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y s te m a t i c d i s i n f e c t i o n(체계적 공기 살균
Baro Air Hygiene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

밀폐된 실내의
공기 위생 개선

Better air hygiene
in closed rooms
공기 살균 plus 청정기능 MADE IN GERMANY

공기 살균 장치 AIRCOM O2

UV-C 살균시스템 AirCom 02 을 이용한 공기위생 보장
공기의 질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생물 오염공기에 의한 감염위험은 폐쇄된 공간 예를
들어, 사무실, 병원대기실, 외래환자 수술실, 요양원,
간호병동과 같은 곳에서 특히 더 높다.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은 공기를 통해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 – 신체적 불편감부터 질병에
이르기까지 - 을 줄 수 있다.
.
UV-C 공기살균 —
가장 자연스러운 살균방식

열악한 공기위생 상태가 질병을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나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데 열악한 공기위생 상태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세균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공기중 미생물
농도가 높은 곳 예를 들면, 병원대기실, 창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사무실, 환기시설이 갖춰지 있지
않은 간호병동, 위생조건이 불충분한 실험실 등 에서는
건강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아울러, 면역 결핍환자, 기존에
알레르기, 천식, 심장질환 백혈병등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미생물로 인한 건강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외 공기살균이 필요로 하는 민감한 장소….
밀폐된 공간, 중환자실.사무실,실험실 ,공기 오염에
민감한 장소 외 기타

UV-C 광은 태양빛의 한 구성요소이며 오랫동안
박테리아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해당 광의
253.7nm 파장의 빛은 미생물의 유전자 구조를 변형시켜
미생물이 치사되도록 만든다. 기타 다른 시스템들과는
달리 UV-C 공기살균 시스템은 공기에 대한 열적처리나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BARO AirCom O2:
효율성을 지닌 UV-C 공기살균
AirCom 02 는 매력적 디자인에다 공간 절약의 효과까지
갖춘 공기살균시스템이며 모든 유형의 실내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단독으로 직립시켜 두거나 벽면에 장착할 수 있다.
미생물 오염 공기는 팬(fan)을 통해 해당시스템으로 유입되며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소 필터에 의한 여과 과정을 거친 후 UVC 램프를 통과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공기는 살균되고
악취가 제거된 후 다시 외부로 배출된다. 미생물 살균율을 최대
99.9%에 이르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 차단식으로 돼 있어 UV-C 광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 에 따르면에
따르면 해당시스템에 의한 공기살균 결과 호흡기 질환의 40%,
점막질환의 30%, 근육통증 질환의 50%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BA.RO 공기 살균기는 일반 공기 살균기에 비해
공기 살균력이 매우 뛰어나다.
독일 BA.RO에서는 정확한 살균 파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 파워 장치를
사용했으며 UV-C 램프 또한 엄격한 품질 규정에
준수하여 지속적 살균 파장이 가능케 제조되었으며
일반 시중에 난립된 UV-C 램프와는 확연히 품질이
다릅니다.

* “The Lancet”, volume 362, pp. 1785 - 1791, 29. 11. 2003 —
고객 요청시 연구 결과 인용문을 언제든 제공해 드립니다. .

Technical description 기술사양
Product no.

제품번호

1,640 mm
(1,730 mm)

Width
폭
(받침대포함 직립상태)

430 mm
(580 mm)

Depth
깊이
(받침대포함 직립상태)

265 mm
(570 mm)

Supply voltage 공급전압

230 V ~ 50 Hz

F 9 마이크로필터

2nd filter stage 2단계 필터

활성탄 필터

Emitter service life 램프사용수명
빛차단장치

130 m3/h — 40 dB (A)
190 m3/h — 41 dB (A)
220 m3/h — 46 dB (A)
4 x 95 Watt
8,000 h

Safety class 안전등급

I

Protection class 보호등급
Radiation chamber material
UV-C 발광구역 구성재료
Housing material 외관구성재료

UV-C emitters
UV-C 램프

530 Watt

1st filter stage 1단계 필터

공기흐름량소음수준
stage 1
stage 2
stage 3
UV-C emitters UV-C 램프 규격

light trap

895495

Height
높이
(받침대포함 직립상태)

Power consumption 소비전력

air exit
공기
배출구

AirCom 02

Weight (with castors)

받침대 포함 중량

IP 20
알루미늄
판금
파우더코팅 처리, RAL 9010
45 kg (48 kg)

Made In Germany
light trap
빛 차단장치

active charcoal filter
fan 팬
첨부도표:

micro-filter

미생물과 UV-C 광을 이용한 살균

마이크로

UV-253.7 nm 파장의 UV-C 광으로

필터

미생물을 90~99.9% 살균 –

air entry
공기 진입구

의학/제약분야 실험 결과

AirCom 02 는 감염을 예방하고 실험 및 연구

AirCom 02 적용 분야

결과의 왜곡을 방지해준다.
공기살균 장치 AirCom 02 는 —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는 곳이든 병원체가 존재하는
곳이든 – 다양한 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세균감염 위험은 사무실, 병원대기실의 경우 매우
높으며 특히 감기가 유행인 철에 더욱 더 그러하다.
AirCom 02는 공기중 미생물 수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공기위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킨다.

외래환자 수술실이나 치과 치료실 역시 세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열려있는 창문 등으로 미생물이
들어와 환자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AirCom02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며 그와
더불어 공기중 세균수 감소를 통해 원하지 않는 악취도
예방할 수 있다.

요양원, 간호실, 병동 등의 경우 면역상태가 취약한 늙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오염된 공기에 특히 민감하게

마생물과 그 유전자, 동식물 등을 다루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의 경우 소속근무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연구나 실험의

반응한다. AirCom 02 가 이러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공기중 세균을 차단시켜야 한다.

미생물

관련 증상

90% 살균

99,9% 살균

mWs / cm2

mWs / cm2

Bacteria 박테리아
Bacillus anthracis

탄저병

4.5

13.7

Salmonella enteritidis

복막내 감염

4.0

12.0

Corynebacterium diphtheriae

디프테리아

3.4

10.0

Legionella pneumophila

폐렴

0.92

2.76

Pseudomonas aeruginosa

상처감염

5.5

16.5

Salmonella typhimurium

장티푸스

8.0

24.0

Staphylococcus aureus

상처감염

2.2 — 4.9

6.6 — 14.8

Streptococcus haemolyticus

성홍열

2.2

6.6

Poliovirus

소아마비

3.2

9.6

Influenza viruses

유행성감기

3.4

10.2

Hepatitis viruses

간염

5.8

17.4

132.0

396.0

50.0

150.0

Viruses 바이러스

Fungi 진균류
Aspergillus niger

알레르기/호흡기감염

Penicillium spec. digitatum/expansum/chrysogenum

알레르기

연구 개발

위생점검

공기살균, 수살균, 표면 살균의 오랜 경험을 지닌 BARO는 자체

BARO의 특별제공 서비스인 위생점검은 귀사 건물 어느 구역이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물학자, 식품 기술자, HVAC

미생물로 오염되었는지 오염이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엔지니어들이 – 고객 및 공급업체들과의 상담을 통해 – 제품 개선 및

밝혀낸다. 점검후에는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통한 특정해법이
권고된다. 위생점검은 귀사 전체 또는 개별구역에 대한 요청이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가능하다.

계획수립 및 협의

안전 – 최우선 사항
당사의 살균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

BARO 의 시스템 적용 전문가들이 귀사와의 협의를 통해 삸균
시스템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귀사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다. 해당 전문가들은 항상 귀사의 편에 서서 실험 테스트
를 통한 현장 측정, 타당성 조사, 살균시스템의 직접 설치 등을
행한다

하고 있다. 당사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마다 철저한 확인, 명확한
지시 및 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애프터서비스
당사의 목표는 귀사가 투자대비 효과를 얻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 당사는 비용절감 및 살균시스템 설치후의 공정최적화를 위한
보다 많은 기회들을 물색중에 있다. 당사제품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BARO 서비스팀이 신속히 파견되어 귀사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설치 및 실행

P
프로젝트협의
훈련 및 교육

D데이터수집

기술적/경제적 컨셉 확립

고객

공정최적화

성능점검

이론적계산

현장및실험실테스트

시스템설계및비용이익분석

Project flow

도면
고객맞춤식 BARO 살균해법의
프로젝트 흐름도

Fax + 49 (0) 21 74 799 - 799

당사의 관심 제품은...
... AirCom 02 UV-C 공기살균 시스템

당사는 BARO 컨설턴트와의 협 의 를 통 해
살균시스템 사용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받기
원한다.
BARO 살균기술에 대한 상세정보

발신자

성명

회사명

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건물지번

현재로서는 당사는 BARO UV-C 살균기술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해당분야 혁신사항에 관한 정보는
제공받기 원한다

우편번호

전화/팩스번호

... 고객맞춤형 살균 해법
전화주십시오

이메일
장소 및 일자,

... BAR0 위생점검®
당사의 위생상황 분석 을 위한 협의를 원합니다
전화주십시오

회사직인 및 서명

Wolfstall 54 — 56…
42799 Leichlingen Germany
Telefon +49 2174 799 -505Fax+49 2174 799799 baero-technology@baero.com www.baero.com
------------------------------------------------------------------------------------------------------------BUSAN OFFICE:KOREA BARO Co.,Ltd
1711 ho, Ace High Tech 21 , 1470, Uh-dong, Haeundae-gu, Busan, Korea(Rep)
TEL:82-51-621-5981 FAX:82-51-621-5984 E-Mail:barolight@korea.com Zip-Code:612-020
SEOUL OFFICE:2F,Nasan B/D,243-4 Yangjae-Dong,Seocho-gu,Seoul Korea(Rep)
www.baerolights.co.kr
www.barouvc.co.kr

Baro Air Hygiene의 모던 제품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
Made In Ger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