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도 의료폐기물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장치

오염 물질 배출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Pandemic) 유행은
소각처리가 필요한 전염성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처리 시설의 부족과 비용 증가, 처리시 이동/보관 중에

친환경 증기 멸균,
분쇄 방식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발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시
발생 문제점

발생하는 2차 오염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킴
관련 규제와
비용 증가

수집/이동/보관 시
노출 확산 우려

핵심 및 보유기술
의료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분쇄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방식으로 멸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쇄 과정과 미생물의 불활성화를 위한
멸균과정으로 구분 됨멸균과정의 시간단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온도와 압력 제어와 폐기물 분쇄가 핵심 기술임
핵심기술 1 - 분쇄

핵심 기술 2 - 멸균

- 다양한 성상의 의료 폐기물

- 멸균성능 99.9999%

분쇄가 가능한 분쇄날 구조

Sterilization Process

와 동작 기능

Validation(BI)

- 분쇄날 교체등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모듈형 분쇄부

보유 기술

* 국내 멸균 처리 현행 법 규정 준수
(증기멸균시 121℃,30분 이상 채류)
* 미국 및 유럽 국가 운용 기준도 만족
하는 기능(138℃, 10분 채류)

특허명

한계를 넘어서는 기업

내용

의료폐기물 패킹 장치

자동화를 위한 이송 및 패킹 장치

의료폐기물 처리 장치

분쇄기 보호를 위한 성상별 폐기물 분류장치

바이탈스

바이탈스는 전세계 여러 관계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인류의 안전한 삶과

Vitals Global Network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Korea

Vitals Co. LTD

China

Melton Lab.

Japan

In Lab Tech

Asia Inhalation Technology Alliance(AITA)
아시아 흡입 기술 연합(AITA)은 최신 기술과 방대
한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흡입 독성 테스트 시스템
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3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 3로 30, Tel. 042-934-0105 Fax.042-934-0106
30, Gukjegwahak 3-ro, Yuseong-gu, Daejeon, 34000, Republic of Korea Tel. +82-42-934-0105 Fax. +82-42-934-0106

다양한 압력 챔버
제작 경험

수치해석을 통한
최적설계

유지보수, Validation
전문

www.vitalsolution.kr

Inhalation Toxicity System

Inhalation Toxicity System

비부챔버 (VIEN)
전신 흡입 노출 챔버에 비해 피부와 털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
시험 물질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부(코)에 직접 노출하는 시험 챔버
GLP 국제 시험 규정 준용
·OECD TG 39, TG403( Acute), 412(Sub-Acute), 413(Sub-Chronic)
·EPA OPPTS 870.1300(Acute), 3465(Sub-Acute)

Specifications
규격(mm)

W:1200 D:800 H:1930 (12~60마리)

재질

STS304

노출방식

비부노출형(Flow past, 급배기 분리형)

대상동물

흰쥐(Rat), 생쥐(Mouse)

제어

MFC, 차압, 배기유량

모니터링

온습도, 차압, 산소, 이산화탄소, 배기유량

식물 노출시스템(VEG)

노출시스템 - 영장류(VEM)

규격(mm) W:1800 D:1800 H:2700

대상동물

영장류(원숭이)

재질

노출방식

비부 노출형

호흡량

~1.5LPM

마스크

-10~20 Pa 유지

챔버/배기장치 STS304
유리 5mm Clear glass
문 Aluminum

온도조절

주간 20~35℃ ±1℃

내부압력

야간 15~35℃ ±1℃
습도조절

주간 55~70%RH
야간 55~75%RH

풍속

노출시스템 - 토끼용(VER)

노출시스템 - 미니픽용(VEP)

대상동물

토끼

규격(mm) W:1800 D:1800 H:2700

노출방식

비부/경부 노출형

대상동물

미니피그

시스템

흡입마스크, 급기유입량

노출방식

비부/경부 노출형

구성

조절기( MFC), 필터박스,

시스템

흡입마스크, 발생기,

구성

분배기, 배기처리기

GLP 국제 시험 규정 준용
·OECD TG 39, TG403( Acute), 412(Sub-Acute), 413(Sub-Chronic), 451(Carcinogenicity), 452(Chronic), 453(Combined Chronic)
·EPA OPPTS 870.1300(Acute), 3465(Sub-Acute), 4100(Chronic), 8355(Combined Chronic, Carcinogenicity)

Specifications
규격(mm)

소형 W:2450 D:1430 H:2360 (max. 48마리)
대형 W:3630 D:2800 H:2800 (max. 144마리)

재질

STS304

노출방식

전신노출형(평면단층식)

대상동물

흰쥐(Rat), 생쥐(Mouse)

제어

MFC, 차압, 배기유량

모니터링

온습도, 차압, 산소, 이산화탄소, 배기유량

시료채취기 성능 평가 시스템

Generator

전신 흡입 노출시키는 시험 장비

배기처리기

Customized System

시험동물을 일반 환경이나 작업장 환경과 유사하게 대기를 조성하여

흡입마스크, 발생기,

구성

0.5㎧ 이내

인버터, 배기 블로어

전신챔버 (VIEW)

시스템

유기용제발생기(VOG)

선택밸브(VSV)

미스트 발생기

미세플라스틱 발생기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기체

동일 물질 다농도 시험 진행 시

습식 에어로졸 분사형, 충돌형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환경 및 흡입

상태로 상변화하여 흡입 노출

측정 채널을 스케쥴에 따라 자동

네뷸라이저(Collision Nebulizer)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

시험이 가능한 상태로 발생시

전환 혹은 선택하여 모니터링을

이용한 액체 에어로졸 발생 장비

발생시키는 장비

키는 장비

지원해 주는 장비

인체노출평가 시험챔버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에게 노출

본 장비는 살생물제의 인체 유해성을

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평가하기 위한 실험 챔버로, 노출된

(Volatile Organic Compound,

입자상 물질과 VOCs를 실시간으로

VOC)을 포집하는 수동식 시료채

측정하고 성분 분석을 위한 포집도

취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평

가능함

가용 시스템

Inhalation Toxicity System

Inhalation Toxicity System

비부챔버 (VIEN)
전신 흡입 노출 챔버에 비해 피부와 털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
시험 물질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부(코)에 직접 노출하는 시험 챔버
GLP 국제 시험 규정 준용
·OECD TG 39, TG403( Acute), 412(Sub-Acute), 413(Sub-Chronic)
·EPA OPPTS 870.1300(Acute), 3465(Sub-Acute)

Specifications
규격(mm)

W:1200 D:800 H:1930 (12~60마리)

재질

STS304

노출방식

비부노출형(Flow past, 급배기 분리형)

대상동물

흰쥐(Rat), 생쥐(Mouse)

제어

MFC, 차압, 배기유량

모니터링

온습도, 차압, 산소, 이산화탄소, 배기유량

식물 노출시스템(VEG)

노출시스템 - 영장류(VEM)

규격(mm) W:1800 D:1800 H:2700

대상동물

영장류(원숭이)

재질

노출방식

비부 노출형

호흡량

~1.5LPM

마스크

-10~20 Pa 유지

챔버/배기장치 STS304
유리 5mm Clear glass
문 Aluminum

온도조절

주간 20~35℃ ±1℃

내부압력

야간 15~35℃ ±1℃
습도조절

주간 55~70%RH
야간 55~75%RH

풍속

노출시스템 - 토끼용(VER)

노출시스템 - 미니픽용(VEP)

대상동물

토끼

규격(mm) W:1800 D:1800 H:2700

노출방식

비부/경부 노출형

대상동물

미니피그

시스템

흡입마스크, 급기유입량

노출방식

비부/경부 노출형

구성

조절기( MFC), 필터박스,

시스템

흡입마스크, 발생기,

구성

분배기, 배기처리기

GLP 국제 시험 규정 준용
·OECD TG 39, TG403( Acute), 412(Sub-Acute), 413(Sub-Chronic), 451(Carcinogenicity), 452(Chronic), 453(Combined Chronic)
·EPA OPPTS 870.1300(Acute), 3465(Sub-Acute), 4100(Chronic), 8355(Combined Chronic, Carcinogenicity)

Specifications
규격(mm)

소형 W:2450 D:1430 H:2360 (max. 48마리)
대형 W:3630 D:2800 H:2800 (max. 144마리)

재질

STS304

노출방식

전신노출형(평면단층식)

대상동물

흰쥐(Rat), 생쥐(Mouse)

제어

MFC, 차압, 배기유량

모니터링

온습도, 차압, 산소, 이산화탄소, 배기유량

시료채취기 성능 평가 시스템

Generator

전신 흡입 노출시키는 시험 장비

배기처리기

Customized System

시험동물을 일반 환경이나 작업장 환경과 유사하게 대기를 조성하여

흡입마스크, 발생기,

구성

0.5㎧ 이내

인버터, 배기 블로어

전신챔버 (VIEW)

시스템

유기용제발생기(VOG)

선택밸브(VSV)

미스트 발생기

미세플라스틱 발생기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기체

동일 물질 다농도 시험 진행 시

습식 에어로졸 분사형, 충돌형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환경 및 흡입

상태로 상변화하여 흡입 노출

측정 채널을 스케쥴에 따라 자동

네뷸라이저(Collision Nebulizer)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

시험이 가능한 상태로 발생시

전환 혹은 선택하여 모니터링을

이용한 액체 에어로졸 발생 장비

발생시키는 장비

키는 장비

지원해 주는 장비

인체노출평가 시험챔버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에게 노출

본 장비는 살생물제의 인체 유해성을

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평가하기 위한 실험 챔버로, 노출된

(Volatile Organic Compound,

입자상 물질과 VOCs를 실시간으로

VOC)을 포집하는 수동식 시료채

측정하고 성분 분석을 위한 포집도

취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평

가능함

가용 시스템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도 의료폐기물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장치

오염 물질 배출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Pandemic) 유행은
소각처리가 필요한 전염성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처리 시설의 부족과 비용 증가, 처리시 이동/보관 중에

친환경 증기 멸균,
분쇄 방식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발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시
발생 문제점

발생하는 2차 오염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킴
관련 규제와
비용 증가

수집/이동/보관 시
노출 확산 우려

핵심 및 보유기술
의료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분쇄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방식으로 멸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쇄 과정과 미생물의 불활성화를 위한
멸균과정으로 구분 됨멸균과정의 시간단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온도와 압력 제어와 폐기물 분쇄가 핵심 기술임
핵심기술 1 - 분쇄

핵심 기술 2 - 멸균

- 다양한 성상의 의료 폐기물

- 멸균성능 99.9999%

분쇄가 가능한 분쇄날 구조

Sterilization Process

와 동작 기능

Validation(BI)

- 분쇄날 교체등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모듈형 분쇄부

보유 기술

* 국내 멸균 처리 현행 법 규정 준수
(증기멸균시 121℃,30분 이상 채류)
* 미국 및 유럽 국가 운용 기준도 만족
하는 기능(138℃, 10분 채류)

특허명

한계를 넘어서는 기업

내용

의료폐기물 패킹 장치

자동화를 위한 이송 및 패킹 장치

의료폐기물 처리 장치

분쇄기 보호를 위한 성상별 폐기물 분류장치

바이탈스

바이탈스는 전세계 여러 관계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인류의 안전한 삶과

Vitals Global Network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Korea

Vitals Co. LTD

China

Melton Lab.

Japan

In Lab Tech

Asia Inhalation Technology Alliance(AITA)
아시아 흡입 기술 연합(AITA)은 최신 기술과 방대
한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흡입 독성 테스트 시스템
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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