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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티플러스 박테리아 발생기(Model. ABG-1771)는 실험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동으로 박테리아를

발생시키던 기존 방법에서 탈피하여, 박테리아 에어로졸 자동 발생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실험자의 조작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균 상태의 박테리아를 발생시켜 박테리아의 발생량과 발생크기를

제어하므로 박테리아 에어로졸을 활용한 시험 평가 및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균 상태의 박테리아 에어로졸 분무
특허 출원 10-2018-0091244

• 작동 방식 :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

• 박테리아 공급 방식 : 정량펌프(Peristaltic Pump), ~ 1.2 ml/min

• 박테리아 발생 농도 : 2200 ± 500 CFU

• 박테리아 발생 크기 : 3.0 ± 0.3 µm(평균 입경)  

• 제어 압력 범위(발생) : 0 ~ 2 atm.

• 제어 유량 범위(이송 공기) : 0 ~ 50 lpm

• 크기(W.D.H, mm) : Controller_400ⅹ475ⅹ400

Column_ф 150, 500 H

• 무게(kg) : 20 (Column 및 Control box 포함)

• 전원 : 220 VAC, 2 A 

ABG-1771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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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BG-1771]

ABG-1771 소프트웨어 화면 , 자동&수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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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1771과 주요 제품 비교

주요 발생 장치
박테리아 에어로졸 발생장치

(ART+,  ABG-1771)
충돌식 분무기

(Collision Nebulizer)

장점

• 자동 제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 높음

• 생균 상태의 박테리아 에어로졸 분사
• 발생량 및 발생크기 제어
• 미국 재료학회단체 표준 ASTM F 2101-14 부합; 의

료기기용 마스크 시험
• 공기청정기 성능평가용 챔버 시험, 에어필터 성능평

가용 풍동 시험장치에 사용 가능
• 식약처 가이드라인, 중국 국가표준, ASTM 시험에

최적화된 설계

• 저렴한 가격, 사용 편의

단점

• 시간에 따라 입자 농도 변화
• 1마이크론 이하의 초미세 입자 발생 시, 유

사 크기의 바이오 오염물질 동시 생성
• 발생 박테리아의 크기 제어와 발생 농도 제

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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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1771 박테리아 발생 시험 결과

박테리아발생기
(Bacteria Generator, ABG-1771)

[분사 노즐의 Staphylococus aureus 에어로졸 발생 결과] [분사 노즐의 Micrococcus luteus 에어로졸 발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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