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시험장비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PM2.5 측정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중 형식승인이나 예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모델은 모두 성능 인증평가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시험장비는 인증 등급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첫번째
시험 항목에 소요되는 장비로, 피시험측정기의 반복 재현성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에이알티플러스의 모델 ADT-198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평가 시험장비)은 균일한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챔버 내에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험 농도(100, 75, 50, 25, 5μg/m3)를 유지한 채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각 시험 농도 구간에서 5분 동안 측정된 기준기값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값을 비교 분석하여 그 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The smartest way, which you can control
귀사와 경쟁사와의 경쟁력 차이, 입자공학 기술 기반 전문가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ADT-1983 특장점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24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체임버 평가 기준 만족
• 시험 챔버 내부의 입자 농도 및 분포도 균일성 보장
• 내부 부품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
• 시험자의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자동 측정 시작 및 종료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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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 시험 챔버
▪
▪
▪
▪
▪
▪
▪
▪

챔버 내부 크기(체적) : 샘플링 유량이 16.7 L/min 인 간이측정기를 5분 가동 시, 시험입자 농도 희석 비율이 2% 이내가 되는
크기
내부입자 농도 균일도: 시험면을 4등분한 각 사분면의 중앙점과 시험면의 중앙점, 총 5개 측정점에서 입자 농도 편차가 ±10%
이내
재질 : STS 304
챔버 배경 농도: 0.3개/cm3 이하
챔버 내부 입자 농도 설정 정확도: 설정 값의 ±10% 이내
(PM 2.5 기준, 설정 값 0μg/m3은 제외)
입자 혼합장치 : 초기 시험 입자 분포의 기하 표준편차 1.4 ~ 2.0 유지
챔버 내부 배경농도 : 2μg/m3 (도달시간 30분 이내)
기타 : 시험 챔버 문 개폐 안전장치, 시험상태 진행표시 전등, 청정 공기 공급장치, 전동 댐퍼

➢ 입자 발생장치
▪
▪
▪
▪
▪
▪
▪
▪
▪

작동 방식: 마이크로 스프레이 방식
발생 입자 종류: 수용액 상태의 염화칼륨(KCl) 및 NaCl
발생 입자 크기 범위: 0.1~10μm
발생 입자 질량 농도: 1,000μg/m3 이상(PM-2.5, 염화칼륨 기준)
발생 입자 및 공기 유량: 분당 50~55L, 분당 100L까지 공급 가능
압축공기 공급 압력: 4bar 이상
입자(수용액) 공급 방식: 정량 펌프를 이용한 공급량 제어
입자(수용액) 공급량 범위: 0.0156~23.40 mL/min
이오나이저(Ionizer)
- 입력 전압: 24VDC, 0.075A
- 밸런스: ±50V
- 공기 유량: 0.8~3.6 cfm(cubic feet per minute)
- 출력 전류: 5μA
- 이미터: 텅스텐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
- 작동 온도: 15~50℃
- 작동 상대 습도: 20~65%
- 크기: 6.4 ×3.8×11.4 cm (높이, 폭, 길이)
- 무게: 136g

➢ 입자 농도 측정 기준기
▪
▪
▪
▪
▪
▪
▪
▪
▪
▪
▪

측정 방식: 백색광원(폴리크로마틱 LED)을 이용한 90°광산란측정방식
입자 크기 분해능: 256 크기 채널(0.18~20μm), 질량 농도 계산을 위한 64 크기 채널 결합
PM 질량 농도 측정: PM10, PM2.5, PM10-2.5 실시간 측정 결과 표시
PM 질량 농도 측정 범위: 0.1~10,000μg/m3
질량 농도 표시 분해능: 0.1μg/m3
측정 정밀도: ±0.5μg/m3 @1시간 평균
측정 하한치: <0.1μg/m3 @ 1시간 평균
측정 값 표시 빈도: 10초에서 48시간(사용자 선택 가능)
질량 농도 정확도: US EPA PM10 및 PM2.5 Class 3 요구 성능 만족 및 형식 승인
측정 유량: 분당 5.0L
측정 유량입자 정확도 : ±1% 미만

➢ 운용 소프트웨어 및 제어시스템
▪

운용 소프트웨어
- 5단계 시험 농도 설정 : 100μg/m3 ~ 110 μg/m3, 75μg/m3 ~ 85μg/m3, 50μg/m3 ~ 60μg/m3, 25μg/m3~ 35μg/m3, 5μg/m3 미만
- 농도 자동 조정 : 설정 농도의 ±10% 또는 ±5μg/m3 중, 큰 값으로 자동 조절
- 5개 시험 농도 구간 측정 소요시간 : < 2hr
- 데이터 저장 주기 : 최소 10초 ~ 10분, 자동 저장

▪

제어 항목
- 시험입자 발생, 입자 혼합 장치, 시험 챔버 문 안전장치, 송풍장치 제어, 전동 댐퍼 개폐, 상태 모니터링, 운용 소프트웨어 및
PC와의 통신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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