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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ÄRO IP 65 UV-C 콤팩트형 조명장치
BÄRO IP 65 UV-C 콤팩트형
조명장치는 먼지 및 수분으로부터의
뛰어난 보호효과를 제공한다.
사용되는 UV-C램프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탁월한 살균효과를
발휘한다 램프로부터 발산되는 253.7
nm 파장의 UV-C 광은 세균수를
감소시키는데 해당수준의 파장은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 등의
미생물을 치사 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저압의 UV-C 램프는 광 출력이
높은 단파장의 UV-C광을 발산하며
오존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편,
조명장치 내부는 석영유리로 특수
코팅돼 있어 광 출력 감소는
최소화하면서 탁월한 사용수명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UV-C 램프는 보호용 Teflon 막으로
코팅돼 있어 램프 파손시 그 파편이 램프
아래 로 낙하하거나 공기중으로 흩어지는
요구르트 충진설비에서의 살균

것을 예방해준다 세라믹 홀더 형태로 된
조명장치 보호용 외피는 튀거나 분사되는
물을 막아줌으로써 IP65의 보호등급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Teflon
코팅은 단열효과도 지니고 있어 저온
조건에서의 램프 사용시 광 출력 감소를
예방해준다.
적용:• 표면살균
- 컨베이어벨트
- 주변설비

공기살균

Technical
description

제품번호

UV-C 콤팩트형
조명장치
세라믹재질의외피
(외부밸러스트)
1 x 60 Watt
892060

길이

571 mm

446 mm

폭

66 mm

66 mm

높이

60 mm

60 mm

공급전압

230 V ~ 50 / 60 Hz (55 W)
120 – 277 V ~ 50 / 60 Hz (95 W)

120 – 277 V ~ 50 / 60 Hz

소비전력

55 Watt / 95 Watt

60 Watt

UV-C 램프규격

55 / 95 Watt,
with Teflon coating

60 Watt,
with Teflon coating

램프사용수명
안전등급

8,000 시간.
I

8,000시간.
I

- 밀봉용 막 및 두껑 표면 등
• 공기살균

A i r

h y g i e n e

Wolfstall 54 – 56 · 42799 Leichlingen
Phone + 49 2174 - 799-505
Fax
+ 49 2174 - 799 799
baero-technology@baero.com
www.baero.com
www.barouvc.co.kr

보호등급

IP 65

IP 65

Phone+82-51-621-5981

중량

0.8 kg

0.8 kg

Fax

+82-51-621-5984

12.06 / 07.06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technical modifications

- 가루반죽 승강장치 표면 등
UV-C 콤팩트형
조명장치
세라믹재질의 외피
(외부밸러스트)
1 x 55 / 95 Watt
892055 / 892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