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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사이언 흄후드는 실험 환경 및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재질과 시리즈를 선택 가능하며,	실험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신속히 배출해 연구원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일체형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배기형 흄후드
·전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신속하게
배출

    상부형
·화학물질 이용한 모든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실험환경을 제공

    워크인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대형 실험 기기 등을
	흄후드 내부로 이동,
	흄후드 내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실험 가능

    테이블 탑
·중앙 및 벽면 실험대

	위에 올려 사용 가능
·중앙형은 옆면의 창으로

	후드 내부 관찰 가능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공간을 디자인합니다 제거합니다.

실험실과 작업장에서 하루	8	시간 이상을	
보내는 연구원과 근로자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실험 중에 시약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업무 효율을 하락시킵니다.

또한 일부 화학물질은 무취,	무미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장기 노출 시	
암,	피부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피부,	눈,	
코 자극 등 수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화학물질에 의한 신체 손상 및 질병은 장기간 노출된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연구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가스는 원천 제거되어야 합니다.

▶TLV	(Threshold	Limit	Values):	화학물질 노출 허용 농도
▶TLV-TWA	(Time	Weighted	Average):	시간가중치,	작업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작업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농도 기준
▶TLV-STEL	(Short	Time	Exposure	Limit):	단시간 노출한계치,	15분 간 연속으로 노출 가능한 최대 농도 기준

물질명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납

니켈(가용성화합물)

카드뮴

크롬(6가)화합물(수용성)

황산

산화에틸렌(EO가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오존

과산화수소

화학식

CHCl3

C6H6

CCl2CHCl

HCHO

Pb

Ni

Cd/CdO

Cr

H2SO4

(CH2)2O

HCON(CH3)2

O3

H2O2

TLV-TWA

10	ppm

0.5	ppm

10	ppm	

0.1	ppm

50	μg/m3

100	μg/m3

10	μg/m3

50	μg/m3

200	μg/m3

1	ppm

10	ppm

0.05	ppm

1	ppm

TLV-STEL

-

2.5	ppm

25	ppm

0.3	ppm

-

-

-

-

-

5	ppm

-

-

-

노출시 질병

피부질환,	독성간염

빈혈,	백혈병

피부질환,	독성간염,	신장암

천식,	코암,	백혈병

빈혈,	말초신경염,	신장염

피부염증,	폐암,	코암

신장질환,	폐암

피부염,	호흡기 손상,	폐암

기관지 만성염증,	후두암

백혈병,	백내장

피부염,	독성간염

폐 부종,	호흡기 손상

폐수종,	폐기종

실험 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와 악취가 우려되십니까?

재질 선택

알루미늄 프로파일 흄후드

철제 흄후드

시리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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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프로파일 상부형 & 일체형 흄후드 지티사이언 흄후드의 특장점 제거합니다.

연구원의 안전을 지켜주는 배기 능력
By	Pass	Louver를 통해 유입기류의 난류화를 억제하여 배기 능력을
강화시켰으며,	Baffle	plate	구조로 후드 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배기함

내화학성 재질로 내구성 강화
후드 내부는 내약품성,	내습성,	내열성이 뛰어난 페놀라미네이트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후드의 상판 역시 내화학성의	
세라마이트 상판을 사용함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Operating	valve	등의 컨트롤 부분이 사용자 중심의 각도로		좌우	
측면에 제작되어 최적의 제어가 가능함

*적용 제품:	알루미늄 프로파일 흄후드

튼튼한 아름다움, 알루미늄 프레임
Anodizing	표면 처리를 통해 경도가 높고 내화학성이 뛰어남,	
또한	(주)지티사이언의 독창적인 웨이브 프로파일 디자인이 적용되어
미려한 외관으로 편안한 실험환경을 제공함

*적용 제품:	알루미늄 프로파일 흄후드

안전커버 콘센트
실험 시 액체 유입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전기사고를 예방함

*적용 제품:	알루미늄 프로파일 흄후드

높낮이 조절이 편리한 슬라이딩 도어
일반 유리에 비해 내충격,	내입강도,	내열성이 우수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안전성이 높으며,	슬라이딩 형식으로 실험에 따라 필요한	
높이까지 조절이 용이함

옵션
•	풍속계			•	팬		•	비규격 주문제작가능

[상부형] [일체형]
방폭등	

팬	on/off	스위치

와류현상 방지턱(SUS	1T)

밸브

코크					

견고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보강	지지대	삽입

By	Pass	Louver										

램프	on/off	스위치

안전콘센트		

넓은	하부장		

5T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

Speed of the
Air is Face
Velocity

Room	air
Fume(gas,	vapor)
Clean	air

Baffle	Plate	

30mm	세라마이트	/	
페놀라미네이트	상판

알루미늄 프로파일 흄후드 워크인 

방폭등	

팬	on/off	스위치

안전	콘센트

코크					

견고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보강	지지대	삽입

By	Pass	Louver										

램프	on/off	스위치

도어스토퍼

옵션
•	풍속계			•	팬		•	비규격 주문제작가능

Baffle	Plate	

밸브	

충격방지	스토퍼

5T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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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프로파일 흄후드 테이블 탑 

철제 흄후드 

5T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

By	Pass	Louver

코크	(Gas	/	Water	/	Air)

Baffle	Plate

세라마이트	상판

밸브	(Gas	/	Water	/	Air) 콘센트	220V

하부프레임	철각판넓은	하부	수납장

외부재질	:	스틸파크밀	분체도장 방폭등

❶	방폭등											❷		양	측면	5T	강화유리
※중앙형과	벽면형은	동일한	기능과	특징	보유

테이블 흄후드의 필요성
흄후드 없이 실험대 위에서 작업하는 실험은	1차적으로	
공기 중에 시약으로 인한 유해가스가 나오게 되며 연구원들은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테이블 탑이 설치된 실험대에서 작업을 하면,	실험 시	
발생하는 유해성분이 흄후드를 통해 배출되어 유해가스	
환경으로 부터 연구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Tip

견고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보강	지지대	삽입

By	Pass	Louver										

램프	on/off	스위치
팬	on/off	스위치

옵션
•	풍속계			•	팬

옵션
•	풍속계			•	팬

안전	콘센트	

Baffle	Plate	

5T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

[벽면형] [중앙형]

❶❶

❷❷ ❷❷

내부재질	:	페놀라미네이트

제품 규격
알루미늄 프로파일 일체형 & 상부형

구 분 일 체 형 상 부 형
	모델명	 GAHP	-	G112	 GAHP	-	G115	 GAHP	-	G118	 GAHP	-	G021	 GAHP	-	G124		 GAHP	-	G012	 GAHP	-	G015	 GAHP	-	G018	 GAHP	-	G021	 GAHP	-	G024

	 외부	 1200	x	800	x	2350	 1500	x	800	x	2350	 1800	x	800	x	2350	 2100	x	800	x	2350	2400	x	800	x	2350		1200	x	800	x	2350	 1500	x	800	x	2350	1800	x	800	x	2350	 2100	x	800	x	2350	 2400	x	800	x	2350

	 내부	 1000	x	580	x	1030	 1300	x	580	x	1030	 1500	x	580	x	1030	 1800	x	580	x	1030	2100	x	580	x	1030		1000	x	580	x	1030	 1300	x	580	x	1030	1500	x	580	x	1030	 1800	x	580	x	1030	 2100	x	580	x	1030

Gas	 1	 1	 1	 1	 1	 1	 1	 1	 1	 1

	 Water	 1	 1	 2	 2	 2	 1	 1	 1	 2	 2

Air	 1	 1	 1	 1	 1	 1	 1	 1	 1	 1

													콘센트(1구)	 	 4	 4	 4	 4	 4	 4	 4	 4	 4	 4	

	컵씽크	 1	 1	 1	 2	 2	 1	 1	 1	 2	 2	

													램프(36W)	 1	 1	 1	 2	 2	 1	 1	 1	 2	 2

																내부재질	 	페놀라미네이트	4T

	배기구	 	200ø	/	250ø	/	300ø

전원	 110	~	240V,		50	/	60Hz

크기
(W	x	D	x	H,

	mm)	

벨브

철제 흄후드
구 분 철제 흄후드
모델명	 GFHP-1200	 GFHP-1500	 GFHP-1800	 GFHP-2100	 GFHP-2400

외부	 1200×800×2350	 1500×800×2350	 1800×800×2350	 2100×800×2350	 2400×800×2350

내부	 1000×630×1030	 1300×630×1030	 1600×630×1030	 1900×630×1030	 2200×630×1030

Gas	 1	 1	 1	 1	 1

Water	 1	 1	 1	 2	 2

Air	 1	 1	 1	 1	 1

콘센트(1구)	 220V	2EA	 220V	4EA

컵씽크	 1	 1	 1	 2	 2

램프(36W)	 1	 1	 1	 2	 2

내부재질	 페놀라미네이트	4T

배기구	 200ø	/	250ø	/	300ø

전원	 110	~	240V,		50	/	60Hz

크기
(W	x	D	x	H,

mm)	

벨브

알루미늄 프로파일 워크인 & 테이블 탑
구 분 워크인 테이블 탑 중앙형 테이블 탑 벽면형
모델명	 GAHP	-	W115	 GAHP	-	W118	 GAHP	-	W121	 GAHP	-	W124	 GAHP	-	C024	 GAHP	-	C030	 GAHP	-	C036	 GAHP	-	S015	 GAHP	-	S018

외부	 1500	x	800	x	2350	 1800	x	800	x	2350	 2100	x	800	x	2350	 2400	x	800	x	2350	 2400	x	1500	x	1550	 3000	x	1500	x	1550		 3600	x	1500	x	1550	 1500	x	750	x	1550		 1800	x	750	x	1550

내부	 1300	x	540	x	1800		 1600	x	540	x	1800	 1900	x	540	x	1800	 2100	x	540	x	1800	 -

Gas	 1	 1	 1	 1	 -

Water	 2	 2	 2	 2	 -

Air	 1	 1	 1	 1	 -

콘센트(1구)	 4	 4	 4	 4	 8	 8	 8	 4	 4

컵씽크	 추가	기능	 -

램프(36W)	 1	 1	 2	 2	 4	 4	 4	 1	 1	

내부재질	 페놀라미네이트	4T

배기구	 200ø	/	250ø	/	300ø

전원	 110	~	240V,		50	/	60Hz	

크기
(W	x	D	x	H,

	mm)	

벨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