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및 산업 환경용 세척 및 
유지보수 서비스
Sponge-Jet의 저분진, 재생 가능한 미디어 연마재는 운영 책임자, 프로세스 엔지니어,  

유지보수 매니저 및 감독관들이 부적격 공업용 도료를 세척하거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다른 유지보수 및 세척 기술에 비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n  최소한의 간섭으로 유지보수에 
따른 공장의 가동 중단 시간 단축

n  튀어 나온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회전형 제조 장비 근처에서 발파

n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먼지 및 
오염 물질 캡처

n  물, 화학약품 또는 액상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척 및 기름 제거

n  정밀 세척/페인트 제거에 필요한 
발파 제어

n  선택적으로 도료 벗기기 및 오염 
물질 제거

n  재래식 연마재에 비해 탈루성 배출 
크게 감소

n   가시성이 뛰어나 발파 중 점검 
용이

n  스폰지 미디어를 재활용하여 
폐기물 90% 감소

n  손으로 닦거나 파워 툴을 이용할 
때보다 최대 20배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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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보수 애플리케이션 및 고객사

Sponge-Jet, Inc.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Spongejet.com을 참조하거나 1-603-610-7950로 문의하십시오.

- 환경 오염물질 / 그을음
- 페인트 / 낙서
- 오일 / 에어로졸 세척
- 접착제
- 납 또는 PCB 기반의 페인트

- 구조강 / 알루미늄 / 스테인리스 강
- 유리섬유
- 물결 모양의 지붕
- 화강암 / 석조
- 벽돌 / 벽돌 쌓기 / 콘크리트

Sponge-Jet 고객사 및 애플리케이션...

오염 물질 및 기판...

낙서/페인트 제거

그을음 제거

구조강 복원

Dow Chemical Co

Pepperidge Farms 

Novartis AG

Johnson’s Wax

Molson Coors Brewing Co

Nestlé Purina

US Post Office  

New York Life Insurance Co

Kraft Foods

Smurfit - Stone

Dunlop Tire Corporation

Anheuser-Bush Company

PPG Industries

McCain Foods Limited

Johnson and Johns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SC Johnson

American Freightways

Disney World

Daimler AG

Westinghouse Electric Corp

Alcoa, Inc. 

Firestone Industrial Products

RJR Nabisco,Inc.

-   새 구조 강의 프로파일링/페인트 준비 및 
낡은 구조 강의 녹 제거

-  환경 얼룩, 유기물 증식, 비둘기의 배설물 
또는 외부 표면으로 인한 녹청 제거

-  시설물의 천장 및 벽면에서 연기 및 그을음 
손상 제거

-  스테인리스 강 건조 덕트 및/또는 이송장
비의 세척

-  아연 코팅된 천장 패널에서 부적격 페인
트 제거

-  지붕 꼭대기 구조물 또는 탱크에 스폰지 분
사

-  제조 장비에서 문제가 많고 마모가 심한 영
역에 직접 발파

-  제조 장비에서 기름기 많은 잔여물 제거

-  단열재하 부식(CUI) 제거

천장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