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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 미세입자 기준 99.995% 이상의 효율로 필터링 하고, 이 필터링 효과는 Inertial Impaction, Interception, Diffusion의 세가지 원리에 의해 0.3㎛

미만 이거나 0.3㎛초과의 입자에서 효율이 높아집니다.

생물학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오염된 공기를 통해 발

생할 수 있는 시료간의 교차 오염을 예방하고 연구

원의 건강과 작업공간을 보호합니다.

전면 도어 개방 시 본체와 도어 틈으로 외부공기가 

챔버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최적의 밸런스로 안정적인 풍량 공급이 가능하고 

저소음, 무진동 작동 성능을 보장합니다.

작업자의 팔에 의한 기류방해를 억제하고 UV 

Light Leak Free Guard는 UV누출을 차단합니다.

Threshold

적정도어 높이를 벗어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사용자

가 쉽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폭

깊이

높이

하부프레임 높이

레벨링 캐스터 높이

우레탄 캐스터 높이

<Top View> <Front View> <Side View>

 1060/ 1385/ 1690/ 1995mm

   810mm

 1590mm

   633mm

     80mm

   103mm

실험 중 부주의로 액체를 쏟아도 작업대 밖으로 넘

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Intake grille은 작업대 내부와 외부간 교차오염을 

차단하고 Armrest는 팔목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고성능 블로워SASH LEVEL

Intake Grille & Armrest

Non-Filtered Air Protection Hole

Biological Safety CabinetCHC LAB

Threshold Structure &
UV Light Leak Free Guard접시형 작업대

0.3㎛의 미세입자를 99.995% 제거하는 HEPA FilterDesign

CHC-222A2 & CHC-777A2

 biolus®  BSC

생물안전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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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1385 / 1690 / 1995

925 / 1250 / 1555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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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 Type A2 | CHC-111A2 Class II Type A2 | CHC-222A2 Class II Type A2 | CHC-777A2 Class II Type B2 | CHC-888B2

BSC 제품 리스트
PRODUCT LIST

Model No.
CHC-111A2

04

규격
(mm)

폭 1340

깊이 700

높이 2075

색상 Gray

도어 강화유리 / Tempered safety glass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203 mm (8inch)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STS 304

 인증현황 X

 평균 유입 풍속 0.3 ~ 0.4 m/s

 평균 하방향 풍속 0.25 ~ 0.35 m/s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dB) < 62

 흡입유량 (CMH) 312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1EA (Vacuum)

 배수 밸브 X

 차압계 O

 토출관 (Ø) X

 배기 연결 장치 Option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 감지센서 X

Model No.
CHC-222A2

03 04 05 06

규격
(mm)

폭 1060 1385 1690 1995

깊이 810

높이 2305

색상 Gray

도어 6.38mm Laminated glass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203 mm (8inch)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STS 304

 인증현황 - EN, CE - EN, CE

 평균 유입 풍속 0.53 m/s (105fpm)

 평균 하방향 풍속 0.35 m/s (70fpm)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dB) < 64 < 65

 흡입유량 (CMH) 358 484 602 720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1EA (Vacuum)

 배수 밸브 Option

 차압계 O

 토출관 (Ø) X

 배기 연결 장치 Option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 감지센서 X

Model No.
CHC-888B2

04 06

규격
(mm)

폭 1385 1995

깊이 810

높이 Leveling caster - 2540 / Fixed foot - 2503

색상 Gray

도어 6.38mm Laminated glass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203 mm (8inch)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STS 304

 인증현황 NSF, UL

 평균 유입 풍속 0.53 m/s (105fpm)

 평균 하방향 풍속 0.30 m/s (60fpm)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dB) < 64 < 65

  흡입유량 (CMH) 1390 2092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1EA (Vacuum)

 배수 밸브 Option

 차압계 O

 토출관 (Ø) 200 or 250

 배기 연결 장치 O

 밀폐형 배기조절기 O

 배기 감지센서 O

Model No.
CHC-777A2

03 04 05 06

규격
(mm)

폭 1060 1385 1690 1995

깊이 810

높이 2305

색상 Gray

도어 6.38mm Laminated glass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203 mm (8inch)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STS 304

 인증현황 NSF, UL, KS UL, KS NSF, UL, KS

 평균 유입 풍속 0.53 m/s (105fpm)

 평균 하방향 풍속 0.35 m/s (70fpm)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dB) < 64 < 65

  흡입유량 (CMH) 358 484 602 720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1EA (Vacuum)

 배수 밸브 Option

 차압계 O

 토출관 (Ø) X

 배기 연결 장치 Option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 감지센서 O

Biological Safety CabinetCHC LAB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 Contaminated air under positive pressure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 Contaminated air under positive pressure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 Contaminated air under positive pressure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공기흐름도 공기흐름도 공기흐름도 공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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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벤치는 샘플(시료)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장비

이며 생물안전작업대는 실험자를 내부 샘플로부터 보호하고, 시료(병

원체 등)간의 오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클린벤치 

필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가 챔버 내부로 들어와 샘플에 의해 오염된 

공기를 실험자가 있는 외부로 배출합니다.

생물안전작업대

필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가 챔버 내부로 들어와 샘플에 의해 오염된 

공기를 실험자가 있는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챔버 내부로 순환되어 필

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합니다.

클린벤치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다루는 장비

이며 생물안전작업대는 사람에게 유해한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다루어

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시료의 오염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무균, 무진환경 

하에서의 실험이나 의약, 제약, 식품분야 등의 정밀

검사 및 DNA, RNA, PCR 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minar Flow CabinetCHC LAB

클린벤치와 생물안전작업대의 구분

 biolus®  무균대

CLEAN BENCH

단일 콘트롤 시스템으로 클린벤치의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높이조절과 이동이 편리하여 굴곡이 있는 곳에도 

제품의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린벤치 내부에서 전기가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유틸리티 밸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파워소켓 & 유틸리티 홀

안전 관찰창

LCD 디스플레이레벨링 캐스터

폭

깊이

높이

하부프레임 높이

레벨링 캐스터 높이

<Top View> <Front View> <Side View>

 1040/ 1340/ 1650/ 1960mm

   742mm

 1231mm

   633mm

     82mm

Design

B-CV & B-CV-S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공기의 흐름에 따라 구분

샘플에 따라 구분

사용
목적

공기
흐름

샘플

시료
보호

직접
배출

유해
세균

여과
배출

무해
세균

환경
보호

실험자
보호

HEPA filter 차압계 

■ Polluted air
■ Clean air
■ Particle

CHC LAB의 HEPA filter는 0.3㎛의 미세입자를 99.995% 이상의 효율로 필터링 합니다. HEPA filter의 수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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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벤치 제품 리스트
PRODUCT LIST

Model No.

B-CV

03 04 05 06

규격
(mm)

폭 1040 1340 1650 1960

깊이 742

높이 1946

색상 Gray

도어 5mm 강화유리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상판 STS 304

 하부프레임 SPP

 인증현황 CE

 평균 하방향 풍속 0.3~0.4 m/s (Variable set speed)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프리필터 Nylon filter

 소음 ≤ 65 dB(A)

 안전 및 경보 UV 타이머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36W X 2EA

 자외선등 20W X 1EA 30W X 1EA

 콘센트 220V X 1EA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선택사항

 유틸리티 홀 선택사항

 차압계 O

Model No.

B-CV-S

03 04 05 06

규격
(mm)

폭 1040 1340 1650 1960

깊이 742

높이 1946

색상 Gray

도어 5mm 강화유리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상판 STS 304

 하부프레임 SPP

 인증현황 CE

 평균 하방향 풍속 0.3~0.4 m/s (Variable set speed)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프리필터 Nylon filter

 소음 ≤ 65 dB(A)

 안전 및 경보 UV 타이머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36W X 2EA

 자외선등 20W X 1EA 30W X 1EA

 콘센트 220V X 1EA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선택사항

 유틸리티 홀 선택사항

 차압계 O

Model No.

B-CH

03 04 05 06

규격
(mm)

폭 1040 1340 1650 1960

깊이 777

높이 2015

색상 Gray

도어 기본 - 5mm 강화유리 / 선택 - 아크릴 패널 도어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외부재질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상판 STS 304

 하부프레임 SPP

 인증현황 CE

 평균 하방향 풍속 0.3~0.4 m/s (Variable set speed)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프리필터 Nylon filter

 소음 ≤ 65 dB(A)

 안전 및 경보 UV 타이머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36W X 2EA

 자외선등 20W X 1EA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유틸리티 밸브 선택사항

 유틸리티 홀 선택사항

 차압계 O

Model No.

CLB-060F

03 04

규격
(mm)

폭 906 1206

깊이 660

높이 1876

색상 Gray

도어 전면 폴딩 도어 (수평 케스팅 아크릴 8mm)

컨트롤러 LCD Display panel

 외부재질 Steel plate with epoxy powder coated

 상판 STS 304

 하부프레임 SPP

 인증현황 CE

 평균 하방향 풍속 0.3~0.4 m/s (Variable set speed)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프리필터 Nylon filter

 소음 ≤ 65 dB(A)

 안전 및 경보 UV 타이머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36W X 2EA

 자외선등 10W X 1EA 10W X 2EA

 콘센트 220V X 1EA

 유틸리티 밸브 X

 유틸리티 홀 X

 차압계 X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 Room air
● HEPA filter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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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Laminar Flow Cabinet | 수직기류형 Vertical Laminar Flow Cabinet | 수직기류형 Horizontal Laminar Flow Cabinet | 수평기류형 Laminar Flow Cabinet | 3면 아크릴 타입

공기흐름도 공기흐름도 공기흐름도 공기흐름도

Laminar Flow CabinetCHC LAB



WorkstationCHC LAB

A-STWS-900 A-STWS-1100

A-STWS-900F                                    A-STWS-1100F

악취가 발생하거나 세척이 필요한 동물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며 실험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또는 냄새

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합니다.

Cup Sink와 수전이 설치되어 있

고 Foot Switch를 이용하여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면의 관찰이 편리하도록 시인

성이 좋은 3면 아크릴을 적용하여 

최적의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품 특징

Cup Sink & Water Tap 3면 아크릴 (수평 케스팅)

단위 : mm

12

 airos® SAFETY TRIMMING

WORKSTATION

공기흐름도

● Room Air

● Fume (gas, vapor)

● Clean Air

13

 ERGONOMIC

LAB CHAIR
유로피언 디자인의 bimos 실험실 전용 의자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앉아 사용하여도 오랜 

시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자동 동작 기술 시트 높이 조절

시트 높이 조절 시트 좌,우 20
ㅇ
회전

등받이 높이 조절

메커니즘과 기능

Lab Furniture CHC LAB

필터박스 (CLE-030)

규 격
500 X 500 X 865 (WxDxH)

필 터
Carbon / HEPA / Pre-filter

등받이 회전의자

Labster Fin

회전의자

Cleanroom Plus

FRP (클린룸 전용)

Black

BlackBlack

BlackGray
WhiteGray

Order No.
White : 9103-6907
Gray : 9103-6911

Model No.
Black : CLF-932

Order No.
Black : 9144-2000
Gray : 9144-2002

Model No.
Black : CLF-925

Order No.
Black : 9181-2571

Lab Stool - Backrest Lab Stool FRP - Cleanroom Only

트리밍 워크스테이션 | A-STWS

A-STWS

Width Depth Height

906 / 1106 560 1405

트리밍 워크스테이션 | A-STWS-F

(필터박스 포함)

Width Depth Height

906 / 1106 560 1405

White

Model No.
White : Decois-8170



국내 최초 BSC
FIELD CERTIFIER가 제공하는

VALIDATION
SERVICE

실험 방법, 공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 되어있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하며 IQ, OQ, PQ 의 

모든 과정을 총칭하여 Validation 이라고 합니다.

Validation을 왜 실시하나요?

Validation을 언제 실시하나요?

연구원들은 실험을 하면서 생물학적 위험과 여러 요소에 의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해 요소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신뢰가 우선

되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밸리데 이션을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밸리데이션 주기는 통상적으로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필터를 교체하였을 경우

연구자가 장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밸리데이션 시행 후 1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

장비를 이동하였을 경우

국내 최초 미국 NSF

BSC Field Certifier 자격보유

에서발행하는성능인증라벨

HEPA Filter Leak Test

Micro Biological Test

Downflow Velocity Test

Intake Velocity (Face Velocity) Test

Downflow Velocity Test (하방향 풍속 시험)
BSC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 기능으로 하방향 풍속은 일정 풍속(평균값)에서 ±0.08m/s의 범위를 벗어

나게 되면 내부의 균일한 공기 흐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좌우측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는 BSC의 주요 기능인 교차 오염 방지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Intake Velocity Test (유입 풍량 시험)
유입 풍량 시험은 BSC의 전면 유입구에 내부로 들어가는 유속이 0.50 m/s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시

험으로 0.50m/s 란 수치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에어로졸이나 인체 위해한 물질 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샘플(생물학적 위해물질)로부터 연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HEPA Filter Leak Test (HEPA Filter 누기 시험)
HEPA Filter는 0.3 ㎛ 미립자를 99.995%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Filter 재질인 Media, 

틀을 이루는 Frame 및 Frame과 장착 부위의 Leak를 차단하기 위한 Gasket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EPA filter leak test는 HEPA filter가 미립자를 99.99%를 제거하는 지를 확인 하며, 그 밖에 제품

과 필터 장착 부위인 Gasket 부분에서도 미립자가 세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 하는 시험입니다.

Micro Biological Test (작업자, 제품 및 교차 오염의 보호시험)
BSC의 성능 시험 중 미생물 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Cross contamination protection (교차 오염 보호), Personnel protection (연구자 

보호) 및 Sample protection (샘플 보호) 시험으로 나뉩니다.

미생물 오염도 시험 중에 하나인 Sample protection test(샘플 보호 시험)은 외부에 존재 하는 외부 오

염원으로부터 내부의 샘플들이 오염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본 테스트를 통해 연구원들이 자신의 실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능적합성 검증 (PQ)

각각의 시스템과 보조기계들이 공장에서 제조 활

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실행환경을 확립할 것을 명

증하고 문서로 증명 하는 것을 OQ(Operation 

Qualification)라 지칭 합니다.

운전적합성 검증 (OQ)

운전적격성 확인이 완료된 BSC의 기계장치 및 그 

부속시스템이 시설, 시스템, 장비의 작동 방법에 

따라 작업하였을 경우 제품에 기대한 품질과 성능

을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이를 PQ(Performance Qualification)

라 지칭합니다.

설치적합성 검증 (IQ)

시설, 시스템, 장비가 설계규격대로 제작되었는

지 또 소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요구 규격서와 실물을 대조하

여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일컬어 

IQ(Installation Qualification)라 지칭합니다.

품질관리 테스트 항목

 ㆍDownflow Velocity Test  ㆍHEPA Filter Leak Test

 ㆍIntake Velocity (Face Velocity) Test  ㆍVibration Test

 ㆍAirflow Smoke Patterns Test  ㆍElectrical Test

 ㆍLighting Intensity Test  ㆍSmoke Patterns Test

 ㆍPersonnel, Product Cross-Contamination Protection

14 15

Validation Service CHC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