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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의 유기농 베이커리로 손꼽히는 Alvarado Street Bakery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 현재 사용하는 세정용 화학물질의 검증
2. 작업자 안전
3.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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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ARADO STREET BAKERY

식품과 작업자를 안전하게

“PathoSans 용액을 사용하면 기존 
화학물질보다 한 달에 약 200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용을 약간 
더 지불해도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작업장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 Michelle Zimmerman, Alvarado Street Bakery의 공장환경 관리책임자

시스템은 베이커리의 화학 물질 창고에 꼭 맞았습니다. 바닥이나 
기존 장비를 뜯어고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Alvarado Street Bakery는 PathoSans의 살균세정제를 
시범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먼저 ATP 면봉 테스트를 상시에 식품 
접촉 표면에 살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경고’ ‘미충족’ 수치가 
약간 감소하고 청소 시간을 하루 15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SSOP를 적용하여 기존 
화학물질의 배수구와 PathoSans 용액의 배수구에서 병원균을 
점검했습니다. 양쪽 모두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효과적인 세정
Alvarado Street Bakery는 고농도의 염소가 함유된 화학물질을 
세척에 사용했는데, 염소 농도가 워낙 강해 화학물질의 유효성을 
검증할 테스트 장비를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독성 
화학물질로 작업자에게 위해가 있을 가능성도 우려해야 했습니다. 

PathoSans 시스템은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무독성이기 때문에 배수와 폐기 처분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도 반가웠습니다. Alvarado Street Bakery
는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athoSans 용액의 미생물 제거 효과와 FDA 요건, 
그리고 유기농 및 코셔 인증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PathoSans팀은 요청을 받자마자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후 Alvarado Street Backery는 PathoSans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PathoSans 

표준위생관리기준만 200가지가 넘는 유기농 코셔(kosher) 
인증 무폐기물 베이커리가 시설 청소 프로그램을 제고합니다

Alvarado Street Bakery의 시설 관리자는 PathoSans 시스템이 소금, 물, 전기만으로 
현장에서 효능이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살균세정제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좀 더 알아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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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안전
PathoSans® 시스템에 작업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스템과 용액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배우기도 
쉬웠습니다. PathoSans 용액이 작업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작업자의 개인보호장비(PPE)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신 보호복, 장갑, 안면보호대, 보호 
안경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앞치마, 장갑, 보안경만 있으면 
됩니다. 작업자들은 독한 화학물질을 다루지 않고 보호장비를 
최소한도로 착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좋아했습니다. 
PathoSans 용액의 이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레시틴 제거가 쉬워져 축적 잔류물이 없어졌습니다. 둘째로 
PathoSans 용액을 사용하자 유리가용염소의 pH와 ppm을 
테스트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비용 절감
마지막으로 Alvarado Street Bakery는 PathoSans 시스템의 
운영비용을 기존 화학물질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자본 지출액이 
없고 월별 용액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PathoSans 용액을 사용하면 기존 화학물질보다 한 
달에 약 200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용을 약간 더 
지불해도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작업장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Alvarado Street Bakery의 공장환경 
관리책임자 Michelle Zimmerman이 말했습니다.

Alvarado Street Bakery

소노마군의 녹색 인증 기업입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이커리는 온갖 
종류의 빵, 베이글, 번, 또띠야로 가득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스프라우트 브레드로, 가정에서부터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에게 
사랑받는 빵집입니다. 종업원 지주회사로서, Alvarado Street Bakery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통곡물, 유기농 재료, 
비GMO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athoSans 시스템

PathoSans 시스템은 특허를 취득한 전기화학적 활성화(ECA)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의 독성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살균세정제를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로 생산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자의 
시설에 설치하면 소금, 물, 전기만으로 바로 필요한 세정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athoSans의 살균세정제는 안구와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며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PathoSans은 스프레이 
기술의 선도 기업인 Spraying Systems®의 산하 기업입니다.

일별 주문형 생산
PathoSans 시스템을 90일 동안 시험해 보고 Alvarado Street 
Bakery는 장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PathoSans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SOP 수정은 일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Alvarado Street Bakery는 PathoSans의 
수산화나트륨 세정제와 차아염소산 소독제를 수요에 맞춰 
매일같이 생산하고 있으며, 베이커리의 거의 모든 것을 
PathoSans 용액으로 세척합니다. PathoSans 시스템은 
Alvarado가 청소 기준을 충족하고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성, 
행복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환경을 보호하려는 
Alvarado의 노력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PathoSans과 상담을 원하시면 부담 없이 언제든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