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위생……………………..
BARO 공기 살균 위생 시스템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공기 살 균 시 스 템 ㅡMade In Germany
공기중 세균으로 인한 작업자
잦은 병가율 감소
------------------------------------------------------------원재료 및 베이커리,모든 식품
주변의/오염된/공기로부터/2차/오염예방/공기중
바이러스 세균들에 위한 오염에 민감한 장소
(유효기간연장)제품의 수명증가!

BA.RO 공기 살균시스템-베이커리 및 식품 산업외 기타 산업을 위한 혁신적 해법

부패 및 오염을 초래하는 미생물은 공기를 통해 쉽게 확산된다.
이 점에서 원재료 및 베이커리 및 식품종류 제품의 품질을 유지
하는데 있어 공기 위생이 대단히 중요하다.BA.RO 살균 시스템은
공기위생 관련 문제에서 있어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식품이 아닌 화장품 관련 제품과 2차 오염에
공기로부터 변질될 수 있는 민감한 모든 제품은 살균처리를
거침으로 제품의 수명을 증가 시킨다)

BA.RO 살균시스템의 핵심은 UV-C
발광장치(램프)이며 그 발광 파장은 253.7 nm이다.
해당 시스템은 특별한 장점 중 한 가지는 오존을

원재료 및 베이커리 제품과 모든 식품의 부패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생물은 베이커리 제품 및 모듬 식품류 생산에 유용한 역할(균일한
밀도, 향취 생성 등)을 한다. 하지만 미생물은 베이커리 및 식품

UV-C 기술 —가장 자연스러운 살균방식
케미칼 성분을 사용치 않은 살균방식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제품 손상이나 심지어 부패까지 초래시킬
수 있다.
박테리아와 효모 외에 곰팡이도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베이커리 및

UV-C 광은 태양광의 구성 요소중 하나이다. 오래전부터
UV-C 광에는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UV-C 광이 지닌 253,7nm의 짧은 강력한 살균

모든 식품 제품의 오염은 흔히 굽는 과정을 거친 후 냉각, 절단, 운반,
포장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산 및 저장 과정에서 베이커리 및 식품류는 제품은 공기중에

파장은 미생물의 유전적 변화를 촉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곰팡이 포자에 의해 오염된다. 밀가루, 생산된지 오래된 빵,

미생물이 사라지게 만든다. 기타 유사한 시스템과는 달리

모든 식품 오염상태의 에어컨 등에는 자연적으로 다량의 곰팡이균

BARO 살균 시스템은 열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과정이

포자가 서식하며 이것이 심각한 수준의 공기오염을 초래한다. 특히

필요하지 않다. 화학적처리 살균 과정은 인체에

에어컨의 경우 생산 및 저장 영역 모두에 곰팡이균 포자를

유해하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다.

유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열적 살균은 이로운 물질을 없앨 수 있으므로 그 또한
살균력이 떨어지고 맞지 않다.

곰팡이균 포자는 매우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유색의 곰팡이 층을
형성함으로써 베이커리 및 모든 식품 제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아무리 늦는 경우라도 고객의 식탁에서 그 같은 오염이 발견된다.
이처럼 제품의 부패가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제품의 경화 상태 및
곰팡이 냄새가 동반된다.

*식품제조 과정에 있어 주변 공기 살균은 매우 중요하며 공기중
오염이 될 수 있는 모든 구역은 철저한 위생관리에 최적의 살균
방식을 선택해야 식품 사고를 사전에 차단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들이 존재하며 이로인해 사람은
감기 및 두통을 초래하고 동물 또한 조루독감 인플루엔자,구제역등도
공기로 인한 오염 원인의 일종입니다.

식빵 및 모든 식품 종류의 특히 포장형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극도로 2차
오염에 대한 엄격한 공기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빵의 경우 곰팡이의 변종인
누룩곰팡이와 푸른 곰팡이의 균자가 서식하게 된다. 이들 균자는 대부분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 이에 BA.RO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공기 살균 방식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해당 방식은 특히 제품 가공실과 제품 포장실에 사용하면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그외 공기 살균에 있어 오염에 민감한 장소에 최적임)

공기살균- 베이커리 제품의 품질보증

BARO의 UV-C 살균시스템은 공기중 미생물의 비율을 최대 99.9%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내중 공기를 빨아들여 강력한 UV-C
253.7Nm 파장의 광으로 살균시킨 후 다시 밖으로 내보낸다. 해당 시스템은
완전 히 외부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UV-C 광이 누출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 즉,
특수 유리가 광원을 감싸고 있어서 흔히 구식 장치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유해성 오존의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곧 BA.RO UV-C 살균 시스템을
건강이나 제품에 해를 끼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기중 미생물에 의한 베이커리 제품의 부패 유형
미생물에 의한 부패
유형

90%
증상

주요 관련 미생물

끈적끈적해짐

제품이 기름기와 습기를 머금은 상태로 Bacillus subtilis
바스러짐
Bacillus licheniformis

백화현상 발생

백색 반점 발생

살균 99,9% 살균
mWs / cm2

mWs/cm2
12.0

36.0

60.0
132.0

180.0
396.0

65.0
17.0
17.0
13.0

195.0
51.0
51.0
39.0

111.0

333.0

Monilia variabilis
Saccharomycopsis fibuligera

붉은색으로 변색

표면에 붉은 반점 형성

곰팡이가 핌

표면에 곰팡이 균사체
형성

Candida spp.
Monascus ruber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nidulans
Aspergillus fumigatus
Alternaria alternata
Geotrichum

candidum Mucor

mucedo

Mucor racemodus A
Mucor racemodus B

BA.RO 공 기 살균 시스템- 귀사 제품의 보호…
공기살균으로 — 고객 불만 해소 및 예방

Made In Germany

공기살균을 위해 제품 개발

BARO 살균시스템은 제품의 고품질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BARO는 정기적으로 물에 의한 세척을 필요로 하는 생산

귀사의 명성이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는 고객 불만을 예방할

공간을 위하여 보호등급 IP64(먼지 발생 및 물이 튀기는

수 있다. 고 객 불 만 이 빈 번 히 제 기 될 경 우 그 것 을 감 당 할

상황으로부터의 보호)에 부합하는 UV-C 살균 장치를

수 있는 베이커리 제품 생산업체는 한 군데도 없으며
특히 대형 도매업체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고객불만

개발하였다. 해당 장치의 장점 중 한 가지는 공기 흐름의 양을
증가시킨다는데 있다 – 이로 인해 보다 큰 면적의 실내에도
해당 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기에 따른 결과로는 신뢰상실과 그에 따른 매출의 대폭
감소 등이 유발될 수있다.식품사고 및 고객으로부터

BARO 에서는 UV-C 살균용으로 특수 개발된 모듈을

클레임을 사전에 철저한 위생처리로 불만을

이용하여 공기살균이 기존 공조 또는 설치 계획된 HVAC

예방/해소할수있다.

장치 상부에서 통합설치 곧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권하는 바이다. 해당 모듈은 그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BARO 살균 시스템은 소비자보호법 상의 조건규정, 위생 및
공기관리에 관한 VDI6022 규정내용 등의 준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해당 시스템은 HACCP 개념의 이행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며 IFS 인증 획득에도 긍정직인 역할을 한다.

있도록 실내 크기 및 특정 조건에 맞춰 그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BARO UV-C 살균시스템/베이커리 제품
생산과 관련한 장점/귀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7가지 장점 :
베이커리 제품의 대폭적인 수명 증가
고객 불만의 실질적 감소 식품사고 사전예방
장기간에 걸쳐 제품 신선도 유지 보장

위생기준의 지속적 유지
장기간에 걸쳐 제품의 중량 및 색상 유지

보관 및 물류/관리비용 절감 (화학적 살균방식 아님)
제품 품질의 전반적 향상

연구개발

계획수립 및 협의
BARO 의 시스템 적용 전문가들이 귀사와의 협의를 통해

독일 라인렌트주 Leichlingen 에 소재한 당사 연구 개발 센터

살균시스템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귀사에 대해 적절한

소속 전문 연구원들이 –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

해법을 제시한다. 해당 전문가들은 항상 귀사의 편에 서서

당사 제품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실험 테스트를 통한 현장 측정, 타당성 조사, 살균시스템의
직접 설치 등을 행한다.

안전 - 최 우 선 사 항

애프터 서비스

당사의 살균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당사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마다 철저한 확인,

당사의 목표는 귀사가 투자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명확한 지시 및 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Project consultation(프로젝트 협의) --> Data collection(데이터수집) -->
Theoretical calculations(이론적 계산) -->System design with 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율분석을 통한 시스템 설계)
>Practical test on site or in laboratory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의 실증적
테스트)
>Technical and economical conception (기술적, 경제적 방식에 의한
컨셉 설정)
>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설치 및 관련지도) -->Training and
courses (관련 교육과정 제공)
> Process optimization(공정최적화) ---> Peformance checks (성능점검) -> CUSTOMER (고객)

있다, 이와 관련, 당사는 귀사의 비용절감 및 살균시스템
설치후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보다 위생적인 많은 기회들을
물색 중에 있다. 당 사제 품 의 기 능 에 문 제 가 발 생 하는 경 우
BA.R O 서 비 스 팀 이 신 속 히 파 견 되어 귀 사 에 도 움을 제 공 할
것 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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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BA.RO 위생 점검- 귀사의 성공을 위한 분석
당사 소속 미생물 전문가, 식품 및 HVAC 관련

BA.RO 위생점검 과정은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과정이다.

기술요원들은 신뢰성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는 총체적 위생 점검 또는 개별 단계에서의 위생상태 분석
을 제안하는 바이다.

귀사 제품의 품질 유지를 보장한다.
오염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
위험은 도처에 자리하고 있다 !
빵 및 베이커리 제품의 생산업체는 엄격한 위생 규정
준수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이 항상 미생물에 의한 노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는

1. 원재료 조달
귀사의 원재료 조달 담당 부서는
세균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일단 세균이 유입되고 나면 커
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당사는 세균수 측정과 분류, 화
학적 조사 등을 수행한다.

미생물이 거래공급업체, 사용중인 생산기술, 전반적인
생산조건. 기존 HVAC 시스템, 개인위생 상태, 최종제품
검사과정 등을 통해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점들을 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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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생산업체들이 잘 찾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이 경우 치밀한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아냄으로써 품질 수준 유지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BARO 위생점검:세균의 존재 위치 파악!
당사는 살균 전문업체로서 일상적 살균 과정을 통해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위생 문제를 파악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특징적 해법들을
제시해 왔다: 여기서의 효과적 수단이란 BA.RO 위생점검과정을
의미한다. 당사소속 미생물 전문가, 식품관련 기술요원, HVAC

2. 생산기술
귀사는 최신 생산기술을 적용중
인가 ? 당사는 귀사 생산기술을
당사 표준기술과 비교하고 귀사
제품 생 산 에 사 용 되 는 용 수
의 수질을 검사하며 귀사
생산장치의청결상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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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등이 해당 과정을 통해 귀사의 분석대상 영역의 범위를
좁혀 나간다. 그리고 해당 범위 영역에 존재하는 위생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

위 사실은 문제의 효과적 해법으로서 당사 살균 시스템을
권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생산 조건
당사는 귀사 생산장치의
표면상태를 분석하며 제품
저장 시간을 점검한다..

7. 최종제품 검사
이 단계를 통해 세균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이 단계에서 당사는 세균수 측정
및 분류, 포장재 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귀사 및 귀사고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6. 살균제
귀사의 살균제는 다양한

BA.RO 위생점검의 결과 :
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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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에 대처할 기능을
갖고 있는가? 당사는
귀사 살균제의 효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며 각 세균별
특징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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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위생
개인위생은 논리적 판단의
문제이다: 당사는 식품위생
규정(LMHV) 및
독일엔지니어협회(VDI)지침에
따라 개인별 작업복 상태와
위생 교육 여부를 점검한다

4. 4.HVAC 장치
공기는 세균의 전달 매개체인데 첨단 공기살균 장치는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당사는 해당
장치내 존재하는 세균수, 습도, 공기흐름 상태 등을
조사하며 해당 장치의 VDI 6022 규정준수여부를
파악한다. .

.. BA.RO UV-C 공기 살균시스템
당사는 BA.RO 컨설턴트와의 협의를 통해 살균시스템

발신자

성 명:

사용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기 원한다.
BA.RO 살균 기술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 주기

회사명:

바란다.

현재로선 당사는 UV-C 살균 기술에 관심이 없다.

도시명/ 우편번호:

하지만 해당 분야 혁신사항에 관한 정보는 제공받기를
원한다.
건물 지번:

지역번호: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장소 및 일자

회사 날인 및 서명

Please send by mail or by fax data-sheets to the attention of Mr.Yang or Mr.Ferres.

Wolfstall 54 — 56…
42799 Leichlingen Germany
Telefon +49 2174 799 -505Fax+49 2174 799799 baero-technology@baero.com www.ba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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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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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