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TH THE POWER
OF SUNLIGHT
STERILE ENVIRONMENTS WITH UV-C TECHNOLOGYUV-C 기술로 인한 실내 환경 살균



UV-C radiation is part of sunlight. When subjecting micro-
organisms to sunlight, it prevents their multiplication and 
destroys them.

UV-C TECHNOLOGY
CLEAN AND GER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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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spectrum of the STERILSYSTEMS UV-C 

emitters is at 253.7 nm without formation of ozone. The 

high-energy UV-C radiation triggers a photochemical 

reaction. The wavelengths of 253.7 nm are absorbed 

by the cell-nucleic acids and as per amount of radiation, 

lead to inactivation of the bacteria and/or to damaging 

the bacterial and fungal spores up to 99.9%.

At a wave length of 185 nm there is formation of 

ozone from oxygen by ultra-violet light.

253,7 nm

18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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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의 위생적인

UV-C 방사선은 햇빛의 일부입니다. 미생물을 햇빛에 쪼이면, 
미생물의 증식이 방지되고 미생물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장 185nm에서 자외선에 의해 산소로부터 오존이 
생성 됩니다.

Sterilsystems 의 UV-C 방사체는 오존 생성 없는 
파장 253.7nm에서 주요 스펙트럼을 방사합니다. 
고에너지 UV-C 방사선은 광화학 반응을 유도합니
다. 253.7nm의 파장은 세포핵산에 의해 흡수되어 
방사선의 일정량 마다 박테리아를 불활성화시키고, 
박테리아 및 곰팡이의 포자를 99.9% 까지 파괴시
킵니다.



Direct advantages for the user 
from this innovative technology 
of UV sterilisation

The light is emitted via UV-C emitters which for 

a specific use are placed into closed stainless 

steel containers. Water tightness and splinter 

protection are quality features of the UV-C devices 

by  STERILSYSTEMS. Since the mechanism of UV-C 

sterilisation is based on a purely physical process, 

without chemicals, toxic compoundings or formation 

of resistance, there are many possible applications 

for the food industry and –trade, water suppliers, the 

fields of air conditioning/ventilation technology, as 

well as pharmaceutical- and laboratory and as hospital 

technology offering perfect workplace- and production 

hygiene and at the same sustainable quality 

assurance. In addition,  STERILSYSTEMS provides a 

comprehensive product program for air sterilisation, 

surface sterilisation, water purification, odour removal 

and room air drying, thus contributing to a perfect 

hygiene management. 

What is UV-C radiation?

With 100 to 200 nanometers, UV-C light is 

the part of ultraviolet light with the shortest 

waves. With an intact ozone layer, this 

part of the ultraviolet light is filtered from 

the radiation of ultraviolet sunlight before 

reaching the earth’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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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C 빛은 100에서 200 나노미터까지의 최단 
파형으로, 자외선의 일부입니다. 온전한 오존층은 
이 자외선의 일부가 지구 표면에 닿기 전에, 햇빛 
자외방사선으로 부터 걸러냅니다.

UV-C 방사선이란?

UV 살균의 획기적인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

스테인리스 스틸 컨테이너에 담긴 UV-C 방사체를 통해 빛
이 방사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밀성과 스
플린터 보호는 Sterilsystems UV-C 기기들의 고급 특징
입니다. UV-C 살균은 화학 첨가물이나 중독성 화합물, 저
항 형성물 없이, 위생성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채 온
전히 물리적인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식품 산업/무역, 
급수, 냉난방 장치/환풍기술 장치이나 제약, 실험실과 병원 
등에서 응용 가능한 범위가 넓습니다. 이에 더하여, 
Sterilsystems 는 공기 살균, 표면 살균, 물 살균, 냄새 제
거, 실내 공기 건조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제품들을 제
공하여, 완벽한 위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어합니다.



What effect do pathogenic microorganisms have on hard-to-

clean surfaces or in tight channels? There, microorganisms, 

viruses and mould find ideal grounds for their growth. By 

means of UV-C sterilisation, they can be fought successfully. 

Today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devices can no longer be 
done without. They have their solid place in the work environment 
and are established in medical technology and in the food 
industry. 

AIR STERILISATION
HYGIENIC ROOM AI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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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실내 공기 정화

요즈음은 실내에 에어컨 및 통풍기가 필수 조건입니다. 의료 공
학 분야나 식품 산업의 작업 환경에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
니다.

청소하기 어려운 단면이나 좁은 홈통 같은 곳에 병원균
이 존재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곳은 미생
물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
로, 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증식될 수 있습니다. UV-C 
살균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성공적으로 이런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The advantages at a glance

 N Highly effective against bacteria, yeast,  

viruses and mould

 N Free of chemicals or other residue

 N No chemicals, ozone- and residue free

 N Integrable into existing work processes

Clean surrounding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k 
climate

Evident shelf life extension for food products 

and no “Sick-Building-Syndrome” in work 

areas. Less contamination saves money and 

increases profitability. The positive effects 

are evidenced by numerous references. 

STERILSYSTEMS calculates and optimizes 

disinfection components or all the required 

modules for the area of application in 

question. Of course already existing devices 

can be upgraded or centrally operating units 

can b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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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주변 환경은 작업 효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

식품의 유통기한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염의 감소는 자금 지출을 줄
이고 수익을 늘려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여
러 예시와 조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Sterilsystems는 부품들 및 잘 안보이는 설비의 
모듈 등의 살균 효과가 최상으로 나오도록 계산하
고 엔지니어링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사용
하고 있는 기기 그대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
고, 중앙 제어 유닛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박테리아, 이스트, 바이러스 및 곰팡이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다.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존 형성 및 
잔여물도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은 설비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



The air sterilisation device PF512ST1 provides for an 

effective sterilisation of room air when air movement is 

caused e.g. by evaporator fans. Room air flows through 

the sterilisation device and the distributed UV-C dose 

with a wavelength of 253.7 mm ensures elimination of 

microorganisms like germs, viruses, yeast and mould 

spores. At the same time their multiplication is prevented, 

the effectiveness rate is 99.9%.

PF512ST1
AIR STERILISATION DEVICE

Construction

A movable shutter protects people and food products 

from direct radiation. Mounting on the wall or ceiling 

is very simple. High quality stainless steel and a high-

grade surface satisfy the highest demands in hygiene. 

The electronics and the feed lines are integrated in the 

housing and water-protected. 

In the event that an odor neutraliser is required, this 

model can be equipped with the required emitters. Upon 

request we can also deliver the UV-C emitters with a 

splinter shield.

Technical Data

Type PF512ST1

Dimensions L 902 × H 127 × D 88 mm

Material housing Stainless steel

Emitter UV-C-emitter ST1 16.000h high efficiency

Outlet Eur plug

Power 40 W

Voltage 230 V ± 10% 50..60 Hz

Weight 3,1 kg

Mark of conformity CE

Features

 N Simple, straightforward and effective 

especially in refrigeration-, storage- and maturing 

rooms, when these must remain disinfected 

 N Simple maintenance  

Exchange of the UV-C emitter is easily done via a 

screw-in socket 

 N Highly economical and powerful 

16.000 hours of operational life span of the UV-C 

lamps are tantamount to constantly high disinfec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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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살균 장치  PF512ST1은  증발 송풍기에 의
한 공기처럼 공기의 흐름이 규칙적일 때, 공기를 효
과적으로 살균합니다. 외부 공기가 살균 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면, 정확히 253.7nm 파장의 계산된 
UV-C 량이 공기 속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효모와 
곰팡이 포자 등과 같은 미생물들을 제거합니다. 동
시에, 그 미생물들의 생장이99.99% 까지의 효율
로 방지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보호관이 직사광으로 부터 사람과 식
품을 보호합니다. 벽이나 천장에 고정 가능하여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과 매우 높은 표면 품질이 최
상의 위생 기준을 충족 시킵니다. 하우징과 일체화된 
전기 시스템과 원료선은 방수입니다.

STERILSYSTEMS의 모든 유닛과 마찬가지로, 공
기 살균기 PF512-PN도 관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
니다. 

주문에 따라 UV-C 방사체는 스플린터 가드와 함께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냄새 중화기가 필요하다면, 이 모델
과 필요 방사체가 함께 피팅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살균 유닛

구성

기술 데이터 특징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간단한 유지 보수

매우 경제적이고 강력하다

특히 항상 살균되어야 하는 냉장 창고와 숙성실 등에서 
효과적이다.

UV-C 방사체 교체는 소켓 안 나사를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다.

16,000 시간 연속 가능한 UV-C 램프로 높은 레벨의 살
균을 지속적으로 유지 



AR-SYSTEM
AIR- AND SURFACE STERILISATION

These devices were especially developed for the 

disinfection of ambient air and surfaces. Device surfaces 

and work surfaces by the UV-C light get exempted from 

undesired germs, viruses, yeast, and mould spores. 

Ambient air in production- and processing areas can be 

completely sterilised outside of work hours and without 

the presence of personnel.

Technical Data

Type AR400 AR810 AR1200

Dimensions L 490 × H 107 × D 44 mm L 900 × H 107 × D 44 mm L 1290 × H 107 × D 44 mm

Housing Material Stainless steel

Emitter UV-C emitter ST1 16.000h high efficiency

Power 18 W 40 W 61 W

Voltage 230 V ± 10% 50..60 Hz

Outlet Eur plug

Weight 1,7 kg 2,9 kg 4 kg

Mark of conformity CE

Features

 N Simple to mount and easy maintenance 

On the ceiling or a wall, directly above the surface 

to be disinfected. The exchange of the UV-emitter 

is simple with a screw-socket 

 N Economical and strong in performance 

16.000 hours of operational life span of the  

UV-C emitters are tantamount to constantly  

high disinfection efficiency

Construction

High-quality stainless steel and high-grade surface 

satisfy the highest demands in hygiene. The front-end 

electronics, which are specifically adapted to the model, 

are integrated in the housing and water- protected and 

also the feed line is screwed in a water-protected way. 

Upon request we deliver the UV-C emitter also with a 

splinter shield.

Models of the AR-Series are not shielded. Therefore the UV-C safety requirements must be observed meticul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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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표면 살균 

이 기기는 외기와 표면의 살균을 위해 특별히 제작 되었
습니다.  설비의 표면들, 작업 표면들 위의 원치 않은 세
균, 바이러스, 효모와 곰팡이 포자들을 UV-C 라이트로 
없앱니다. 생산 작업장의 공기는 비작업 시간 동안도, 사
람 없이도 완전히 살균 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과 매우 높은 표면 품질이 최상의 
위생 기준을 충족 시킵니다. 모델에 맞춘 앞-뒤 전기부품
들은 방수 케이스로 싸이고, 또 공급 라인도 자연스럽게 
방수 고정 되었습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UV-C 방사체
와 함께 스플린터 보호막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징구성

기술 데이터

간단한 설치와 쉬운 유지 보수

경제적이고 강력한 능력
16,000 시간 수명의 UV-C 방사체로, 높은 수준의 
살균을 끊임없이 지속시킵니다.

천장이든 벽, 살균할 표면 위로 설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UV-C 방사체의 교체는 나사 타입으로, 
별도의 지출과 유지비 없이 매우 쉽습니다.

AR 시리즈 모델들은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UV-C 안전 수칙을 세심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규격

방사체

전압

중량

종류

케이스 소재

성능

콘센트

증명서



E2000 SERIES
AMBIENT AIR STERILISATION DEVICE

The ambient air sterilisation device E2000 series was 

especially developed for dergermination of rooms where 

people are present. It provides efficient disinfection of 

room air in many fields of application and is absolutely 

safe for personnel thanks to its complete shielding. These 

devices are deployed for rooms with difficult conditions 

and a high degree of contamination.

Technical Data

Type E2000-2 E2000-4 E2000-6

Dimensions diameter 300 mm × L 1100 mm

Housing Material Stainless steel V4A

Emitter 2 × UV-C emitter ST1 16,000h high efficiency 4 × UV-C emitter ST1 16,000h high efficiency 6 × UV-C emitter ST1 16,000h high efficiency

Power 80 W 160 W 240 W

Voltage 230 V ± 10% 50..60 Hz

Output Eur Plug

Weight 16,2 kg 16,7 kg 17,2 kg

Mark of conformity CE

Construction

High quality acid- and base resistant stainless steel and 

a high-grade surface will satisfy highest demands in 

hygiene. The especially quiet running ventilators have 

an air capacity up to 900m3/h and do not cause any 

air noises and no irritating draft for the personnel. The 

front-end electronics are integrated in the housing and 

water-protected. 16.000 hours of operational life span 

of the high-quality UV-C emitters are tantamount to 

 constantly high disinfection efficiency. 

Exchanging the UV-C emitter is simple without additional 

effort or expense via a screw socket. This is what makes 

the devices of STERILSYSTEMS so economical. Upon 

request, all UV-C emitters can be equipped with splinter 

shields. The device will be delivered ready for plug-in and 

can be easily mounted from the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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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외기 살균 유닛

외기 살균을 위한 유닛 E2000은 특히 사람들의 출입이 
지속적으로 잦은 장소의 살균을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식품 산업의  여러 부분의 환경공기를- 예를 들어 분리, 
공정, 슬라이싱, 포장실 뿐 아니라 과학 실험실 까지 - 
효과적으로 살균시키고, 보호관 덕분에 작업자들의 안
전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이 기기들은 힘든 환경 조건이
나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내산성과 내염기성의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과 최고
의 표면 품질이 최상의 위생기준을 충족 시킵니다. 특
히 조용히 작동하는 환풍기는 900㎥/h 까지의 공기 용
량으로, 바람 소리를 내지 않고, 작업자들이 불편을 겪
을 만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정기는 방수로 
케이싱과 일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1,6000 시간의 
수명은 끊임없는 고도의 살균 효율을 증명합니다.  

UV-C 방사체는 나사 타입으로,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 
없이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Sterilsystems 제품들은 매우 경제적입니다. 고객님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모든 UV-C 방사체와 함께 스플린
터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기기는 바로 플러그에 꼽아 사
용할 수 있게 준비된 채로 배송되고, 천장에 쉽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구성

기술 데이터 



UV-treatment is not only environment-friendly but also extremely 

economical. In addition to this, minerals, taste, color and smell as 

well as Ph-values are maintained. 

Drinking water becomes more precious the world 
over. Sparing handling of the resources belongs to 
the big future tasks of mankind. Not everywhere 
unobjectionably clean water is know and available. 
Disinfection with ultra violet light, without chemical 
or thermic processes, has many advantages.

WATER PURIFICATION
GERM-FREE DRINKING- AND PROCES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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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 식수와 용수

식수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자원
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은 인류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아무 문제없이 깨끗한 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
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화학 성분의 첨가가 없고 
열로 인한 공정이 필요없는, 자외선 빛을 이용한 살균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UV처리는 친환경적이기만 할 뿐 아니라, 매우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네랄, 맛, 색과 냄새, 또 Ph값 등을 원래 그
대로 지켜줍니다.



Application areas for UV-C 
water purification devices

 N Municipal and private drinking water 

suppliers

 N Food industry

 N Pharmaceutical- and – and cosmetic 

industries

 N Pool-water treatment (reduction of 

chloramine) 

 N Installation of swimming pools and 

garden

 N ponds (containment of biological 

growth) 

Always with lowest operational costs, thus 

highly economical.

Careful handling of the most 
precious resource

Drinking water may not contain any 

pathogens. And when we at STERILSYSTEMS 

talk about disinfection, then we mean a 

reduction of the pathogenic germs in the 

amount of 99.9%, the installations of the 

ASUV, A and and S series are designed 

especially for that. The certified devices of 

the ASUV and and A Series are especially 

suitable for disinfection of drinking water and 

are bio-dosimetically tested and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Austrian and Germa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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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자원을 위한 세심한 관리

식수에도 병원균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Sterilsystems 에서 살균을 이야기 할때는 99.9%
로 병원균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병원균 감소와 식수의 살균을 위해 디자인된 
Sterilsystems 의 기기들은 오스트리아, 독일 기준
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세심한 테스트를 거쳐 인
증 받았습니다.

UV-C 살균 정수 기기의 활용 범위

공공이나 민간 식수 공급지

식품 산업
제약 및 화장품 산업

수영장 물 처리 (클로린 사용의 감소 가능)

정원 및 수영장 설치

연못 (세균 오염 증식)

항상 최저의 운용비만 필요하므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Drinking water and its quality: With AQUASTERA/Aqua 

UVtron, a UV disinfection device was developed which 

provides for chemical-free and reliable disinfection – 

without changing the original water consistency.

The pH-value and minerals, the taste and smell remain 

unchanged! Disinfection of the drinking- and process 

waters results in a reduction of the pathogenic germs as 

proven in water by 99.9%. In order to reach this value, 

AQUASTERA/AquaUV- tron works with a dose of 400 J/

m². It is proven by biodosimetric testing and certified 

according to ÖVGW and DVGW.

Whether drinking water or process water is to be kept 

free of germs, the areas of application are multi-layered, 

but the effect is always the same. Simply completely 

microbiological-free water. Undesired bacterial 

contamination is prevented, valuable minerals are 

preserved as no chemicals are used. Disinfection is done 

without changing the taste and without leaving residue.

Options

 N Temperature monitoring with reject valve PT 100

 N Shut-off valve 

 N Alarm signal transmission via cable or wireless

 N TFT touchscreen with data logger

 N Spectrometer probe for continuous quality 

surveillance

 N Transmission SAC, turbidity FNU, coloring

AQUASTERA
ASUV and A series

UV WATER PURIFICATION LONGLIFE HIGH-POWER

Features

 N Simple installation thanks to a compact design

 N Stainless steel housing, electro-polished V4A

 N Operating pressure up to 12 bar

 N Sampling valve, flame resistant upon entry and exit

 N Emitter monitoring

 N Selective UV-C intensity monitoring in accordance 

with DVGW standards, ÖVGW and Ö standard

 N LCD with display of the abs. UV-C intensity in W/m2 

rel. in %, operating hours and dose in J/m2

 N High-quality hard quartz protection tubes

 N Potential-free reporting contact points for alarm and 

pre-alarm 4-20 mA

 N Contact for remote activation

 N Output for control of a reject valve

 N Long-life high performance emitters, up to 12,000 

hours

 N Non volatile

 N Integrated wall mounting panel

 N Low energy consumption

 N Clear mounting instructions

 N Simple to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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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수명과 높은 출력의 UV 물 정수 살균

식수와 물의 품질: AQUASTERA/Aqua UVtron은 
UV 살균기로 제작되어 일체의 화학 처리 없이 물의 본 
성질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살균 효과를 자랑합니다.

pH값, 미네랄, 맛과 냄새, 이 요소들이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식수와 용수의 살균은 그 물 속의 
병원균을 99.9% 까지 감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최상의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AQUASTERA/Aqua 
UVtron이 400 J/㎡의 선량으로 작동합니다. 이 수치
는 생물 선량측정 검사와 ÖVGW와 DVGW에 따라 검
증 공인된 결과입니다.

식수나 용수가 무균으로 지켜지길 원하든 적용 부위가 
여러 분야로 나뉘어졌든, 그 효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
저 완전한 무균수가 됩니다. 원치 않는 박테리아 오염을 
막아주며,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 필요 미네랄은 지켜집
니다. 맛의 변화나 잔여물이 전혀 없이 살균이 되는 것
입니다.

옵션

리젝트 밸브 PT100으로 온도 모니터링
차단 밸브
유선이나 무선 알람 신호 트랜스미션
데이터 이력 기록 장치 있는 TFT 터치 스크린
지속적인 품질 감시를 위한 분광분석 장치

SAC 트랜스미션, FNU 탁도,

특징

작은 크기의 디자인으로 쉬운 설치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전기 제품 마감재 V4A
12bar 까지의 운용 압력 
샘플링 밸브, 투입, 배출구의 내화성
방사체 모니터링
DVGW, ÖVGW, Ö 기준에 따른 선택적 UV-C 강도 
모니터링
절대 UV-C 강도를 W/㎡로, 상대 UV-C 강도를 %로, 
작동 시간 및 선량을 J/㎡로 LCD 디스플레이 표시
고품질 고강도 석영 보호 튜브

원격 활성화 컨택트
리젝트 밸브 제어를 위한 출력
12,000 시간의 긴 수명 고효율 방사체

안정성
일체 장벽 설치 판넬
낮은 에너지 소비
보기 쉬운 설치 설명서
간단한 조작 

전기 없이 사용 가능한 알람과 전 알람 4-20 mA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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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 Drinking water supply

 N Hospitals and clinics

 N Food Industry

 N Pure and ultrapure water sterilisation

 N Industrial water, processing water

 N Installations for cold- and hot water  

Pharmaceutical and chemical industry 

 N Beverage industry and breweries

 N Swimming pools and whirl pools

DEVICE TYPE DVGW AQUASTERA ASUV27 ASUV46 ASUV90 ASUV180-F ASUV300-F ASUV500-F ASUV750-F ASUV1250-F Unit 

DEVICE TYPE ÖVGW AQUAUVTRON A27 A46 A90 A180-F A300-F A500-F A750F A1250-F Unit 

NOM. FLOW THROUGH AT T10 = 98%

Cold water up to 38 °c 2,8 3,7 10,2 18,9 26,3 53,4 95,3 150 m3/h

Warm water up to 65 °c n.a. 3,5 7,5 10 19 32 50 97 m3/h

POWER INPUT: 55 80 150 230 265 530 1.060 1.590 Watt

UV-C RED DOSE AT 254 NM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J/m2

Emitter nominal capacity  41 65 135 205 238 238 238 238 Watt

UV-C Power Output at  254 nm  14,3 20 43 65 90 90 90 90 Watt

Duration of use approx. 8.7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h

TEMPERATURE RANGE

Water 4 - 38 4 - 65 4 - 65 4 - 65 4 - 65 4 - 65 4 - 65 4 - 65 °C

Operational environment 4 - 45 4 - 45 4 - 45 4 - 45 4 - 45 4 - 45 4 - 45 4 - 45 °C

MAX. OPERATIONAL PRESSURE 10 10 10 10 10 10 10 10 bar

CONNECTIONS WITHOUT SCREW-ON R 1 1/4” AG R 1 1/2” AG R 2” AG DN 65 DN 80 DN 100 DN 125 DN 150

CONNECTIONS INCL. SCREW-ON R 1” AG R 1 1/4” AG R 1 1/2” AG n.A n.A n.A n.A n.A

DIMENSIONS

Inst. width R (without. fi tting) and -depth D 236 × 244 261 × 269 261 × 269 360 × 295 369 × 339 423 × 219 458 × 254 509 × 305 mm

Inst. width R (with fi tting) and -depth T 320 × 244 353 × 269  381 × 269 n.A n.A n.A n.A n.A mm

height to and from L  733 337 734 970 957 931 906 877 mm

Installation height H1 925 533 942 1.198 1.198 1.198 1.198 1.198 mm

Room Height H2 1.775 991 1.810 2.251 2.251 2.251 2.251 2.251 mm

Req. service height 850 458 868 1.053 1.053 1.053 1.053 1.053 mm

Switch Cabinet incl. incl. incl. incl. incl. 400 × 600 × 200 400 × 600 × 200 400 × 800 × 200 mm

Chamber Type       G-4-800 G-5-400 G-5-800 G6-1000-F G-7-1000-F G-9-1000-F  G-10-1000-F  G-12-1000-F

WEIGHT

Radiation chamber 9,1 8,8 11,9 17,8 25,5 38 40 85 kg

Control 2,2 2,4 2,4 3 4,1 12 14 20 kg

PROTECTION TYPE IP 65 IP 65 IP 65 IP 65 IP 65 IP 54 IP 54 IP 54

MATERIAL

Radiation Chamber 1,4404 1,4404 1,4404 1,4404 1,4404 1,4404 1,4404 1,4404

Control Polycar- 
bonate

Polycar- 
bonate

Polycar- 
bonate

Polycar- 
bonate

Polycar- 
bonate

Steel
coated

Steel
coated

Steel
coated

Techn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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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범위
식수 공급
병원 및 클리닉
식품 산업
순수 및 초고순도의 물 살균 정수
산업 용수
제약 산업 및 화학 산업의 냉온수를 
위한 설치
음료 및 맥주 산업
수영장 및 월풀 욕조 

기술 정보



When drinking-, process water and pond- and fishery 

water or bathwater have to be sterilised reliably, then 

the application of “S series“ by STERILSYSTEMS is 

recommended. Simple mode of action in combination 

with uncomplicated handling means a high degree of 

safety in ongoing operations, when it is about killing 

off undesired germs. The UV-C light ensures that all 

valuable minerals remain in the water. The installation 

into existing systems and pressure lines is very easy, the 

device is ready to be plugged in. 

Construction

STERILSYSTEMS manufactures its devices from high 

quality stainless steel with a high-grade surface. So the 

units meet even the highest hygiene requirements.. The 

UV-C emitters with protective tubes are integrated into 

the housing without the possibility of loss of pressure. 

The front-end electronics and control electronics as well 

as display instruments are placed in the switch cabinet. 

The S series is connected with an outside thread. Emitter 

defects are indicated by an operation lamp.

The high performance emitters ensure a very high life 

span at constant power output. Emitter exchange can 

easily be performed by the customer without causing 

additional maintenance cost and no water shut-off is 

required.

S SERIES
WATER PURIFICATION

Single emitter systems 

30S - 40S

Multiple emitter systems 

80S - 10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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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수 살균

식수와 공정 용수, 그리고 수족관이나 목욕수 등 반드
시 믿을 수 있는 정수 과정이 필요한 경우 
Sterilsystems의  S 시리즈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원
치않는 세균들을 99.99% 까지 살균 하면서도 기계의 
조작이 쉽고 안전하게 연속적으로 작동합니다. UV-C 
빛은 모든 가치 있는 미네랄을 수중에 그대로 지켜줍니
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 압력선에 연결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살균 시스템은 언제라도 작동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구성

Sterilsystems 는 고품질의 마감처리로 우수한 스테인
리스 스틸 기기를 제조합니다. 이로 인해 최상의 위생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UV-C 방사체와 보호 튜
브가 하우징 안쪽에 일체 되어있어, 감압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뒤쪽 전기 부품과 전기 조작 장치들 뿐 아니라 디스
플레이 계기들도 모두 배선 캐비넷 안에 들어있습니다.
S 시리즈는 외부 스레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사체
에 문제가 생기면 작동 램프를 통해 알려줍니다.

고성능의 방사체는 연속적인 출력으로도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방사체 교체는 쉽고 간단하여 기술자 없이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지 비
용이 들지 않고, 물을 잠글 필요도 없습니다.

단일 방사체 시스템
30S - 40S

다중 방사체 시스템
80S - 1040S



Technical Data

Type 30S 40S 80S 120S 160S 240S 320S 520S 780S 1040S Unit

Material Stainless Steel AISI 304

Drinking water 
throughput 400J/m2 

T98%

1,2 2,4 4,6 7 9 15 20 33 50 65 m3/h

Emitter life span 9.000 h

Connection 3/4 1 1 1/2 2 2 3 3 3 4 4 Inch 

Power 30 40 80 120 160 240 320 520 780 1040 Watt

Voltage 230 V ± 10% 50..60 Hz Volt

Operational 
Pressure

0,5 - 6 bar

Operational Tempe-
rature

2 - 45 °C

Dimensions H 530 
D 60,3

H 940 
D 60,3

H 1020 
D 114

H 1020 
D 114

H 1030 
D 141

H 1075 
D 219

H 1075 
D 219

H 1075 
D 219

H 1075 
D 273

H 1075 
D 273

mm 
mm

Switch Cabinet 
Measurements

W 200 
H 155  
D 80

W 200 
H 155  
D 80

W 320 
H 240  
D 135

W 320 
H 240  
D 135

W 300 
H 400  
D 165

W 400 
H 500  
D 175

W 400 
H 500  
D 175

W 400 
H 500  
D 175

W 700 
H 500  
D 245

W 845 
H 500  
D 240

mm 
mm 
mm

Weight 3,5 5 12 13 15 32 32,5 33 45 52 kg

Features

 N Simple Mounting 

The water disinfection devices from the S series 

by STERILSYSTEMS can easily be integrated into 

existing pressure lines with in a few simple steps.

 N Purely physical disinfection 

The disinfection process does not change the taste, 

does not cause interruptions and does not leave 

any residue as the process is purely physical and 

does not require any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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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간단한 설치
Sterilsystems 의 S 시리즈 물 살균 기기는 몇가지 
단계만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압라인에 쉽게 통
합 시킬 수 있다.

온전히 물리적인 살균
살균 과정은 어떠한 화학적 첨가물 없이 온전히 물리
적이므로, 맛의 변화나 물의 중단, 잔여물이 전혀 없
다.

기술적 데이터



When water must be kept free of germs in air-cleaning 

devices, cooling towers, water wells, tanks, humidifiers 

or ponds, we recommend the use of diving emitters by 

STERILSYSTEMS. With these emitters the water will be 

subjected to a high dose of UV-C, the undesired germs 

will be killed and the growth of algae prevented. 

TL/TS SYSTEM
DIVING EMITTER

Construction

The housing is made of stainless steel and is absolutely 

waterproof. The high-grade surface meets highest 

demands in hygiene. The protective tube is sealed in 

the housing and bolted. Included in the delivery are the 

front-ende electronics which are specifically adapted to 

the emitter and are placed in the front-end electronics 

box. In this way, quick access or functional control is 

ensured. The fuse protection by a GFCI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is necessary.

Technical Data

Type 300 400 810

Dimensions Dia. 30mm × L 349 mm Dia. 30mm × L 449 mm Dia. 30mm × L 849 mm

Housing Material Stainless steel V4A

Emitter High-efficiency UV-C emitter 12,000h

Power with Hg 13 W 18 W 40 W

Power with Amalgam 55 W 110 W

Voltage 230 V ± 10% 50..60 Hz

Connecting Cable 3 m with buckle protection

Weight 1,3 kg 1,5 kg 1,7 kg

Mark of conformity CE

Features

 N High life span 

The life span of the high performance emitters  

is 12,000 hours – quality you can rely on. 

 N Variable cable length 

The cable between lamp and ballast can  

be extended to 6 or 10 m upon request. 

 N Easy mounting and maintenance 

in existing water pools with the help of an inserted 

stainless steel plate or directly to the vessel. Emitter 

exchange can easily be performed by the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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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방사체

공기 청정기, 냉각타워, 수조, 탱크 및 가습기나 연못 
등 물이 세균없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경우에 
Sterilsystems 의 잠수 방사체를 추천합니다. 이 방
사체로 물에 높은 방사량의 UV-C를 쪼여서 원치 않
은 세균을 제거하고 해조류의 생장을 방지 합니다. 

구성 특징

기술 데이터

이 제품의 하우징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완
벽히 방수가 됩니다. 우수한 표면의 품질이 최상의 위
생을 충족시킵니다. 보호 튜브는 하우징 안에 넣어져 
나사로 밀봉됩니다. 특별히 이 방사체에 맞춘 프론트
엔드 전기 부품은 프론트엔드 전기 부품 박스에 넣어
져 배송됩니다. 이 방식은 신속한 접근과 실용적 제어
를 보장해 줍니다. GFCI 접지 사고 서킷 차단기의 설
치로 퓨즈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긴 수명

고성능 방사체의 수명은 12,000 시간으로, 믿음직한 
품질 보장

다양한 케이블 길이

램프와 안정기 사이의 케이블 길이는 주문에 따라 6
미터나 10미터까지 연장 가능

쉬운 설치와 유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수조에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삽
입하거나 직접 수로에 연결함으로써 쉬운 설치 가능. 
방사체 교체는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음 

이 제품의 하우징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완벽
히 방수가 됩니다. 우수한 표면의 품질이 최상의 위생
을 충족시킵니다. 보호 튜브는 하우징 안에 넣어져 나
사로 밀봉됩니다. 특별히 이 방사체에 맞춘 프론트엔
드 전기 부품은 프론트엔드 전기 부품 박스에 넣어져 
배송됩니다. 이 방식은 신속한 접근과 실용적 제어를 
보장해 줍니다. GFCI 접지 사고 서킷 차단기의 설치
로 퓨즈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잠수형 방사체



UV-C-disinfection products by STERILSYSTEMS ensure 

hygienically clean production and should contribute to 

quality assurance in every food processing operation.

UV-C sterilisation devices by STERILSYSTEMS help enormously to 
provide for a hygienically perfect production and have meanwhile 
become standard in food processing operations. Individually 
designed and dimensioned, they inactivate microorganisms up 
to 99.9% and directly prevent their multiplication. When correctly 
applied, STERILSYSTEMS disinfection devices are safe for personnel. 
The UV-C disinfection devices play a decisive role in the chain of 
hygiene. Completely without chemicals, on a purely physical basis.

SURFACE 
STERILISATION

GERM-FREE WORK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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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 작업 표면

Sterilsystems 의 UV-C 살균기는 위생적으로 완벽한 생산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또 이는 식품 산업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각각 개별
적으로 치수를 재고, 그에 따라 디자인되어, 미생물을 99.9%까지 비활성화 
시키고 미생물들의 생장을 직접적으로 방지합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설치가 
되면, Sterilsystems 의 살균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UV-C 살균기는 전체 위
생 상태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학물질 전혀 없이, 완전히 물리
적인 방법으로 살균합니다.

Sterilsystems 의 UV-C 살균 기기들은 생산 제
품들의 위생을 확실히 보장하여, 모든 식품 공정에
서의 식품 품질 향상을 보증합니다.



Clean surfaces for areas 
where you cannot afford to 
make mistakes.

Especially in the area of meat processing 

and sausage production, when “slicing” and 

in the production of convenience products 

or in cutting operations which process fruit 

and vegetables and produce “fresh cut 

products”, surfaces of the products cut are 

subject to forming germs by microorganisms. 

These can be mould spores, bacteria or 

viruses which e.g. can be transported in 

room air, conveyor belts and crates or by 

contact with packing materials.

Advantages at a glance

 N Highly effective against bacteria, yeast, 

viruses and mould

 N Free of chemicals or residue

 N No chemistry, ozone and free of residue

 N Integrable into existing work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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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큰 
부분을 위한 위생적인 표면

특히 육가공 및 소세지 생산 라인에서, 슬라
이싱 및 인스턴트 식품 가공이나 과일과 채소
를 자르는 공정에서, 식품의 잘린 단면은 미
생물로 인한 세균의 번식이 쉽습니다. 주로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이 공기
를 타고 내부로 들어오거나, 컨베이어 벨트 
및 상자나 포장재와의 접촉으로 번식이 시작
됩니다. 

한눈에 보이는 장점
박테리아, 이스트, 바이러스 및 곰팡이에 제거
에 매우 효과적
화학 성분이나 오존, 잔여물이 전혀 없음

기존의 공정에 쉽게 통합될 수 있음



FB SYSTEM
UV-C CONVEYOR BELT STERILISATION

The FB SYSTEM was especially 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disinfection of conveyor- and carving belts. Already 

half an hour after cleaning, the number of germs can 

increase by millions on conveyor- and carving belts and 

contaminate subsequent products there. The FB-SYSTEM 

kills undesirable microorganisms reliably up to 99.9% by 

UV-C radiation and prevents their multiplication. 

Technical Data

Type FB2 - 2 UV-C emitter 12,000h high efficiency 200 300 400 500 600 810 1000 1200

Power FB2 in W 26 36 46 58 80 100 122

Weight FB2 5,6 10,6 11,6 12,4 14,9 17,4 21

Type FB4 - 4 UV-C-emitter 12,000h high efficiency 200 300 400 500 600 810 1000 1200

Power FB4 in W 48 72 92 116 160 200 244

Weight FB4 6,1 11,0 12,7 14,2 16,4 18,3 21,9

Belt width in mm 235 335 435 535 635 845 1035 1235

Housing Material Stainless Steel

Voltage 230 V ± 10% 50..60 Hz

Mark of conformity CE

Construction

The UV-C emitters are integrated into the housing and 

waterproof, also the front-end electronics is placed in a 

switch cabinet and water-protected. The performance 

and dimensions of the device are adapted to the 

speed and width of the conveyor belt. The FB SYSTEM 

is equipped with a splinter shield. The waterproof 

construction ensures that no disassembly is necessary 

during wet cleansing. 

Features

 N Safe for humans 

by total shielding of the UV-C light, the device can 

be deployed safely directly at the work place of 

personnel. 

 N Simple wet cleansing  

For cleansing, the device can be folded down, the 

UV-emitters shut automatically off, simply lather and 

rins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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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 System은 특히 컨베이어 벨트와 그 위 절단장치의 
살균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 개발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밸트와 자동 절단 장치가 공정 과정에서 비롯되는 오염
으로, 세척 후 30분이면 세균이 100만 배까지 증식될 
수 있습니다. FB System은 UV-C 방사로 원치 않는 
미생물을 확실하게 99.9%까지 멸균하고 그들의 증식
을 방지합니다.

UV-C 컨베이어 벨트 살균

구성

UV-C 방사체는 하우징과 일체형으로 방수되고, 전단 
전자 기재들 또한 배전 캐비넷에 위치하여 물로부터 보
호됩니다. 기기의 성능과 치수는 켄베이어 벨트의 속도
와 넓이에 맞춰 제작됩니다. FB System은 스플린터 
보호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기는 방수로 제작되어, 
물로 세척할 때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징

사람에게 무해함

간단한 물 세척

UV-C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사람있는 작업장 어떤 곳
에도 안전히 배치 가능

세척 시에는, 기기를 접으면 UV 방사체가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비누 거품 칠하여 씻어
내기만 하면 된다.

기술 데이터



The flow-through disinfection device serves the 

elimination of undesired microorganisms on surfaces. 

The surface gets disinfected dry, without chemicals 

or the effect of heat. The products 

or packaging are placed 

on the conveyor belt and 

driven through the UV-C 

disinfection unit. The desired 

capacity can be provided as 

per requirement. 

DE500/810/1500
UV–FLOW DISINFECTION

Construction

High quality stainless, acid- and base resistant steel 

and a hig- grade surface satisfy the highest demands 

in hygiene. The especially quiet running conveyor belt 

makes hardly any noise. The front-end electronics and 

motor control are waterproof and integrated in a switch 

cabinet in stainless steel. 

12,000 hours UV-C emitter life span are tantamount to 

constantly high disinfection efficiency. Exchange of the 

emitters is easily done by means of a screw socket – 

without additional effort or cost. The UV emitters are 

delivered with splinter shields. 

Technical Data

Type DE500 DE810 DE1500

Housing Materia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Dimensions 3.000 × 600 × 1.300 mm 3.250 × 600 × 1.300 mm 4.000 × 600 × 1.300 mm

Conveyor dimension Customer request Customer request Customer request

Conveyor velocity Customer request Customer request Customer request

Working high 1.000 ± 150 mm 1.000 ± 150 mm 1.000 ± 150 mm

Emitter UV-C emitter ST1  
high efficiency

UV-C emitter ST1  
high efficiency

UV-C emitter ST1  
high efficiency

Power ca. 500 W ca. 800 W ca. 1.400 W

Test Marking CE CE CE

Other sizes up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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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통과식 살균

통과식 살균기는 표면의 원치 않는 미생물을 제거하
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화학 제품이나 열발생 없
이, 표면이 건조 살균 됩니다. 제품이나 포장
용기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지
면 자동적으로 UV-C 살균 장치
를 통과합니다. 요구사항에 맞
춰 원하는 용량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구성

기술 데이터

내산성, 고품질의 스테인리스와 고급 표면이 최상의 
위생기준을 충족시킵니다. 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는 거의 아무 소음도 발생시키지 않습
니다. 프런트엔드 전기 배선 및 모터 컨트롤은 방수처
리 되어스테인리스 스틸 스위치 캐비넷 안에 함께 통
합 보관 됩니다.

12,000시간의 UV-C 방사체의 수명은 끊임없이 높
은 살균 효율을 말해줍니다. 방사체의 교체는 별도의 
비용 없이, 소켓 나사만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
다. UV방사체는 스플린터 보호막과 함께 배송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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