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리닝 시공 방법 및 내용 등은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청소 대표브랜드

www.cleancourse.kr

※ 크리닝 시공 방법 및 내용 등은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크린코스 

AD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14
TEL. 1688-6981   FAX. 02-2636-3534   e-mail. cc6980@naver.com
URL. 청소_www.cleancourse.kr / 방역_www.cleancourse.co.kr

상담문의 1688-6981

AFTER CARE SYSTEM
크린코스는 고객사의 위생환경과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업의 가치와 품격을 높혀주는 
One Stop Total Cleaning Care _ CleanCourse

• 시그니쳐타워 -15,000평   • CJ제일제당 - 6,200평   • CJ텔레닉스 - 건물전체

• 삼성디지털프라자 - 본사 및 지점   • 삼성화재해상보험 - 7,000평

• 삼성에버랜드 - 건물전체   • 신라호텔 아티제베이커리 - 23개 지점

• NS홈쇼핑 - 6,000평   • 한국가스공사 - 3,300평

• 쌍용정보통신 - 건물전체   • 누에나루(잠실선착장) - 2,000평 

• 세븐일레븐 - 본사   • 스카이라이프 - 본사   • 롯데카드 - 4,000평

• 미래에셋타워 - 9,000평   • CJ키즈빌 - 부속건물 전체   

• CJ케이블 - 본사    • 삼성에스디에스 - 본사 및 센터   

• 삼성생명콜센터 - 본사, 광주, 부산    • 에스원 - 3,000평 

• 삼성물산 - 서초타워/현장 4개소    • 메가박스 - 10개 지점   

• 기독교시티방송국  - 건물전체    • 기계공제회관 - 건물전체

• 빙그레본사 및 김구제단 - 건물전체    • 바른손 - 본사   

• 서희건설 - 본사 및 지점   • 롯데홈쇼핑 - 2,000평   

• 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 - 1,600평   

• 비씨카드 - 본사 및 전국지점    • 러시앤캐시 - 본사 및 지점

• 푸르덴셜투자증권 - 본사 및 지점    • 한국암웨이 - 1,300평   

• 피씨에이생명보험 - 본사 및 전국지점

• 동화약품 - 본사 및 전국지점  • CJ푸드빌 - 2,200평  

•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 23,000평    

• 김포한누리병원 - 2,500평  • 파인에비뉴타워 - 10,000평  

• 연세에덴요양병원(양천, 송파) - 1,800평

• 국립현충원 - 건물 전체   • 동덕여대 - 3,000평

• 추계예술대학교 - 8,000평   • 웅진코웨이 - 3,600평  

• 교보증권 - 본사 및 전국 60여개 지점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 본사, 인천공장

• 유한킴벌리 - 1,000평    • 튼튼병원  - 본사

• 에스코어 - 본사 및 사택관리

• 산은케피탈 - 본사 및 지점   

• 비비안 남영엘엔에프

• 녹산한마음병원 - 2,900평

• 리젠성형외과 - 리젠타워 및 지점 

• 누리꿈스퀘어타워/비즈니스타워 - 30,000평

• 달튼외국인학교 -  건물 전체 

 • 대화여자대학교 -  건물 전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크리닝 시스템
• 기동출동 서비스

• 직발주 계약을 통한 저렴한 시공비용

• 철저한 After Care System

• 시공 전·후 서류 제공 - 작업계획서 / 시방서 / 작업완료확인서 /
  작업사진 / 영업배상·근재 및 각종 보험서류

크린코스의 경쟁력

• 스팀 카페트 크리닝 고성능의 스팀장비를 이용하여 대형평수의 전체적인 오염을 세척한다.

• 습식 카페트 크리닝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흡출식 청소방식으로 카페트에 발생한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 에어컨 분리세척 공기 순환으로 인해 오염이 진행된 필터를 에어컨 크리닝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 클린룸/전산실 크리닝 청정도가 중요한 크린룸 및 전산실을 전문적인 크리닝을 통해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영업장(매장)크리닝 일일, 분기, 년 크리닝을 통해 품격과 가치를 향상시킨다.

• 사무용가구 크리닝 Ⅱ 책장, 서랍장, 서류장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여 수명을 연장한다. 

• 사무용가구 크리닝 Ⅰ 각종 오염물에 의한 습식세척이 필요한 쇼파, 의자, 파티션 세척을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유지 보수하는 작업.

• 버티컬/블라인드 크리닝 더럽혀지기쉬운 버티컬·블라인드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 바닥왁스 크리닝 바닥재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원바닥재에 보호막을 코팅하여 바닥재의 수명 연장 및 오염을 방지한다.

• 준공 청소 건물 신축 공사와 이사 전·후 하는 청소로 바닥세척 및 광택을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 유리청소, 내벽청소, 화장실청소, 승강기 청소 등이 포함된다.

• 외벽, 간판 크리닝 건물의 미관뿐만 아니라 외벽의 보호 및 보수 손상방지, 누수 방지 등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

• 대리석 연마광택 크리닝 석재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다이아몬드 패드를 사용하여 본래의 천연광택으로 복원하고 보호재를 코팅하여 강한 보호층을 형성시킨다.

• 물탱크(저수조) 청소 마시고 먹는 물의 저장소 물탱크. 그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크린코스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고용보험가입증명원

영업배상증권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위생관리교육수료증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경비업허가증

직접생산확인 증명

통신판매업신고증

소기업확인서

안전교육이수증

등록증 및 증명서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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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품정리 및 청소구역 확보

2. 진공청소
(미세분진 등)

7. 비품 원위치 및 
복귀

8. 작업 종료후 뒷정리 검수

3. 오점제거 및
전처리 작업

6. 항균처리 작업

4. 버핑브러쉬 작업5. 고온스팀 크리닝 작업

고가의 비용으로 설치한 카페트,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용과 
달리 보행시 각종 오염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세균 등은 고객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카페트 청소후의 폐수를 보신다면 정기적인 세척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사무실/영업장의 쾌적한 공간을 위하여 카페트의 
정기적인 관리는 필수 입니다. 정기적인 관리는 카페트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종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제 크린코스에게 맡겨 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분~ 

쾌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크린코스의 스팀크리닝은 고성능의 스팀장비를 이용하여 대형평수의 
전체적인 오염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최적의 시공 방법으로, 뜨거운 증기와 
압력을 사용하여 오염이 심한 카페트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진국형 
크리닝 시공입니다.‘깨끗한 세척’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카페트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과학적이고 건강한 세척을 통해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카페트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관리 개념은 

오염된 후 보다는 오염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카페트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Steam Carpet Cleaning

2. 진공청소
(미세분진 등)

7. 비품 원위치 및 
복귀

3. 오점제거 및
전처리 작업

6. 항균처리 작업

4. 버핑브러쉬 작업

스팀 카페트 크리닝 습식 카페트 크리닝
Wet Carpet Cleaning

5. 카펫세척기를 이용한 
헹굼흡입 작업

1. 비품정리 및 청소구역 확보8. 작업 종료후 뒷정리 검수

작업공정작업공정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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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실내의 미세먼지와 냄새물질, 각종 병원성 세균을 
그대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에어컨의 내부는 각종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과 세균들은 인체의 호흡기로 
들어가 천식, 비염,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을 야기 시킵니다. 
에어컨 크리닝은 에너지 절감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에어컨 분리세척 (시스템/덕트/팬코일/스탠드/벽걸이 등)

Air conditioning separation cleaning

크린룸 및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첨단장비들은 설치시에는 매우 엄격히 
관리되나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한 편입니다. 
크린룸 및 전산실 크리닝은 사람 및 각종 기기를 위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클린룸/전산실 크리닝
Cleanroom/Computer room cleaning 

1. 작업자 사전 교육

2. 작업장 주변정리/
집진기 설치

7. Access Floor 
대전방지 왁스 코팅

8. 작업 검수 및 정리정돈

3. 전산장비 및 Floor외부 
케이블, 각종배관 크리닝
(견적 포함시)

6. Access Floor 건조

2. 보양작업

3. 에어컨 부품 분해 실시

4. 에어컨 내부 및 부품
1차살균 실시

6. 세균억제제 코팅 실시

5. 냉각핀, 필터 2차 살균 세척

9. 실외기 크리닝
(견적 포함시)

10. 실외기 냉매 점검 및 
보충 (견적 포함시)

8. 에어컨 외부 케이스 크리닝

7. 에어컨 부품 조립
4. Access Floor 하부 크리닝

(견적 포함시)

크린코스의 에어컨 크리닝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청정도가 매우 중요한 전문 크리닝은 
전문 업체 크린코스에게 맡겨주세요!

크린룸의 오염을 
완벽히 관리해드립니다.

12. 바닥 및 주변정리

11. 동작점검 및 시운전

1. 기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

5. Access Floor 세척

GAS IN

GAS IN

작업공정작업공정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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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오염물에 의해 청소가 필요한 쇼파, 의자, 파티션을 전문약품 
및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함으로써 수명 연장 및 위생환경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패브릭 의자, 쇼파는 각종 
음식물과 이물질에 의하여 오염이 심해지고 각종 세균이 번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티션 또한 변색 및 찌든 때 등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크리닝을 통해 패브릭 깊숙이 침투해 있는 각종 
오염물과 세균을 제거함과 동시에 처음과 같은 느낌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세균 및 곰팡이 서식 억제, 정전기 방지 
처리, 오염 방지 처리를 병행 시공해 드립니다.

버티컬/블라인드 크리닝
Vertical / venetian blind cleaning 

사무용가구 크리닝Ⅰ(쇼파/의자/파티션) 
Office furniture cleaning (sofa/chair/partition)

버티컬·블라인드는 수거하여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사무실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커튼보다는 
블라인드나 버티컬을 사용하는 곳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계절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커튼과는 달리 
블라인드와 버티컬은 세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장비인 초음파 세척기를 시용하여 세척합니다.

영업장 (매장) 크리닝
Place of business (Burial) cleaning

매장의 이미지는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전문 크리닝 시공으로 쾌적함과 더불어 영업장의 가치를 높이세요.

매일청소(상주청소)/분기청소와 더불어 덕트·환풍기·에어컨·간판·
마루·쇼파·의자·매대 크리닝 등 영업장 크리닝의 모든것

상주크리닝 / 홀 크리닝 / 주방크리닝

에어컨필터크리닝 / 환풍기 크리닝 / 유리크리닝 / 주방덕트크리닝 / 
화장실 크리닝 / 마루, 바닥 세척 크리닝 / 의자, 쇼파 크리닝 등

에어컨 완전분리세척 / 간판, 유리세척
바닥 크리닝 / 의자, 쇼파 크리닝 등

대상 고객사

매일 크리닝

분기 크리닝

연 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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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및 부서이동에 따른 재설치, 
재배치시 또는 연초, 연말 대청소시에 
주로 하며, 선택사항에 따라 가구 외에 
내부, 유리 등의 청소도 실시합니다. 
이사 등의 경우 청소 후 포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별도견적)

저희 크린코스는 쾌적한 
사무환경과 업무능률을 위해 

사무용가구를 포함한 
전문 사무실 크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용가구 크리닝 Ⅱ (책상/서류장/서랍장)

Office furniture  (desk/documents chapter/chiffonnier)

바닥왁스 크리닝
Floor wax cleaning

바닥왁스는 바닥재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원바닥재에 보호막을 
코팅하여 미끄럼방지 및 직접적인 스크러치를 방지하여 바닥재의 
수명 연장 및 오염을 방지하는 작업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와 이사 전·후 하는 청소로 
바닥청소를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 유리청소, 
내벽청소, 화장실청소, 승강기 청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평당 단가로 견적내어 지며 폐기물 처리 및 
세부 집기물 세척은 추가 견적이 발생합니다.

준공 청소
Completion of cleaning

건물 외벽은 단순히 미관뿐만 아니라 외벽의 보호 및 보수 손상방지, 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외관은 건물의 노화 및 이미지를 손상시켜 결국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옵니다. 건물 외벽 크리닝은 노하우를 가지고 철저한 안정장비를 갖추어 
시공하는 전문업체 크린코스에게 맡기세요.

외벽, 간판 크리닝
Outer wall, sign board cleaning

대리석 연마광택 크리닝
Marble polishing glossy cleaning

마시고 먹는 물의 저장소 물탱크. 그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동료가 마시는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 청소 전문가들이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저수조) 크리닝
Water tank cleaning

대리석은 특성상 일상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통행에 따른 마모와 균열 및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게 되어 고유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대리석 크리닝은 대리석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다이아몬드 패드를 사용하여 연마공정을 반복하여 본래의 
천연광택으로 복원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