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여재) 박테리아여과효율시험평가장치
(Bacterial Filter Efficiency Test System, BFET-1853)

BFET-1853은 의료용 마스크에 사용되는 에어필터 여재와 마스크(완제품)을 피시험체로 놓고 생물학적

에어로졸로부터 어느정도 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 시험은

포도상구균의 액체 현탁액을 사용하여 진행하며, 지속적인 유량을 필터 여재에 통과시킨 후, 통과 전후의

박테리아 총량을 계산하여 제균율을 산출합니다.

◦ 에어로졸 분야(여과효율) 및 생물학(박테리아 발생)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한 요구 규격 및 준용 표준 분석을 통한 시스템

◦ 생균 상태의 박테리아 에어로졸 발생기 적용(특허출원 : 10-2018-0091244,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 기술개발 과제)

◦ 시스템 설계 분석 기반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시험자의 직접 조작을 최소화, 작업 미숙에 의한 오류 방지

◦ 전체 시스템을 국산화(표준에서 엄격하게 명시하는 구성품 제외)하여,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장비 가동률 극대화

◦ 준용 표준 및 시험 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을 염두한 확장성 확보

◦ 전실 및 자외선 조명등 설치, 실험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박테리아의 확산을 방지(옵션사항)

◦ 시험 결과 분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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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표준명

ASTM F2101-19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th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BFE) of Medical Face 
Mask Materials, Using a Biological Aerosol of Staphylococcus aureus

식약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Polypropylene Filter Nonwoven Fabric(Replacement Type))

정의 :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 정전기 처리를 한 것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멜트블로운 장비로 방사한 후 포상으로 만듦. 스폰본드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접착제와향료 등은 사용불가. 이 부직포의 용기나 포장에는 세균여과효율의
기재가 가능함. (예 :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마스크(여재) 박테리아 여과효율 시험평가 장치 특징

[마스크(여재) 박테리아 여과효율 시험평가 장치]

[마스크(여재) 박테리아 여과효율 시험평가 장치 준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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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 발생장치부

• 발생 방식 : Nebulizing

• 평균입경 : 3.0 ± 0.3 µm (ASTM F2101-14)

• 농도 수준(Challenge level) : 2200 ± 500 CFU (ASTM F2101-19 )

• 압력 조절 범위 : 0 ~ 2.0 bar

• Mixing 유량 제어 범위 : 0 ~ 30 lpm

• Feeding 속도 범위 : 0 ~ 23.4 ml/min

- 박테리아 포집장치부

• 6단형, Andersen Type Cascade Impactor

• 샘플 측정 범위: 0.85 ~ 10 ㎛

• 유량 : 28.3 L/min (1 CFM)

• Impactor 재질 : Alumium

- 의료용 마스크 지그:기밀유지(0.1#/cm3 이하)

- 의료용 마스크 고정 방식: 압축공기를 이용한 압축 및 유지 장치

- 지그 자동 이송 장치

- 시험 공기 유량 모니터링: 0~30LPM 이상

- 시험 공기 유량 제어: 자동 제어 방식

- 잔여 박테리아 포집 장치: 냉각 응축 포집

- 제어 시스템 및 프로그램

• 자동 제어 : 발생기 작동, 시험 유량

• 시험 유량계 모니터링

• 표준 및 규정에 따른 시험 프로토콜 내장 및 시험 자동 진행

• 시험챔버 환경 데이터 및 측정 Raw 데이터 저장 (임의 수정 방지)

• 시험환경 제어시스템 온습도, 배기/환기 모드 원격 제어 및 통신

• 제어용 하드웨어 : 범용 장치 적용 (추후 시스템 확장 및 업데이트 가능)

1. 마스크 박테리아 여과효율 시험환경 제어시스템(옵션)

- 온습도 범위 : 23℃ ± 3℃, 45~65 ± 5 %RH

- 온습도 정확도 : ± 1℃, ± 5%

- 청정도 등급 : Class 10,000 (ISO7)

- 배경농도 : 0.5 #/㎤ @ 0.3 ㎛

- 챔버 내부 살균 장치 포함

2. 실험실 기기류(옵션)

- 멸균기, 진탕 배양기, 볼텍스 믹서, 냉장보관고, 클린벤

치, 오토피펫터, 정밀저울, 콜로니카운터, 기타 초자류

(138개) 등

* 상기 규격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에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선택 사항

[마스크(여재) 박테리아 여과효율 시험장치(hume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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