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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문제점들 
공장내부의 여러 문제점 

문제점 3 

공장내의 이물질로 인한 바닥의  

스키드마크  등 손상이 가해져  

교체비용이 발생 됨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ProfilGate를 사용함으로써 한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점 1 

비가 혼 후  비가 온 후 물기를 묻힌 채  

공장 내부를 더럽히고  

작업자의 미끄러짐 사고 유발 

문제점 2 

눈이 온 후 염화칼슘의 공장 내 유입으로 

내부의 더러워짐, 나아가  

제품 수율 하락의 원인이 됨 



Profilgate 소개 
대차 ·지게차용 st55 

 유지보수 청정 구역 또는 제조 공정 진입구에 설치하여 해당 Area에 진입 전, 

이물질 등이 현장 유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시켜 줍니다 

오염물질 노출 방지 

 작업화 바닥, 대차 바퀴, 지게차 바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System으로서, 

품질 및 이물질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Solution입니다 

확실한 이물질 제거  

 Profilgate의 청소 효율성은 Fraunhofer IPA Institute와 협조하여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통과 하는 것만으로도 대차바퀴,   

      지게차 바퀴가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FAD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적합한 바닥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율성 

식품안정성 미끄럼방지 



사용해야 하는 5가지 이유 

Profilgate 특장점 

내부 청결 유지 

ProfilGate®를 이용하여 내부 청결 상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공급업체 및             

관련 기관에서 여러분이 최고 수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 수준 향상 

지저분한 이물들이 없어지면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  

여과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바닥 덕분에 미끄러지는 사고 또한 줄어듭니다. 

고객 불만 감소 
및 품질향상  

ProfilGate®는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여 생산 및 보관 모든 부분에서 오염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청소비용 절감 

ProfilGate®는 모든 출입구 및 이동 구역내의 이물을 자동적으로 수거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 주기가 40% 연장됩니다! 또한, ProfilGate®는 외부 전원 없이  

24시간 하루 종일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보다 효율적입니다. 

바닥 교체  
비용 절감 

작업화 또는 대차, 지게차 바퀴에 붙어 있는 이물은 사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에폭시 코팅 

또는 산업용 레진 바닥에 흠집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ProfilGate®를 설치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들 바닥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Profilgate의 테크놀로지 

상부형태  

측면형태  

소재  

브러쉬스트립  

특별하게 설계되어 특허를 취득한, 나일론 소재의 브러쉬가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 바퀴는 물론 신발 바닥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감지되는 순간, 마찰을 이용하는 

능동적이고 기계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브러쉬 끝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위를 통과하는 다양한 유형의 단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본체의 상부가 약간 위쪽으로 향한 형태이기 때문에  

오물 분자나 액체가 트레이(tray)바닥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브러쉬 본체가 가늘어서 최대 8mm의 이물 덩어리들도  

쉽게 통과하여 하단 받침대에서 모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 본체가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큰 입자의 파티클도 쉽게 통과하여 아래쪽 스테인레스 트레이 

쪽으로 떨어집니다.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태의 스트립

과 특허를 취득한 브러쉬들이 결합되어 운전 및 통행 중에도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청소 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본체는 경질 PVC와 연질 PVC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립의 장력이 일정하고  

바닥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윗부분이 연질 PVC로 덮여 있으므로 사용 중에도 소

음을 최소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스트립의 장력 덕분에 최대15mm까지 아래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타이어 또는 신발 바닥에 사용하는 경우,  

브러쉬가 아래로 향하면서 자동적으로 진동이 발생하므로  

이물이 스테인레스 수집 트레이에 모이게 됩니다.  

또한,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기 때문에 무게 대부분이 격자(grate)

에 전달되므로 브러쉬가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습니다. 

브러쉬  

세부 디테일 



ProfilGate® b55go 구성도 

Front Ramp 
- (W)250 x (L)250 x (H)55mm 

Front Ramp 
- (W)980 x (L)250 x (H)55mm 
 

Front Ramp 
- (W)718 x (L)250 x (H)55mm 

Profilgate 구성 및 작동원리 
B55go 구성 요소 및 작동영상 

구성 
이 시스템은 아연 grate와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tray 그리고 나일론과 

PVC재질의 brush strips, 마지막으로 Ramp(F,C,S)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물질 수집 

각종 바퀴나 신발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먼지와 오염 물질이 특허 받은 브러쉬에 의해 제거 

되어 하부 트레이로 포집합니다. 

특허 받은 브러쉬의 사선형 디자인은 이물 제거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별도의 전기   

장치 없이 접촉면의 어느 각도에서든 효과적으로 이물을 제거합니다. 

< ProfilGate® B55go 이물수집 동영상 > 

Click 

https://youtu.be/eBFyuFhP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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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gate 사양 및 유지보수 

제품사양 

Tray 크기 : 718mm(L) x 980mm(W) x 55(H)  

최대 허용 중량 : 30t, 그레이트-아연, 트레이-스테인리스 

유지보수 가이드 

▷ Maintenance 비용은 Brush Strip 교체만으로 가능합니다. 

▷ 청소는 2주에 1회 정도, 청소기로 흡입하거나 쓸어 담아 제거합니다. 

▷ 비올 때는 바퀴에 묻은 물기도 하부 Tray로 포집 됩니다. 

 

제품 사양 및 유지보수 관리 방법 

통행량 
하루 통행량 
100회 미만 

하루 통행량 
300회 미만 

하루 통행량 
300회 이상 

점검 주기 매주 일주일에 2회 매일  

청소 주기 두 달마다 1회 매달 2주마다 1회 

드라이패드 교체 주기 
(드라이 존만 해당) 

주 1회 주 2~3회 매일 

브러쉬 교체 주기 10년마다 5년마다 2~5년마다 

ProfilGate® B55go 제품사양 

<통행량에 따른 유지보수 가이드> 

※청소주기는 점검 시 확인되는 이물질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Profilgate 사양 및 유지보수 
청소 방법 및 브러쉬 교체 가이드 

브러쉬 스트립의 균일한 사용을 위해  

프로필게이트 세정 시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가장 오른쪽의 격자를 가장 왼쪽의 격자의 위치에  

교체하고, 나머지 격자들은 동일한 이동방향으로  

옮겨주십시오.(그림①) 

추가적으로 브러쉬 스트립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림②와 같이  

브러쉬를 180도 회전시켜주세요. 

이동 

청소기를 사용 Tray내로 떨어진 이물질을 청소 Profilgate를 일정기간을 두고 사용 Hook를 사용하여 Tray를 들어냄 

1 2 3 4 

Profilgate 청소 방법 

Profilgate  브러쉬 교체 가이드  

<그림1> <그림2>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1960 mm 

1436 mm 

250 mm 

250 mm 250 mm 

250 mm 

282 mm 
Item Number: 
4 x Ramp b55 go 1x1 C (005-6330) 

4 x Ramp b55 go 1x1 F (005-6320) 

4 x Ramp b55 go 1x1 S (005-6310) 

4 x b55 go 1x1 (005-6750GO) 

Field size: 

1936 (B) x 2460 (L) x 55 (T) in mm 

Good cleaning if each sole has 3 contacts with the field 

suitable wheel width (mm) >= 31 

Center of gate 

2000 mm 

78.7 inch 

B55go 2x2 segments 

Profilgate 표준 설치안 



<국내 N사 데모테스트> 

<국내 S사 데모테스트>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ProfilGate®  
b55 go 1x1  
718x980mm 

2940 mm 

250 mm 

250 mm 718 mm 250 mm 

250 mm 

641 mm 

2500 mm Item Number: 
4 x Ramp b55 go 1x1 C (005-6330)   

2 x Ramp b55 go 1x1 F (005-6320)   

6 x Ramp b55 go 1x1 S (005-6310)   

3 x b55 go 1x1 (005-6750GO) 

Field size: 

1218 (B) x 3440 (L) x 55 (T) in mm 

Good cleaning if each sole has 3 contacts with the field 

suitable wheel width (mm) >= 31 

B55go 2x2 segments 

Profilgate 표준 설치안 

Center of gate 



L사 효과성 테스트 

테스트위치 : 위생실 

테스트기간 : 2016년 3월 
                    7일간 테스트 

테스트 결과 요약 

- 위생실에 b45go 1x2 & 

1x1 segments (램프형)         

설치하여 보행용으로만      

7일간 사용 

- 이물질은 524g 수집 

테스트 제품: b45go(램프형) 

7일간 사용 

보행용 B45go 1x2 & 1x1 데모테스트 

Profilgate 효과성 테스트(대차) 

※ 데모제품은 (구)b45go이며 이물제거 성능은 동일합니다. 

<데모 테스트용 B45go 1x2 & 1x1설치> <Grate 오픈, 7일간 모인 이물질> 

<모인 이물질을 수집> <각 tray별 모인 이물질> <이물질을 모아 무게 측정> 

06 05 04 

01 02 03 



S사 효과성테스트 

7일간 사용 
테스트위치 : 위생실 

테스트기간 : 2016년 4월 
                    7일간 테스트 

테스트 결과 요약 

- 2층 위생실에 b45go 1x2 

      segments (램프형)을 설치 

       7일간 사용 

- 이물질은 796g수집 

테스트 제품: B45go 1x2(램프형) 

보행용 B45go 1x2 데모테스트 

Profilgate 효과성 테스트(대차) 

※ 데모제품은 (구)b45go이며 이물제거 성능은 동일합니다. 

<데모 테스트용 B45go 1x2설치> <Grate 오픈, 7일간 모인 이물질> 

<모인 이물질을 수집> <각 tray별 모인 이물질> <이물질을 모아 무게 측정> 

06 05 04 

01 02 03 



프로필게이트 Case study 
국내외 사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구 앞>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출입구 앞> <ESD 출입구 앞> <클린룸 내부> 

보
행
용 

사
례 

대
차·

지
게
차
용 

사
례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스피드 도어 전면> <슬라이딩 도어 전면> <내부 통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스피드 도어 전면> <Trolly 사용> <작업장 내 지게차 사용>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태훈씨에스티 
TAEHOON CST CO., LTD. 

www.taehoon-korea.co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457번길 27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715호 

Tel : 031-737-2350~4 
Fax : 031-737-2355 
E-mail: thc42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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