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검사시스템

Fit Testing

1. 호흡보호구 밀착검사
2. 청력보호구 밀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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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구 밀착 검사
호흡보호구 밀착 검사는 근로자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면체의
틈 사이로 외부 유해물질이 새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실험 방법 입니다.

미국의 경우 OSHA(산업안전 보건청)와 ANSI(미국표준화협회)에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로 1년에 1회 이상
밀착 검사(Fit-test)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KOSHA Code에도
"호흡보호구의 정성 밀착 검사(최소 년 1회 이상 실시)및
자가 밀착 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정성 밀착 검사(QLFT)
●유형 : 시험물질의 맛, 냄새,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착용자의 능력에 의존하여
누설 여부만 알아보는 '합격/불합격' 시험
시험물질

사용가능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사용감각

밀착시험키트

사카린 용액
에어로졸

모든 등급의 방진마스크/필터
방진필터 부착된 모든 방독 마스크

미각(단 맛)

3M™ FT-10

Bitrex 용액
에어로졸

모든 등급의 방진마스크/필터
방진필터 부착된 모든 방독 마스크

미각(쓴 맛)

3M™ FT-30

정량 밀착 검사(QNFT)
●유형 : 착용자의 감각과 무관하게 별도의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데이터(밀착도=Fit Factor)를 산출한 뒤, 기준과 비교하는 '합격/불합격' 시험
시험물질

사용가능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사용감각

일반 대기 중
분진

고효율용필터(HEPA)혹은
P100 등급의 방진필터

분진 계수기
(마스크 안쪽과
바깥쪽의 입자
농도 측정 방식)

밀착시험키트
TSI Portacount,
실험용 시약 및
악세서리 등

3M 밀착검사(Fit-test) 솔루션
Fit-test Kit

밀착 검사 교육 서비스
정성 밀착 검사 (QLFT)

FT-10 Kit (사카린)용액
구성 - 후드, 후드받침, 분무기2,
밀착실험 용액, 민감성 실험용액

FT-30 Kit (Bitrax)용액
구성 - 후드, 후드받침, 분무기2,
밀착실험 용액, 민감성 실험용액

대상 - 근로자
소요시간 - 30분/1인

정량 밀착 검사(QNFT)
대상 - 근로자
소요시간 : 30분/1인

Fit-test 전문가 교육 과정
대상 - 관리자
소요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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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호구 밀착검사시스템
성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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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적용사업장

3M의 다양한 귀마개 및 귀덮개로 개인의 밀착(Fit)을 측정하여
개인별 차음률(PAR)을 알려주는 청력보호구 밀착시스템 장비

소음노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정기적으로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곳

3M 청력보호구 밀착검사시스템 활용방법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simple steps

실험실이 아닌 실제 근무지에서 개인별차음률(PAR)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력손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관찰 할수 있습니다.

01
02
03

근로자가 직접 청력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근로자의 실제 착용 습관대로 착용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청력보호구 밀착도의 가변성과 효율성을 분석합니다.

F-MIRE Testing으로 5초동안 7개의 주파수(125Hz-8Hz)를 테스트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특허받은 소프트웨어와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실제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별차음률(PAR)을 산출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차음률(PAR)을 측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력보호구가 실제 작업환경에 적합한지 결정하며,
데이터 추적 관리가 가능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구성품

무게 6.7 Kg / 크기 45.72cm X 34.29cm X 17.78 cm

사진으로
설치 메뉴얼 제공

작고 가벼워진
보관 케이스

연결선
테스트용 보안경

테스트용 귀마개 샘플
컴팩트하게
2층으로 구성
소프트웨어 USB

테스트용 스피커

귀이도 측정기 및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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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

스피커 스탠드 및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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