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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니어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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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주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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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클리니어, 마이소장, 스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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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리더들이 클리니어를 믿고 함께해 주십니다



고객분들의 생생한 클리니어 서비스 경험 후기

300평 이상 사무실 이용 고객
문제가 발생해도 걱정 없어요. 
신속한 응대 및 처리, 
사후 보고까지 믿을 수 있어요.

단독 사옥 이용 고객
우리 팀에 총무 한 명이
더 생긴 줄 알았어요. 클리니어 
덕분에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팀원
클리니어에게 공간 관리를 
맡기고, 저는 인사에 더 에너지를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방역 따로, 시설관리 따로하나씩 챙기기 너무 힘드시죠?

방역

인테리어

청소 비품관리

렌탈

보안

시설관리



공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마켓리더들이 선택한 문제 해결사

정기청소 상주관리 방역

화분관리

비품관리 가전렌탈

정기 시설관리 유지보수 피톤치드 작업

간식 종합 인테리어

특수청소



사무실 정기관리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커버하고 관리합니다.
매일 쾌적한 사무 환경 유지

바닥관리

화분관수라운지관리
탕비실/휴게실/OA존

먼지관리

쓰레기 배출

미팅룸관리유리관리 창문 창틀관리



주기별로 꼭 필요한 관리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관리 및 소독 필수

에어컨 청소 카페트 청소

외벽청소&코킹작업
・바닥마감재의 수명연장 및

쾌적함 유지

바닥 왁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 예방, 악취발생 차단
・일반 바닥재와 달리 쓸고, 닦을 수 없어

주기 별 딥클리닝 필수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건물 외관의 찌든 때 관리

*권장주기 연 2회 또는 연 4회 *권장주기 연 2회 또는 연 4회

*권장주기 연 1회 또는 연 2회 *권장주기 연 2회 또는 연 4회



정기적인 에어컨 청소가필요한 이유
에어컨 청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의 냉각탑수에서 흔히 발견되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각탑, 냉온수 시설, 에어컨 필터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레지오넬라증 -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호흡기 감염증

정기관리 방치시
1

2

3

4

5

6

7

8

기침, 재채기 등의 호흡기 질환 유발

에어컨 가동 시 악취나 꿉꿉한 냄새 발생

바람 세기가 약해지거나, 희망 온도와 체감온도 상이

팬 소음이 커지거나 떨림 발생

전년 대비 전력효율 악화

육안으로도 오염 확인

에어컨 가동 시 검은 가루날림

먼지로 인한 과열로 기기고장



에어컨 정기관리시

비용 절감 공기 질 향상 제품 수명 연장

1

2

3

4

5

6

7

먼지 곰팡이균 제거로 역한 냄새 제거와 공기 질 향상

먼지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제거

전기료 절감

냉/난방능력 향상

소음 감소

제품 수명 연장

고장 원인의 사전제거로 인한 AS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 좋아요!

세척 및 가대설치→전용 세정제 도포 및 스팀살균→고압세척→송풍건조

작업과정 권장주기 연 2회 또는 연 4회



카페트/패브릭 특수 클리닝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유발요인 차단

미세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 생활얼룩 제거

공간의 쾌적한 환경 유지

카페트 수명연장

1

2

3

4

작업과정
먼지 및 진드기 흡진 제거→고온 스팀 살균 및 불림 처리→
전용 장비로 세척→진드기, 세균번식 방지 헹굼 처리

권장주기 연 2회 또는 연 4회



바닥 딥클리닝(박리,왁싱,코팅)

바닥 재질에 따라 알맞은 박리&왁싱작업을 통해 오염이 생기는 것을
방지 및 공간전체 쾌적한 분위기 유지

1

2

3

4

바닥마감재의 수명연장 및 쾌적한 외관유지

수월한 데일리케어

업무능률 향상

게스트의 방문시 호감도 상승

작업효과 권장주기 연 2회 또는 연 4회



외벽청소와 코킹작업

1

2

3

4

꽃가루, 대기먼지, 자동차 매연의 찌든 때 관리

건물 누수, 곰팡이 방지

외부의 손상을 막아 건물의 장기적 가치 상승

건물 외관 관리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

외벽 누수 점검→외벽 재질 및 오염도 확인→고압분사 먼지제거→
전용 약품도포→1차 2차 세척→외벽 코킹(실리콘) 진행

작업과정

*코킹작업 - 코킹은 실리콘으로 틈을 메우는 작업으로,
주로 외벽과 샤시 혹은 싱크대 등에 시공

권장주기 연 1회 또는 연 2회



클리니어가 공간 운영의 모든 것을한 번에, 한 눈에 해결해 드립니다

www.thecleanier.comksd_sales@koreaspacedata.com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