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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 재질이란?
 

EPP(Expanded Polypropylene)는 발포폴리프로필렌이라 불리며 

PP(Polypropylene) 재질을 발포하여 확장시킨 것으로 흔히 많이 쓰이는 것이 

일회용 커피 뚜껑, 음식물 용기에 사용 되는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내열성이 섭씨 120~130도 정도라서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넣어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더운 여름에도 경량 벌통으로 시중 많이 보급되어 있는 

스티로폼 벌통과 다르게 무해한 요소가 없어 꿀벌이 재질에 대해 싫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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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료에 관한 세부 인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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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는 환경오염등 다양한 이유에서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더워 

꿀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EPP는 재질이 발포형으로 단열력이 매우 좋아 겨울에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월동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꿀벌 또한 온도유지를 잘 할 수 있어서  

먹이(월동기간 중 꿀을 먹고 온도유지를 함) 소모가 적어 농가에게 이익이며 

여름에는 바닥에 환기창이 있어 매우 더운 날씨에 땅에서 나오는 시원한 

기온의 영향을 받아 더운 여름철 여왕벌의 산란 중단현상을 해소하여 

한 여름에도 3~4장의 산란을 받아 꾸준히 강한 벌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시아 꿀을 수확하는 봄철 장시간 이동양봉 때 벌 문을 닫고 

바닥만 열고 이동을 하면 스트레스와 자가 발열로 인한 

꿀벌 폐사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ADIABATICITY



35mm
+35%
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벌통은 기존의 얇은 두께의 벌통과 달리

계상을 다단으로 확장해서 사용할때 무게에 의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벌통의 두께를 과감히 35mm로 제작 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32%의 무게하중과 휨강도 및 형태변형에 강하며

겨울철 및 여름철에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계상형 벌통

하단 부위를 별도로 제작하여 몸통과 계상의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프리미엄 EPP벌통은 단상과 계상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단상을 계상, 계상을 단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벌통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부착된 와이드 소문을 활용하면 다양한 양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상 사용 후 뚜껑과 하단만 구입하면 단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비용절감)

바닥분리형으로 벌통 청소가 편리합니다.

대용량 바닥 환기창으로 오염물질이 제거되어 벌의 청소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강도 덮개
뚜껑 상단부에 앉아서 작업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릴경우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게 하고자 중심부로부터 8방향으로 추가 보강을 하여

안정감과 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파손의 우려없이 편하게 앉아서 작업하셔도 튼튼하며 

이동 양봉을 위해 다단으로 상단부에 적재시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단부의 두께는 35mm로 매우 두꺼우며 보강부 두께까지 합산하면 

55mm로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날씨 및 온도의 영향도 덜 받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상단부 환기창

더 두꺼워진 환기창의 사용으로 상단부의 압력에

의해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억제하였으며

두꺼워진 강도로인해 환기장의 면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공기 유입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단 또는 3단 사용시에도 

하단부의 환기창과 전면부의 공기유입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변경

단상과 계상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벌통의 위치를 변경하여 편하고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벌통 내부의 소초광을 개별로 빼서

변경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기존대비 효율적인 벌통 교체 및 위치변경으로 인해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상 하단 PP 사용

제품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PP를 사용하여

제품의 모서리 부분까지 전부 커버하여

충격이나 외브의 스트레스로부터

제품을 보호합니다.

또한 제품의 틀어짐

제품의 열에 의한 변형

무게에 의한 휘어짐

3단 이상 구성시 발생하는

무게에 의한 뒤틀림까지

방지합니다.

소납도를 사용한 청소시

스크레치로 인한 제품 손상을

방지하여 청결함을 유지할수

있도록 날개 부분까지 PP를

사용하여 제품 보호와 노동력 절감

및 벌들의 위생상태를 생각하고 제작

하였습니다.



병목현상
3~5월 이동양봉시 좁은 소문으로 인해 벌들이 꿀을 채취하고 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입구에 수많은 벌들이 집중되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벌들의 이동량도 많아저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상 하나로 채취시 큰 문제는 없지만 계상을 사용하여 2~3단 많게는 5단까지 올려서 꿀을 채취할경우

좁은 입구로인해 효율은 더욱더 떨어지게되며 시즌안에 채취할 수 있는 꿀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80mm
환기창 및 단상과 계상의 구분을 없앤 핵심 파트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단부 내부 공간 높이를 80mm를 확보하였으며

이 80mm 공간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전면부 입구또한

EPP로 별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EPP 소문은 전부 기방해서 사용도 가능하며

입구를 막았을 시 기존의 높이가 낮은 소문을 사용하는것 또한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 Parts

6 8 9

기본 구성시 총 20개 파트의 사출물을 사용하여 제품의 결합 및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뚜껑부의에 6개의 사출물, 몸통에 8개의 사출물, 하단부에 8개의 사출물, 입구에 1개의 사출물

총 23개의 사출물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맞아 떨이지는 벌통의 문리 및 결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23개의 사출물은 노동력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생산력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연한 확장성
단상과 계상의 구분이 없기때문에 1단에서 5단까지

마음대로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칸과 윗칸의 위치를 변경 하실수도있고

윗칸만 따로 떼어내서 1단으로 사용하여 확장 하실수 있습니다.



전면부 개방
기존 제품대비 360% 넓어진 입구로 인해
양봉시 벌들이 꿀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입구에 밀집되어 생기는 병목현상을 줄여
기간 대비 꿀 채취량을 증가시킵니다.



밑면 환기부
하단에 슬라이드 형태로 여닫을수 있는 환기창을

제작하여 손쉽교 간편하게 벌통 내부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레일조차 사출물로 제작하여

열고 닫을때 발생하는 마모나 마찰을 줄여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부족함이없는
사출파트

기본 구성시 총 20개 파트의 사출물을 사용하여 

제품의 결합 및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뚜껑부의에 6개의 사출물, 몸통에 8개의 사출물, 

하단부에 8개의 사출물, 입구에 1개의 사출물

총 23개의 사출물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맞아 떨이지는 벌통의 문리 및 결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23개의 사출물은 노동력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생산력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117 제로하우스

EPP, EPS 전문 제조 및 생산 업체

tel : 061-324-7771
fax : 061-324-7774

zero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