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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Clogging) 시험장치 (MCT-2033) 인공폐 전처리장치 (모의착용 시스템)(MLP-2035)

구분 사양

시험챔버 단면적 650 x 650 mm

시험챔버 길이 5100 mm 이상

시험공기 유량 60CMH 이상

시험 인두 Sheffield head

모의호흡 장치

모의호흡 장치 : 피스톤 & 실린더

체적 : 2.0±0.1 리터

작동 사이클 : 분당 25회
장치 구동 : 리니어 모터 또는 스테핑 모터

온습도 조절장치 37±2℃, 상대습도 95% 이상

시험입자 발생기
시험 입자 : dolomite
시험 입자 발생량 : 400±100mg/m3 

입자 측정기

입자 농도 측정 범위 : 0.001~400mg/m3 

입자 크기 측정 범위 : 0.1~10μm
입자 농도 측정 분해능 : 0.001mg/m3 

입자 포집장치

Open face 타입

지름 37mm 필터 사용

샘플링 유량 : 2LPM

자동제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험절차 내장 및 사용자 임의 작동모드 내장

모의호흡장치 작동 제어, 시험공기 유량 제어

시험 입자 발생 및 입자 농도 측정

시험 결과 표시 및 자동 저장

관련 규정 EN 149

구분 사양

시험 인두 Sheffield head

모의호흡 장치

모의호흡 장치 : 피스톤 & 실린더

모의호흡 장치 체적 : 2.0±0.1 리터

모의호흡 장치 작동 사이클 : 분당 25회
모의호흡 장치 구동 : 리니어 모터 또는

스테핑 모터

습도 조절장치
습도 조절장치 온도 : 37±2℃
습도 조절범위 : 상대습도 95% 이상

응축수 trap 장치 장착

관련 규정 EN 149

기계적 강도(내구력) 전처리 장치 (MDT-2037)

구분 사양

가진방식 캠과 피스톤 이용한 상하 왕복 운동과 낙하 충돌

캠 피스톤의 최대 운동거리가 20mm가 되도록 설계

캠 회전속도 분당 100회전 이상

시험 지속시간 20분 이상

관련 규정 EN 149

회사 소개  I  에어필터 성능평가 시스템  I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센서) 성능평가 시스템  I  
마스크 성능평가 시스템  I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시스템  I  발생기  I  미세먼지 대응형 스마트시티 설계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시스템

공기청정기 단체 시험표준인 <SPS-KACA002-132; 2021>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방법은 집진 

효율과 탈취에 대한 시험 항목만을 평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에 대해서 ‘미세먼지 제거효율 및 

저감수명 시험’과 ‘유해가스 정화능력 및 유해가스 저감수명 시험’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에 폐지되었던 ‘풍량 시험’ 항목이 

재등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도 2021년 3월에 새로 제정·

고시되었습니다. 제·개정된 표준에 대한 시험장비는 에이알티플러스와 상의하십시오.

모델 AK6001 AK6008 AK6030 AK6050 AK6180

챔버크기

(m,WDH)

1m3±0.1m3

(1.0×1.0×1.0)
8m3±0.5m3

(2.0×2.0×2.0)
30m3±1.5m3

(3.5×3.5×2.5)
50m3±1.5m3

(4.5×4.5×2.5)
180m3±1m3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형상, 폭(D)는 길이(W)의 85~100% 이내 직육면체, D<Wx2

시험항목

(시험물질)

-
청정화 능력, 미세먼지 제거효율 (다분산 고체상 염화칼륨)

미세먼지 저감수명 (ISO 12103-1 A2입자)
미세먼지 제거능력

(염화칼륨)

유해가스 정화능력(암모니아,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유해가스 저감수명(폼알데하이드)

유해가스 제거효율

(암모니아,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초산, 아세트알데하이드)

- -

- - 오존발생농도 - 오존발생농도

정격풍량,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센서, 소음 소음

기밀도 입자크기 0.3 μm 입자 농도에 대해 20분 경과 후의 입자 농도가 초기 농도의 90 % 이상 확보

온습도 23 ± 3 ℃ (± 1 ℃), 50 ± 10 % R.H ± 5% R.H (20분 평균)
온도 20 ± 5 ℃,

대기압 760 ± 20 mmHg

챔버 재질
벽,천장 및 바닥 : 무정전 패널 or STS304, STS310, STS316 or 유리

챔버 내 표면 : 무정전

적용 규정

SPS-KACA002-132:2021, KS C 9304의 10.2,
KS A ISO 1996-2의 8, SPS-C KACA 0027-7269

(사용자 요구에 따라 GB, AHAM, JEM 등 관련 표준 챔버 공급 가능)
KS C 9326



30 31

회사 소개  I  에어필터 성능평가 시스템  I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센서) 성능평가 시스템  I  
마스크 성능평가 시스템  I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시스템  I  발생기  I  미세먼지 대응형 스마트시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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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