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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험환경
  구축을 위한

생물안전작업대

넓은 Intake grille과 Reserved air hole은 작업대 내부와 

외부의 교차오염을 완벽히 차단시켜 줍니다.

넓은 암레스트는 작업자의 팔목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접시모양의 단일판 작업대는 실험 중 쏟은 액체가 작업대 밖으

로 넘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작업대는 기기로부터 손쉽게 분리 할 수 있어 청소와 관리가 

용이 합니다.

차압계는 플래넘 내부의 음압상태 실시

간 체크로 필터 이상이나 기류이상을 

풍속센서와 교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개의 Utility valve가 제공

되며, 최대 4개 까지 장착할 수 있습

니다.

전기소켓은 좌우 측면에 1개씩 표준 

220V로 제공되고 용도에 따라서 110V

로 변경이 가능하며, 안전커버가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도어 샤시 개방 시 본체와 도어

샤시 틈으로 정화되지 않은 외부공기

가 챔버 내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해줍니다.

Threshold 구조를 적용한 암레스트는 

작업자의 팔에 의한 Intake grille의 기류

가 방해받지 않게 해주며, 도어를 닫고 

UV램프를 켰을 때 도어 바닥 틈새로의 

UV누출을 완벽히 차단하여 줍니다.

앞면의 8도 기울어진 인체공학적인 구

조는 작업 시 발생하는 눈부심이나 목, 

팔 등의 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작업자의 시야가 작업대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6.38mm Laminated 2중 접합유리 장착

(EN 12469 및 NSF/ANSI 49인증제품 기준)

안정적인 풍량 공급이 가능한 고성능 

블로워는 최적의 밸런스로 저소음과 무

진동 작동 성능을 보장하며 에너지 소비

를 절감하여줍니다

인체공학적 설계와 2중 접합유리

고성능 블로워 장착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확장이 용이한 Utility

Non-Filtered
Air Protection Hole

Threshold 구조
& UV Light Leak Free Guard

사용자를 고려한
Intake Grille & Armrest

접시형 작업대
Dished Work Surface

사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장착

된 도어알람 기능은 적정범위(Sash 

level)를 벗어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사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어알람
SASH LEVEL

LCD Digital Display Panel
(Microprocessor control)

고효율 HEPA Filter

Threshold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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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Digital Display Panel
LCD 창에서 확인 가능한 다양한 기능

메뉴/입력 취소

설정 수치 변경
설정 입력/확인

Biological Safety Cabinet

컨트롤 시스템

Paper Catch Filteration System

Biological Safety Cabinet

0.3㎛의 미세입자를 99.995% 제거하는 HEPA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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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효율에 대한 NSF 49, EN 12469 기준 : >99.99% at 0.3㎛)

단일 콘트롤 시스템으로 전원 ON-OFF, 블로워 ON-OFF, 램프 ON-OFF, 관리자 암호설정, 타이머설정(UV포함), 워밍업 및 

잔여기류제거시간 설정 등 biolus
®
 BSC의 모든 동작제어가 가능합니다.

Paper catch가 장착 되어 Work tray에 떨어진 이물질이 블로워 모터와 HEPA filter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메인 창에는 유입풍속 및 실내온도, 전기상태가 표시됩니다.

풍속 설정과 표시 및 알람기능, 실내온도 표시및알람기능, 관리자 

모드 설정 On/Off, 전기상태 표시 및 알람기능, 알람 Timer 및 알

람 Mute, 필터 및 UV램프 사용시간 표시 및 경보 설정으로 필터

교체시기를 알려줍니다.

작업 전 워밍업 시간 설정 (Warm up timer)과 작업 후 잔여 기

류 제거 시간 설정 (Post purge)이 가능하고, 기기 조작의 안전

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자모드, 설정모드 등 중요기능 조작 시 

Password protection이 가능합니다.

Easy start sensor 가 탑재되어있어 전면도어를 열고 닫는 것만으

로도 센서에 의해 블로워와 형광등이 On/Off됩니다.

※ HEPA filter의 입자포집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

관리자 암호설정

워밍업 및 잔여기류 제거 시간 설정 자외선 시간 및 알람 시간 설정

필터 사용시간 설정

타이머 설정

HEPA Filter

TM

생물안전작업대의 Filteration system은 하나의 Supply filter와 하나의 Exhaust fil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HC LAB은 전세계적으로 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된 고성능 HEPA filter를 채택하여 최고의 Filteration system을 제공합니다.

Advantages Description

 Frame  Extrude and anodized aluminium

 Gasket  Polyurethane endless at inlet

 Media  Glass fiber paper

 Separator  Hot-melt beads

 Sealant  Polyurethane

 MPPS efficiency  H14≥ : 99.995%

 EN 1822 filter class  H14

 Low pressure drop

 Higher flow rate

 Longer operating life

 Individually tested according to EN 1822

오염된공기

정화된공기

미립자



필터시트확대



필터시트분리기

필터프레임

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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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미생물

탄저균 (Bacillus anthracis), 소유산균 (Brucella abortus)

패스트균 (Yersinia pestis) 등

대표적 미생물
에볼라 바이러스 (Ebola virus), 마르부르그 바이러스 (Marburg virus)

라사 바이러스 (Lassa virus), 니파 바이러스 (Nipha virus) 등

미생물의 위험군 구분

제  위험군 (BL 1)

제    위험군 (BL 3) 제    위험군 (BL 4)

제    위험군 (BL 2)

Biological Safety Cabinet

biolus
®
 생물안전작업대

생물학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오염된 공기가 Cabinet 밖으로 누출될 가능성을 완벽히 제거하여 연구원의 건강과 작업공간, 시료

간의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는 생물안전장비로 BL 1~3까지의 미생물을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 및 임상병리 검사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현장의 필수품입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로 특성 규명이 이루어진 살아 있는 미생물 종의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학과 2차 교육 훈련 실험실 

및 기타 시설에서의 업무절차와 안전장비, 시설은 생물안

전 등급 1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

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일으켜 생명을 위

협하는 위험한 외래인자로 작업할 때 적용합니다.

참조) 질병관리본부 실험실안전지침 2006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사회적으로 중간 정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미생물 작업이 이루어지는 임상, 

진단, 교육 시설 및 기타 시설에 적용하는 기기 및 설비는 

생물안전등급 2에 적합해야합니다.

BSC Class I은 시료에서 발생

된 오염된 공기는 HEPA filter를 

거쳐 여과된 후 외부로 배출됩

니다.

시료는 여과되지 않은 실내 공

기에 노출되므로 보호되지 못

하고, 작업자와 환경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BSC Class II, Type A2는 오염

된 공기가 흐르는 통로는 

100% 음압상태이거나 음압으

로 둘러싸여 있어 HEPA filter

를 거치지 않은 오염된 공기가 

생물안전작업대 외부로 누출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염된 공기의 70%를 HEPA 

filter를 통해 여과 후, 작업대 

내부로 재순환 시키며, 30%만 

Exhaust HEPA filter로 여과후 

외부로 배출되므로 B2 Type보

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시료와 

작업자, 환경을 보호합니다.

BSC Class II, Type A1은 오염

된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양

압상태이므로 잠재적으로 오

염된 공기가 실내로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품으

로 일반적인 BioHazard Clean 

Bench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염된 공기의 70%를 Supply 

HEPA filter로 여과 한 후, 작

업대 내부로 재순환 시키며, 

30%는 Exhaust HEPA filter로 

여과한 후, 외부로 배출합니

다. 시료, 작업자, 환경 보호가 

가능하지만 잠재적인 오염위

험이 존재합니다.

BSC Class II, Type B2는 오염

된 공기 100%를 HEPA filter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며, 시료에 

유기용매나 냄새 등이 발생할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료와 작업자, 환경을 보호

합니다.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로 자생적 또는 외래성 미생물 작업이 이루

어지는 생산 시설과 임상, 진단, 교육, 연구 시설 등에는 

생물안전 등급 3의 안전 장비, 시설을 적용합니다. 

대표적 미생물
대장균 (E.coli), 고초균 (Bacillus substilus)

그루버자유아메바 (Naegleria gruberi) 등

대표적 미생물
비브리오 콜레라 (Vibrio cholerae), 장관 병원성 E.coli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virus), 홍역 바이러스 (Measles virus) 등

BSC Class I BSC Class II, Type A1

BSC Class II, Type B2BSC Class II, Type A2
1

3 4

2

생물안전작업대의 유형

생물안전작업대 제품 목록

구 분 제품번호 인증현황

Class I    CHC-100-03 / 04 / 05 / 06 -

Class II Type A2

   CHC-111A2-04 / 05 / 06 -

   CHC-222A2-03 / 04 / 05 / 06

   CHC-777A2-03 / 04 / 05 / 06

Class II Type B2    CHC-888B2-04 / 06

생물안전작업대 도입 시 우선 고려사항은?

"WHO 미생물실험실 안전기준 충족도 조사"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 2003

국내 563개 미생물 실험실 중
1곳 만 통과 99% 안전기준 미달

세계적 기술력의 CHC LAB의 biolus
®

BSC는 연구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종 병원체 증가와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감에 따라 실험 중 획득 감염으로부터 연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생물안전작업대"의 필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인증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 

국내 생산하는 biolus
®
BSC는 타

사장비의 불필요한 가격 거품을 

해소하였으며, 국내유일의 NSF 

Certifier(국제공인검증자격 보유 

인력)를 양성하여 장비의 설치 

및 검증 운영에 최상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실험 중
획득 감염
으로부터
연구원의

안전을 확보

국내유일
NSF 49인증을 
획득한 신뢰성 

최고의
경제성과
연구목적에
최적화된

서비스 공급

※ 제품별 인증현황은 상세페이지와 홈페이지(www.chclab.com)를 참조하세요.
★제품은 상기 인증 테스트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비인증 제품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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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us
®
 BSC CHC-100

Biological Safety Cabinet | Class I

BSC ClassⅠ의 CHC-100은 작업자와 연구 환경을 보호하며, 위험이 적은 미생물 취급에 사용되는 생물안전 작업대 입니다.

구 분 Model No.
CHC-100

03 04 05 06

전 기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36W x 2EA

 자외선등 20W x 1EA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밸 브
 Utility valve 1EA (Vacuum)

 Drain valve assembly X

배 기

 토출관 (Duct Ø) X

 Exhaust connection X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감지센서 X

기 타  차압계 Option

선택사항

 ㆍAdditional service valve (gas, air, water)

 ㆍExhaust airflow sensor with monitor

 ㆍSide window

 ㆍElectric adjustable stand

구 분 Model No.
CHC-100

03 04 05 06

외 장

규 격

외부

W(폭) / mm 1040 1340 1650 1960

D(깊이) / mm 777

H(높이) / mm 1300

내부

'W(폭) / mm 919 1219 1529 1839

'D(깊이) / mm 560

'H(높이) / mm 584

 컬러 Gray

 도어 Basic - 5mm (강화유리) / Option - Acrylic panel door

 콘트롤판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mm), Sash level 203 (8inch)

재 질
 외부재질 (External)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Chamber) STS 304

성 능

 인증현황 X

 평균 유입 풍속 (m/s) 0.4 (79fpm)

 평균 하방향 풍속 (m/s) -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 < 65㏈(A)

 흡입유량(Nominal Exhaust volume) 269CMH 357CMH 447CMH 538CMH

 안전 및 경보시스템 UV 타이머

     

공기흐름도

Room air

HEPA filtered air

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Support frame
높이
(mm)

633

Caster
Leveling caster (기본) 82

Urethane 103

■ 하부스탠드

‘
H

‘D

H

DW
‘W

Front view

Unit : mm

W : Width  D : Depth  H : Height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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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us
®
 BSC CHC-111A2

Biological Safety Cabinet | Class II Type A2 

BSC Class Ⅱ A2 타입 Econimic 버전의 CHC-111A2는 작업자와 연구환경, 시료를 보호하는 생물안전 작업대입니다.

HEPA filter를 통해 작업공간의 70%를 재순환, 30%는 외부로 배기 시키며 오염된 기류는 완벽하게 음압으로 둘러싸여 누출되지 

않습니다.

Contaminated air under positive pressure

구 분 Model No.
CHC-111A2

04 05 06

전 기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1EA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밸 브
 Utility valve 1EA (Vacuum)

 Drain valve assembly X

배 기

 토출관 (DUCT Ø) X

 Exhaust connection Option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감지센서 X

기 타  차압계 O

선택사항

 ㆍStainless steel Ⅳ bar

 ㆍAdditional service valves (gas, air, water)

 ㆍExhaust canopy connection

 ㆍMotorize auto window 

 ㆍRemote-controlled service valve 

 ㆍSupport shelves for suction pump kit 

 ㆍSTS 316 internal materials(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구 분 Model No.
CHC-111A2

04 05 06

외 장

규 격

외부

W(폭) / mm 1340 1650 1960

D(깊이) / mm 700

H(높이) / mm 1360

내부

'W(폭) / mm 1220 1530 1840

'D(깊이) / mm 539

'H(높이) / mm 581

 컬러 Gray

 도어형태 강화유리 5mm

 콘트롤판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mm), Sash level 203 (8inch)

재 질
 외부재질 (External)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Chamber) STS 304

성 능

 인증현황 X

 평균 유입 풍속 (m/s) 0.3 ~ 0.4

 평균 하방향 풍속 (m/s) 0.25 ~ 0.35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 < 62㏈(A) < 63㏈(A)

 흡입유량(Nominal Exhaust volume) 312CMH 391CMH 471CMH

 안전 및 경보시스템 UV 타이머, UV Lamp interlock기능, UV 안전센서

공기흐름도

Room air

HEPA filtered air

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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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haust

biolus
®
 BSC CHC-222A2

Biological Safety Cabinet | Class II Type A2

CHC-222A2는 BSC Class II Type A2 제품으로 작업자와 환경, 시료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HEPA filter를 통해 

작업공간 기류의 70%가 재순환, 30%는 외부로 배기 시키고 오염된 기류는 완벽하게 음압으로 둘러싸여 누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면의 8도 기울어진 인체공학적 구조는 눈부심이나 목, 팔의 무리를 줄여줍니다.

구 분 Model No.
CHC-222A2

03 04 05 06

전 기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밸 브
 Utility valve 1EA (Vacuum)

 Drain valve assembly Option

배 기

 토출관 (DUCT Ø) X

 Exhaust connection Option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감지센서 X

기 타  차압계 O

선택사항

 ㆍStainless steel Ⅳ bar

 ㆍAdditional service valves (gas, air, water)

 ㆍExhaust canopy connection

 ㆍExhaust airflow sensor with monitor (required exhaust connection)

 ㆍElectric adjustable stand

 ㆍULPA filters

 ㆍMotorize auto window

 ㆍSupport shelves for suction pump kit

 ㆍSTS 316 Internal materials(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구 분 Model No.
CHC-222A2

03 04 05 06

외 장

규 격

외부

W(폭) / mm 1060 1385 1690 1995

D(깊이) / mm 810

H(높이) / mm 1590

내부

'W(폭) / mm 925 1250 1555 1860

'D(깊이) / mm 615

'H(높이) / mm 655

 컬러 Gray

 도어형태 6.38mm Laminated glass (2중 접합유리)

 콘트롤판넬 LCD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mm), Sash level 203 (8inch)

재 질
 외부재질 (External)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Chamber) STS 304

성 능

 인증현황 - EN 12469, CE - EN 12469, CE

 평균 유입 풍속 (m/s) 0.53 (105fpm)

 평균 하방향 풍속 (m/s) 0.35 (70fpm)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 < 64㏈(A) < 65㏈(A)

 흡입유량(Nominal Exhaust volume) 358CMH 484CMH 602CMH 720CMH

 안전 및 경보시스템
Warm-up 및 Post-purge 기능, UV Lamp interlock기능, UV 타이머, UV 안전센서

도어센서, 경보시스템

 ㆍRemote-controlled service valve

70% Recirculation

Contaminated air under positive pressure

공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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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minated air under negativ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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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haust

biolus
®
 BSC CHC-777A2

Biological Safety Cabinet | Class II Type A2

CHC-777A2는 BSC Class II Type A2 제품으로 작업자와 환경, 시료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HEPA filter

를 통해 작업공간 기류의 70%가 재순환, 30%는 외부로 배기 시키고 오염된 기류는 완벽하게 음압으로 둘러싸여 누출되지 않습니

다. 특히 앞면의 8도 기울어진 인체공학적 구조는 눈부심이나 목, 팔의 무리를 줄여줍니다.

구 분 Model No.
CHC-777A2

03 04 05 06

전 기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밸 브
 Utility valve 1EA (Vacuum)

 Drain valve assembly Option

배 기

 토출관 (DUCT Ø) X

 Exhaust connection Option

 밀폐형 배기조절기 X

 배기감지센서 O

기 타  차압계 O

선택사항

 ㆍStainless steel Ⅳ bar

 ㆍAdditional service valves (gas, air, water)

 ㆍExhaust canopy connection

 ㆍExhaust airflow sensor with monitor (required exhaust connection)

 ㆍElectric adjustable stand

 ㆍULPA filters

 ㆍMotorize auto window

 ㆍSupport shelves for suction pump kit

 ㆍSTS 316 Internal materials(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ㆍWired remote control

구 분 Model No.
CHC-777A2

03 04 05 06

외 장

규 격

외부

W(폭) / mm 1060 1385 1690 1995

D(깊이) / mm 810

H(높이) / mm 1590

내부

'W(폭) / mm 925 1250 1555 1860

'D(깊이) / mm 615

'H(높이) / mm 655

 컬러 Gray

 도어 형태 6.38mm Laminated glass (2중 접합유리)

 콘트롤판넬 LCD Digital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mm), Sash level 203 (8inch)

재 질
 외부재질 (External)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Chamber) STS 304

성 능

 인증현황 NSF/ANSI 49, UL, KS M 10103 UL, KS M 10103 NSF/ANSI 49, UL, KS M 10103

 평균 유입 풍속 (m/s) 0.53 (105fpm)

 평균 하방향 풍속 (m/s) 0.35 (70fpm)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 < 64㏈(A) < 65㏈(A)

 흡입유량(Nominal Exhaust volume) 358CMH 484CMH 602CMH 720CMH

 안전 및 경보시스템
Warm-up 및 Post-purge 기능, UV Lamp interlock기능, UV 타이머, UV 안전센서

도어센서, 경보시스템

 ㆍRemote-controlled service valve

Contaminated air under positiv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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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us
®
 BSC CHC-888B2

Biological Safety Cabinet | Class II Type B2

CHC-888B2는 BSC Class II Type B2 제품으로 작업자와 환경, 시료를 모두 보호하고 HEPA filter를 통해 작업공간을 거친 공

기 100% 모두 외부로 배기 시킵니다. Hard exhaust connection, Airtight damper, Exhaust airflow sensor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외부 배기 풍량 이상 시, 안전을 위해 즉시 블로워 가동이 정지됩니다.

구 분 Model No.
CHC-888B2

04 06

성 능  안전 및 경보시스템
풍속센서, 온도센서, 풍속경보, 도어샤시 경보, 필터수명 경보, UV Lamp 수명경보,
Exhaust airflow sensor with monitor, Air tight damper (for hard connection)

전 기

 공급전원 220V, 50/60Hz

 형광등 36W x 2EA

 자외선등 30W X 1EA

 콘센트 220V x 2EA

밸 브
 Utility valve 1EA (Vacuum)

 Drain valve assembly O

배 기

 토출관 (DUCT Ø) 200 or 250

 Hard exhaust connection O

 밀폐형 배기조절기 O

 배기감지센서 O

기 타  차압계 O

선택사항

 ㆍStainless steel Ⅳ bar

 ㆍAdditional service valves (gas, air, water)

 ㆍMotorize auto window 

 ㆍRemote-controlled service valve

 ㆍULPA filters

 ㆍSupport shelves for suction pump kit

 ㆍSTS 316 Internal materials(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ㆍWired remote control

구 분 Model No.
CHC-888B2

04 06

외 장

규 격

외부

W(폭) / mm 1385 1995

D(깊이) / mm 810

H(높이) / mm 1825

내부

'W(폭) / mm 1250 1860

'D(깊이) / mm 615

'H(높이) / mm 655

 컬러 Gray

 도어형태 6.38mm Laminated glass (2중 접합유리)

 콘트롤판넬 LCD Digital display panel

 적정도어 높이 (mm), Sash level 203 (8inch)

재 질
 외부재질 (External) SPCC / AL with epoxy powder coated

 내부재질 (Chamber) STS 304

성 능

 인증현황 NSF/ANSI 49, UL

 평균 유입 풍속 (m/s) 0.53 (105fpm)

 평균 하방향 풍속 (m/s) 0.3 (60fpm) 

 필터효율 HEPA filter > 99.995% at 0.3㎛

 소음 (㏈) < 64㏈(A) < 65㏈(A)

 흡입유량(Nominal Exhaust volume) 1254CMH 1865CMH

 Static duct pressure (mmWG) 51.3 60.1

 안전 및 경보시스템 Warm-up 및 Post-purge 기능, UV Lamp interlock기능, UV 타이머, UV 안전센서, 도어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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