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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ub Product

대규모 양계시설

PathoSans® 현장 생산 시스템으로 
월 1,300달러 이상을 절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소로 가는 길
대형 양계시설은 계란 트레이(난좌)와 그 외 장비의 세척소독에 전통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208리터들이 드럼에 담은 농축 
화학물질은 따로 저장소를 확보하고 사용 전에 희석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희석하고 사용하는 작업자에게는 값비싼 
개인보호장비(PPE)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갑갑한 장비를 착용하고 독한 화학물질을 다뤄야 하는 작업자의 사기가 높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토양폐수 오염을 방지하려면 화학물질을 폐기할 때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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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 트레이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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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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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선별대 &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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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창구  

 
선별실

부화기 & 집란기 

PathoSans® PS-EGS6020 
시스템은 보다 안전한 세정용 
화학물질을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바로 생산합니다. 전기, 소금, 
연수만 있으면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세정제와 
차아염소산 소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화학물질에 효능이 
뒤지지 않으면서도 안구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거슬리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개인보호장비가 
없어도 작업이 가능하고 
무독성이기 때문에 배수 및 폐기 
처분도 간편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77번길 145 (우) 21635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더욱 안전해진 청소 및 소독

 
 

 
 
 

 
 

시스템 더 알아보기
 

 
 

 

 

PathoSans과 상담을 원하시면 부담 없이 언제든 문의하세요.
032-821-5633 spray.co.kr

“불편한 개인보호장비(PPE)을 착용하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어 작업자의 
안전과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  양계시설 관리책임자

PathoSans® PS-EGS6020 시스템이 생산하는 안전한 
살균세정제로 장비와 시설을 세척함으로써 양계시설의 
높은 청결 기준을 문제없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로 필요한 만큼 용액을 생산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별도로 취급/보관/폐기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불편한 개인보호장비(PPE)을 착용하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어 작업자의 안전과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양계시설은 화학물질 비용, 폐수처리, PPE, 
작업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여 매월 1,300달러 이상을 
절감합니다.

PathoSans PS-EGS6020 시스템은 전기화학적 
활성화(ECA) 기술을 응용하여 고순도 소금, 물, 
전기만으로 탁월한 효능의 살균세정제를 생산합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크지 않아 사용자 시설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액은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합니다. 자본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액 생산량만큼만 비용을 들이면 됩니다. 
PathoSans은 스프레이 기술의 선도 기업인 Spray-
ing Systems®의 산하 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