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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유리용기들의 복사열 살균을 위한 전체 단위구조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간략도. 

제2도는 유리용기의 이송방향에 직각인 곳에서 복사열 터널을 통과하는 단면도.

제3도는 입자의 측정을 위한 이송벨트 위의 공기흡입 분기관의 배치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I : 입구부                                        II : 건조, 가열 및 살균부

III : 냉각부                                      IV : 출구부

1 : 유리용기                                    2 : 이송벨트

3 : 복사오븐(radiant oven)               

4 : 적외선 가열장치(IR heater element)

5 : 전기가열장치(electric heater element)

6 : 복사오븐의 비가열 측벽               7 : 송풍기

8 : 호슈식 휠터                                9, 10 : 차폐막(diaphragm)

11 : 배연·배기송풍기(fumes/exit air fan)   

12 : 송풍기                                      13 : 호슈식  휠터 

14 : 배기송풍기                                15 : 송풍기 

16 : 호슈식 휠터                               17 : 차폐막(diaphragm)

18 : 복사고온계                                19, 20 : 공기흡입관

21 : 압력감지기(pressure sensor)       22 : 작동모우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내열용기  특히  약물을  담기  위한  유리병(1)을  청정실  상태하에서  열건조시키는 살균방법
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용기들은  충류구성장치(laminar  flow  units)를  경유하고  계속해서 복사오븐
(3)을  통과한  후  호슈식  여과(HOSCH-filtered)  공기에  의해  냉각된다.  여기서  호슈식  여과공기의 일
부는 복사오븐(3)의 출구에서 분기하고, 복사오븐(3)을 통하여 제어된 저교란 이동류(low-
turbulence displacement flow)를 통과한다.

이러한 복사오븐과 관련된 형태의 공지의 방법은 독일연방공화국 특허 제2631352호에 기술되었다.

거기에  기술된  살균방법은  대체로  최소허용입자  계수에  따를  경우  요구량인  100등급(class  100)과 
미국연방기준  209b(또는  근사적으로는  3등급  VDI  2083  ;  class  3  VDI  2083)이  충족됨을  스스로 증명
되었다.  더구나  약학적  생산물에  상응하고(미국  연방기준  209c)  또한  더  높은  등급인  10등급(class 
10)을 규정한 기준의 새로운 개정을 전술한 복사오븐에 의해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저교란  이동류(low-turbulence  displacement  flow)의  원리에  따른  복사오븐을  이용하고 
전술한 건조-열살균법을 보다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본  발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복사오븐(3)에서  청정실  상태가  대기압 pAT 에  대한  정압 p 2 

및  그로인한  평균  유속  0.2m/s  미만의  역류에  의하여  유지될  때,  복사오븐(3)내에서  정압 p2 가 측정

되고  제어치와  비교되며,  유출부에서의  호슈식  여과냉각공기를  배기하기  위한  배기송풍기(14)가 제
어치와의 압력편차 △p를 최소화 하도록 재조정된다.

또한 병의 상하에 적절히 배치된 적외선 가열장치(4)의 주요부분은 정전력(constant electric 
power)에서  작동되며,  불안정한  작동상태로  인하여  야기되는  온도변동은  전기가열장치(5)의 나머지
부분의 조절로서 제거된다. 여기서 모든 압력자료는 대기압 pAT과 비교되는 정압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측정의  결과로서,  간섭되지  않는  저교란  이동류(low-turbulence  displacement  flow)는 
전작동시간  동안  복사오븐(3)내에서  유지된다.  복사오븐(3)내에서의  이  압력은  낮은 유속(＜0.2m/
s)과  같은  정류상태(constant  flow  condition)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지하기  쉽고  특히   실제적으로 
분석가능한 측정된 변수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적외선가열장치(4)에서  비례적으로  우세한  정부하(기본부하)와  상대적으로  작은  제어부하(control 
load)로의  가열동력의  분배는  저교란역류(low-turbulence  counter  flow)를  간섭하는  대류를 기술적
으로 가능한 최저치로 줄어듬을 보장한다.

오히려,  복사오븐(3)내에서  정압 P2 를  위한  제어치는  0.2pa이하의  값으로  조절된다.  약  0.7㎡의 자

유단면을  가지는  복사오븐(3)내에서의  유속에  대하여  임계치  2300이하의  평균  레이놀즈수(mean 
Reynolds number)가 이렇게 유지된다.

또한  본  발명의  개선점에  따르면  복사오븐(3)내의  청정실  등급(clean-room  classification)은 유리
용기(1)들  위에  격자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입자계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공기흡입관(1
9)에  의해  계속적으로  감지되며  기록된다.  이렇게  하여  청정실등급은  전  작동기간  중  신빙성  있게 
감지될  수  있다.  개선적으로,  유리용기(1)의  살균온도는  고온계로서  직접  측정하며  만일  사전제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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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떨어지면 이송벨트(2)가 멈추고 따라서 유리용기(1)들은 살균온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복사오븐(3)의  작동개시  또는  정지중에서도  청정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용기(1)들은 개선적
으로  밀폐용기  내에서의  이송벨트(2)위에서  복사오븐(3)을  통하여  이송되며,  복사오븐(3)이 채워졌
거나  비어있을때  입구와  출구에  있는  차폐막(9)(10)은  복사오븐(3)내에서  정상  청정실  상태와 관련
된 압력·온도치가 매우 충분하게 일정히 유지되도록 재조절된다.

또한  이동류(displacement  flow)를  간섭하는  대류흐름은  측벽에  집결하여  부가된  전기가열장치(5)에 
의하여  복사오븐(3)의  전폭을  통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하므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살
균되는 물질내에서의 온도편차는 줄어든다.

유리용기(1)들이  복사오븐(3)을  떠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는  복사오븐(3)의  압력수준 p2 와 냉각부

(III)로서  형성된  충류차단장치(laminar-flow  lock)에서의  압력 P 3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큰 압력차

이가  있다.  이  압력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속의  분사흐름(injection  stream)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이  영역에서의  저교환  이동류(low-turbulence  displacement  flow)를  간섭한다.  더우기 개선
점은  냉각부(III)와  복사오븐(3)간의  압력변화도가  설치된  충화조직(laminarization  fabric)에  의해 
추가적으로  감해지면  그것에  의하여  복사오븐(3)으로  들어가는  역류가  보다  빨리  안정되고 일정해지
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얻어진다.

1.  조직적  입자측정은  복사오븐(3)내에서의  병  입구위의  임계  영역에서  VDI  2083  등급  2에  해당하는 
극단적으로 낮은 입자계수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측정된  확인과  기록을  바탕으로  전  작동기간  중  전술한  청정실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3.  뿐만  아니라  기타의  간섭변수들,  예컨대  온도의  불균일로  인한  대류흐름  등을  확실하게  저지시킬 
수 있다.

4.  역류의  유속의  조절은  기술적으로  복사오븐(3)내의  고감도  압력감지기(21)로서  상대적으로  쉽게 
실현시킬 수 있으며 고감도와 정확성(적은 조절편차)을 가지는 잇점이 있다.

5.  모든  주요  작동변수의  계속적인  측정과  기록으로서  청정실  상태  및  살균상태가  계속적으로 확인
되고 감지될 수 있다.

6.  또한  당해  기술  형편과  비교할  때,  복사오븐(3)내의  가열력은  공기흐름의  열손실량을  크게 줄임
으로써 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상의 방법으로 약학생산 설비에서 복사오븐(3)내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하  참고도면과  실시예와  함께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살균될  유리용기(1)들은, 살균부
(II)를  형성하는  복사오븐(3)을  통과하도록  이송벨트(2)에  의해  이동된다.  유리용기(1)의  상·하에 
복사오븐(3)이 막대형 적외선 가열장치(4)와 함께 설치된다.

또한  전기가열장치(5)가  양측벽에  평행하게  설치되는데(제2도  참조)  그러한  가열장치는  거의 복사오
븐(3)의  전길이에  걸쳐  뻗어  있으며  복사오븐(3)의  비가열벽(6)으로부터  유리용기(1)들을  열적으로 
차단한다.  이러한  벽으로  보호되는  가열은  복사오븐(3)의  모든  단면에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시키도
록  하며  이로써  측면의  대류흐름을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입구부(I)는  높은  효율의 극초립
자(submicron)(호슈식휠터(8))에  대해  흐르고  복사열터널(복사오븐  :  3)의  입구에서  이송방향에 직
각인 공기막(air curtain)을 발생하는 송기(7)가 달린 충류차단장치(laminarflow lock)로 구성된다.

복사오븐(3)의  입구와  출구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폐막(9)(10)이  있는  데  그것들은 복사오븐
(3)의 입구와 출구에서 병꾸러미(The bottle pack)의 단면이 걸리지 않도록 맞춰진다.

차폐막(10)은  충화조직(laminarization  fabric)으로  구성되는데  그  기능은  후술한다.  복사오븐(3)의 
입구(이하 설명할 입구 차폐막 9)에서 공기는 배연 배기송풍기(11)에 의하여 배출된다.

냉각부(III)에서,  복사오븐(3)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유리용기(1)들을  냉각하는  역할을  하는 충류
막(laminar-flow  curtain)은  송풍기(12)  및  호슈식휠터(13)에  의해  마찬가지로  형성된다.  공기는 배
기송풍기(14)에  의해  이송벨트(2)의  아래에서  방출된다.  냉각부(III)은  송풍기(15)와  두개의 호슈식
훨터(16)으로 설비된 출구부(IV)에 인접하게 된다.

복사오븐(3)내의  유리용기(1)들의  살균온도는  비가열측벽(6)증  하나의  안쪽으로  설치된 복사고온계
(18)(제2도 참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측정되고 감지될 수 있다.

이  측정치의  분석에  의하여,  예컨대  온도가  제어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송벨트(2)가  살균부(II)로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용기(1)이 살균온도까지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설비는  복사오븐(3)내에서  입자수를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입
자계수기와  연결된  다수의  공기흡입관(19)이  유리용기(1)의  위에  격자식으로  복사오븐(3)내에 배열
되어 있다.(제1,2,3도 참조)

이것은  복사오븐(3)내에서의  청정실  상태의  계속적인  검사와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1도  및 
제3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기흡입관(20)이  입구부(I),  냉각부(III)  및  출구부(VI)에  마련될  수 있
다.

복사오븐(3)내에서  극단적으로  요구되는  낮은  입자수(VDI  지침  2083,  1장  1면  표  1에  따른  청정실 
등급2)의  관점에서는,  복사오븐(3)내에서의  압력상태,  결과적으로  생긴유장(flow  fields)뿐만 아니

6-3

91-0002247



라 복사오븐(3)내에서의 온도들은 매우 중요하다.

입구부(I)에서는  정압 pLE1 이  대기압보다  약간  높다.  입구  차폐막(9)의  아래에서는 배연·배기송풍기

(11)에 의해 공기가 배출되는데 이로써 발생된 압력이 강해지고 이를 p1이라 표시한다.

복사오븐(3)내의  압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며  이는  이송방향이기도  하다.  출구차폐막(10) 
아래의  압력은 p3 로  표시한다.  압력 p3 은  복사오븐(3)내의  압력 p 2  및  입구압력 p1 보다  높아야  한다. 

냉각부(III)에서 압력 pHZ는 출구차폐막(10)에서의 압력 p3보다 현저하게 높다.

출구에서는  가장  높은  압력 pLF2 가  유지된다.  이러한  압력  상태하에서  냉각부(III)로부터  공기의 일

부가  분기되며,  용기(1)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하여  출구차폐막(10)을  통과하고,  복사오븐(3)을 통과
하여  배연·배기송풍기(11)에  의해  배출되는  배출지점으로  곧바로  흘러간다.  복사오븐(3)과 냉각부
(III)간의 압력구배는 전술한 역류가 유속 0.2m/s미만이 되도록 조절된다.

경험칙상  이렇게  낮은  속도하에서는  복사오븐(3)내에서  정류상태(constant  flow  condition)을 유지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기압에  대한  정압 p2 가  복사오븐(3)내에서  조절된다면  더  낮은  유속에서조차  안정된 상태

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복사오븐(3)이  대략  그  중간에  측정탐지기로서의  압력감지기(21)와  함께 설치되었
는데  이는  제어루프(control  loop)로  구성되었다.  제어는  압력감지기(21)이  사전조정된  제어치 p2로

부터의  압력편차  △p를  측정하고,  이  편차의  기능으로서  배기송풍기(14)를  위한  작동모우터(22)의 
회전속도를 재조절하여 제어치로부터의 압력편차 △p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어루프(압력감지기  :  21),  작동부(22)(14)로서  복사오븐(3)내의  압력 P 2  및  유동상태들이  매우 정

확히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느린  속도하에서는  직접적인  유속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술한  바와같이  복사오븐(3)내의  압력조절은  유속이  겨우  5cm/s  내지  10cm/s  될  때  저교란 이동류
(low-turbulence displacement flow)를 유지하도록 함이 가능하다.

복사오븐(3)의  출구에서  흐름의  균일을  이루기  위해,  출구차폐막(10)은  넓은  압력감소표면을 마련하
는  충화조직(laminarization  fabric)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복사오븐(3)의  출구에서  요구되는 저교
란  역류를  형성하도록  한다.  예컨대  충화조직(laminarization  fabric)은  일반적으로  소결금속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복사오븐(3)내의  불균일한  작동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온도변동은  특별한  주의  없이는  피할 
수 없다. 온도변동은 복사오븐(3)내에서 대류를 일으키고 이는 저 이동역류(1ow-displacement 
counterflow)와  겹쳐져  그것을  심각하게  간섭한다.  이  간섭효과는  복사오븐(3)내에서  보다  낮은 이
동속도에 있어서 더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가적  조절이  복사오븐(3)의  가열력에  대하여  마련되는데  적외선가열장치(4)의 주
요부분은  정전력(constant  electric  power  :  기본부하)에서  작동되며,  불균일한  작동상태로  인해 야
기되는  온도변동은  전기가열장치(5)(제어부하)의  나머지  부분을  조절함으로써  제거된다.  여기서 제
어부하는 전체부하의 10-20%영역이다.

유니트의  시작과  정치  그리고  기타  불균일한  작동상태의  경우  유동상태에  대해  간섭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간섭은  한편으로는  유리용기(1)가  밀폐용기  내에서의  이송벨트(2)위에서 복사오븐
(3)으로  움직인다면  최소화  될  수  있고,  그에  반하여  복사오븐(3)이  채워지고  비워질  때  입구와 출
구의  차폐막(9)(10)이  각각,  자유유입  단면을  병이  들어가고  나갈  때  동일값을  갖도록  재조절된다면 
상기한  간섭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이것은  쉽게  복사오븐(3)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며, 
이로써 저교란 역류(low-turbulence counterflow)를 쉽게 유지토록 한다.

[실시예]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복사오븐(3)의 안정된 작동을 위한 표준작동상태:

pLF1 : 입구부(I)에서의 LF 막내의 압력

p1 :  입구 차폐막(9) 아래의 압력

p2 : 복사오븐(3)내의 압력

p3 : 출구차폐막(10) 아래의 압력

pKZ : 이송벨트(2) 위의 냉각부(III)내의 압력

pLF2 : 출구부(II)에서 LF막 내의 압력

모든 압력치는 대기압 pAT와 대비한 정압이다.

p2≥0.2pa

pLF1＜2.0pa

p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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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p2

p3≤pKZ

pKZ  4pa

pLF2  10pa

복사오븐(3)의 크기(제2도 및 3도 참조)

세로길이 약 3.0m

가로길이 약 1.5m

높이     약 0.5m

이송벨트(2)의  이동속도는  16cm/min이었다.  이러한  압력,  온도  및  복사오븐(3)의  크기를  가지는 경

우 공기는 170M
3
/hr의 흐름으로 배연 배기송풍기(11)에 의해 배출되었다.

따라서  복사오븐(3)내에서  약  7cm/s의  일정속도를  가진  이동류가  유지될  수  있었다. 복사오븐(3)내
의 살균온도는 280℃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리용기(1)(특히  비경구약을  담는  유리병)는  충류구성장치(laminar  flow  units)를  경유하고, 계속
적으로  복사열을  일으키는  연속살균장치(복사오븐  :  3)로  들어가고  나오며,  그  다음에  호슈식 여과
공기에  의하여  냉각부(III)에서  냉각되고,  호슈식  여과냉각공기의  일부는  배연  배기송풍기(11)에 의
해  복사오븐(3)입구에서  배출되는  저교란  역류(low-turbulence  counterflow)하에서  분기되고, 복사
오븐(3)을  통과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에  있어서,  청정실  상태는 복사오븐
(3)내에서 대기압(pAT )에  대한  정압 p2 와  0.2m/s이하의  평균  공기속도의  역류에  의하여  유치되며, 정

압 p2 는  복사오븐(3)내에서  측정되고  제어치와  비교되며  배출측에서의  호슈식  여과냉각공기를 배기

하기  위한  배기송풍기(14)는  제어치에  대한  압력편차  △p를  최소화하도록  재조정되며  적외선 가열장
치(4)의  주요부분은  정전력에서  작동되며,  불안정한  작동상태로  인한  온도변경은  전기가열장치(5)의 
나머지  부분의  조절로서  제거되므로  인하여  복사오븐(3)내에서  간섭되지  않는  저교란 이동류(low-
turbulence  displacement  flow)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
기 살균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복사오븐(3)내에서의  정압 p2 를  위한  제어치가  0.2pa의  이상의  값으로  재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사오븐(3)으로  통하는  입구에서의  배연 배기송풍기
(11)의 동력을 복사오븐(3)내에서의 유속에 따라서 임계치 2300이하의 평균 레이놀즈 수(mean 
Reynolds number)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복사오븐(3)내에서의  청정실  등급은  계속적으로  감지되며,  유리용기(1)의  위에서 
격자상으로  배치된  공기흡입관(19)과  함께  평균입자  계수기에  의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
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공기 살균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유리용기(1)의  살균온도는  직접적으로  복사고온계(18)로서  측정되며,  만일  온도가 
사전조정된  제어치  이하로  떨어지면  이송벨트(2)는  유리용기(1)가  살균온도로  가열될  때까지  멈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유리용기(1)는  밀폐용기  내에서의  이송벨트(2)의  위에서  복사오븐(3)을  통과하며, 
복사오븐(3)이  채워지거나  비워지거나  비워질  때,  입구와  출구의  차폐막(9)(10)은  안정된  청정실 상
태를  위해  요구되는  압력,  유속,  온도치가  복사오븐(3)내에서  충분하게  일정히  유지되도록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복사오븐(3)의  전  폭에  걸친  온도분배는  벽측의  전방에  배열되어  부가된 전기가열
장치(5)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냉각부(III)와  복사오븐(3)  사이의  압력치는  충화조직(laminarization  fabric)에 

6-5

91-0002247



의해  감해지며  그것에  의해  복사오븐(3)으로  들어오는  역류는  전  배출단면에  걸쳐서  가능한한 신속
히 안정되며 일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정실 상태하에서의 내열용기 살균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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