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UV-C 제 품 들 — UV-C Product Spectrum
BA.RO 공기 살균 모든 시스템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 Made In Germany

먼지와 습기가 많은
실내/냉장실,실험실,
포장실,모든 작업실의
공기살균기/작은/면
적에/사용/공기살균
습한 지역에/적합
Room air disinfection in dusty
and moist rooms

AirCom O2
작은/면적/실내/사무
실/병원,실험실/등에
서의/공기살균이
민감한/장소들에설치
이동식형/벽걸이형
공기살균+청정기능 .
For disinfecting air in offices,
medical areas,
laboratories etc.

AirTube
AirTube S

AirTube C

냉동/냉장저장실,
제품/생산구역등
공기살균시스템

일반저장//제품생

냉동/냉장 저장실,

기존/공기공조장치및
흡기,배기/환기장치에/
설치하는/모듈/기존공
조장치/내부에/통합설
치/결합해서/공기를
살균해서/룸/내부로/
보내는/특수 모듈장치

KitTech
기름기,냄새
새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
Greaseand
smell elimination
system

Kompaktlampe 1P 65

AirStream C

AirStream V

최대 50,000m3 크기의
면적이 큰 실내에서의
공기살균+청정/클린룸/기
존/공조와/무관 독립적으로
흡기/배기/순환식/시스템
(병원/수술실,반도체,실험
실,식품제조,육가공,베이
커리,공기살균에 민감한
장소)

AirCoat
베이커리/식품산업용
컨베이어/벨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환기살균장치

System for integration in circulating-air refrigerated counters

SurTech
컨베이어벨트,가루반죽
승강장치 등의 표면을
살균하는 살균장치

euchtraum-

Kompaktleuchte

UV-C moisture-proof
fixture/Surface,disinfecti
on of conveyor belts,
equipment, dough- rising
surfaces etc.

Counter disinfection unit

Room air disinfection
for cold storage rooms,
and production areas

Surface disinfection of
conveyor belts,
dough-rising surfaces

UV-C compact lamp IP 65

냉동/냉장 살균장치
정육,케익,아이스크림,
식품보관/모든/쇼케이스
내부에 설치하는
살균장치.

냉동저장실,제품
생산구역
등에서의 공기살균

Protective,ventilation,for
conveyor belts in the baking
industry

leuchte

RefrigerateDisinfection-Unit

PCR
Chamber

공기살균

콤팩트형 UV-C 램프
장착.컨베이어벨트,
내부설비,가루반죽
승강장치,밀봉용필름/
막/두껑등의 표면을
살균
Surface disinfection of
conve- yor belts, equipment,
dough- rising surfaces,
sealing films and lids, air
disinfection

회전식 분무 가습기 및 재
냉각/설비에/사용되는
장치/가습을/뿜기전에 본
장치를 설치 (수)살균처리

폴리머라제/연쇄반응을
위한 장치,미생물 실험에
있어 에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품임 챔버
내부에서 분리 작업함

산구역 등에서의

Room air disinfection
for cold storage rooms,

AirStream

BARO
Wasserentkeimungssystem

방습기능을/갖춘 UVC 제품.컨베이어벨트,
내부설치,가루반죽
승강장치등의 표면을
살균

콤팩트형 UV-C 제품.
컨베이어
벨트, 내부설비, 가루반죽
승강장치등의/표면살균,/
공기조절 공조장치 살균
UV-C compact fixture
Surface disinfection of conveyor belts, equipment, doughrising surfaces etc., air disinfection in air conditioning systems

PowerCheck
UV-C 모듈의 측정데이터
및 작동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시하는 장치
To analyse and display
the measuring and
operating data of a
UV-C module

Telefon + 49 (0) 21 74 / 799-799
Telefon+82-51-621-5981
baero-technology@baero.de

www.baero.de
www.barouvc.co.kr
barolight@korea.com

PowerControl
UV-C 램프의 기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System for
monitoring the function
of UV-C e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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