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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의학의 발달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양로원, 병원, 건
강관리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사의 케어 시스템이 새로운 Solution입니다.

병원에서 매일 발생하는 기저귀, 의료폐기물 등은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봉투를 투입구에 넣고 
자동으로 쓰레기 집하장까지 연결되는 케어 시스템과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무겁고 
비위생적인 의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더 많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케어 ™ 시스템은 아래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 직원의 육체적인 노동을 최소화합니다.

• 많은 시간을 환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감염의 경로를 차단시킵니다.

-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asy, Clean, Fast...

 케어 ™  CARE ™

최상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케어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됨과 동시에 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10 sec.

FAST
Bacteria

SAFE

  The waste bag is dropped into
a waste inlet on the ward and the
START-button is pressed.

  The automatic pipeline
transfer system is part of
the building logistics.

  The waste is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a sealed vacuum
compactor or bio-container.

장점:

직원들의 시간 확보 

위생적인 환경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Compact ™ MACHINE ROOM
MODULE (Patented)WASTE INLET VACUUM  WASTE

CONTAINER/ COMPACTOR

ON / OFF

EASY

CARE ™  – system solution includes:

  System planning

  System delivery
- project management
- pipeline solution 
- waste station
- machines and equipment

  User training

  Service



CARE ™

The number of elderly needing care is rapidly gro-
wing.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find trained
staff and the workload is increasing. There is an
ever-increasing demand for better efficiency in
nursing homes, health care centers and hospitals.
The solution is new technologies.

Diapers, mixed-waste bags and organic waste
that is generated on the wards can be removed
with the automatic CARE transfer system from
the source point to the waste stations. The staff
no longer needs to handle heavy unhygienic bags
and thus has more time for real care work.

  The CARE ™ system will help to: 

• Lighten the laborious work load 
• Free up more time for real care work 
• Eliminate hygiene risks

- More time for care with the help of new technology Easy, Clean, Fast...

 CARE ™  케어 ™

FOCUS ON PROVIDING QUALITY CARE

When waste management planning is done in the be-
ginning of the project, as part of an overall logistic plan,
it will achieve significant revenue, increase efficiency
and cost savings.

5–10 초 

시간 절약 

병균 

안전성 

  The waste bag is dropped into 
a waste inlet on the ward and the 
START-button is pressed.

  The automatic pipeline 
transfer system is part of 
the building logistics.

  The waste is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a sealed vacuum 
compactor or bio-container.

BENEFITS:

MORE TIME FOR REAL CARE

BETTER HYGIENE

PROFITS AND SAVINGS

컴팩트™ 기계실 모듈 
(특허)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 컨테이너 / 

압축기 

온/ 오프

편리함

케어 ™ 시스템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하는 서비스입니다. 

계획 단계 설정 

시스템 배송 

- 운영 및 관리 
- 이송 관로 
- 쓰레기 집하장 
- 기계와 기타 장비 

  교육 과정

서비스



 CARE ™

More time for care

폐기물 관리 슈트 시스템  

진공식 이송 시스템  계획 단계 설정 

서비스 케어TM

XMIT - Technology serie
전화번호 : 031-356-6470

홈페이지 : www.mntech21.com

이메일 : mtech2000@empas.com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25, 3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