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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10.0060 

TSA CSG 90mm plate 

  Technical Data Sheet 

적용 분야 
 제약 산업의 무균 작업장과 Isolator 

 산업 현장 및 실험실, 연구실 전용 

사용 목적 

 호기성 및 혐기성 미생물 검출 

 부유균 측정과 같은 작업장 실내 공기 모니터링, 표면시료와 작업자 모니터링  

 배양조건이 예민한 세균과 효모, 사상균의 분리, 배양 

일반 조성 

(1L 당) 

 Casein peptone  15g 

 Soy peptone   5g 

 NaCl    5g 

 Agar    15g 
 

배지의 조성은 성능 요구 기준에 따라 조정 또는 첨가될 수 있다. 

최종 멸균  9-20 kGray 의 방사선 멸균 

배지 주입량  28-32ml 

포장 구성 

 10 plates 단위로 방사선 멸균된 3 중 포장 

 투명재질 

 수증기 투과와 H2O2 차단을 위한 다층필름 포장 

 Box 당 60plates(10plates 단위로 포장된 6 개 포장) 

 포장박스 내부의 온도 유지와 운반 편리성을 제공하는 단열 운반 백 

Plate 수  60 plates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9 개월 

보관 조건 

 권장 보관 온도조건: 15-25°C 

 권장 보관조건을 벗어난 온도(예: 최소 4°C 에서 최대 35°C)에서 최대 72 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배지의 미생물 생장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능한 한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한다. 

라벨위치  Plate 하단의 측면 

라벨정보 

 제품명: TSA 

 유효기간: YYYYMMMDD  MMM: 알파벳 표기(예: 2023Nov04) 

 Lot 번호 

 개별번호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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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10.0060 

TSA CSG 90mm plate 

  Technical Data Sheet 

바코드 

 2 차원 (data matrix), 20 자리 숫자: 

 Digits 1-3: Art.-No.(제품번호) 

 Digits 4-9: Lot 번호 

 Digits 10-14: 개별번호 

 Digits 15-20: 제조날짜 (YYMMDD) 

배송 
 요청 시, 보관 온도 범위 내에서 배송 가능 

 대량의 배지를 배송할 경우, 플라스틱 팔레트(Euro-size)단위로 배송가능 

Petri dish 

 잠금 기능이 있는 90mm미생물 배양용 평판배지 

 평판배지를 통기 또는 잠김 상태로 배양 가능 

 Agar 와 Petri-dish 의 결합을 개선한 설계 

 손잡이 부위의 확대로 사용이 용이 

잠금 위치 

 모든 배지는 잠기지 않은(Non-locked position) 상태로 배송된다. 

 Plate 는 2 가지 잠금 기능의 위치가 있다. 덮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의 잠금 기능(Locked position)이 위치한다: 

1.  통기 위치 (Vent position) 

2.  잠김 위치 (Closed position) 

 호기성 미생물을 장기간 배양할 경우, 잠김 위치에서의 배양을 적극 권장한다. 

호기성 배양 

 덮개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덮개가 잠김 위치(Closed position)에서 잠긴다. 

 호기성 미생물을 위한 이상적인 배양 조건이 된다. 

 배양기간동안 배지의 건조현상을 최소화한다. 

혐기성 배양 

 통기 위치(Vent position)은 혐기성 배양 조건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산소를 

제거할 수 있어 혐기성 배양에 이상적인 방법이다. 

 혐기성 배양기 또는 혐기성 Jar 등, 적절한 혐기 배양기기나 기구로 배양한다. 

1. 첫번째 방법: 

- 덮개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 덮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돌려서 통기 위치에 위치시킨다. 

2. 두번째 방법: 

- 덮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첫 번째 통기 위치에 직접 위치시킨다. 

생산지 
PharmaMedia Dr. Müller GmbH 

Gustav-Throm-Str. 1, 69181 Leimen -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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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10.0060 

TSA CSG 90mm plate 

  품질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시험 성적서 

각 제조번호의 제품에는 시험 성적서(CoA)를 제공하고 있다: 

물리 화학적 시험항목: 

성상 Slightly turbid, yellowish 

pH value 7.1 – 7.5

배지 주입량 28 – 32ml 

방사선 멸균 9-20 kGy 

배지 적합성 시험: 10-100 CFU 

C. albicans ATCC 10231 20-25°C 3-5 days 50-200%

A. brasiliensis ATCC 16404 20-25°C 3-5 days 50-200%

C. albicans ATCC 10231 30-35°C 3-5 days 50-200%

A. brasiliensis ATCC 16404 30-35°C 3-5 days 50-200%

E. coli ATCC 8739 30-35°C 1 day 50-200%

P. aeruginosa ATCC 9027 30-35°C 1 day 50-200%

B. subtilis ATCC 6633 30-35°C 1 day 50-200%

S. aureus ATCC 6538 30-35°C 1 day 50-200%

무균 시험 No growth 
 

원산지 성적서 

PMM 에서 생산하는 모든 배지의 제조번호에는 원산지 성적서(CoO)를 

제공한다. 동물에서 유래된 모든 원료는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원료 

 조직 

 동물 출처 

 원산지 국가 

 감염성 범주 (TSE 가이드라인: EMA/410/01 rev. 3 에 따름) 

BSE 정책 

 인체 또는 동물 의약품을 통한 동물 해면상 뇌병증(해면상뇌증)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지침서에 따라 특정 동물원료의 출처와 원산지, 감염 

분류 등급에 대한 원료의 원산지 증명서(COO)를 확인한다. 당사는 BSE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산지 국가 또는 동물 출처의 반추동물 원료(cat. 

C/GBR IV)와 감염 분류등급이 높은 조직(High infectivity tissues)으로부터 

추출된 반추동물 원료(IA), 모두 보관하거나 생산 공정에 투입하지 않는다.  

온도 가혹 시험 

 본 제품은 온도 가혹 조건 (2-8°C 에서 3 일 및 30-35°C 에서 3 일)에 

노출하였다가 지정된 유효기간일로부터 최소 30 일 이후에 실시한 유효기간 

시험을 통과하였다. 유효기간 시험은 본 문서의 일반 품질관리 시험과 

동일하며 모든 정기 시험항목들로 구성된다. (Co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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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10.0060 

TSA CSG 90mm plate 

  실험실 안전정보 

독성성분   없음 

기본 구성물질   일반 조성 참조  

용해제 함유   없음 

물질 안전정보 
요구  

 강제 요구 사항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