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Circle

청결은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비업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WABCO의 혁신적이고 지능적인 세척 시스템 사용으로 비용과 시간 절감 및
건강과 환경보호를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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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나 재활용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고성능 세척 시스템으로 훌륭하게 작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동차 부품과 공구에 묻은 오일과 그리스와 같은 찌든 때는 모든 정비소에 있어서 커다란
고민거리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WABCO는 심한 오염을
쉽고 안전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세척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WABCO BioCircle

모든 의사들은 깨끗한 도구와 병원환경이 성공적인 치료나 수술의 기본 요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결은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는
데에도 기본 조건입니다. WABCO BioCircle과 함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

사용한 자동차 부품은 오일과 그리스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척이 어렵죠. 이제까지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를 얻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WABCO BioCircle
을 사용한 이후로는 세척이 훨씬 쉽고 빨라졌습니다.
비싼 화학 제품에 비해 비용도 절감되었고 인체
유해성이나 재활용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정비업체를 위한 최고의 성능
사용한 자동차 부품, 공구, 실링 면의 간편하고 빠른 세척
ph 중성 세척액으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일이나 그리스 및
다른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척액에 있는 미생물은 일일 최대 500ml의 오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필터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최고 수준의
세척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인체공학적인 구조로 세척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능형 콘셉트 덕택에 정비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위한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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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오일과 그리스를 지속적인 분해 과정을 통해 세척액의
사용기간이 화학 물질보다 4배 정도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하고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척액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됩니다.
천연 성분만을 사용하였기에 WABCO BioCircle는 사용자의 인체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이나 호흡 문제 또는 어지럼증과 같은 문제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천연 성분으로 인한 손쉬운 재활용: 환경 규제나 환경 피해 문제가 없습니다.

WABCO BioCircle
WABCO BioCircle Starter Set 300 100 007 0로 작업해 보십시오.
BioCircle Starter Set 구성:
• 콤팩트 세척 장치
300 100 008 4
• 5× 20 l 세척액
300 100 009 4
• 2× 500 ml 찌든 때 세정제 CB100
300 100 010 4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당사나 WABCO 파트너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