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간살균의 시대!
크린엣지로 시작하세요.

조명을 켜두는 것 만으로도 공간의 유해균으로부터 일상을 지켜줍니다.

※ 크린엣지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 2차가공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오직 빛으로만 하는 공간살균!
생활방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크린엣지
일상생활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불안한 시대의 고민에 대한 해답

인체
무해

실시간
살균케어

간편한
사용

크린엣지를 만나고,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다!
마스크, 손소독제,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 속 내가 변화하지 않았나요?

크린엣지는 내가 아닌,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What is CLEA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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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 영역 위생 살균조명
세계최초
바이오레즈
적용조명

각종유해균
~99.9%
살균입증

인체안전성평가
IEC62471
최고등급

신개념
실시간
공간살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색온도(2700k~6500k) 기본조명에
인체에 무해한 살균력이 있는 특정 가시광 영역 파장대의 부가 조명을 결합하여
공간 내 모든 제품의 표면에 존재하는 유해균을 살균하는 융복합 조명입니다.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유해균.
이제, 크린엣지 CLEAN EDGE 조명을 켜 두는 것 만으로도,
유해균으로부터 일상 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CLEAN EDGE

Visible Light Spectrum
Sanitary Sterilization office lighting

What is CLEA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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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바이오레즈(violeds)는 미국 NASA 국제우주정거장을 무균상태로 유지할 때 쓰이는 살균 LED 기술입니다.

크린엣지 특화기술을 통해
인체에는 무해하게, 살균효과는 최대로!
크린엣지 특화 영역 기술로, 살균력이 강한 UV계열 파장을
405nm 파장으로 변환하며, 광량을 기술적으로 조절하여
일상 속에서도 무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is CLEA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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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합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62471란?
일상생활을 하는 실내공간에 사용하는 조명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규격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IEC 62471 인체영향도 테스트
exempt 최고 등급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IEC 62471 테스트의 ‘통과’와 ‘최고등급’은 다릅니다.
크린엣지는, 인체에 무해한 exempt 최고등급을 획득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C 62471 등급 규정
exempt

risk 1

risk 2

risk 3

위험 면제 그룹

위험 그룹 1

위험 그룹 2

위험 그룹 3

위험 없음

알림

주의

경고

What is CLEA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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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빛으로만 살균합니다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24시간 내 유해균 살균능력 시험결과,
최대 99.9% 살균력 확인

크린엣지는 정화필터, 화학성분, 살균물질 없이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 영역 빛을 사용하여 99.9% 살균합니다.
정화필터
필터오염으로 인한 2차 오염물질 발생, 화학성분으로 인한 호흡기 자극,
살균물질 사용으로 인한 2차 부산물 발생 걱정이 없습니다.

화학
소독 성분

살균 물질

What is CLEA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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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시즌상품이 아닙니다
정수

공기청정

공간살균

일상 속 필수가전이 된 정수기, 공기청정기처럼
크린엣지는, 생활방역 시대에 맞는 공간살균의 필수가전입니다.
시즌 이슈로 수요가 급증한 일회용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이 사용량이 급변하는 일회성 상품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생활공간이 사계절 내내 필요한 지금, 크린엣지는 안전한 공간을 책임지는 공간살균 필수가전의 시작입니다.

What is CLEA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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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크린엣지는 환기, 필터교체, 소독, 청소 등
번거로운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쉽고 간편합니다.
조명 수명을 최대 50,000시간까지 늘려 장기간 사용 가능하며,
불필요한 전력소모 없이 낮은 전력으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명부, 살균조명부 조명수명 동일

하루
24시간 사용

6년

하루
12시간 사용

12년

하루
8시간 사용

17년

CLEAN EDGE Principle
포피린 (PORPHYRIN)

포피린은 박테리아에 존재하는
405nm 반응 물질입니다.

크린엣지 | CLEAN EDGE
이렇게 살균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405nm 파장 적용,
공간 내 빛이 닿는
모든 곳을 살균합니다.

405nm
세포조사

유해균을 직접 파괴하는
UV(자외선)파장과 달리
박테리아 속 ‘포피린’ 물질이
405nm 파장에 반응하여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인체에 무해한 방식입니다.
출처 : A journal published by johnson Matthey Plc.

크린

엣지 집

중살 균 구 간 (

)
2m

실내 공간 속 공기의 대류현상을 통해 크린엣지 집중살균구간을 통과하여
공기 중, 사람의 옷, 사물표면 등 공간을 전체적으로 케어해 줍니다.
* 크린엣지는 공기청정기 & 냉난방기 등과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CLEAN EDG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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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별 살균방식 비교
구분

일반 살균 조명

UV-C
(100~280nm)

UV-B
(280~315nm)

UV-A
(315~400nm)

직접살균 (DNA파괴)

O

△

X

사용 예

살균/정화/정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포피린 반응 분해

특징

X

X

405nm

X

인체에 유해 (장시간 노출 시 피부암, 백내장 등 유발)
의료/바이오 분야
치료기 및 분석기기

CLEAN EDGE

산업용 경화기,
위폐 감별기, 포충기

O
X

가시광 영역으로
일상 조명 사용가능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살균조명인 UV-C, UV-B, UV-A를 활용한 제품은
인체 조직에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파장으로,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일상 조명이라면, 빠르게 살균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린엣지는 가시광 영역에 존재하는(자연광) 빛의 파장 405nm 광원을 사용하여
일상 속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영향도 無

CLEAN EDGE Product Specification

SIZE (mm)

594

24

T-BAR
매입형

594

620

27

M-BAR
노출형

일반조명

살균조명

일반조명

620

크린엣지[CLEAN EDGE]

Product Spec
모델명

설치구분

소비전력 (W)

색온도 (K)
(살균부제외)

재질/마감

사이즈 (mm)

무게
(kg)

안전인증

제조사 (제조국가)

S-RLP3029-50-C002

T-BAR (매입형)

29.5W(일반조명부) + 28.5W(가시광살균부) (2ch or 1ch)

5,000

PC, Steel, PS, PET, SUS/ White

L594 / W594 / H24

3.5

KC, CE, CB

주식회사 말타니 (대한민국)

S-RLP3029-50-C001

M-BAR (노출형)

29.5W(일반조명부) + 28.5W(가시광살균부) (2ch or 1ch)

5,000

PC, Steel, PS, PET, SUS/ White

L620 / W620 /H27

3.85

KC, CE, CB

주식회사 말타니 (대한민국)

※ 표준 제품 이외의 사이즈 및 색온도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본 사양은 대한민국 기준이며, 국가 별 전원전압 제작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CLEAN EDGE Product Specification
일반조명 + 살균조명

살균조명

크린엣지 | CLEAN EDGE
크린엣지 CLEAN EDGE는 6 ~ 8평의 면적에 최적의 살균공간범위를 제공합니다.
LED조명과 살균등을 동시 또는 선택작동 가능합니다.
실내공간을 이용할 때는 조명과 살균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모두 퇴실하는 야간시간이나 휴일에는
살균등만 점등하여 실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크린엣지 [CLEAN EDGE] 가시광 살균조명 영역

CLEAN EDGE Em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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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크를 확인하세요!
병원

백화점

관공서

운동시설

공항

학교

사무실

음식점

크린엣지는 조명이 사용되는 모든 공간에 설치 가능하며, 유동인구가 많고 다수의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에 적합합니다.
설치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크린엣지 안심마크]를 제공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크린엣지 안심마크를 활용해보세요.

크린엣지 안심마크 제공

CLEAN EDGE Em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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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CLEAN EDGE Development Production Company

주식회사 말타니
친환경, 기술, 디자인을 선도하는 조명 전문 회사
선도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글로벌시장에서 그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 받았으며, 조명업계와 LED 발전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4~1999

품질 경영 (Quality management)
회사 설립 /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 획득 / 수출입허가 획득 및 UL마크 획득

2000~2007

디자인 경영 (Design management)
디자인 어워드 다수 수상 / 지속 가능한 디자인 환경 구축 / 주요 건설사 우수협력사 선정

2008~2019

R&D 혁신 경영 (Strategic management of R&D)
디자인 연구소 설립 / 아산공장 LED조명 제조라인 증축 / 삼성 LED와 MOU체결 / 사명변경

CLEAN EDGE General Sales Corporation

주식회사 샤인엠앤피
Marketing & Promotion 유통 비즈니스 전문 회사
㈜샤인엠앤피는 글로벌시대에 맞춘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광고기획 사업을 시작으로 제휴사들과 다채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국내 수입 총판,
디지털 온오프라인 유통, 컨텐츠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등 단계별 다양한 솔루션 사업 확장을 기반으로
밝고 건강한 삶을 선도할 크린엣지 조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 출입

모바일
컨버전스 마케팅

디지털
온·오프라인 유통

빅데이터 분석

헬스케어
사업 총괄

크린엣지
총괄사업

감사합니다

크린엣지 총괄 사업본부 ㈜샤인엠앤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18 KH타워 4층 | 02-516-5381 | www.cleanedge.co.kr
※ 크린엣지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 2차가공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