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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010W

케빈 에어필터 성능평가 시스템
(Cabin Air Filter Tester )

CF-2010W 특장점
• 자동차 승객실용 에어필터의 미세먼지 여과효율 성능 평가의 국제표준 만족
(ISO 11155-1, DIN71460-1)
• 한국공기청정협회 CAF 인증 시험 기준 만족, SPS-KACA014-114
• 제어 장치와 자체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험 진행부터 결과 도출까지

자동화 시스템 제공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 GUI 적용과 조작 용이성을 고려한 운용

소프트웨어 최적 설계

SPECIFICATIONS
➢
-

수직형 풍동
송풍량 범위 : 150~680 CMH
압력측정범위: ~1,000Pa
시험필터 단면적: 300 X 600mm
유속 균일도 : ± 10%
이송장치 길이 : >2,800mm (급배기 덕트 제외한 시험공간)
시험물질 : ISO A2 Fine, Dust, KCl
ISO 11155-1, SPS-KACA014-114 규정 만족

➢
-

광산란 입자 계수기
입자 범위 : 0.3 ~ 10um
측정 농도 범위 : 16 ch, Up to 3,000 particles/cm3
측정시간 : ≥ 1 s
샘플 측정 유량 : 1.0 L/min ±5%, ISO 21501

➢
-

큰입자 발생기
작동 원리 : 마이크로 스프레이 방식(Micro Spray nozzle)
입자 발생 입경 범위 : 0.1 ~ 10 µm
입자 농도 : Appx. 10^7 #/cc
인입 공기 압력 제어 범위 : 0 ~ 3 bar
희석 공기 유량 제어 범위 : 0~100L/min
입자 공급 방식 : 정량 펌프 적용

➢
-

분진 발생장치
발생 가능 분진 : Non-sticky dry powders
주입용량 : 320 cm3
최대 공기 압력 : 6 bar
체적유량 : 17 ~ 60 L/min
농도 : 1 ~ 264 g/m3

<케빈 에어필터 성능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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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필터(고성
능)
시험필터 뱅크
시험입자
발생부
청정공기
공급장치
입자 계측기
차압센서
온습도센서
자동개폐밸브
토출필터(고성
능)
유량측정부
Blower

➢ 입자 중화 시스템
- 방사능동위원소 사용 불필요
- 파티클 발생 제로
➢ 제어 시스템
- 시험 규정에 따른 자동화 측정 프로그램
- 면속도 및 유량 제어, 구성 측정기 제어 등

< CF-2010W 케빈에어필터 성능평가 시스템 개략도>

* 상기 시스템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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