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LFOR Korea 는 화재, 침수, 폭풍, 곰팡이, 위험물 사고,  
감염 물질로 인한 오염에 노출된 건물 및 시설에 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25년 이상 소독 및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대응해왔습니다. 현재 의료 시설, 회
사 건물, 학교, 식품 산업 및 생산 현장에서 소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안전
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소독 서비스는 살균 및 생물
학적 유해 오염 제거의 조합으로 단순한 세척 방법보
다 효과적입니다.    

일괄 발주를 통한 전문가 지원 

화재피해복구 | 수해복구 | 냄새제거 | 누수탐지 | 건물복구 | 기계 및 공장 복구 | 전자기기 및 전기 시스템 복구 | 비상구조물 | 데이터 및 문서복구 | 재고 물품 및 가구의 구조, 복구 | 이물질 제거 및 
폐기 | 석면 및 유해 물질 청소 | 무역 및 산업 피해 복구 | 풍력터빈, 선박, 기차와 같은 특수 복구 | 심각하고 복잡한 손실 |예방을 위한 비상 계획 및 교육 | RED ALERT® 비상 대응 프로그램 

FACT SHEET 

COVID-19 
방역 서비스

BELFOR KOREA 는 생물학적으로 오염된 곳에  
소독 작업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환경관련 서비스

우리의 접근방식 :  

• 건물의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 모든 표면에 대한  
 처리
• 오염된 장비 및 난방, 환기 및 냉방 시스템의 소독 
• 대기중 바이러스와 세균 소독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 감염과 질병에 대한 위험 감소
• 교차 오염 방지 
• 운영 중단 기간을 75% 이상 감소 
•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 소독이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 됨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소독 서비스

FACT SHEET

일괄 발주를 통한 전문적인 도움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 평가 
및 후속조치로 관리합니다.     

 이재규소장, BELFOR Korea

벨포코리아 유한회사  | 14520 | 부천시 부천로 377번길 59 더 클라스 삼도 빌딩 1,2층 
24시간 긴급 연락망: +82 32 675 8500   
Email: inquiries@kr.belfor.com

BELFOR Korea 는 모든 유형의 사고 후 발생한 위기와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방 조치에서 실질적인 재건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의 수를 줄이면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 특수 소독제와 알맞은 기술을 이용합니다.  
소독후 감염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잔류 물질이 남지 않
습니다. BELFOR Korea 의 전문 지식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연구개발부는 감염자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그 
잔여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중요한 사례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로 사전 소독을 합니다. 공기 중 박테리
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연막 소독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
• 검증된 작업 프로토콜 
• 24 /7 상시 관리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특수 훈련된 직원 
• 심층적이고 상세한 위험 평가 

• COVID-19의 예방 및 사후 방역 서비스 

환경을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현지 표준 및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관리
• 수집된 폐기물의 추적 관리

건강과 안전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보장합니다:  
• 고객 및 직원을 위한 ECDC 표준 및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  
• 장비 및 재료에 대한 엄격한 제어 및 유지 보수  
 그램
• 허가 및 자격 관찰
• 전문팀의 지속적인 교육

www.belf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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