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실험대 외 7종 구입 관련 규격서

2020. 8.

물 품
물품명

중앙실험대 A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6

임상병리과

1. 특 징
1)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Phenolic Laminate 20T)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구
성을 지니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2300*1100*800 (W X D X H mm)
- 상 판(TOP-BOARD)
① Black Color의 Phenolic Resin 처리한 특수지를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열강화 시킨
실험대 전용 상판으로 내약품성, 내습성 및 내충격성이 확인된 20㎜ 두께의 페놀상판
으로 제작한다.
② 상판 가공은 반드시 NC가공 처리하여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 몸 체(BODY)
① 1.6㎜ 두께의 SS#41, 50x50 각파이프로 용접 가공한 후 백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지지대 기둥 하부에는 조절좌를 부착하여 높낮이를 10㎜이내로 조절한다.
③ 프레임의 뒷면은 측면 판넬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며, 전기, 상하수도, GAS등 각종
Utility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후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프레임 하부는 뒷면에서 간섭이 없도록 마감판이 바닥에서 400㎜이상으로 제작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콘센트 : PP사출 돌출형 220V 2구 콘센트 / 2구콘센트 4개 = 총 8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
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중앙실험대 B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4

임상병리과

1. 특 징
1)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Phenolic Laminate 20T)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지니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2200*1100*800 (W X D X H mm)
- 상 판(TOP-BOARD)
① Black Color의 Phenolic Resin 처리한 특수지를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열강화 시킨
실험대 전용 상판으로 내약품성, 내습성 및 내충격성이 확인된 20㎜ 두께의 페놀상판
으로 제작한다.
② 상판 가공은 반드시 NC가공 처리하여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 몸 체(BODY)
① 1.6㎜ 두께의 SS#41, 50x50 각파이프로 용접 가공한 후 백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지지대 기둥 하부에는 조절좌를 부착하여 높낮이를 10㎜이내로 조절한다.
③ 프레임의 뒷면은 측면 판넬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며, 전기, 상하수도, GAS등 각종
Utility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후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프레임 하부는 뒷면에서 간섭이 없도록 마감판이 바닥에서 400㎜이상으로 제작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콘센트 : PP사출 돌출형 220V 2구 콘센트 / 2구콘센트 4개 = 총 8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
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중앙실험대 C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1

임상병리과

1. 특 징
1)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Phenolic Laminate 20T)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지니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2000*600*800 (W X D X H mm)
- 상 판(TOP-BOARD)
① Black Color의 Phenolic Resin 처리한 특수지를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열강화 시킨
실험대 전용 상판으로 내약품성, 내습성 및 내충격성이 확인된 20㎜ 두께의 페놀상판
으로 제작한다.
② 상판 가공은 반드시 NC가공 처리하여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 몸 체(BODY)
① 1.6㎜ 두께의 SS#41, 50x50 각파이프로 용접 가공한 후 백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지지대 기둥 하부에는 조절좌를 부착하여 높낮이를 10㎜이내로 조절한다.
③ 프레임의 뒷면은 측면 판넬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며, 전기, 상하수도, GAS등 각종
Utility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후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프레임 하부는 뒷면에서 간섭이 없도록 마감판이 바닥에서 400㎜이상으로 제작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콘센트 : PP사출 돌출형 220V 2구 콘센트 / 2구콘센트 4개 = 총 8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
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벽면실험대 A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2

임상병리과

1. 특 징
1)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Phenolic Laminate 20T)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지니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2000*700*800 (W X D X H mm)
- 상 판(TOP-BOARD)
① Black Color의 Phenolic Resin 처리한 특수지를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열강화 시킨
실험대 전용 상판으로 내약품성, 내습성 및 내충격성이 확인된 20㎜ 두께의 페놀상판
으로 제작한다.
② 상판 가공은 반드시 NC가공 처리하여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 몸 체(BODY)
① 1.6㎜ 두께의 SS#41, 50x50 각파이프로 용접 가공한 후 백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지지대 기둥 하부에는 조절좌를 부착하여 높낮이를 10㎜이내로 조절한다.
③ 프레임의 뒷면은 측면 판넬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며, 전기, 상하수도, GAS등 각종
Utility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후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프레임 하부는 뒷면에서 간섭이 없도록 마감판이 바닥에서 400㎜이상으로 제작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콘센트 : PP사출 돌출형 220V 2구 콘센트 / 2구콘센트 2개 = 총 4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
서
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
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벽면실험대 B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2

임상병리과

1. 특 징
1)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Phenolic Laminate 20T 이상)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
구성을 지니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1500*700*800 (W X D X H mm)
- 상 판(TOP-BOARD)
① Black Color의 Phenolic Resin 처리한 특수지를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열강화 시킨
실험대 전용 상판으로 내약품성, 내습성 및 내충격성이 확인된 20㎜ 두께의 페놀상판
으로 제작한다.
② 상판 가공은 반드시 NC가공 처리하여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 몸 체(BODY)
① 1.6㎜ 두께의 SS#41, 50x50 각파이프로 용접 가공한 후 백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지지대 기둥 하부에는 조절좌를 부착하여 높낮이를 10㎜이내로 조절한다.
③ 프레임의 뒷면은 측면 판넬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며, 전기, 상하수도, GAS등 각종
Utility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후면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④ 프레임 하부는 뒷면에서 간섭이 없도록 마감판이 바닥에서 400㎜이상으로 제작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콘센트 : PP사출 돌출형 220V 2구 콘센트 / 2구콘센트 2개 = 총 4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
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
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규 격 서

물품명

씽크대

단 위
설치장소

대

수

량

5

임상병리과

1. 특 징
1)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Phenolic Laminate 20T 이상)과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구
성을 지니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1100*800*800 (W X D X H mm)
- 상판
- ① Black Color의 Phenolic Resin 처리한 특수지를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열강화 시킨
실험대 전용 상판으로 내약품성, 내습성 및 내충격성이 확인된 20㎜ 두께의 페놀라미
네이트 상판으로 제작한다..
② 상판 가공은 반드시 NC가공 처리하여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③ 수조는 P.P(Polypropylene)재질로 제작한다.
- 몸체
① 1.6㎜ 두께의 SS#41, 50x50 각파이프로 용접 가공한 후 백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지지대 기둥 하부에는 조절좌를 부착하여 높낮이를 10㎜이내로 조절한다.
③ 측면 패널은 내수성이 높은 1.2T EGI철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④ 바닥면은 현장 가공을 위해 친환경 소재인 E0 18T P.B에 LPM 양면 코팅으로 마감한
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Over Flow Drain으로 물 넘침을 방지하고, Drain Cap과 PVC 거름망을 설치한다.

2) 급수는 냉수전용 3구 수전을 사용하며, Ø15㎜ SUS Flexible과 Ball Valve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배수는 Ø30㎜ PVC재질의 Flexible Hose를 연결하여 시공한다.
4) 냉수용 3구 수전 1개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싱크대 부착용 아이샤워기 설치를 위한 천공 포함임.
3)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
서
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
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시약장 A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1

임상병리과

1. 특 징
1) 시약을 보관하는 보관장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시약병들의 안전한 관리로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2000*500*1800 (W X D X H mm)
- 몸체(BODY)
① 15㎜ 두께의 P.B(Particle Board)에 무 광택 PVC Film Sheet를 양면 코팅하여 제작한다.
② 내부 중앙을 세로로 분리하여 좌우 2개의 선반을 이용하여 3단으로 분리한다.
③ 하단부는 바닥 면에서 55㎜를 이 격 시켜서 견고한 Beake Type제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 문(DOOR)
① 50x10㎜규격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를 끼워 제작한다.
② 5㎜ 두께의 Brown Color의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③ Hidden STS Hinge를 좌우 각각 3개를 설치하여 여닫이 형태로 제작한다.
④ 내부 보관물의 보안을 위해서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 선반(SHELVES)
① 선반은 다보를 사용하여 상,하 이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도어유리 : 5T 이상 브론즈 강화유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
서
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
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시약장 B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1

임상병리과

1. 특 징
1) 시약을 보관하는 보관장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시약병들의 안전한 관리로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설계, 제작한다.

2. 규격
1) 규격 : 1500*450*1800 (W X D X H mm)
- 몸체(BODY)
① 15㎜ 두께의 P.B(Particle Board)에 무 광택 PVC Film Sheet를 양면 코팅하여 제작한다.
② 내부 중앙을 세로로 분리하여 좌우 2개의 선반을 이용하여 3단으로 분리한다.
③ 하단부는 바닥 면에서 55㎜를 이 격 시켜서 견고한 Beake Type제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 문(DOOR)
① 50x10㎜규격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를 끼워 제작한다.
② 5㎜ 두께의 Brown Color의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③ Hidden STS Hinge를 좌우 각각 3개를 설치하여 여닫이 형태로 제작한다.
④ 내부 보관물의 보안을 위해서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 선반(SHELVES)
① 선반은 다보를 사용하여 상,하 이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물 품 이 미 지

3. 부속품
1) 도어유리 : 5T 이상 브론즈 강화유리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기자재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해야 한다.
배송 및 운반 등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6. 기타사항
1)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움이 없게 제작한다.
2)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해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
서
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
을 비교하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