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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201 PERSONAL AIR CLEANER

GLOSS WHITE MATT BLACK GLOSS RED

FEEL NATURAL AND HAPPY
WITH OCHERTERRA AIR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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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201
Personal Air Cleaner

RED CLAY
Bio-ceramic Filter



RED CLAY AIR CLEANER - Bio-ceramic filter

- Sick House Syndrome (VOCs) prevention

- Ultrafine particles(PM2.5) prevention

- Effective odor removal

- Using USB Power (5V)

OTA-201
Personal

Air Cleaner

The Bio-ceramic filter is produced after purification / drying of Korean red clay 

and activated carbon which contains numerous mineral enzymes and microor-

ganism beneficial to human body. The natural drying method of bio-ceramic 

filter preserves the natural enzymes and microorganisms of yellow ocher and 

thus demonstrates its authenticity.

Furthermore economically efficient for it can be used semi-permanently without 

changing filter.

인체에 유익한 다수의 미네랄과 효소, 미생물을 보유한 대한민국 양질의 황토와 활성탄을 

정제한 후 건조하여 제조됩니다. 바이오 세라믹 필터의 자연건조 제작공법은 황토 본연의 

효소 및 미생물들을 보존하여 천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황토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교체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 또한 우수합니다.

PATENTED TECHNOLOGY

BIO-CERAMIC FILTER02

- 바이오세라믹 필터 적용

- 새집 증후군 (VOCs) 예방

- 초미세먼지(PM2.5) 제거

- 효과적인 악취 제거 (Odor)

- USB 전원 (5V)

ULTRAFINE PARTICLES(PM2.5) ABSORPTION REMOVAL

COMPLETE AIR PURIFICATION EFFECT

실내(1.5평) 이산화탄소(CO2) 농도 18.7% 감소효과

-> need translated sentence

실내(1.5평)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농도 71.0% 감소효과

-> need translate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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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dust

Odor

VOCs

2500ppm → 1080ppm

2500ppb → 602ppb



EASY AND SIMPLE USAGE

PERSONAL AIR CLEANER03

YOU CAN USE IT ANYWHERE 

WITH A USB CONNECTION04

USB POWER (5V)

캡

[Cap]

황토&활성탄 필터

[Redclay & Activated Charcoal]

필터 커버

[Filter Cover]

거름망

[Filter Net]

본체

[Main Body]

오커테라 개인용 공기정화기 OTA-201은 윗부분의 뚜껑을 

위로 잡아당기면 쉽게 필터를 분리할 수 있고, 계란 정도 

크기의 작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느 곳에서도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공기정화기입니다.

OcherTerra's Personal Air Cleaner OTA-201 has an 

upward filter cap, made for easy separation. This 

smart air purifier is echo-friendly, and can be 

furnished anywhere for it has simple design and small 

'egg-like' size. 

상 품 명

모 델 명

색 상

사 이 즈

무 게

정 격 전 압

제 조 사

제 조 국

K C 인 증

품질보증기준

개인용 공기정화기

OTA-201

화이트 / 블랙 / 레드

50 x 50 x 50 (mm)

최소무게 70g / 최소용적 100cc

DC 5V x 0.06A

바이오세라 주식회사

대한민국

BWS-16-EM-0408

구입일로부터 1년

Product Name

Model Name

Color

Size

Weight

Rated Voltage

Manufacturer

Origin of Material

KC certification

QA Standard

Personal Air Cleaner

OTA-201

White / Black / Red

50 X 50 X 50 (mm)

Minimum weight 70g / Minimum volume 100c

DC 5V x 0.06A

BioCerra Inc.

Republic of Korea

BWS-16-EM-0408

1 YEAR from purchase day

오커테라 개인용 공기정화기 OTA-201은 USB 연결

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공부방이나 서재 등 집안에서는 물론 사무실이나 

도서관에서도 휴대하여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OcherTerra's Personal Air Cleaner OTA-201 is a 

usb connectable device that can be used 

anywhere. You can enjoy its simple and easy 

functions within a study, office, and library.  

USB 잭이 통상 본체에서 5mm 정도 간격이 유지

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무리하게 삽입하지 마세요.

The USB connector is normal with 5mm gap
between the device and its shield. Please do not
insert by 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