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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

큰입자 발생기(AKG-1791)

구분 사양

작동방식 마이크로 스프레이 방식 (micro spray nozzle)

Particle Source 수용액 상태의 KCl 또는 NaCl, 물에 용해되는 다른 입자 종류 가능

입자 공급방식 정량 펌프 (Peristaltic Pump), 공급 유량 제어 가능 (~1.2 ml/min)

발생입자 크기 범위 0.1~10 μm

발생 유량 ~50 L/min (컴프레샤 공급압력에 따라 변동)

제어 압력 청정공기 인입기를 통한 공급, 자동 제어 방식

입자 농도
PM 농도 : ~ 8,000 µg/m3 (PM10, KCl 기준)
수농도(Max. Number Concentration) : Appx. 107#/cc

전원 220 VAC, 6A

기타 구성품 HEPA filter, Heater & Ionizer

MODEL AKG-1791 AKG-1791M AKG-1791A

용도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중성능 에어필터 성능평가

특이사항 단독사용 입자 혼합 챔버와 같이 사용 단독사용

크기

(WDH,mm)
•Controller : 400 x 600 x 350
•Column : ∅200, 512H

•Controller : 400x600x350
•Column&Mixing chamber 
    : 500 x 396 x 850, ∅220

•Controller : 400x600x350
•Column : ∅305, 1462H

사진

•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효율 성능평가 시스템 •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효율 시험 프로그램

•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효율 성능평가 시스템 •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효율 시험 프로그램

• 공기청정기 내 에어필터 미세먼지 저감수명 성능평가 시스템 • 공기청정기 내 에어필터 미세먼지 저감수명 시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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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발생기(GGA-1895)

Model GGA-1895 GGA-1895S

발생기 수량 5EA 1EA

가스 타입 Acetic acid, Acetaldehyde, Ammonia, Formaldehyde, Toluene

가스 발생 방법 Bubbling method

발생 농도 ~ 100ppm @ 30m3 시험챔버

발생 시간 ~ 30min

발생 유량 ~ 20/min

항온수조
1연조 항온수조 2개(병렬 배치)
온도제어 : (상온+5)~ 60℃

크기[W×D×H] 1050 × 800 × 1450 mm

재질 STS, 강화유리

챔버 환기 Carbon filter(배기필터) & Blower

제어시스템 제어보드 및 운용 소프트웨어, Panel PC (Touch 기능 포함)

GB KACA

가스 타입 폼알데히드 톨루엔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폼알데히드 톨루엔

농도 [ppm] 1 1 10 10 10 10 10

규정 GB/T 18801-2015 SPS-KACA002-132

각 규정 별 가스 발생농도 요구사항

담배연기 발생기(FSQ-003)
구분 사양

유량 범위 1 ~ 5 L/min

매회 연기 발생시간 40～50초

전원 AC, 단상 220V/50Hz

최대 출력 100W (연기점화발생기 출력 포함)

무게 7kg

외형 크기 (DWH) 360 × 270 × 400 mm

Nacl 발생기 (ML-1691,
마스크 누설률 성능평가용 )

구분 사양

발생 방식 다채널 오리피스를 이용한 충돌형 분무

입경 분포 0.02 ~ 2.0 ㎛

평균 입경 분포 0.6 ㎛ (질량중앙경,MMD) 

발생입자 농도 8 ± 4 mg/m3

발생 유량 3 ~　12 LPM

박테리아 발생기(ABG-1771A)

• 생균 상태의 박테리아 에어로졸 분사

• 발생량 및 발생크기 제어

• 한국 공기청정협회 SPS-KACA402-1566, 중국 GB 21551.3:2010 표준에 부합

• 공기청정기 성능평가용 챔버 시험, 에어필터 성능평가용 풍동 시험장치에 사용 가능

구분 사양

작동 방식 2상 스프레이 노즐

박테리아 공급 방식 연동 펌프, ~ 2 ml/min

박테리아 발생 농도 > 5 x 104 CFU/m3

제어 압력 범위 0 ~ 2 atm.

제어 유량 범위(Sheath Air) 0 ~ 50 lpm

크기(WDH, mm) Controller_400ⅹ475ⅹ400. Column_ф 150, 500 H

무게(kg) 20 (Include Column and Control 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