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urium.kr

Smart Safeguards Gate
살균·항균·청정·집진·탈취 5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으로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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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전 · 핵심가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

착한 기술
따뜻한 기업

임직원이
행복한 기업

퓨리움 만의 차별화된 기술로

기술개발, 지식 재산 등록,

임직원 상호 간 수평적 토대 위에

(초)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진취적이고

신뢰와 배려를 중시하는

각종 위험 으로부터 국민들이

견고한 자세로 고객을 위한

조직문화를 통해 고객 행복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제품 개선을 지속적으로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든다는 사명감

퓨리움 임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간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이 없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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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전 · 핵심가치 / 연혁

연혁

2016

09

㈜퓨리움 설립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

10

벤처기업 인증

2019

03

특허 등록(스마트 안심 방역 게이트)

08

KC 인증 획득

10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상품 선정
ICT융합 품질 인증 획득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ISO 9001:2015 인증 획득

2020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품목 선정

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특허 등록(바람 토출 장치)

0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선정
특허 등록(바람 토출 장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2021

06

2020 대한민국창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10

유럽안전규격(CE) 인증 획득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05

㈜나이스디앤비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T-2)

06

조달청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07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선정
용인 사옥 이전

09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선정

10

ISO 14001:2015 인증 획득
ICT Innovation Award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기업 선정

11

행복한중기경영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수상

12

제2회 조달혁신경진대회 조달청장상 수상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선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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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소개
사이클론 터보 에어샷 ● 자이언트 집진 살균 ● 친환경 UV-A,C 듀얼 살균·항바이러스 ● 항균·탈취

사이클론 터보 에어샷

사이클론터보 에어샷

➊

➋

항공 공학에 응용되는 베르누이 법칙 과 벤추리 법칙 을 이용한
특허 받은 12개의 바람 토출장치가 제품 상단과 좌우에 장착되어
조용하지만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만들어 사람과 물건에 묻어 있는
(초)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➊ 베르누이 법칙 : 비행기 날개 모양의 송풍팬 구조를 활용하여 압력을 낮추고 풍속을 증폭하여 강한 바람을 생성합니다.
➋ 벤츄리 이펙트 : 토출구의 직경을 좁게하여 내부 기압을 감소시켜 더 강한 바람을 생성합니다.
특허 등록 10-2091119. 10-207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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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소개

자이언트 집진 살균

초대형 집진팬
(비산방지 기술적용)

➌

퓨리움의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한 대형 집진팬과 탄소나노튜브+HEPA13 필터 는
좌・우측으로 총 4개가 장착되어 사이클론 터보 에어샷으로 털어진
(초)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➍

➎

강력하게 흡입・집진하여, 청정, 유해가스 제거, 탈취는 물론 살균 과 항바이러스 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배출시킵니다.

➌ HEPA 13 필터 :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 99.9% 제거
➍ 살균 : 대장균, 고쵸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 6종 99.9% 살균
➎ 항바이러스 : Human RS virus(long), Rotavirus(Wa), Human coronavirus(229E) 등 3종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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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UV-A,C 듀얼 살균·항바이러스

UV-A/C

UV-A/C 듀얼 살균 및 항바이러스

UV-A,C 듀얼 LED 살균, 항바이러스 모듈을 12개의 송풍부와
4개의 집진부에 장착하여 공기중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악취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곰팡이와 초파리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➏

➐

(살균 , 항바이러스 테스트 완료)

➏ 살균 : 대장균, 고쵸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 6종 99.9% 살균
➐ 항바이러스 : Human RS virus(long), Rotavirus(Wa), Human coronavirus(229E) 등 3종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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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소개

항균·탈취

의료용 천연 피톤치드 항균 탈취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피톤치드가 자연 친화적으로 휘산되어
실내에서도 천연 산림욕을 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기 중에 휘산된 천연 피톤치드는 탁월한 탈취 기능과 항균 기능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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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에어커튼

사이클론 터보 에어샷

H13 등급 헤파 필터

탄소나노튜브 필터

전자출입명부

UV-A/C

UV-A/C

UV-A 자외선
(바이올렛 블루)

UV-C 자외선

발판소독기

코르게이티드 필터

초대형 집진팬
(비산방지 기술적용)

사이니지

인공지능 IoT 센싱

고성능 공기청정

고효율 저전력 설계

인공지능 열화상 카메라

H13 등급 헤파 필터	260mm X 230mm 크기의 필터가 좌측 2개 우측 2개 장착되어 PM 2.5, 0.3 ㎛ 의 초미세먼지
를 99.9% 제거해 줍니다.

고성능 공기청정	직경 200mm크기의 초대형 집진팬 4개에 13~15등급 헤파 (HEPA) + 탄소나노튜브 필터 4개가
장착되어 초) 미세먼지와 악취 제거 그리고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암모니아, 초산 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담배 연기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에어커튼	사이클론 터보 에어샷으로 만들어 내는 강력한 에어커튼은 초미세먼지와 세균 및 유해물질의 실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내부 공간을 청정하게 유지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외부에 설치된 43인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홍보할 수 있으며 퓨리움의 확장
성을 통해 다양한 조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IoT 센싱	온도 / 습도 / 이산화탄소 / VOC / PM 1.0 수치를 실시간 감시하여 내부 모니터 화면에 표출하
여 사용자에게 실시간 실내 공기질 현황을 보고하며 실내 공기질에 따른 인공지능 동작을 수행합
니다.

고효율 저전력 설계	자동차 전장기술을 적용 저전력 DC 설계로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일반 220V를 사용하여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한달 내내 사용 가능합니다.

친환경 UV-LED 살균

친환경 UV-A, C 듀얼 살균 및 항바이러스 모듈 적용으로 공기중에 부유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킵니다.

강력한 확장성

퓨리움만의 모듈형 설계로 발열카메라, 피플카운터, QR코드 인식기, 발판소독기와 같은 별매품
장착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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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제품 소개 | 시설용

제품 소개
시설용 / 소규모 시설용 ● 특수목적용 ● 워크스루용 ● 실내용

시설용
PURIUM-10000-P / 10000-B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의 (초)미세먼지 및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의 유
입을 원천 차단하고 퓨리움의 방역기술로 피부와 옷에 붙
어있는 오염물질을 집진 및 제거하여 실내공간을 안전하고
청정하게 관리합니다.
BLACK
GRAY
ROSE GOLD

[10000-P]

Total Size(mm)  
1,940(W) Ⅹ 2,400(H) Ⅹ 886(D)
(설치 환경에 따라 비규격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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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용
PURIUM-20000-B / 20010-B
어린이집, 보육시설 , 사무공간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대
상으로 제작된 안심 방역 게이트로 저소음, 저전력 설계
를 통해 소규모 시설에서도 안전하고 청정한 실내환경을
제공합니다.

BLACK
GRAY
ROSE GOLD

[20000-B]

Total Size(mm)
20000-B : 1,770(W) Ⅹ 2,315(H) Ⅹ 844(D)
20010-B : 1,670(W) Ⅹ 2,135(H) Ⅹ 844(D)
(설치 환경에 따라 비규격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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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소규모 시설용 / 특수목적용

특수목적용
PURIUM-30000-P / 30010-P
편리한 확장성으로 방역, 보안 등이 더욱 강조되는 공간 을
위한 특수목적용 제품으로 피톤치드 분무 모듈을 통해 더
욱 높은 항균 및 탈취의 성능을 발휘하고 금속탐지기, 스피
드 게이트 모듈 등은 법원,경찰서, 교정 시설 등과 같은 출
입 통제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 설치하여 보안과 방역
을 한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용도에 따라  확장 모듈을 별도 선택 가능)

BLACK
GRAY
ROSE GOLD

[30000-P] 피톤치드 분무 모듈

[30010-P]

금속탐지기 및 스피드게이트 모듈
(금속탐지기와 스피드게이트만 선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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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루용
PURIUM-50000-P / 50000-B
공항, 기차역, 터미널, 복합 문화시설등 유동인구가 매우 많
은 시설을 타겟으로 집진부와 UV-LED 살균 기능을 더욱
강화 시킨 제품으로 내부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제품을 지
나가는 동안 방역활동을 수행합니다.

BLACK
GRAY
ROSE GOLD

[50000-P]

Total Size(mm)
1,940(W) Ⅹ 2,400(H) Ⅹ 2,6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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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워크스루용 / 실내용

실내용
PURIUM-90000-P
기존의 제품 라인업과 달리 실내용용 제품은 개인 방역 및
청정에 특화된 제품으로 개별 주택(아파트 등) 출입구 또
는 사무실 실내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생활공간으로 진입
하기 전 에어샤워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대기 상태
시 지능형으로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BLACK
GRAY
ROSE GOLD

[90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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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례
공공·공기업·지방자치 단체 산하기관 ● 의료·복지·종교기관 ● 교육·보육기관 ● 기타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병·의원

다중이용시설

학교·학원

공기업
각종 행사

준정부기관

기타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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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례

공공·공기업·
지방자치 단체
산하기관
설치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세청, 한국남동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찰공제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동서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광주 서구청,
강동구청 등

국립재활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서울중구청사

17

서울지방국세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강동구 제2청사

Smart Safe Guards Gate

의료·복지·종교기관
설치사례
적십자 김천 의료원, 적십자 포항 의료원,
적십자 안동 의료원, 적십자 울진군 의료원,
적십자 성남시 의료원, 국립춘천병원,
국립재활원, 조연 이비인후과, 예인 피부과,
강경민 정형외과, 목뉴방 외과의원,
부곡병원, 로하스 참사랑 요양병원,
일산 차병원, 서울 노인복지센터,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등

국립부곡병원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강동구 보건소

18

국립춘천병원

서울 노인 복지센터

강서구 보건소

설치사례

교육·보육기관
설치사례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경운대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덕수중학교,
한양중학교, 문래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부산시 정다운어린이집, 동작구 로야 유치원,
광주 리플 HABA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학교, 고리원자력본부 어린이집 등

KAIST 경영대학

부산시 정다운 어린이집

문래초등학교

부국증권

기타기관
설치사례
KIA 자동차 품평회, 울진 문화예술회관,
드림파크 CC, 이오 컨벡스, 공공구매 촉진대회,
강동 아트센터, 한국 잡월드, 대전 힐스테이트,
레이디스 클래식 제주 핀스크 골프장,
영종도 블루오션, 백석동 모델하우스,
목동 DMC 스타비즈 모델하우스,
광주 상상주택 모델하우스 등

기아자동차 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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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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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내
제품 구매 장점 ● 나라장터 ● 기타

퓨리움 제품 구매 장점

01

조달청 ‘혁신제품제도’ 제1호 제품

02

조달청 혁신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제품·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창업기업제품으로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로 구입 가능

03

05

07

공공기관과 금액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이

04

가능한 유일한 실내 방역 제품

구매기관 기관장 가점 10점 부여

06

2019년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이래 조달청,

08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
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동

혁신제품 구매 시 5년간 감사 면제 및 계약 담당자
면책

혁신제품 우선 구매 및 필수 구매 예산 사용 가능

이용자 혹은 물건등에 묻어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염 물질을 특허기술인 사이클론 터보샷을
이용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제거, 차단함

서발전, 남동발전, KOTRA를 비롯한 공기관에
600대 이상 설치 및 운용되고 있음.

09

실시간으로 실내공기 질을 체크하고, 빠른 시간

10

안에 활류를 일으켜 약1,000평 공간의 공기 청

차아산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을 일절사용하지
않고, 듀얼 UVA,C LED와 의료용 피톤치드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안전하게 공기를 살균

정이 가능함. 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11

경제적인 유지관리비용

12

(월 2만원 정도의 저렴한 전기료)

항바이러스 시험 성적서, 살균 시험 성적서 등
제품 성능 인증에 대한 공인된 시험 성적서가
준비되어 있음

13

위드 코로나 19시 대비 방진 방균 공기청정
향기로 국민 건강증진

20

구매안내

나라장터 조달청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 혜택(수요기관)

혁신 제품 지정 업체(혁신업체)

● 정부 업무 평가반영

● 수의계약대상

혁신제품 지정 제품 구매시 ‘정부 혁신 평가’ 등에 우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5호 ‘사’항

● 적극 조달행정 면책
조달 시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면책(조달 사업법 개정)
- 중대한 과실 :  사적 이해관계/ 중대한 절차상 하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시제품 시범구매)
조달청에 계약 체결 요청(4항), 사용결과 공개(5항)

●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4종에 포함
혁신제품 수의계약 / 벤처나라 물품구매/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매뉴얼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purium.kr)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범구매 제품

창업기업과 공공 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지원

●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특허청이 인정한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등에 우선 구매를 추천하는 사업

● 창업기업 우선구매 제품

창업기업의 판로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8%이상 의무 구매하는
제도

기타
소모품

헤파+탄소나노튜브 집진 필터

프리필터

피톤치드

별매품
발열/열감지 카메라

IP카메라(IR)

실내공기 질 센서

피톤치드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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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녹화기)

발판 소독기

피플카운팅

발판 소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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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움의 활동
행사참여 ● 사회공헌 ● 설치 보도사례

행사참여

[전자신문] 조달청 혁신시제품 ‘퓨리움(PURIUM)’,

[뉴스컬처] 24th BIFAN, 좌석간 거리두기·에어샤워 도입

“조달시장 마중물 삼아 제품 상용화·해외개척”

“방역 철저”

퓨리움이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을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이하 BIFAN) 측

다. 퓨리움(대표 남동규)은 11~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안전제

혁신시제품 국회 특별전시회’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사물인터넷

일 방침을 세웠다. 제24회 BIFAN은 일원화한 상영관(CGV 소풍)에

(IoT) 에어샤워 ‘퓨리움’을 전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 1~4차 경로에 걸쳐 검진 및 방역을 한다. 2차 관문에 설치·운용

조달청과 국회통합과 상생포럼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조달청

하는 퓨리움은 워킹스루 방식으로 ‘스마트안심 방역게이트’를 통해

이 선정한 15개 혁신시제품이 선보였다.

옷에 묻은 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 입장객의 발열 체크 및 소독, QR
코드 문진표 작성 등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회공헌

[서울경제] ‘착한기술’ 강조한 퓨리움,

[서울경제] 퓨리움, KAIST에 ‘스마트 안심

[전자신문] 퓨리움, 중앙대에 ‘스마트 안심

굿네이버스 사업에 후원

방역 게이트’ 2대 기증

방역게이트’ 2대 기증

입구형 대형 공기청정기인 ‘스마트 안심 방

입구형 공기청정기 생산업체 퓨리움은 지난

퓨리움(대표 남호진)은 중앙대학교(총장 박

역게이트’를 생산·판매하는 퓨리움은 17일

11일 카이스트에서 ‘스마트 안심 방역 게이

상규)에 에 ‘스마트 안심 방역게이트’ 2대를

굿네이버스와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펴나가

트’ 기증식을 열고 스마트 안 심방역게이트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증식은 15일 중

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대를 학교에 기증했다고 28 일 밝혔다.

앙대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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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움의 활동

설치 보도사례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안전산업박람회 방문

[연합뉴스] 스마트 안심 방역게이트 지나는 김부겸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석, 남동규 퓨리움 대표로부터 스마트IoT 기술

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인 ‘넥스트라이즈 서울’ (NextRise

을 접목한 첨단 실내공기청정기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개막식에 참석, K방역 모범업체인 퓨리움의 스마트 안심 방
역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스미트 안심 방역게이트 ‘퓨리움’ 설명듣는 민원기 차관

[한국일보] 미세먼지 잡고 공기정화 ‘스마트 안십방역게이트’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

초미세먼지 제거 솔루션 업체인 ‘퓨리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스 A홀에서 열린 ‘2019 사물인터넷진흥주간 개막식’에서 실내 미세

‘2019 혁신시제품 국회 특별전시회’ 에어샤워 커튼 방식의 공기정

먼지 저감 솔루션인 스마트 안심 방역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화 및 탈취 항균, 피톤치드 효과를 시연했다.

[뉴데일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영화제 만든다’

[서울경제] 차병원 산후조리원 뚫은 무명의 中企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제천의 풍광 속에서 영화와 음악, 자

국내 무명의 공기청정기 생산업체인 퓨리움이 자사의 입구형 공기청

연이 수놓는 한여름 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K-방역 대표 브랜

정기 ‘스마트 안심방여게이트’를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산 차병원 산후

드 ㈜퓨리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조리원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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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인증·시험성적서
퓨리움의 기술과 노력

지식재산권

PCT 국제출원증
(에어샤워게이트)

유럽출원서
(에어샤워게이트)

특허증 에어샤워게이트
10-1956143

특허증 바람토출장치
10-2091119

특허증 바람토출장치
10-2078976

특허증 가정용스마트에어샤워_
10-2266161

특허증 사이클론 집진장치
10-1573732

디자인등록증 에어샤워
30-0976486

디자인등록증 에어샤워
30-0982560

디자인등록증 에어샤워
30-1025344

디자인등록증 에어샤워
30-1114579

상표등록증 PURIUM
40-1521242

저작권등록증 퓨리움 제어
C-2020-013828

저작권등록증 퓨리움 동작상태
C-2020-013829

저작권등록증 퓨리움 관리자
C-2020-013893

저작권등록증 퓨리움 미디어 뷰
C-2020-013894

저작권등록증 퓨리음 관리자II
C-2020-020894

저작권등록증_퓨리움관리자2.0
C-2021-0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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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9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14001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증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기업) 지정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지정서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증

벤처기업확인서
(181126_201125)

K-RE100 등록 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디자인연구소 인증서

T-2  기술 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BB0

창업기업 확인서

25

Smart Safe Guards Gate

제품인증

혁신제품지정 인증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선정

우수발명품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KC인증

CE인증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서

KC 적합성 시험(전자파)

ICT적합성 시험

헤파 필터(H13 Grade)

LED 살균기(살균) 시험

LED 살균기(항바이러스)
시험

CE 적합성(전자파)

CE 적합성(광생물학)

CE 적합성(전기안전1)

CE 적합성(전기안전2)

시험 성적서

26

지식재산권·인증·시험 성적서 / 방문안내

방문안내
본사(공장) ● 서울 사무소(영업)

퓨리움 본사

공장

1703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339

퓨리움 서울 사무소

영업

0585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A동 1609~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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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품식별번호 23700917 / 23802152 / 24401366

ppi.g2b.go.kr:8914/portal/main.do

venture.g2b.go.kr:8321/index.jsp

제품 인증

기업 인증

㈜퓨리움
본

사 1703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339

서울사무소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A동 1609~1612호
TEL 02-881-5544     FAX 053-353-9264     EMAIL sales@purium.kr
PUR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