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l

Unit Dimensions (H x D)

Maximum Airflow  

Power Supply

Standard Power Consumption

Blower

Pressure drop (filter)

Pre-Filter 

Main filter

Brush filter motor

Filter replacement 

Dust Collecting Method 

Particle Purify Efficiency 

Ozone emission 

LED lightning 

Standard Operation/ Control 

Service Interval 

Warranty 

DAP-F50

1500 x Ø216 mm

5~10 m³/min (3step)

Single phase, 220-240V, 50-60Hz

< 300W

Axial

>100 mmAq

Pre-filter (mesh screen - washable)

Screw Brush filter (ST, Nylon)

Geared motor screw 

No replacement within 2 years

Automatic water(rain) washable filter

Cyclonic + Electrostatic + Diffusional

80% (one-path)

No ozone emission

Linked with dust concentration

Remote/Local/Group control/KIOSK(option)

1 year

1 year

본사 / R&D 센터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기술실용화센터 105호

공장

15843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신일아이티유토 지식산업센터 3층 310호

(주)디에이피

“미세먼지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기업”

주요 사업분야

-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 미세먼지/비산먼지 인공지능 측정기술 개발

- 야외용 공기정화장치

- DB서버 구축 및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

- 환경챔버/시험장치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운영 솔루션 제공

주요연혁야외용 공기정화장치 상세 사양 Smart
Fine dust
Solution
스마트 미세먼지 솔루션

17.07.27 

17.09.01

17.09.28 

17.1 1 .27 

18.01.04 

18.03.27 

18.04.30 

18.06.01 

18.06.25

 

18.06.25 

18.07.12 

18.08.01 

18.09.20

18.10.25 

18.1 1 .22

19.01.28

19.05.01

19.06.05

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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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 

연구원 벤처 창업 승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식회사 디에이피 법인 설립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정식회원 등록

벤처기업 인증 (기술신용보증기금)

미세먼지 AI기술 실용화 사업선정 (GIST)

인공지능 비산먼지 발생예측 시스템 개발착수 (KLES)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 대상선정 (광주대학교 창업지원단)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지하역사 공조시스템 지능화’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산업선진화사업 ‘버스정류장 스마트 집진모듈 개발’ 선정 및 협약체결 (환경부)

환경부 환경산업선진화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MOU

DAP R&D Center 설립 (주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 창업 기업 선정 (2018-14호)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 최우수상

한국철도공사, ‘철도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저감을 위한 공조시스템 최적화 

및 지능화 용역’ 착수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수행 공로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감사패 수상

㈜디에이피 군포지점(공장) 등록 및 공기정화장치 직접생산증명 자격취득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비산먼지 측정/예측 시스템' 과제 최우수 등급

강남역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기술 체험공간 개소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DAP - 산업수학혁신센터(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업무협약 체결(MOU)

Tel. 031-462-1709     Fax. 031-462-1710     Email. info@dapair.co.kr



        미세먼지 저감기술

야외공간에 적용가능한 집진기술로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집진 방식을 배제하고, 

우천시 필터 손상이 없으며, 교체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 스크류브러쉬 방식.  먼지의 

원심력과 정전기력 및 브라운확산을 활용한 집진방식으로 정화장치 인근 미세먼지 

50% 이상 저감 (단품저감효율 70%이상, PM10 기준)

        필터 세척 기술 

정화장치 상단에 (빗)물을 유도하여 본체내로 흘러내리면서 자연적으로 브러쉬 

세척가능. 내부 벽면 침적 먼지는 회전하는 스크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하부방향 

토출

관련 특허

특허 10-1964903호,  10-1988299

DAP-F50

(option)

· 야외공간 적용 가능한 반영구적 재생 방식(빗물 세척 가능)의 공기정화장치

· 기존 공공시설물에 적용 및 활용 가능, 조명 및 미세먼지 정보 제공

· 운영 방식 : 미세먼지 정보연동 키오스트 제어 및 운영상태 감시체계 포함

· 주요 적용처 : 학교 통학로, 놀이터, 도로변, 공원 등 야외공간 적용

야외용 공기정화장치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서비스 제공 핵심기술 소개

공기 청정 학교 통학로 사례

OUTDOOR
AIR
PURIFIER

폭염 대응 쿨링포그

분무된 물장울 입자가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뺏는 냉각방식으로 야외용 공기 

정화장치와 결합되어 미세먼지가 저감된 시원한 공기 제공

도로 인접 통학로에 

차량 오염물질과 

도로변 비산 먼지 차단

도로변 미세먼지 

집진 및 보행로 

청정공기 제공

폭염 대응기술 연계

학생, 시민에게 

청정공기 제공

깨끗한 공기 제공과 함께 

도로 안전휀스와 

경관조명을 연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

폭염 대응

안심 보행로

폭염 대응 쿨링 포그 및 

축열차단 블록 설치 등을 

통해 폭염 발생 시에도 

쾌적한 환경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미세먼지

정화기술 적용

통학로 오염 및 폭염환경 

측정값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 공유

스마트 통학로

유지보수 간편, 빗물을 

활용한 자동세척이 가능한 

방식 도입 
야외 적용 가능한 

공기정화장치
: 감전위험이 없으며, 잦은 

필터교체가 필요 없는 방식 적용

학교, 현관, 통학로, 놀이터 설치도 및 예상도

Detail

전원

방식 강제유도 Cyclone 방식

정전기 유도 방식

공기유량 풍량   5~10 m³/min
정압  150mmAq 이하

세척 Brush 회전 가동, (빗)물세척 방식

LED 조명 미세먼지 정보 연계

옵션 쿨링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