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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4 스타리아 고급형 구급차

의료기기

AUTOCARE 하이브리드 공기살균기



US4 스타리아 일반형 구급차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

US4 스타리아 일반형 구급차

US4 스타리아 일반형 구급차는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신개념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대형 후방 치료 공간과 다양한 의료 장비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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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부품과 수리 매뉴얼을 1년간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사전에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

- 특장 관련 부품만 A/S 가능합니다.

   칩니다.

내부 사양

이동식 조명, 주들것(고정형), 보조 들것, 구급 상자, IV 후크, 고정형 스탠딩 수납함,

산소통, 환풍기, LED 실내등, 장의자, 하프커버 격벽, 컨트롤러 박스, 소화기

외부 사양

1. 스피커 : 75W, 8Ω

2. 경광등 : 색상 선택이 가능한 전방/후방 경광등

2. 경광등 : 색상 선택이 가능한 전방/후방 경광등

4. * 고객을 위한 맞춤형 구급차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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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광등 포함 높이

1. 주들것 (고정형)

2. 보조 들것

3. 하프 커버 격벽

4. 고정형 스탠딩 약품함 & 산소통

이중 수납함에는 각종 약품들을 보관할 수 있

습니다.

5. 장의자 및 좌석 아래 보관함

두 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앉을 수 있는 공

간이며, 의료 용품은 좌석 아래에 보관이 가

능합니다.

6. 소화기

7. IV 후크

8. 이동식 조명, LED 실내등 그리고 환풍기

9. 컨트롤러 & 마이크

경광등과 마이크는 비상 시 효율적인 통신 수

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종류의 사이렌을 제공

합니다.

10. 구급 상자

5255mm
1995mm

2215mm



US4 스타리아 고급형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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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부품과 수리 매뉴얼을 1년간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사전에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

- 특장 관련 부품만 A/S 가능합니다.

   칩니다.

1.주들것 (고정형)

2.보조 들것

3.풀 커버 격벽

4. 내장형 수납함

다양한 의료용품을 넣을 수 있는 측벽 수납공간

으로 위급상황 때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5. 장의자 및 좌석 아래 보관함

두 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앉을 수 있는 공

간이며, 의료 용품은 좌석 아래에 보관이 가능

합니다.

6. 소화기

7. IV 후크

8. 이동식 조명, 두 개의 LED 실내등, IV 후크 

그리고 환풍기

9. 컨트롤러 & 마이크

경광등과 마이크는 비상 시 효율적인 통신 수

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종류의 사이렌을 제공합

니다.

10. 산소통

* 경광등 포함 높이

어느 상황에서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가능한 :

US4 스타리아 고급형 구급차

US4 스타리아 고급형 구급차는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대처가능한 실용적이고 다양한 

장비들을 제공합니다.

내부 사양

이동식 조명, 내장형 수납함, IV 후크, 플랩형 도어 산소통, 주들것(고정형), 보조 들것, 범

퍼 가드, 환풍기, LED 실내등 두 개,풀커버 격벽, 컨트롤러, 소화기, 장의자, 접이식 시트

외부 사양

1. 스피커 : 75W, 8Ω

2. 경광등 : 색상 선택이 가능한 전방/후방 경광등

2. 경광등 : 색상 선택이 가능한 전방/후방 경광등

4. * 고객을 위한 맞춤형 구급차 마크

5255mm
1995mm

2215mm



외관 특징 내부 비교 (일반형/고급형)

기본형 : 로터리 타입 경광등 (좌측)  / 옵션형 : LED 타입 경광등 (우측) / 색상 : 녹색 또는 적색 (선택 가능)

US4 스타리아 구급차 세부사항



의료기기

패키지 A 패키지 C

패키지 B 패키지 D

   



의료기기 청우테크 (주)

패키지 E

패키지 F

구급차

ISO 9001 ISO 14001 Certificate of De-ISO 15001 Certificate of De-Technology

(중소기업청)

Certificate of De-

H100 냉동 탑차 / 드라이밴 파워게이트 아동보호차량

하이브리드 공기살균기윙바디트랜스 파워게이트

덤프 트럭

장애인용 H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9

2020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US4) 구급차 & 캠핑카 생산2021

ISO 9001 ISO 14001 디자인 등록증ISO 15001 디자인 등록증이노비즈 2019 디자인 등록증
(품질) (환경) (구급차용 보관함)(안전보건) (구급차용 칸막이) (구급차용 보관함)

회사소개

연 혁

주력 특장 차량

특허 인증서

청우테크(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장차 개발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 구급차 제조 : 9,750대 (79개국)

- 기타 특장 차량 제조 : 3,640대 (8개국)

- H100 탑차 제조 : 2,700대 (28개국)

청우테크(주) 설립

수출완성차 컨테이너 SHORING 시작

현대자동차 PIO 네비게이션 장착 협력사 선정

현대자동차 특장차 협력사 선정

오토렉스(주) 설립

현대자동차 커스터마이징 협력사 선정

기아자동차 커스터마이징 협력사 선정

AUTOCARE 하이브리드 공기살균기 개발

영업기간 2008 ~2021

특장작업 차량 총 대수 16,000



AUTOCARE - 하이브리드 공기살균기

<부유 바이러스 저감율> <부유 세균 저감율> 울산 시내버스 시범 설치 서울 시내버스 시범 설치 러시아 시내버스 시범 설치

운전자를 위한 헬스케어

밀폐된 곳 어디에서도 유용한 오토케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검사 결과

AUTOCARE만의 특별한 6-단계 듀얼 시스템

매입형 디자인 :

AUTOCARE는 살균기능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AUTOCARE 버스 시범 설치

팬데믹 시대 COVID-19 이후로 바뀐 우리의 일상에 바이러스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

하며 특히, 대중교통 같이 밀폐된 곳일수록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게 현실입니다. 이를 대비해 제작된 오토케어는 버스 내 실내조명 대신 

설치가능함으로써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신종 바이러스 및 악취와 세균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 할 AUTOCARE는 살균력이 증

명된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모듈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타사 대비 높은 살균력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부유 바이러스 저감율

UVC

UVA
+

광촉매 필터

AUTOCARE
: 90.5%

타사 제품
: ~ 70%

부유 세균 저감율
AUTOCARE

: 97.6%
타사 제품
: ~ 80%

AUTOCARE는 시중에 있는 일반 공기청정기와 같은 물리적인 필터가 아니라 광촉매, UVC 

그리고 UVA LED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필터로 걸러낼 수 없었던 유해물질들을 6단계 

듀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살균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조명 위치에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LED 기능까지 완벽히 구현되었으며,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고 매입 형식을 적용하여 내부와의 조화가 자연스럽습니다.

(구형/신형 버스 모두 설치 가능)

세균의 세포 내 DNA변화로 신진대사 장애

증식능력을 잃어 사멸

바이러스, 세균 뿐만 아니라 악취, 유해가스까지 인체에 무해한 

CO2 + H2O로 분리시켜 살균과 함께 탈취 효과

기존 살균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필터나 음이온 방식의 유해요소 발생되는 점을 완벽하

게 개선하였습니다. 밀폐형 설계 디자인과 LED 타입의 UV를 적용함으로써 UV 노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며 오존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UV 수은램프 또는 플라즈마 방식 사용 시 

오존 발생) 그리고 AUTOCARE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간편한 세척이

가능한 워셔블 필터 방식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여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공기

살균기 오존 발생농도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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