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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온 시스템 적용 사례: 부화장

문제점:
미국의 한 대형 양계 부화장에서는 일반적인 화학세제를 사용하여 에그 트레이와 기타 장비를
세척 및 소독했습니다. 208L 드럼 통에 들어있는 농축 화학세제를 보관하기 위해 특수한 저장
공간이 필요했고, 사용 전 희석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화학약품을 희석 및 사용하는
작업자들은 고가의 개인용 보호 장비(PPE)를 착용해야 했는데 작업자들은 보호 장비 착용에
따른 불편함과 화학약품에의 노출로 낮은 근로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과 폐수
처리 시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솔루션:

Klarion™ EGS 6020 시스템은 필요 즉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생산합니다.
전기, 소금 및 연수를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수산화나트륨 세척제와 차아염소산 소독제를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로 생산합니다. 이 용액들은 이전에 사용한 독성 화학약품보다 효과적이며,
눈과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용액들은 배수 및 처리하기에 안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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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장은 클라리온 시스템 도입으로
화학약품 비용 등 매달 100만원 이상 절감
결과:

현재 이 부화장은 Klarion™ EGS 6020 시스템에서 생산된 보다 안전한 세척제와 소독제를
이용하여 장비와 시설을 청소하고 있으며, 높은 청결도를 달성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로 현장에서 용액들이 생산되어 화학약품을 특수 처리하거나 저장 또는 배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개인용 보호장비를 더 이상 착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화학적 열상의 위험이
제거되자 작업자 안전과 근로 의욕이 개선되었습니다. 부화장 업체는 화학약품 비용, 폐수 처리,
보호장비 및 근로자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매달 1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세히 보기

Klarion EGS 6020 시스템은 전기-화학 활성화(ECA) 기술을
바탕으로 정제염, 물, 전기를 사용하여 강력한 세척제와 소독제를
생산합니다. 소형 시스템으로 귀하의 설비 내에 설치가 용이하며
생성된 용액들은 즉시 사용 가능한 농도로 현장에서 생산됩니다.
초기 장비 구매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생산된
용액의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렌탈 프로그램 선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