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 Air Hygiene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Air Stream C/UV-C 공기살균적용

BARO AirStream C/UV-C 살균 시스템
UV-C — 가장 자연스러운
살균방식
일찍이 1877년에 영국 과학자인 Downes와
Blount가 UV-C 광의 항균효과를
발견하였다. 오늘날 BARO가 해당 효과를
제품에 실현시키고 있다. 253.7 nm 의
파장을 지닌 UV-C 광은 미생물의
유전자구조를 변형시켜 해당 미생물의
세포를 죽게 만든다. UV-C 광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화학처리나 열처리가
필요없다. UV-C 발광구역은 내부가
석영유리로 특수 코팅돼 있어 특별히 긴
사용수명 및 광출력 감소 최소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중 미생물은 식품오염의
주범이다.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은 공기를 통해
포자를 쉽게 퍼뜨리는데 이것이 매우 큰

99 % 살균 —
100 % 만족

위험을 야기한다. 이 경우 저장실,
요구되는 실내 공기의 수준에 따라 최대

AirStream C 공기조절 모듈은 면적이

숙성실 등 서로다른 구역간 교차오염을
피할 수 없다.

큰 실내의 공기를 살균하는 체계적이고

사용절차

이 같은 성과는 귀사의 위생기준을

갖추고 있는 해당 모듈은 천장아래,

AirStream C 모듈은 강력 팬(fan)이 있어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
규정에 관한 HACCP 개념을

천장내부, 벽면 등에 모두 설치

공기를 빨아들이며 이 공기가 필터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시스템을 통과한 후 UV-C 발광 구역에서

50,000 m3 /의 비율로 공기를 살균할

살균처리된다. 해당 모듈내 통합 설치된 발광

효과적인 해법이다. 필요장치를 모두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실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출차단장치(radiation trap)은 위험을 지닌
UV-C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해당 모듈은

세균운반체로서의 공기
미생물은 식품제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생물이 없이는
살라미, 쿠아라크, 치즈, 베이커리, 기타
수많은 식품들이 존재할 수 없다.

99.9%의 살균 비율 달성이 가능하다.

콤팩트형 구조로 되어 있어 식품제조 시설내에
쉽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

천장에 보이게 매달 수 도 있고 보이지
않게 천장에 매립 할 수도있다.

본 시스템은 팬과 모터 살균 발광실
필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 다른 공조에 의존치 않고
독립적으로 가동되며 공기 순환식
지속적으로 흡기와 배기를 반복하여
룸 내부 공기를 흡입하여 살균해서
내 보내는 완벽한 공기 살균 시스템임.

길이(예.)

300 — 2,000 mm
2,800 mm

높이

300 — 2,000 mm

공급
전압

230 V ~ 50 Hz

UV-C 램프 수

UV-C 램프 규격
보호등급
램프사용수명

수리/
점검스위치

Fan 구역

Filter 구역

UV-C 구역

확인용 창이 결합된
확인용 도어

확인용 도어

확인용 도어
필터 표시장치

최대 80 개
55/60/95W(콤팩트)

식품제조영역

2000 KbE/m3

IP 65
IP 20
8,000 시간

가공 및 포장실

A i rh y g i e n e

150 KbE/m 3

기능 점검

Serial interface
(옵션)

공기중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외
미생물 제거를 위한 AirStream C
모듈 설치
Made In German
장점>제품 수명증가>오염된 공기로인한 작업자 병가 감소>화학적 살균 방식이
아니므로 비용 절감>공기로 인한 2차오염 사고 사전예방>위생 철저(모든 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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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AirStream C

높이

기술사양

광누출차단장치(옵션)

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