CV-BO1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130 100 75 180 150 110

소비전력 W 45 35 32 56 50 45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69.2 62.4

난방 81.8 77.9

필터 - 프리 : 3EA (OA,RA,By-Pass)   /    헤파 : 2EA (OA,By-Pass)    /    탈취 : 1EA(By-Pass) 

MD - MD : 5EA (OA,EA,RA,SA,By-Pass)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구 분 단 위 BIAP-CV-BO20SC BIAP-CV-BO2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220 200 150 270 250 190

소비전력 W 72 69 64 110 104 80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7.7 55.3

난방 74.6 72.9

필터 - 프리 : 3EA (OA,RA,By-Pass)   /    헤파 : 2EA (OA,By-Pass)    /    탈취 : 1EA(By-Pass) 

MD - MD : 5EA (OA,EA,RA,SA,By-Pass)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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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_ 사출(바이패스+공기청정) 

구 분 단 위 BIAP-CV-BO20SC BIAP-CV-BO2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220 200 150 270 250 190
소비전력 W 72 69 64 110 104 80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57.7 55.3
난방 74.6 72.9

필터 - 프리 : 3EA (OA,RA,By-Pass)   /    헤파 : 2EA (OA,By-Pass) / 탈취 : 1EA(By-Pass) 

MD - MD : 5EA (OA,EA,RA,SA,By-Pass) 

프리히터 W
400 W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수 있음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구 분 단 위 BIAP-CV-BO10SC BIAP-CV-BO15SC

풍   량 CMH
강 중 약 강 중 약

130 100 75 180 150 110
소비전력 W 45 35 32 56 50 45

소   음 dB 거주공간 : 40dB  /  비거주공간 : 50dB 

제품크기 mm 680Lx525Wx260H 680Lx525Wx260H

접속구경 mm OA,EA : 125 / SA,RA : 125 OA,EA : 125 / SA,RA : 125

전   원 Φ,V,Hz 1φ / 220V / 60Hz

정   압 mmAq 10 10

전열교환효율
(%)

냉방 69.2 62.4
난방 81.8 77.9

필터 - 프리 : 3EA (OA,RA,By-Pass)   /    헤파 : 2EA (OA,By-Pass) / 탈취 : 1EA(By-Pass) 

MD - MD : 5EA (OA,EA,RA,SA,By-Pass) 

프리히터 W
200 W 400 W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수 있음

케이싱 - 외부(사출) , 내부(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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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A B C D E F G H I 점검구

BIAP-CV-BO10SC

680 525 260 208 208 466 719 339 339 650 X 750
BIAP-CV-BO15SC

BIAP-CV-BO20SC

BIAP-CV-BO25SC

단위:mm

OARA

SA EA

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 _ 사출(겸용:일반, 바이패스, 공기청정, 바이패스+공기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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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모드:일반, 바이패스, 공기청정, 바이패스+공기청정)

바이패스 댐퍼
프리필터(바이패스)

일반

공기청정

바이패스

바이패스 
공기청정

프리필터(RA) 프리필터(OA)
고성능외기청정필터(OA)

프리필터(RA) 복합필터
(프리+헤파)

바이패스 댐퍼

공기청정 복합필터
(프리+탈취+헤파)

프리히터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프리필터(RA) 복합필터
(프리+헤파)

프리히터
현장 여건 및 사양 변경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바이패스 댐퍼

공기청정 복합필터
(프리+탈취+헤파)

프리필터(RA) 프리필터(OA)
고성능외기청정필터(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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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P-CV-BO10SC (100CMH) BIAP-CV-BO15SC (150CMH)

BIAP-CV-BO20SC (200CMH) BIAP-CV-BO25SC (250CMH)

Test Report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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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제어시스템)  

˙자동운전모드
˙급기/배기 개별운전
˙예약기능
˙외출운전기능
˙절전기능
˙취침기능

16mm 난연 CD 관 /
 UTP Cable 4P X 1(4C) 

UTP Cable 4P X 3(22C)UTP Cable 4P X 1(16C)

콘트롤러전열교환기

전열교환기 월패드

게이트웨이

전용 콘트롤러 제어

홈 네트워크 연동제어



Syste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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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Control System

한국형 환기 시스템

˙전원 : ORANGE 1개, 풍량 : GREEN 3개
˙약, 중, 강은 GREEN LED를 각 1개, 2개, 3개 점등
˙필터 점검 : 전원(ORNAGE) LED 점멸
˙모터 에러 : 급기모터 에러 - 약 LED 점멸
˙배기모터 에러 - 중 LED 점멸
˙급배기 모터 에러 - 강 LED 점멸

용도
˙전동디퓨져 또는 일반디퓨져 방식에서
    IR 환기제어 가능
˙부대시설등 통신선 매립/배관 누락시
    IR 환기제어 가능

전원

올림(UP)

자동(AUTO)

내림(DOWN)

취침

전원
울림(UP)

취침 자동(AUTO)
내림(DOWN)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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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실제어 환기시스템

필요한 방만 환기를 할 수 있다
필요한 방만 환기를 함으로 전기료 절감

필요한 방만 강품으로 환기를 할 수 있다
거실에 손님이 많을 경우 
냄새가 많은 음식을 조리할 경우
급속 환기로 빠르게 냄새를 배출 할 수 있다.

방간 소음을 차단 할 수 있다
방간 덕트로 연결되어 있어 특히 야간에 방에서 
나는 소리가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방만 닫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01

02

03

공기청정환기장비

각실제어콘트롤러 (개별, 센서 부착형)

구분 CO2 초미세먼지 2.5 ㎍/m
기준값 1,000ppm 50 ㎍/m

상태별
표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700 ~1,000 ~1,500 1,500~ ~15 ~50 ~100 100~

자동운전
700≤약운전
1000≤중운전
1500≤강운전

700＞정지

15≤약운전
50≤중운전
100≤강운전

15＞정지

운전조건 각각의 센서에 의해 작동하되 불량조건 신호 우선 운전

※ 환경부 미세먼지 표지 기준과 동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전동디퓨저 (센서 내장형)



˙통신선 난연 CD관 노출 배관   ˙배선 : UTP 4P(환기 덕트 라인 배선)

계통도(환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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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시스템  

각실 제어시스템

계통도(전기공정)

˙통신선 난연 CD관 매립 배관   
˙RS485, DC12V, UTP 4P

※ 전동디퓨져(급기)
 ˙전동디퓨져(배기) –센서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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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Filter
E.D.M(Electric Dischage Machine) Filter
방전가공용 필터로서, 정밀 금형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EU, 일본, 중국, 아시아 등 수출시장
급격히 신장.

Air Filter
여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펄스-젯 집진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선택은 설비비나 정지 시간면에서 큰 지출을 필요로 한다.
손쉬운 문제 해결책 즉, 주름필터백의 적용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Filter에 대한 수요가 급신장 하고 
있으며, 집진설비, Clean Room, 공조시스템, 발전설비, 
가정용 등 수요급증.

Clean Room
BCR(Bio Clean Room)
바이오크린룸은 세균오염 방지를 필요로한
미생물, 유전자, 생명공학 등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병원의 수술실, 무균실, 회복실 등의
청정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설비.

ICR(Industrial Clean Room)
산업용 크린룸은 청정의 공기를 필요로한
산업현장에 주로 사용되며, 반도체, LCD, 정밀기기, 
공학기기 등의 생산현장에 초청정도를 유지하는 설비.

Clean Energy
ERV (Energy Recovery Ventilation)
국내 독자적인 특허를 보유한 특수 가공된 전열 교환막과 
유로구조를 사용하여 슬림한 사이즈 및 높은 기밀성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전열 교환 효율을 자랑하는 
환기시스템.
필터 효율을 극대화하여 항상 쾌적하고 상쾌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서, 전열교환 효율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제거에도 탁월.

Business units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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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Industrial Clean Room)

Business units
사업부문 _ Clean Room 

산업용 크린룸은 청정의 공기를 필요로한 
산업현장에 주로 사용되며, 반도체, LCD, 
정밀기기, 공학기기 등의 생산현장에 
초청정도를 유지하는 설비.

˙ 태양광 산업(POLY SILICON, SOLAR)
˙2차 전지라인
˙TFT-LCD & BLU 
˙ PCB
˙정밀,화학,항공,연구소
˙반도체

BCR(Bio Clean Room)

바이오크린룸은 세균오염 방지를 필요로한 
미생물, 유전자, 생명공학 등에 널리 사용
되며,특히 병원의 수술실, 무균실, 회복실 
등의 청정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설비.

˙수술실 SYSTEM
˙무균병실 SYSTEM
˙음압 격리병실 SYSTEM
˙제약 GMP 설비
˙식품 HACCP 설비



             35

BCR – 국내 주요실적

Customer Project  Name Site Class Scale Item
순천향대부천병원 무균병실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부천 100 5실 무균실

강원대병원 음압격리실 설비공사 강원 춘천 100,000 3실 음압격리실

아주대병원 수술실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수원 10,000 6실 수술실

서울대병원 저체온 수술실 설비공사 서울특별시 10,000 2실 수술실

현대산업개발 울산대병원 암센터 신축공사 울산광역시 1,000 52실 수술실,
무균실 외

Viet Nam XUANVY 수술실 장비,자재 납품 및 시운전 베트남 10,000 13실 수술실

현대산업개발 울산대병원 본관 리모델링공사 울산광역시 10,000 32실 수술실 외

세명기독병원 수술실 클린룸 설비공사 경북 포항 10,000 9실 수술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음압격리실 설비공사 경기 부천 100,000 2실 음압격리실

울산대병원 동물실험실 클린룸 설비공사 울산광역시 100,000 3실 동물실험실

세명기독병원 수술실 리모델링 공사 경북 포항 10,000 6실 수술실

구주제약 주자제 라인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화성 10,000 520㎡ 주사제

세명기독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 공사 경북 포항 10,000 1실 수술실

길병원 TPN실 클린룸 설비공사 인천광역시 100,000 3실 TPN

울산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증설공사 울산광역시 100,000 80㎡ N.I.C.U

홍성의료원 수술실 설비공사 충남 홍성 10,000 5실 수술실

CJ제일제당 무균배양실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라오청 10,000 480㎡ 무균제조실

한도병원 수술실 설비공사 경기 안산 10,000 7실 수술실

원주세브란스병원 줄기세포치료센터 강원 원주 1,000 3실 음압격리실

길병원 심장이식병실 설비공사 인천 100,000 2실 클린룸

시흥연성병원 수술실 리모델링공사 경기 시흥 100,000 4실 수술실

소방방재청 구급소독실 강원 화천 - 1SET 소독실

용산소방서 감염관리실 서울 용산 - 1SET 감염관리실

전남소방본부 감염관리실 전남 5개지역 - 1SET 감염관리실

광주소방본부 감염관리실 광주 2개지역 - 1SET 감염관리실

대구소방본부 감염관리실 대구 3개지역 - 1SET 감염관리실

경북소방본부 감염관리실 경북 7개지역 - 1SET 감염관리실

전북소방본부 감염관리실 전북 정읍 - 1SET 감염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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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units
사업부문 _ Clean Room

ICR – 국내 주요실적

Customer Project  Name Site Class Scale Item
OCI P3 PRODUCT BLD’G 클린룸 & HVAC 설비공사 전북 군산 1,000 11,748 ㎡ POLY SILICON

한솔LCD 8 ”50세대 LCD line 3층 클린룸 설비공사 충북 오창 1,000 7,920 ㎡ LCD
LMS 필름 생산 라인 1~4층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안양 1,000 5,000 ㎡ 휘도향상필름

디지텍시스템스 터치스크린 생산라인 1~2층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화성 1,000 3,080 ㎡ 터치스크린
동우화인켐㈜ PR PRODUCT ROOM  클린룸 공사 전북 익산 1,000 950 ㎡ 케미컬(방폭)
한솔테크닉스 태양광 SOLAR LINE 클린룸 설비공사 충북 오창 1,000 2,800 ㎡ SOLAR
에스폴리텍 압출실 생산라인 클린룸 설비공사 충북 오창 1,000 520 ㎡ 도광판압출

일신화학공업 FILM 생산라인 1~4층 클린룸 공사 경기 안산 10,000 8,000 ㎡ FILM
OCI 중앙연구소 CVD 연구실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성남 1,000 1,200 ㎡ 연구소

OCI P2 PROJECT LAB CVD 클린룸 설비공사 전북 군산 1,000 2,500 ㎡ POLY SILCON
LMS 필름 생산 라인 1~3층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평택 1,000 12,000 ㎡ 휘도향상필름

동우화인켐㈜ IBC TANK 충전실 C/R공사 전북 익산 1,000 880 ㎡ 케미컬
세원정공 제3기 압출실 C/R 공사 경남 김해 10,000 1,000 ㎡ 도광판압출

한솔라이팅 50” 8세대 LCD Lamp line 1층 클린룸 설비공사 충북 오창 1,000 8,116 ㎡ LAMP
디지텍시스템스 터치스크린 생산라인 1~2층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파주 1,000 1,800 ㎡ 터치스크린

삼진LND BLU 조립라인 C/R 공사 경기 성남 1,000 1,200 ㎡ BLU
OCI KP-3 PROJECT 실험실 클린룸 설비공사 전북 군산 100 500 ㎡ 제품TEST

알파비젼 BLU 조립라인 C/R 공사 경기 오산 1,000 500 ㎡ BLU
세화폴리텍 압출실 (C/ROOM)2차 충북 음성 1,000 300 ㎡ 도광판압출

MK전자 용인공장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용인 1,000 3,500 ㎡ GOLD WIRE
㈜신흥정밀 사출실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안성 10,000 400㎡ 사출
세화폴리텍 압출실 (C/ROOM) 충북 음성 1,000 400 ㎡ 도광판압출
한솔LCD LCM & AGING line 클린룸 설비공사 충북 오창 1,000 5,600 ㎡ LCM

㈜신흥정밀 LSU LINE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안성 10,000 520㎡ LSU
㈜우  영 B.L.U 조립라인 (C/ROOM) 경기 평택 10,000 1,000㎡ BLU

㈜대덕전자 PCB 생산(C/ROOM) 경기 안산 10,000 1,200 ㎡ P.C.B
충무발효 배양실 클린룸 설비공사 울산시 1,000 2,500 ㎡ 배양실
㈜위 텍 BLU 조립라인 C/R 공사 경기 평택 1,000 4,000 ㎡ BLU

이미지테크 PCB 생산라인 C/R 공사 경기 안산 1,000 2,000 ㎡ PCB
디지로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지하1층~2층 클린룸 공사 경기 안양 1,000 1,700 ㎡ 핸드폰 EL SHEET

나노정밀 LENS LINE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안양 10,000 300 ㎡ LENS
㈜우  영 1LINE B.L.U LINE (C/ROOM) 서울시 10,000 500㎡ BLU
㈜희  영 LENS 사출실(C/ROOM) 경기 안산 10,000 800 ㎡ LENS

㈜우영연구소 TFT-LCD 서울 창동 1,000 100 ㎡ 연구실
㈜세화폴리텍 압출실 (C/ROOM) 충북 음성 1,000 300 ㎡ 도광판압출
㈜뷰-하이텍 B.L.U 조립라인(C/ROOM) 경기 오산 1,000 500 ㎡ B.L.U조립

㈜우  영 B.L.U 조립라인(C/ROOM) 경기 평택 1,000 500 ㎡ B.L.U조립
㈜세화폴리텍 압출실 (C/ROOM) 충북 음성 1,000 300 ㎡ 도광판압출

㈜희 영 도금라인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안산 10,000 1,800 ㎡ 도금
LGS 1층 실험실 클린룸 설비공사 경기 안양 1,000 100 ㎡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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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Project  Name Site Class Scale Item
B.O.E LCD Line 클린룸 설비 공사 중국 북경 100 5,750 ㎡ LCD

GoerTek 제3기 LCD Line 클린룸 설비 공사 중국 웨이팡 1,000 6,500 ㎡ LCD
㈜우 영 중국 LCD Line 클린룸 설비 공사 중국 심양 1,000 14,850 ㎡ LCD 外
SI FLEX PCB 생산라인 4공장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위해 1,000 8,000 ㎡ PCB

LGS 필름 생산 라인 클린룸 공사 중국 우장 1,000 5,000 ㎡ 휘도향상필름
SI FLEX 2공장 1층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위해 1,000 1,200 ㎡ FLEXIBLE PCB
GoerTek 후공정 Line 클린룸 설비 공사 중국 웨이팡 10,000 4,800 ㎡ LCD

세화폴리텍 LGP 압출실 클린룸 공사 중국 북경 1,000 1,500 ㎡ LGP 압출
DELPHI 부품 생산라인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상해 1,000 1,000㎡ 생산LINE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 클린룸 설비 공사 중국 염성 1,000 800 ㎡ 부품
㈜우 영 BLU 조립LINE 클린룸 공사 중국 심양 1,000 4,200 ㎡ BLU
SI FLEX 2공장 2층 클린룸 공사 중국 위해 1,000 1,200 ㎡ FLEXIBLE PCB

세화폴리텍 압출실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북경 10,000 1,200 ㎡ 도광판압출
PT CHEIL JEDANG 제조라인 중국 라오청 10,000 750 ㎡ 식품

SI FLEX ADAM21 (C/ROOM) 중국 위해 1,000 2,800 ㎡ FLEXIBLE PCB
PT CHEIL JEDANG 배양실 중국 라오청 10,000 600 ㎡ 식품

㈜우영 L.S.U 조립라인 중국 심양 1,000 1,100 ㎡ LSU
DELPHI FUEL LINE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상해 10,000 2,000 ㎡ 자동차부품

JMC 자동차엔진연구소 중국 난창 10,000 850 ㎡ 연구소
DELPHI INJECTOR LINE 중국 상해 1,000 800 ㎡ 자동차부품

삼성전자(중전) 반도체라인  덕트공사 중국 시안 100 4,200 ㎡ 메모리
LG디스플레이 반도체라인  악세스플로워 중국 광저우 100 38,000 ㎡ LCD패널

세화폴리텍 압출실 클린룸 설비공사 중국 북경 1,000 1,200 ㎡ 도광판압출
정용전지 리튬전지 생산라인 설비공사 중국 산터우 100~100,000 20,000㎡ 리튬전지
한솔LCD 제1기 유럽 LCD line 클린룸 설비 공사 슬로바키아 1,000 4,500 ㎡ LCD

CJ 자동포장라인 인도네시아 10,000 3,000 ㎡ 식품
㈜신흥정밀 B.L.U 조립라인 필리핀 1,000 900 ㎡ B.L.U조립

CJ 원료 공급라인 인도네시아 10,000 1,800 ㎡ 원료
한솔LCD 제2기 유럽 LCD line 클린룸  증설 공사 슬로바키아 1,000 3,200 ㎡ LCD
한솔LCD 유럽 LCD 후공정 line 클린룸  설비 공사 슬로바키아 10,000 2,200 ㎡ LCD

CJ MSG 포장라인 인도네시아 1,000 5,300 ㎡ 식품
삼성전자 LCD Line 공조설비 공사 슬로바키아 10,000 2,580 ㎡ LCD

CJ 발효실 ,연구실 말레이시아 1,000 1,677 ㎡ 식품
PT CHEIL JEDANG 제조라인 중국 라오청 10,000 750 ㎡ 식품

한솔테크닉스 SMP LINE 태국 1,000 350 ㎡ SMP
(주)신흥정밀 인쇄라인 인도네시아 10,000 4,700 ㎡ 조립

ICR – 해외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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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units
사업부문 _ Clean Room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정밀측정 및 조정을 통하여
 CLEAN ROOM 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며 
최적의 생산환경 실현

T.A.B
종합보고서

제출

필터누설 측정

차압측정

온˙습도 측정

필터 풍속 측정 

청정도 측정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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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본사&공장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28-90 (부곡국가 산업단지 內)
TEL. 041-358-0020  FAX. 041-358-0026

서울사무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1
TEL. 02-851-0020  FAX. 02-851-0076

A/S 및 제품문의 
TEL. 041-358-0020 / 인터넷 접수. http://pnc21cms.com

www.pnc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