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 Air Hygiene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제품입니다.Water Disinfection/수 살균

순환식 분무 가습기용/재냉각 설비용 BARO 물(수)살균 시스템

BARO 수살균 시스템은 균의
증식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원리는 해당 시스템의 펌프가
가습기내에서 순환하는 물의 방향을 다르게
바꿈으로써 필터장치와 UV-C 살균시스템을
통과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HVAC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물을
살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세균의
증식을 막을 수가 있다. 이는 HVAC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동안에도 그
내부의 물을 비워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생물
검사의 실시간격을 기존보다 길게 잡을 수
있는 점은 BARO 수살균시스템의 또다른
장점이다.

Made In Germany
HVAC 시스템(난방, 환기, 에어컨
장치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내의 공기는
흔히 순환식 분무 가습기에 의해
가습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탁월한
가습효과를 구축하여 미생물에 의한 위생

UV-C 시스템
기술개요

순환식 분무가습기용 UV-C
수살균 시스템
3 m3Ih

9 m3Ih

폭

210 mm

320 mm

높이

570 mm

1.090 mm

깊이

140 mm

200 mm

제품번호

공급전압

재냉각 설비도 세균의 증식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해당 설비에서
냉각수가 분사되면 그것은 공기
흐름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그런 다음
공기흐름을 따라 사방을 순환하면서
세균의 증식이라는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순환식의 UV-C
살균 시스템(수살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세균의 증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표준형의 UV-C 살균 시스템은
시간당 3m3 이나 9m3의 속도로 냉각수를
재순환시킬 수 있는데 용기에 담긴 물의
부피로 치면 1m3 내지 3m3에 해당한다.
새균은 253.7nm의 파장으로 발산되는 UV
광에 의해 제거된다. 이 때의 파장수준은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 등과 같은 미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파장의 UV-C
광은 저압의 UV-C 램프(emitter)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 광효율이 매우 높다. UV-C
램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는 별도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장치는 UV-C 광의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결함 발생시 출력을
통해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표시하다.
BARO 수살균 시스템은 사전에 완전 조립되어
있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시에는 해당
시스템의 두 파이프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된다. 기존에 사용하는 순환식 분무 가습기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BARO
수살균 시스템이 지닌 아주 커다란 장점이다.
한편, BARO 수살균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차단밸브(shut-off valve)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청소를 가능하게 해준다. 끝으로,
BARO 수살균 시스템과 함께 그 아래쪽에
BARO 공기살균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최적의
위생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제품공급 범위 :
UV-C 수살균 시스템,
순환펌프, 필터, 차단밸브, 파이프

* 본 수 살균 unit 장치는 가습을
시작전 살균을 거처 가습 되도록
된 것이며 뿜어져 나오는 가습에
위생를 위해 살균처리된 가습을
유지 합니다.

230 V ~ 50 Hz

230 V ~ 50 Hz

소비전력
보효용 석영유리 tube
내 UV-C 램프 규격

130 Watt

230 Watt

85 Watt

193 Watt

UV-C 출력

23 Watt

66 Watt

UV-C램프품목번호

368503

3619303

SYS TEM ATIC D I SI N FE CT ION

램프사용수명

8,000 h

8,000 h

400 J/m2

400 J/m2

Headquarter Germany
Wolfstall54 — 56 · 42799 Leichlingen
Phone + 49 2174 - 799-505
Fax
+ 49 2174 - 799 799

UV 발산량
안전등급

I

I

보호등급

IP 65

IP 65

재질
Reactor 중 량

스텐레스강 316L, 전자연마 처리
10 kg

23 kg

재료: 폴리스티렌, 구성부품 : 가동장치(ignitor),
선택스위치(selector switch), 밸러스트, UV 모니터링용 보드

baero-technology@baero.com
www.baero.com
www.barouvc.co.kr
Phone + 82-51-621-5981
Fax
+ 82-51-621-5984
barolight@korea.com

08.07 / 08.07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technical modifications

측면의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기를 가습시키는
이유는 독일의 VDI6022 기준 즉, “배기장치,
공기조절장치, 기타 공기사용 장치 등에
관한 위생 조건” 기준에서 가습기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에를 들어, 순환하는 물과
관련한 위생 조건에서는 총 균체수가
1,000CFU/ml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 검사에는
미생물 균의 수를 세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가습기의
설치 및 사용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 있다
하더라도 가습기내에서 순환하는 물에서는
- 같은 맥락에서 가습기에서 흐르는 공기
속에서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습기 내에서 증식한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은 HVAC 시스템을
통해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감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이는 곧,
가습기내의 순환하는 물속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일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