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합성소재콘돔
(관련규격: ISO 23409:2011)

1. 적용 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B08010.01 남성용콘돔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임과 성매개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합성소
재 또는 합성소재와 천연고무 라텍스의 혼합물로 제조된 남성용 콘돔에 적용된다.
2.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3. 개별 로트수

생산을 위한 개별 로트수의 최대 크기는 500,000개 이다.
4. 윤활제의 양

포장지 내의 윤활제 양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부속서 C에 따라 시험한다. 적합기준은 제
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부속서 C에 따라 시험할 때 윤활제와 함께 콘돔 피막에 묻
어있는 분말의 일부도 회수 되므로 윤활제의 수준을 정할 때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5. 치수

5.1 길이
각 로트 별로 13개의 검체를 취해 부속서 D에 따라 시험할 때, 모든 콘돔의 길이는 160
mm 이상이어야 한다.
5.2 폭
각 로트 별로 13개의 검체를 취해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고,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20-50) mm 범위에서 콘돔의 가장 좁은 부분의 폭을 1 mm 단위까지 측정하고 허용오차가
± 2 mm 이내이여야 한다.
만약 부속서 E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험하기 부적합한 디자인의 콘돔이거나, 비드모양 콘돔
의 가장 좁은 부분이 테두리 링으로부터 50 mm 이내에 있는 경우 측정방법은 제조자가 제
시하여야 한다.
5.3 두께
두께 측정이 필요한 경우 각 로트 별로 13개의 검체를 취해 부속서 F에 따라 시험할 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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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제조자가 명시와 두께와 같아야 하고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a) 두께가 0.05 mm 미만인 콘돔의 경우 ± 0.008 mm
b) 두께가 (0.05-0.08) mm 사이인 콘돔의 경우 ± 0.01 mm
c) 두께가 0.08 mm 보다 큰 콘돔인 경우 ± 0.015 mm
6. 전임상 평가

콘돔의 장벽 특성(barrier properties)은 모의 사용조건과 박테리오파지 phiX 174와 같은 적
합한 대체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 통과 연구로 확립되어져야 한다. 바이러스 통과 특
성을 라텍스 콘돔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한 적합한 절차는 부속서 G에
서 제시하고 있다. 검출한계인 (2×10-6) ml을 상회하는 바이러스 현탁액의 누출을 보이는 합
성콘돔의 개수가 라텍스 콘돔보다 유의적으로 많지 않아야 한다. 95 % 신뢰구간을 사용하
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통계학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7.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제조자는 콘돔의 적정 최소 압력이나 부피 등의 파열 특성을 결정할 때, 최소 2000개 이상의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트가 한 개 이상인 경우, 로트의 크기에 비례하여 모든 로트에서
시료를 추출해내야 한다. 위에서 결정된 파열 부피 및 파열압력의 1.5 백분위 값에서 최소 파
열 한계를 설정한다. 이 시험의 목적을 위해 해당하는 백분위수 χ 는 N 데이터 값을 순위로
매겨서 ｎ번째 순위의 값을 취해 판단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다(예, N이 2,000 일때, 낮은쪽 1.5 백분위수는 31 번째로 낮은
값이다.).
주1) 합성소재 콘돔 및 라텍스 콘돔 모두 제조자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1.5 백분
위 값의 80 %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여 이는 장기간 로트 별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허용오
차를 산출한다.
부속서 H에 따라 시험할 때,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은 제조자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지 않
아야 한다.
8. 핀홀

부속서 I 에 따라 시험할 때, 각 로트 별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핀홀과 찢어짐이 있는
콘돔의 수를 조사해 시험 결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9. 안정성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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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일반사항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콘돔은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기준을 만
족해야 한다. 콘돔의 유효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의 설정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유효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9.2 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을 시작했다는 자료
b)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9.3 에 따라 가속노화 시험을 통해 유효기간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9.2 장기보존시험에 따라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시험절차
부속서 J에 따라 시험한 후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
가속노화 시험을 근거로 설정된 유효기간보다 장기보존시험을 통해 결정된 유효기간이 더
짧은 경우, 장기보존시험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유효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속노화 시험을 근거로 유효기간이 설정된 콘돔의 경우 설정된 유효기간 동안 장기보존시
험을 수행해야 한다.
9.3 가속노화 안정성시험을 근거로 한 유효기간의 추정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설정된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가속노화 안정성시
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가속노화 안정성시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부속서 K에서 설명한다.
가속노화 안정성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주변온도 ℃에서 유효기간 동안 파열부
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10. 외관상 결함

외관상 결함시험은 부속서 I(2.3.3)에 따라 시험한다.
11. 포장 무결성

부속서 L에 따라 시험할 때 하나 또는 그이상의 유연한 라미네이팅 필름으로 함께 밀봉된
포장을 시험할 때 시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포장

각각의 콘돔은 개별 포장에 포장되어 있고 다시 2 차 포장에 여러 개의 개별 포장된 콘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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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포장된다. 이들 포장은 운송 또는 보관 중 콘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봉
시 콘돔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콘돔 포장의 인쇄
에 사용되는 재료는 콘돔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13. 기재사항

a) 윤곽이나 꼭지부위가 있는지, 그리고 색상이나 질감 등 콘돔에 대한 설명
b) 2 차 포장 내 개별 포장된 콘돔의 수
c) 필요한 경우, 제품을 사용한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소비자에
게 경고하는 내용
d) 사용된 합성물질의 종류와 해당 물질이 천연고무를 함유하는지 표시하는 내용
e) 콘돔이 일회용이라는 표시 – 콘돔을 재사용한다면 피임 실패나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
음을 표시
f) 콘돔에 윤활제 첨가 여부 – 의약품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을 정의하고 목적
을 표시하며 콘돔이나 윤활제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도 표시
g) 손톱이나 장신구 등으로 콘돔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을 제거할 때를 포함하여 콘돔을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h) 콘돔을 음경에 씌우는 방법과 그 시기. 성병과 임신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음경과 파트너
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발기된 음경에 콘돔을 씌워야 한다는 언급
i) 사용자가 콘돔이 미끄러져 벗겨지는 것을 느끼거나 음경에 너무 꽉 맞으면 찢어질 수 있
으므로 적합한 콘돔 사이즈 선택의 필요성
j) 사정 후 바로 음경으로부터 콘돔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
k) 추가 윤활제가 필요한 경우, 콘돔 종류에 따라 권장되는 윤활제에 대한 내용
l) 콘돔과 접촉할 수 있는 국소적용 의약품의 적합성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는 필요성
m) 사용하는 동안 콘돔이 새거나 찢어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최소 72 시간 내에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n) 사용한 콘돔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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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로트 수가 5 개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시료 및 불합격 판정 기준
1. 품질 검사

콘돔 품질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검사가 요구되어 지며, 최종 단계에서 완제품에 대한 집
중적인 검사보다 제조단계의 전체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지속적인 검사가 우선시
된다.
2 시료 및 판정의 기준

로트가 5 개 이상인 경우 시료 기준은 표 A.1, 불합격 판정 기준은 표 A.2 와 같다.
품질관리 및 시판 후 검사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 A.1 – 시료 기준
로트 크기
3,201∼

10,001∼

35,001∼

150,001∼

500,001

10,000

35,000

150,000

500,000

이상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50

80

125

200

315

500

315

315

315

315

315

500

315

315

315

315

315

500

13

20

20

32

32

50

13

13

13

13

13

13

3,200이하
윤활제의
양
시
험
에

길이.폭.
두께
파열부피
및

사

파열압력

용
하

핀홀

는
외관상
시

결함

료

포장

수

무결성
포장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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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 불합격 판정 기준
로트 크기
3,201∼

10,001∼

35,001∼

150,001

500,001

10,000

35,000

150,000

∼500,000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3 이상

4 이상

6 이상

8 이상

11 이상

15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6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3,200이하
시
험
기

윤활제의
양
길이.폭.

준

두께
파열부피

에

및
파열압력

부
적

핀홀

합

외관상

한

결함
포장

시
료
수

무결성
포장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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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로트 수가 5 개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시료 및 불합격 판정 기준
1. 시료 및 판정의 기준

로트가 5 개 미만인 경우 콘돔의 시료 기준은 표 B.1, 불합격 판정 기준은 표 B.2 와 같다.
기술문서 심사 및 허가 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 B.1 – 시료 기준
로트 크기
3,201∼

10,001∼

35,001∼

150,001∼

500,001

10,000

35,000

150,000

500,000

이상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315

315

315

315

31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

50

50

50

50

50

13

13

13

13

13

13

3,200이하
윤활제의
양
시
험
에

길이.폭.
두께
파열부피
및

사
용
하
는
시

파열압력
핀홀
외관상
결함

료

포장

수

무결성
포장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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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 불합격 판정 기준
로트 크기
3,201∼

10,001∼

35,001∼

150,001

500,001

10,000

35,000

150,000

∼500,000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5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3,200이하
시
험
기

윤활제의
양
길이.폭.

준

두께
파열부피

에

및
파열압력

부
적

핀홀

합

외관상

한

결함
포장

시
료
수

무결성
포장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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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윤활제의 양

1. 원리

콘돔 원재료에 적합한 용매로 포장과 콘돔에서 윤활제를 씻어내고 질량 감소분을 측정한다.
세척은 초음파 세척이나 손으로 흔들어 씻는다. 최소 13개 이상 시험해야 한다.
2. 시험기구

2.1 초음파세척기 또는 비이커와 교반기 같은 적합한 용기
2.2 1 mg 단위까지 정확한 저울
2.3 Propanol-2-ol: 실험실용 시약 등급 또는 시험에 사용된 콘돔에 적합한 실험실용 시약
등급 사용, 콘돔 원재료나 윤활제에 대체 용매가 필요한 경우 제조자는 대체 용매를 제
시하여야 한다.
3. 시험절차

3.1 각 포장의 무게를 분해능이 1 mg 의 정확도로 측정한다.
3.2 개별 포장에서 가장자리 3 면을 돌아가면서 조심해서 찢고 콘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해서 꺼낸다.
3.3 콘돔을 펼치기 전에 가위로 한쪽을 잘라내고, 콘돔을 펼친 후 가능한 한 윤활제가 최대
한 제거되도록 콘돔과 개별 포장지를 닦아낸다.
3.4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경우, 콘돔과 개별 포장을 Propanol-2-ol에 담그고
초음파 수조에서 2-10 분 동안 세척한다.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10 mg 이내) 세척 용
매로 세척 후 3.6 과 3.7 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조를 반복한다.
3.5 콘돔을 손으로 세척하는 경우, 비커 안의 용매에 콘돔과 개별 포장을 충분히 담그고, 손으로
교반하여 세척한다.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10 mg 이내) 세척 용매로 세척 후 3.6 과
3.7 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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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매에서 콘돔과 개별 포장을 꺼내고 묻어있는 용매를 닦아낸다.
3.7 사용된 콘돔의 원재료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검증한 온도에서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
(± 10 mg) 콘돔과 개별 포장을 건조시킨다. 이때 온도는 5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8 건조시킨 콘돔과 개별 포장을 각각 분해능이 1 mg 의 정확도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전
체 윤활제의 양을 구하기 위해 3.1 의 결과 값에서 이 값을 뺀다.
4. 윤활제 회수의 정확도

천연고무 라텍스 콘돔의 실험실 간 연구에서, 콘돔 제조 시 첨가된 양보다 85 mg 많은 윤
활제가 회수되었다. 이 여분의 윤활제는 드레싱 분말의 일부분으로, 분말 또한 이 방법으로
회수되었다.
5. 시험보고서

회수된 윤활제의 양은 50 mg 정확도 단위까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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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길이
1. 원리

합성소재 콘돔의 길이를 측정한다. 콘돔을 풀어서 눈금이 있는 맨드릴 위에 끼우고 자유롭
게 늘어뜨린 다음 테두리 링이 지나는 눈금을 읽는다. 이 때 꼭지부위는 제외한다.
2. 시험기구

맨드릴: mm 단위로 눈금이 표시된 기구로 0 점이 기구의 둥근 끝에서 시작된다.(그림 D.1)
3. 시험절차

3.1 포장을 찢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의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반대쪽으로 옮겨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
용하지 않는다.
3.2 콘돔을 펼치고 콘돔에 생긴 주름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가볍게 두 번 당긴다. 이 때 20
mm를 초과하여 당기지 않는다. 윤활제를 제거할 수 있고,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적합한 분말을 추가할 수 있다.
3.3 맨드릴(그림 D.1)에 콘돔을 끼우고, 콘돔자체의 무게만으로 펼쳐지게 늘어뜨린다.
3.4 콘돔의 테두리 링 밖으로 나온 눈금 중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1 mm 단위까지
측정한다.
3.5 시험에 사용한 콘돔은 폭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4. 시험보고서

시험보고서에는 제조자가 명시한 길이의 평균값과 시험한 각 콘돔의 길이가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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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m

그림 D.1 콘돔 길이 측정용 맨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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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폭
1. 원리

합성소재 콘돔의 폭을 측정한다. 자의 가장자리에 콘돔을 펼쳐서 걸고, 자유롭게 늘어뜨린
다음 눈금을 읽는다.
2 시험기구

자: mm 단위로 표시된 눈금자
3. 시험절차

3.1 포장을 찢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의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반대쪽으로 옮겨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
용하지 않는다.
3.2 콘돔을 펼치고, 콘돔 축에 직각 방향으로 자를 놓고 잘 걸리도록 한다. 윤활제가 도포되
어 잘 걸리지 않는 콘돔은 윤활제를 제거해야 하고,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적합한 분말을 추가할 수 있다.
3.3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20-50) mm 범위에서 콘돔의 가장 좁은 부분의 폭을 1 mm
단위까지 측정한다.
3.4 이 시험에 사용한 콘돔은 길이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4. 시험결과

시험보고서에는 제조자가 명시한 폭의 평균값과 시험한 각 콘돔의 폭이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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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F
두께
1. 원리

이 부속서는 합성 콘돔의 두께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설명한다.
2. 시험기구

다이얼 또는 디지털 타입의 플랫풋(Flat-footed) 마이크로미터: 측정단위는 0.001 mm 이하
의 발 압력은 (22±5) kPa, 플랫풋 직경은 (5±2) mm 이다
3. 시험절차

3.1 포장을 찢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의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반대쪽으로 옮겨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
용하지 않는다.
3.2 어느 방향으로나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치고, Propanol-2-ol이나 다른 적
합한 용매로 콘돔을 세척하여 윤활제를 제거한다.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 콘돔을 건
조시킨다.(± 10 mg)
3.3 가위로 콘돔 길이 방향을 따라 자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콘돔을 펼친다.
3.4 마이크로미터를 0점으로 맞추고, 꼭지부위를 제외한 콘돔의 테두리 링과 막힌 끝부분 사
이의 (중간점 ± 5) mm에서 두께를 0.001 mm 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한다. 테두리 링과
막힌 끝부분 사이에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둘레의 둘 이상의 위치에서 반복 측정한다. 각
콘돔의 평균 두께를 측정하고 시험한 모든 콘돔의 평균값을 구한다.
3.5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30±5) mm, 막힌 끝부분으로부터 (30±5) mm인 지점에서 3.4
를 반복한다.
4.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기록한다.
4.1 각 콘돔의 두께 측정치와 두께 평균값
4.2 콘돔 길이 방향을 따라 세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두께 평균값 [즉, 막힌 끝부분에서
(30±5) mm 떨어진 지점, 테두리 링에서 (30±5) mm 떨어진 지점, 콘돔의 테두리 링과
막힌 끝부분 사이의 중간점으로부터 ± 5 mm 지점]
4.3 측정한 모든 콘돔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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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G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방법을 사용한 장벽 특성 결정
1. 일반사항

이 부속서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성매개 질환(STI)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전염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 하는 합성 콘돔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 및 시험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
는 민감도를 제시한다.
성매개 질환(STI)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의료기기로써 그 성능의 입증을 위해 적절한 실
험실 내 시험이 요구되어 진다. 바이러스는 성매개 질환(STI) 원인체 중 가장 크기가 작으며
이는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와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를 포함하
므로, 유발 단계에 적용되는 바이러스 또는 물질은 소형의 바이러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형
의 바이러스 크기의 입자이어야 한다. 시험 조건은 실제 사용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
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유발 입자, 용매 특성, 시험에 적용되는 압력 및 기간에
대한 적합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콘돔의 실사
용 환경과 다르게 콘돔의 장벽 특성은 일반적으로 정적 시험(static test)을 통해 수행되어
진다(본 시험 중 콘돔의 동적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실사용 환경과 비교하여 본
시험에서 적용되는 요소들이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의 제시
가 필요하다.
유발 입자의 선택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분석이 선호되
어 지며, 이는 방사선(혹은 그 외)으로 표지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를 사
용할 경우 혼동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의 기저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대체 바이러스가 인체 병원균을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세균성 바이러스(직경 25 nm에서 27 nm의 박테리오 파지)는 보다 안전하고 빠
르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험에 적용될 수 있고 유발에 적합한 역가를 나타내는 농도를 확
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성매개 질환(STI)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에 적용
되는 바이러스는 성매개 질환(STI)의 가장 작은 원인체인 B형 간염 바이러스(직경 42 nm)
보다 더 작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프로토콜에서 유발 입자로 소형 세균성 바이러
스 사용을 제안한다.
2. 시험 표본

2.1 시험용 콘돔은 시험과정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손톱, 장신구 등
으로 벗겨지거나 마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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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윤활제가 첨가된 경우, 부속서 C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에 간섭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콘돔 원자재에 손상 없이 윤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Propanol-2-ol이나 다른 적합한 용매로 콘돔을 세척한다.
3. 일반 요구조건

3.1 본 시험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완충액으로 콘돔을 채우고, 수집 완충액에 담근 동안 바이
러스가 장벽을 통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통과되는 바이러스를 정량 하고 이
는 통과된 바이러스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과 동등한 부피로 보고
되어 진다.
3.2 다음의 장치에 시험용 콘돔을 부착시킨다.
a) 상부 주위부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할 수 있고, 바이러스 통과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최소 140 mm)의 시험부위를 남겨주는 장치
b) 압력 하에서 콘돔이 과다 팽창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1) 구속장치의 직경은 콘돔의 시험부분 길이 (140-150) mm와 시험하는 합성물질에 따라
입증된 원주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속장치의 윤곽이 있는 경우, 꼭지 부위를 포함하여 콘돔 윤곽과 맞아야 한다.
3) 시험용 콘돔 및 대조 콘돔의 시험에 사용되는 구속장치는 크기와 원자재가 동일해야 한다.
c)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에 콘돔 내부를 노출시키는 장치
d) 바이러스 현탁액에 압력을 적용하는 장치
e) 수집액에 콘돔 시험 부위를 담글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f) 시험 후 분석을 위해 콘돔 내부의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3.3 다음 기준에 적합한 완충액으로 콘돔을 채운다.
a) pH는 약 7이고, 몇 가지 종류의 생리식염수 중 하나의 염도이며, 표면장력이 0.05 N/m 미만
이다[0.1 % Triton X-100®].
b) 시험이 끝날 때까지도 충분한 양의 유도 바이러스를 함유한다.(최소 108 pfu/ml로서, 여
기서 pfu는 작고 거의 구형인 바이러스의 플라크-형성 단위(plaque-forming unit)이다.)
생리식염수는 정자보다 점성이 더 낮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보장한다. 식염수를
사용할 때 상온 (25±2) °C에서 수행할 수 있다.
박테리오파지 phiX 174를 유도 바이러스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유사한 시험용 박테리오
파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phiX 174와 동등한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3.4 압력이 8 kPa이상인 시험용액에 콘돔을 위치시킨다.(예: 유체 정역학으로 810 mm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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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의 물, 공기 또는 가스 압력)
3.5 콘돔 시험 표면과 시험용액이 접촉할 수 있고 콘돔의 단면을 통과하는 바이러스를 수집
하기에 충분한 완충액과 함께 수집 용기에 콘돔을 위치시킨다.
3.6 용액을 채워 압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콘돔을 최소 30분 동안 수집 완충액에 담근다.(꼭지부
위가 있는 경우 꼭지부위를 제외하고 막힌 끝에서부터 140 mm)
3.7 바이러스가 콘돔을 통과해 수집 완충액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집
완충액에서의 유도 바이러스의 존재여부를 분석해야한다. 분액(aliquot)이 수집 완충액 전
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샘플 채취시 수집 완충액을 잘 혼합한다.
3.8 수집 완충액에서 검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유도 바이러스
통과량에 해당하는 부피를 계산한다.
3.9 a)부터 e)까지의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 양성대조를 사용한다.
a) 직경 30 μm인 작은 게이지 주사침을 사용하여 만든 핀홀이 있는 콘돔을 적용하여 상기
시험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시험의 기능적인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상기 시험과 동시에
양성대조 실험의 수행이 필요하다.
b) 시험 중 콘돔에서 유도 바이러스가 안정상태 농도로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여러 개
의 콘돔에서 구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각 콘돔 시험 중 일부분을 수집해야 한다. 시험
종료시 콘돔 내부의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의 양과 원래 콘돔에 존재했던 양을 비교한다.
이것은 콘돔, 시험장치 또는 기타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시험 중 유도 바이러스
의 양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c) 콘돔을 통과하는 바이러스가 시험기간에 걸쳐서 수집 완충액 중 검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지 판단한다. 이것은 모의시험을 하기 전에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수집 완충액을
스파이킹하여(콘돔 내에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모의시험의 시작과 끝에
수집 완충액의 양을 분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콘돔 외부, 구속장치 또는 수집 용
기와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시험 중 통과된 바이러스 양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다.
d) 전체적인 시험 민감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성 대조 또는 결함 대조(또는 둘 다)에서 바
이러스양의 소실이 나타나는 경우, 소실량을 보상하기 위해 처음 유도역가를 증가 시킨
다.
e) 콘돔의 바이러스 통과 여부에 대해 잘못된 결과를 야기하는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나 다
른 누출은 대조군을 통해서(예, settle plate) 판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4. 시료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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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 개 로트에서 각각 20 개씩, 최소 60 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대조군으로써 임상시험에 사용된 천연고무 라텍스 콘돔(콘돔 20 개)을 3.2∼ 3.9 에 따라
시험한다.
5. 검출한계와 보고
5.1 검출한계

5.1.1 1 ml를 3 회 반복 분석한다(총 3 ml).
5.1.2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 분석법이 최소 한 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95 % 신뢰도에 대해
[즉, p(0) < 0.05], 분석 총 부피 당 감염원 입자의 평균 숫자는 최소 3 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1 pfu/ml은 총 부피 3 ml에서 중 최소 1개의 플라크가 나올 확률이 95 %
이다. 따라서 이 분석의 민감도나 검출한계는 3 ml 분석 시 1 pfu/ml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벽을 통과하는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 부피로 표현된 검출한계는 시험 민감도를
측정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실생활 위험평가에서 전염된 바이러
스 함유액의 부피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양이 알려진 경우 감염단위로 환산될 수 있다.
시험절차는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 침투량 (2×10-6) ml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은 200 ml 수집 완충액 부피 중 (1×108) pfu/ml 유도량을 사용하여 수집 완충액 1 ml
로 3 회 분석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유도 완충액이나 수집 완충액에 바이러스 양의
소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 1 pfu/ml의 분석 검출한계는 200 pfu(1 pfu/ml × 200 ml) 혹
은 (2×10-6) ml(200 pfu를 (1×108) pfu/ml로 나눔) 통과와 같다.
5.1.3 모든 시험 콘돔에 대한 결과는 다음을 포함하여 표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유도 바이러스의 양
a) 수집 완충액 중 바이러스의 양
b) 바이러스 소실량에 대한 교정 팩터(대조군에서 측정)
c) 통과된 유도 부피의 계산(바이러스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콘돔의 경우)수집 완충액으
로의 바이러스 통과량을 계산하기 위해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의 부피가 필요하고 5.1.2에
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각 콘돔에 대해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소실된 바이러스의 양이
콘돔 내부나 수집 용기 외부에서 나타난다면, 그러한 소실에 대해 적합한 교정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바이러스 전염을 명백하게 허용하지 않은 콘돔의 경우 (2×10-6) ml 과 같이
해당 시험의 검출한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콘돔 시료의 바이러스 통과에 대한 보고서식과 시
험결과는 표로 설명해야 한다.
5.2 시험보고서

- 512 -

5.2.1 양성대조군
양성 대조군 실험결과 보고서는 시험용 시료와 똑같은 보고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5.2.2 유도 바이러스 안정성
유도 바이러스 안정성에 대한 시험결과는 표로 설명하여야 하고 각각의 콘돔에 대한 데
이터는 각각 기록한다. 각 시험 시료에 대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시험 수행일자
b) 시험 시작 시 콘돔 내에 있는 유도 바이러스의 양
c) 시험 종료 시 콘돔 내에 남은 유도 바이러스의 양
d) 초기량 대비 최종 남은 양의 비율 계산
5.2.3 유도 바이러스 검출
통과된 바이러스 검출량에 대한 시험결과는 표로 설명하여야 하고 각각의 콘돔에 대한 데
이터는 각각 기록한다. 각 시험 시료에 대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시험 수행일자
b) 시험 시작 시 수집 완충액 중 바이러스 양
c) 시험 종료 시 수집 완충액 중 바이러스 양
d) 초기량에 대비 최종 남은 양의 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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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H
파열부피와 파열압력 측정
1. 원리

특정 길이의 콘돔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서 콘돔이 파열될 때의 부피와 압력을 기록한다. 라텍
스 콘돔에 사용한 기구를 사용하고 부속서 I에 따라 재 교정 후시험에 사용한다.
2. 시험기구

2.1 팽창 장비
그림 H.1 과 같이 부피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고, 특정 속도로 기름과 습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사용하여 콘돔을 팽창시키는데 적합한 다음의 특징을 가진 장비
a) 콘돔과 압력센서 사이에 압력의 차이가 없도록 조절된 압력 센서
b) 전달된 팽창공기의 부피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라인압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더 높을
수도 있음) 콘돔 내 적절한 압력을 계산하거나 공기 부피를 측정하도록 설정됨
c) 펼친 콘돔을 걸기 위해서 끝부분의 지름이 25 mm의 구형 또는 반구형으로 된 적당한
길이의 막대가 장치에 고정되고 콘돔의 길이 방향으로 꼭지부분을 제외한 채 걸 수 있어
야 하고 팽창부분은 (150±3) mm이어야 함
d) 날카로운 면이나 돌출부가 없는 조임 링 같은 장치에 콘돔을 밀봉하거나 콘돔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조임 링, 시험헤드 및 길이 리미터를 시험헤드에 설치하는 동안 콘
돔을 유의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e)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한 부피 및 압력 측정 장치
1) 부피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든 예상 평균치의 30 % 보다 더 큰 부피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한계인 ± 3 %인 장치
2) 최대 허용오차 한계 ± 0.05 kPa를 가지는 콘돔 파열 압력 측정 장치
2.2 조임 장치
예를 들면 날카로운 면이나 돌출부가 없는 조임 링. 장치의 권장되는 원재료는 투명한 플라스
틱이다. 조임 링은 설치할 때 콘돔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
공기 팽창 커프가 있는 조임 링은 내경 (36-40) mm, 권장 높이 50 mm 이며 공기 팽창 커
프 위로 3 mm이상 확장되면 안된다. 이 커프는 콘돔이 잘 말릴 수 있는 직경까지 수축되어
야 한다.
2.3 팽창 용기
설치 장비를 넣을 수 있고 팽창 중 콘돔을 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콘돔이 손상되
지 않고 자유롭게 팽창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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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절차

3.1 온도 (25±5) ℃, 상대습도 (55±10) %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3.2 포장을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멀리 이동 시킨 후,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3 콘돔을 취급하는 동안 적합한 장갑이나 손가락 골무를 착용한다. 논쟁이 있는 경우 장갑
을 착용한다.
3.4 어느 방향이로든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친다.
3.5 콘돔을 로드[2.1 c)]위에 놓고, 조임 장치에 부착한다(2.2). 콘돔이 손상되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에 조임 링을 설치할 때 주의한다. (0.4∼0.5) dm3/s (24∼30 dm3/min)의 속도로
공기를 넣어 팽창시킨다. 콘돔이 팽창되는지 확인하고,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팽창하
는 동안 공기가 누출되면 콘돔이 터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험을 중단하고 콘돔을 교체한
다.
3.6 콘돔에서 공기가 누출되지 않으면 최소 파열부피가 15 dm3 미만인 경우 0.1 dm3 정확도
단위로, 15 dm3 이상인 경우 0.5 dm3 정확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dm3 단위로 측정한다. 파열
압력은 0.05 kPa 정확도 단위로 반올림해야 한다.
4. 시험 보고서

시험한 각 콘돔의 파열부피와 파열압력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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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m

1. 콘돔
2. 링
3. 탄력성 있는 확장 커프
4. clamping collar
5. 시험용 공기유입구
6. 시료고정용 공기유입구
a. 압력-측정 장치
b. 가스 흐름을 위해 열린 부분

그림 H.1 – 파열 특성 측정을 위한 적합한 장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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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핀홀 시험
1. 일반사항

이 부속서는 합성 소재 콘돔의 핀홀 시험방법을 설명한다.
2. 누수시험

2.1 원리
지정된 양의 물로 콘돔을 채우고 매달려 있는 콘돔의 표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누수가 있는지
검사한다. 누수가 없으면 콘돔을 흡착 색상지에 굴려서 콘돔에 누수 징후가 있는지 이어서
검사한다.
2.2 시험 기구 및 물질
2.2.1 누수시험용 마운트
콘돔의 열린 끝에 장착하기에 적합하여, 물로 콘돔을 채워서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도구.
적합한 장착의 예는 그림 I.1과 같다.
2.2.2 흡착 색상지
2.2.3 굴림 도구(선택사항)
편평한 투명판이 달림. 콘돔을 앞뒤 수평방향으로 굴리는 흡착 색상지와 평행하게 고정된 높
이에 설치할 수 있다. 투명판은 사용한다면 콘돔이 움직일 때 최소 한 번에 완벽한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2.2.4 조임 장치(선택사항)
콘돔의 열린 끝부분을 비틀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흡착 색상지에 이 부분을 굴릴 때
손상 없이 누수를 막는다. 예를 들면 용수철이 달린 종이 클립이다.
2.3 시험 절차
2.3.1 포장을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멀리 이동 시킨 후,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나 기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콘돔을 취급하는 동안 적합한
장갑이나 손가락 골무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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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어느 방향으로든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친다. 핀홀이나 찢어짐이 발견되
는 경우 콘돔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2.3.3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결함, 즉 파손, 가장자리나 유지장치가 누락되거나 심하게 뒤틀리
거나 막에 흡착되며 완전히 주름 잡힌 콘돔을 기록한다.
2.3.4 콘돔의 열린 끝이 위를 향해서 정지되어 있도록 마운트 위에 콘돔의 열린 끝을 고정시
킨다.
단위: mm

1. 둥근 모서리
2. 고무 링

그림 I.1 누수시험용 마운트

2.3.5 최대 300 ml까지 충분한 양의 물을 콘돔에 채운다. 만약 콘돔 내에 물 300 ml를 채울
수 없다면 나머지 물이 충전 시스템 내에서 압력 헤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물 온도
는 (10-40) °C 사이로 하고 대기 습도가 콘돔 외면을 응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안
으로 누수 흔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를 넘어선(정확도 1 mm까
지) 위치에 있는 핀 홀에서 눈에 보이는 누수가 있는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시험을 중단한
다. 테두리 링 근처에서 관찰된 핀 홀은 표시해 두고,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초과하는
위치에 핀 홀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콘돔을 비운 후 측정한다.
2.3.6 매달려 있는 콘돔에서 외관상 누수가 관찰되지 않으면 콘돔의 막힌 끝 부분을 잡고 약
1.5 회전으로 비틀거나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미만인 지점을 적합한 플러그로 막은 뒤
누수시험용 마운트에서 콘돔을 뺀다. 한손으로 막힌 끝을 잡거나 적합한 조임 장치(2.2.4)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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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건조한 흡착 색상지에 콘돔을 옮기고 흡착 색상지 위에서 막힌 끝 부분을 이용해
최소 1회전 시켜 굴린다. 흡착 색상지 위로 (25-35) mm 거리에서 압력이 가해지도록 손으
로 굴린다. 콘돔의 축이 흡착 색상지와 평행을 이루도록 콘돔을 흡착 색상지에 올려둔다.
2.3.8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물을 채운 콘돔의 둘레와 같은 거리로 최소한
한번 앞뒤로 콘돔을 굴린다.
a) 손으로 굴리기
가능한 한 동일한 힘이 콘돔 전체에 분배되도록 손가락을 펴서 굴린다. 흡착 색상지 위로
(25-35) mm 거리에 손을 유지하고 손 압력으로 인해 콘돔의 흡착 색상지에 밀착되도록 한
다.
b) 굴림 도구로 굴리기
콘돔을 흡착 색상지에 놓고 굴림 도구(2.2.3)를 사용하여 최소 1회전 하도록 굴린다. 누수 여
부를 검증하기 위해 최소 1 회전 이상 콘돔을 굴릴 수 있다. 회전수는 적게 하고 2 장의 흡
착 색상지에서 10 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3.7과 2.3.8 단계는 순서에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다. 윤활제가 첨가된 콘돔인 경우, 윤활제
로 생긴 표시와 물로 생긴 표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2 장의 흡착 색상지에 각각 따로 2 회
굴릴 수 있다.
2.3.9 콘돔에서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흡착 색상지를 검사한다. 윤활제에 의한 흔적은 무시한
다. 테두리 링 근처에서 관찰된 핀홀은 표시해 두고,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를 초과하
는 위치에 핀홀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콘돔을 비운 후 그 위치를 측정한다.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가 초과하는 위치에 핀홀이 관찰된 콘돔은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주) 검증되었다면 합성 소재 콘돔에서 핀홀 유무를 검출하기 위해 전해질 시험방법을 포함
한 그 외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해질 시험방법이 모든 물질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3. 전기시험

3.1 일반사항
적합한 경우, 전기시험 방법으로 합성소재 콘돔을 평가할 수 있다. 누수시험 대신 전기시험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핀홀 검출의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연구에 근거해야 한다.
3.2 원리
핀홀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시험으로 콘돔을 우선 검사한다. 핀홀이 없는 콘돔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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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작용하여 전기 순환에서 전류가 통과되지 않지만 핀홀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통과한다.
전기시험에서 부적합 결과를 얻은 콘돔은 핀홀의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해 흡착 색상지를 이용
한 누수시험을 수행한다. 전기 시험만으로 핀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
시 흡착 색상지를 이용한 누수시험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험 기구 및 전해질 용액
3.3.1 전기시험 장치(그림 I.2 및 I.3)
파라미터
- 전압: (10±0.1) V d.c., 저항: (10±0.5) kΩ, 전압측정기의 정확도 ± 3 mV.
3.3.2 전해질 용액
(25±5) °C에서 ρNaCl = 10 g/L 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권장되지만 이와 동등한 전도성을
나타내는 적합한 전해질 용액이 대체 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ρNa2SO4 =(15.4 ± 1.0) g/L].
3.4 시험절차
3.4.1 포장을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멀리 이동 시킨 후,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
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콘돔을 취급하는 동안 적합한 장갑이나 손가락 골무를 착용한다.
3.4.2 어느 방향으로든 콘돔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친다.
3.4.3 콘돔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핀홀이나 찢어짐이 발견되는 경우 콘돔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3.4.4 외관상 결함을 보이는 콘돔을 기록한다(핀홀과 찢어짐 제외).
3.4.5 콘돔의 테두리 링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누수시험용 마운트(I.2.2.1) 위에 테두리 링을
고정시킨다.
1. 지지대(그림 I.3 참고)
2. 전해질 용액을 채워 지지대에 고정시킨 콘돔
3. 지지대에 고정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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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해질 용기
5. 전극
6. 전압측정기
7. 저항 R = 10 kΩ
8. 전압 V = 10 V d.c.(안정상태)
그림 I.2 전기시험 장치
단위: mm

R3 반지름
그림 I.3 지지대에 콘돔을 부착하는 방법의 예
3.4.6 콘돔에 전해질 용액 (300±10) ml를 채워 넣는다. 채우는 동안 누수가 관찰되면 부적합
이다. 용기에 전해질 용액을 채운 후 용기의 전극과 콘돔 내 위치한 전극 사이에 전기저
항 10 kΩ에서 전압 10 V d.c.이 지속해서 적용되도록 한다. 콘돔이 전해질 용액에 흠뻑
젖도록 테두리 링으로부터 최소 25 mm 이상 모두 잠길수 있게 위치시킨다. 콘돔을 전해질
에 담그고 (10±2) 초 이상 적신 후, 저항기의 전압을 측정하고 가장 높은 전압을 결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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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다. 전압이 50 mV 이상인 경우, 3.4.7 에 따라 누수시험을 수행한다.
3.4.7 콘돔을 약 1.5 번 회전시켜 비틀어서 콘돔의 테두리 링을 묶고 마운트에서 콘돔을 제
거한다. 부드러운 헝겊으로 콘돔을 닦아내거나 흡착 색상지에 부드럽게 굴려서 남은 전해질
용액을 제거하고 2.3.7 ～ 2.3.9 에 따라 누수 시험을 수행한다.
4. 시험 보고서

다음 정보를 기록한다.
a) 장치에 설치하기 전에 핀홀 이나 찢어짐이 외관상으로 관찰된 콘돔의 숫자와 전기 시험에서
전압이 50 mV 이상으로 관찰된 콘돔의 수
b) 장치 위에서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초과되는 위치에서 누수가 관찰된 콘돔의 숫자
(육안검사의 경우)
c) 흡착 색상지에서 굴리는 동안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초과되는 위치에서 누수가 관
찰된 콘돔의 숫자
d) 핀홀이나 찢어짐 외에 외관상 결함이 관찰된 콘돔의 숫자와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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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J
장기보존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결정
1. 원리

개별 포장된 콘돔을 의도한 유효기간 동안 주변온도 °C에 두고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
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한다. 약간의 시료를 꺼내서 노화기간
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팽창시험을 실시한다.
이 기준규격에서 주변온도
되었다.

℃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합한 보관조건을 만족하도록 적용

2. 절차

2.1 일반사항
제품이 합성소재 콘돔의 기준규격을 적합함을 확인한 뒤, 주변온도
콘돔을 보관한다.

°C에 충분한 양의

a) 1년 이하의 주기(주기마다 32 개의 콘돔을 시료로 사용함)로 공기 파열값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평가한다.
b) 부속서 B(로트 수가 5 개 미만인 경우)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의도한 유효기간
이 종료될 때 또는 얻어진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 시기에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
홀, 포장의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한다.
의도한 유효기간과 동일 기간 동안 보관 후 목적으로 한 사용기간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보관 후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기준을 만족한다면 콘돔의 유효
기간은 확인된 것이다.
2.2 시험 절차
2.2.1 부속서 B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3개 로트에서 각각 개별 포장된 콘돔을 합성소
재 콘돔의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한다.
2.2.2 콘돔은 주변온도 °C에 보관한다. 오븐에 보관하는 동안 온도를 모니터해야 하고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온도 조절 실패 같은 우발적 사고에 적절한 대처 능력이 보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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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시된 유효기간 동안 1 년 이하의 주기로 로트 별로 최소 32 개의 콘돔을 사용하여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콘돔을 보관한다(최소 200 개 콘돔
이 바람직함). 제시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합성콘돔의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 부속서 B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충분한 양의 추가 콘돔을 보관한다
(최소 865 개 콘돔이 바람직함).
재시험이 필요하거나 추가 시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추가 콘돔을 보관하는 것이
권고 된다.
2.2.4 1 년 이하의 주기로 관리된 환경에서 콘돔을 준비한다(로트 별 최소 32개의 콘돔).
2.2.5 부속서 H에 따라 파열부피와 파열압력 시험을 수행한다.
2.2.6 각 로트 별로 시간에 따른 파열압력 및 파열부피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 점 그래프
(PLOT)를 그린다.
2.2.7 제시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2.2.6 에서 모니터 된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의 평균
과 표준편차 값이 적합한 시험기준과 비교하여 나빠진 경우 부속서 B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충분한 양의 콘돔을 기준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주) 평균 값과 파열부피 값 및 파열압력 값 사이의 차이가 표준편차 2에서 3보다 작으면,
콘돔은 공기 파열 요구사항에 따른 한계점에 도달되었다고 간주한다.
2.2.8 전 임상 평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3. 유효기간 확인

2.에서 제시된 시험절차를 완료할 때 유효기간은 합성소재 콘돔의 기준규격을 만족하는 기간
까지이며, 5 년을 넘겨서는 안된다.
4. 시험보고서

시험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2.2.6 에 따라서 판단할 때 시간에 대한 파열압력 및 부피의 점그래프
b) 2.2.8 에 따라 판단할 때 부적합 콘돔의 수
c) 설정된 유효기간의 확인
장기보존시험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 시험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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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K
가속노화 시험의 수행 및 분석에 대한 가이드
1. 원리

가속노화 시험으로 잠정적인 유효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부속서는 장기보존시험이 진행
되는 동안 유효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속노화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험절차 및
시험 분석 지침을 설명한다.
2. 배경

가속노화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콘돔의 원재료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분해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몇몇 원재료는 온도와 산화분해에 저항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가수분해에 의한 빠른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속노화 시험
은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개 고온에서 수행하지만, 습도와 같은 다른 잠재적 중요
인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온에서의 시험 수행이 상온에서 관찰되는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관련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열가소성 물질에서 라텍스 콘돔의 가속
노화 시험에 사용되는 고온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연화 및 부분적 용해가 나타날 수 있
다. 합성 콘돔에 적용되는 가속노화 온도 범위는 라텍스 콘돔에서 적용되는 온도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다.
3. 가속노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선택된 온도의 오븐에 3 개 로트의 콘돔을 보관한다. 적합한 주기로 오븐에서 콘돔을 꺼내
부속서 H에 따라 파열 부피 및 파열 압력 시험을 수행한다. 최소 4 개의 온도 증가 포인트에
서 시험 수행이 권장 된다.각 온도에서 최소 5 개 포인트의 시험주기를 설정하여 되도록이면
180 일 동안 지속해야 하고 적어도 120 일 동안 지속해야 한다. 각 주기와 온도 포인트에서
최소 32 개의 콘돔을 시험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그 결과를 실시간 안정성 데이터와 비교할 경우, 동일한 시료수를 동일한 시기에 관리한
경우에 가능하다.
4. 잠정적인 유효기간 예측을 위한 가속노화 시험 데이터의 분석

다수의 원자재에 대해 유효기간 예측은 Arrhenius 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속노화 시험으로부
터 추정하여 예측할 수 있다. Arrhenius 그래프의 적용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한다.
몇몇 경우에서 Arrhenius 그래프가 직선이 아닐 수 있으며, 비-직선형 Arrhenius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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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개발되었지만, 합의된 방법은 아직 없다. 비-직선형 Arrhenius 그래
프에서 유효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안정성 데이터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편리한 방법은 단일 표준 곡선에 서로 다른 온도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덧붙이는 시간-온도 중첩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각 데이터
점에 대한 시간 값은 Arrhenius 방정식에서 유래된 Arrhenius 환산 인자, aT 에 시간 값을
곱하여 공통의 표준 온도에서 동등한 시간으로 변형된다.
        
  exp 






(K.1)

여기서
Ea 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R은 기체 상수이다[8.314 J/(mol K)].
Tref 는 주변 온도이다.
Tage 는 가속노화 온도이다.
합성소재 콘돔의 안정성시험을 위한 주변온도는 30 °C이다.
다양한 가속노화 온도에서 구한 물리적 특성값은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로 각각 변환된 시간
으로 그려진다. 노화 특성값이 Arrhenius 방정식에 따라 변환되고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보정값이 사용되면, 하나의 표준 곡선을 구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곡선의 오버랩을 최대화하
는 aT 의 최고값을 찾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시간 로그값 기준에 데이터
점을 찍는다면 가장 큰 오버랩이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단순히 분해곡선을 시간 로그 축을
따라 이동시킴으로써 환산 인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성시험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유효기간이 장기보존시험으로 결정된 유사
한 구성의 콘돔과의 파열 특징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가속노화 시험 데이터의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이나 그 외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할 수 있고, 그 선택된 방법은 입증되어야 한다.
5. 유효기간 예측 시험

콘돔의 유효기간이 예측되면 3 개 로트에서 선택된 콘돔이 주변온도 30 °C에서 보관된 후 ,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시된 주변온도에서 추정된 유효기간과 동등한 가속노화 시험 조건을 선택한다.
가속노화 조건은 안정성 시험에 의해 예측된 주변온도 30 °C에서의 실패 모드를 반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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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점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3개 로트에서 포장된 콘돔 시료를 취한다. 가속노화 시험에도 동일한 3개 로트를 사용해야 한다.
선택된 시간 동안 선택된 가속노화 온도에서 시료를 보관한다. 콘돔 시료가 파열부피, 파열압
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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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L
포장 무결성 시험
1. 일반사항

개별 포장 무결성은 밀봉된 포장에서 윤활제가 누출될 수 있는 포장 파손 가능성과 관련된
다. 또한, 이런 파손은 개별 포장지 내로 산소 또는 그 외 유해 물질의 투과를 초래한다. 하
지만 이 부속서에서 설명하는 시험으로 개별 포장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재의 미세
다공성(microporosity)이나 가스 투과성으로 인한 누출을 검출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윤활
제가 누출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누출을 검출하는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시험은 개발 중으로 이 경우, 좀 더 큰 민감도나 일관성을 제공하는 밸리데이션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개별 포장 완전성은 절대압력(20±5) kPa에 해당하는 진공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이 절차에 따라 몇 가지 누출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진공 포장 후 포장 내에 양
압이 형성된 경우 윤활제가 작은 누출을 막을 수도 있다. 검출될 수 있는 누출의 크기는 윤
활제와 포장재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2. 시험 방법

2.1 시험 기구
2.1.1 진공 챔버
진공펌프와 진공 게이지가 달려있고 시험 중 내부를 검사할 수 있으면서 약 1 대기압 차이
를 견뎌낼 수 있는 것.
2.2 시험 용액
2.2.1 담금 용액(물)
습윤제(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액)로 처리된 담금액
2.3 시료
개별 포장된 콘돔
2.4 관리
시료와 시약은 일반적인 실온과 같은 조건에 둔다.
- 528 -

2.5 시험 절차
진공 챔버 내 도관에 있는 물에 개별 콘돔 포장을 담근다. 이 포장의 가장 윗쪽면이 25 mm
이상 잠기도록 담근다. 만약 담금 용액에 색소를 첨가한다면 개별 포장 내부로 새어 들어간
물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포장의 모든 부분을 시험 중 누출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두 개 이상의 개별 포장을 동시에 시험할 수도 있다. 챔버의 내부 압
력이 (20±5) kPa이 되도록 진공 펌프를 조절한다. 진공 압력을 증가 시키면서 공기방울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개별 포장의 누출이 있는지 관찰한다. 갇힌 공기에 의한 개
별 공기 방울은 누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밀봉 포장의 윗 공간이 없거나 신축성이 거의
없는 포장은 이 시험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1분 동안 진공을 유지하
고 진공 상태를 해지한다. 뚜껑을 제거한 후,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2.6 결과의 해석
만약 진공 압력이 증가하거나 특정 진공 압력에서 개별 포장 내부에 누출을 나타내는 공기
방울이 있는 경우 시료는 시험에 부적합한 것이다. 담금 용액이 개별 포장 내로 스며든 것이
육안으로 관찰된다면 시료는 시험에 부적합이다. 누출을 나타내는 공기방울이 보이거나 담금
용액이 개별 포장 내에서 관찰된지 않는 경우 시료는 시험에 적합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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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M
합성 소재 콘돔의 오븐 관리
1. 원리

오븐 관리는 유효기간 결정을 위해 콘돔 시험에 사용 된다. 이 부속서는 오븐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2. 시험 기구

오븐
시험에 사용되는 콘돔에 특정 온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오븐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븐 대신 특정 온도 조건이 유지 되도록 관리되는 방이나 챔버를 사용할 수 있다.
오븐 처리 기간 동안 오븐의 온도가 주의 깊게 모니터 되고 있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오븐
의 파손이나 전력 손실에 의해 온도 조절의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합한 사고방지 장치
를 갖춰야 한다.
3. 시료 준비

시험 전부터 개별 포장된 콘돔으로 관리 한다(즉, 관리 전에 2 차 포장을 제거 한다).
4. 시험 절차

4.1 제품에 규정된 온도의 오븐에 콘돔을 보관한다. 가열된 표면, 특히 오븐 바닥에 시료가
직접 접촉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콘돔을 올리고 가열노화 동안 콘돔 전체가 골
고루 가열될 수 있도록 한다.
4.2 규정된 시간 후, 오븐에서 콘돔을 꺼내고 시험할 때까지 콘돔이 (25 ± 5) °C 의 환경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3 오븐에서 꺼낸 후 12 시간에서 96 시간 이내에 부속서 H 에 따라 파열부피 및 파열압
력 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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