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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G I E N
공기 위생

Baro Air Hygiene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

품질에 있어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 정육 산업

공기위생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목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위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육류 및 연관 제품들의 경우 공기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미생물에 의해 오염 및 부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해당 제품들의 품질 유지에 있어 공기위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BA.RO의 살균시스템은 육류
및 연관제품들의 오염 및 부패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대기중 오염된 공기 살균은 시간이
갈수록 매우 중 해지고 있다.)
.
BA.RO 살균시스템의 핵심은 uv-c 발광장치(램프)이며
그 발광 파장은 253.7nm이다. 오존 비 발생이 장점인 해당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박테리아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온 UV-C 광을 발산하여 공기살균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박한 살균방식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당사 베로는 유럽전역에 걸처 특히 육가공(정육) ,낙농업,.

Made In Germany

베이커리,음료수 식품산업에 많은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일반산업에는 화장품,반도체 ,병원,실험실,사무실 기타
공기위생에 민감한 장소에 널리 사용된다.
*화학적 살균방식이 아니므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기중 세균 바이러스를 살균하므로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병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은 수명이 연장된다.
BA.RO 살균시스템 중
하나인 AirWetech S 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
이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다
.

BA.RO AirTube UV-C 살균시스템은 증발 냉각기가
장착된 냉동 보관실 용으로 특별히 고안된것이다.기존
설치된 냉각기 배기 입구에 별도록 장착 공기중 세균을
살균해서 룸으로 배기되도록 만든것임 (방습램프적용)

The BARO AirTube C
BA.RO AirTube C, UV-C 공기살균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면적이 작은 공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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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공구역, 냉동보관실,
포장구역, 숙성실 등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구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공기살균은 특히 육가공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당사는 귀사의 특정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공한다.(사전에 위생을 한단계 높이고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최상급으로 보호한다.)
공기살균 시스템을 선택하면 – 특히, 제품 생산 가공
조리구역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면 !-귀사제품의 품질을
실제적이고도 비용 및 고효율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품 수명연장으로 유효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공기살균의 명확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제품 보관수명의 대폭 증가, 저장 및 물류비 절감
•식품 및 신선도의 장기간 유지를 통해 제품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욕구를 고취 불만해소
•곰팡이 형성 방지 및 화학적 살균이 아닌 관계로
청소관리비용 절감
•HACCP 개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현
•제품 손실감소—이윤증가-공기중 세균으로 인한 작업자
두통과 스트레스해소 및 잦은 병가 감소 생산성 향상..
•식품위생으로 품질을 높이고 사전에
식품사고를 예방한다.

BA.RO 콤팩트형 램프 IP 65
는 제품 가공,조리구역 및
소규모 숙성실에서 매우
뛰어난 살균효과가
달성되도록 해준다.
상기 살균장치는 공기 살균에
민감한 모던 장소 규모가
작은 공간에 매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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