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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DT-1782

미세먼지센서 (PM2.5 전용) 성능평가 시스템
<미세먼지(PM2.5 전용) 센서 성능 평가 시스템>은 일정한 부피의 공간 내에 기준기와 미세먼지센서를 넣고, 크기 분포가 정해
진 시험 물질 또는 시험 입자를 주입시켜 공간 입자의 농도 분포가 균일한 상태에서, 센서의 감지 능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장치이다. 시험 챔버는 미세먼지 센서가 놓여지는 시험 단면적 기준으로 최대 10분 동안 기준 입자 농도의 10% 이하로 균일도
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PM 농도를 단일 또는 단계별로 자동 조절하고, 각 PM 농도 별
미세먼지 센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시험 입자는 KCl(염화
칼륨), NaCl, Arizona Dust, JIS Dust, 담배입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요청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시험 입자를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기 별 제어모듈을 제공한다.
한편, 미세먼지 센서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따라 측정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인자(온/습도)변화에 따른 성능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면 항온항습 환경유지 모듈을 추가한 ADT-1783 모델을 추천한다. ADT-1783은 미세먼지 센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시험 인자를 최소화하고 센서의 성능 편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 에이알
티플러스의 미세먼지 성능평가 시스템은 미세먼지센서가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SET 상태에서의 센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챔버
ADT-1784, 자동차용 미세먼지 센서 신뢰성평가 시스템 ADT-1785 이 있다.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ARTICULATE MATTER’S SENSOR FOR PM2.5
지금 사용하고 계신 초미세먼지(PM2.5) 센서의 신뢰성을 확인하세요.

시스템 특장점
•

시험 단면을 4등분하여 각 면적의 중앙과 전체 단면의 중앙 총 5개소에서
측정한 평균 입자 농도의 편차를 ±10% 이내로 유지(유지 시간 최대 10분,
PM2.5기준)

•

미세먼지 센서 성능 평가 전용으로 설계된 큰 입자 발생 시스템(Large
Particle Generator with KCl) 적용

•

입자 농도(단일, 단계별[복수의 농도]) 자동 조절 시스템

•

다양한 시험 물질로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성 보유

•

사용자 입력을 통한 시퀀스 시험 자동 진행

•

시스템 단독 제어 및 외부 PC와의 연결을 통한 원격 제어

•

미세먼지 센서 개발 및 성능 연구에 최적화

•

미세먼지 센서 제품 양산용 설비로 맞춤식 시스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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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DT-1782

사양(SPECIFICATIONS)

•

제품명 : 미세먼지센서(PM2.5) 성능평가 시스템

•

모델명 : ADT-1782

•

검출입자 크기: PM2.5 (㎍/㎥)

•

시험챔버크기 (가로,세로,높이): 1100 x 1100 x 2100 mm

•

시험챔버무게 : 200 kg

•

입자 주입관 : 발생 물질 및 발생기 종류에 따라 각 1개씩 제공

•

발생기 및 거치대* (가로,세로,높이): 700 x 700 x 2400 mm

•

제어방식: 제어용 PC, 제어용 HW/SW 제공

•

전원 : 220 VAC, 50~60Hz

•

소비전력: 10 Kw 이내

•

소프트웨어 : HYUCK + 소프트웨어

•

재질 : STS 304 (상하부), 무정전 투명 PC(Poly carbonate) 및 PVC

•

발생기 : KCL 발생기(중화장치 포함, 기타 발생기는 옵션 사항)

•

악세서리 : 옵션사항(입자 중화기, 이온발생기 등)

* 발생기 거치대는 고객이 요구하는 발생기의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악세서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본 시스템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담배입자(SMOKE)발생기, 옵션]

[ADT-1782 측정화면]

기타 초미세먼지 성능 평가 시스템
• ADT-1783 미세먼지센서(PM2.5) 성능평가 시스템
: 센서 개발 및 성능 연구에 적합. 농도 범위 PM1.0 / PM2.5 / PM 10.0, 평균 15% 미만
• ADT-1785 자동차용 미세먼지(PM2.5 /PM 10.0) 센서 신뢰성 평가 시스템
: “자동차용먼지감지센서모듈" RS-KORAS-KATECH-003 (2016) 표준안 적용. 환경조건 제어
• ADT-1784 공기청정기에 부착된 미세먼지센서의 성능 평가 챔버 시스템 (실증 시스템)
: 30m3 이상, PM10.0/ PM2.5
• APA- 1731, 1741, 1751, 1761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시스템
: 규정에 따라 모델 상이 (가스, 입자상물질, 박테리아, 제습 등의 환경제어 인자 평가)
 기타 PM10.0 전용 평가 시스템 혹은 농도 측정 범위 조정 등의 사용자 맞춤 요구 사양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
다.
 상기 규격은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에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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