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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시스템



국내에서 시판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환경부 강제인증 제품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강제 인증 외 주기적인 정도 검사도 받아야 하므로, 제품의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 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시험은 실내 평가와 실외 평가로 분류합니다. 실내 시험 챔버에서 
진행하는 ‘반복 재현성’ 시험 항목은 제품의 기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시험 항목을 통과 하여야만 실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외 평가의 기준 측정장비에서 포집된 미세먼지의 질량은 온습도가 
정밀하게 제어되는 자동칭량시스템에서 측정되며, 실외 평가 기간 동안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정밀도’ 및 
‘결정 계수’가 산정되어 성능 인증 등급이 산출됩니다.

1. 실내평가용 시스템

•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평가할 수 있는 챔버 크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샘플링 유량: 16.7lpm 이하)

•  챔버 내부 시험면에서의 입자 농도 균일도를 최소화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위치에 따른 측정 오차 
유발 인자를 최소화

•  시험 입자 농도 및 단계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원클릭으로 시험 자동 진행 및 종료, 
기준 계측기 측정 결과 자동 저장

•  입자의 크기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입자 발생기 적용으로 다양한 입자분포 조건 구현 가능

2. 실외 평가용 시스템

•  실외시험동 및 등가성 평가 시스템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지침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측정소의 설치 및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함

•  측정에 최적화된 수평형 챔버 시스템으로 온습도 정밀제어 환경에서 중량법 
(국가표준장비)에 의해 포집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측정,측정불확도를 최소화

•  NIER(국립환경과학원 측정규격), CFR40(미국대기환경규격),  
CFR1065(미국 자동차 배출 측정 규격) 동시 만족

•  시스템 내부의 입자와 정전기를 동시에 제거하여 측정 오차 유발 인자 최소화

•  100개 이상의 필터를 동시에 수용, 대량 데이터 처리 가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초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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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주요 스펙 1. 실내 평가용 시스템 1SET
•  테스트 챔버

   -  챔버 내부 크기 (WHD): 4.1m³ (1.6m x 1.6m x 1.6m)  
(설치 환경에 따른 변경가능, 각 변의 길이 30% 이하에서 조절)

   -  내부입자 농도 균일도: ±10% 이내(시험면을 4등분한 각 사분면의 중앙점과 시험면의 중앙점 총 5개 
측정점에서의 입자 농도 편차)

   - 챔버 배경 농도: 0.3개/cm³ 이하

   -  챔버 내부 입자 농도 설정 정확도: 설정 값의 ±10% 이내 
(PM2.5 기준, 설정 값 0μg/m³은 제외)

•  기타 구성품: 시험챔버, 입자 발생장치, 기준 입자측정장치,  
제어 시스템(HW/SW)

2. 실외 평가용 시스템 1SET
•  자동칭량시스템

   -  필터 인식: 비전방식, 숫자(alpha numeric), QR-코드, 2D-바코드

   -  일일처리능력(단순 처리): 200 필터 이상    -  일일처리능력(ABA 반복 처리): 80필터 이상

   -  필터 수용능력: 200 필터 이상    -  칭량속도(단순처리): 3 min/filter/1회 이내

   -  칭량속도(ABA 반복 처리): 4 min/filter/1회 이내

•  기타 구성품: 초미세먼지 시료 채취기 (샘플러 방식 및 베타레이 방식)각 4 EA ,정밀 저울 1EA, 
유량교정장치 1EA, 실외시험동 및 등가성 평가설비 1SET, 보조설비 및 액세서리 1SET

에이알티플러스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시스템은 환경부의 성능인증 시험 기준 항목인 ‘반복 
재현성, 상대 정밀도, 자료획득율, 정확도, 결정계수’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험원의 
숙련도에 따른 측정 불확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에이알티플러스는 환경부 성능인증 시험의 첫 관문인 
반복 재현성 시험에 필요한 시험챔버 시스템에 기술력을 
집약하여 최적의 시험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탁월한 선택! 에이알티플러스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시스템을 만나십시오.

( Model.ADT-1983 )



에이알티플러스는 미세먼지센서의 개발을 시작하거나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체계 준비 및 시험 
인증을 준비하는 분들께 최적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험환경에서의 입자 농도 균일도는 
미세먼지센서의 품질기준이 되는 측정 정확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시스템 구동의 핵심 
기술이 요약된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시스템은 입자 농도 균일도가 확보된 일정한 부피의 공간(챔버) 내에 미세 
먼지센서를 넣고, 크기 분포가 정해진 시험물질 또는 시험 입자를 주입시켜 기준 측정 장비 대비 
미세먼지 센서의 측정 정확도 및 재현성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시스템은 크게 시험챔버와 발생 
모듈, 측정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입자 발생 모듈은 시험입자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미세먼지 센서의 측정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발생 모듈과 시험입자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시키면서 미세먼지 센서의 측정 정확도와 입자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입자모듈로 나뉘어 시험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KCl, NaCl, 담배입자, 표준분진(Arizona Dust) 등 시험입자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시험환경에서의 시험이 가능 합니다.

특히 저온 및 고온, 고습 등 극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자동차 부품용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시스템은 
에이알티플러스의 기술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시스템입니다.

입자공학 기술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제어기술 평가 시스템 전문기업 에이알티플러스와 상의 
하십시오.

•  혼합 장치 및 발생 시스템의 최적화로 입자 농도의 공간 균일도 확보

•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전용으로 설계된 큰입자 발생기 적용

•  입자농도 자동 조절 시스템

•  다양한 시험 물질로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성 보유

•  시험 자동 진행 및 시험 결과 자동 저장

•  시스템 단독 제어 및 외부 PC와의 연결을 통한 원격 제어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시스템

시스템 특장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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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타입 시스템 특장점

ADT-1782
Batch Type

(입자 농도 유지)

•  미세먼지센서 개발 및 성능 연구에 최적화

•  미세먼지센서 제품 양산용 설비로 맞춤식 시스템 제공 가능 
•  평균 입자 농도의 편차 < ±10% 유지

ADT-1783
Continuous
flow Type

(시간에 따른 입자 농도 감소)

•  평균 입자 농도의 편차 < ±15%
•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및 특정조건 부합 판별에 최적화

•  한국공기청정협회 ‘SPS-C KACA 0027-7269’ 미세먼지 센서 
시험평가 규정 만족

ADT-1785
온습도 환경조건 변화

(자동차 부품용)

•  평균 입자 농도의 편차 < ±15%
•  온습도-40℃~85℃, 15%~85% (@25℃)의 환경에서 시험 가능

•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및 특정조건 부합 판별에 최적화

미세먼지센서 
성능평가 시스템

※ 입자 측정기 모델 및 사양은 시스템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시험평가 
시스템

Software

제어

입자농도 
시험진행  
결과표시



SPECIFICATIONS

교정용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챔버
(MODEL. ADT-1783)

일반형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챔버
(MODEL. ADT-1782)

자동차 부품용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챔버
(MODEL. ADT-1785)

기타구성품

• 미세먼지 성능평가 전용 큰입자 발생기

• 담배연기 발생기

• 입자측정기 (사용자 선택)

•Test Chamber
Particle Uniformity 15 %

Chamber Size 
Test section: 470 x 470 x 400 (WDH, mm)

External: 1,600 x 1,000 x 2,900 (WDH, mm)

Particle Generator Standard: KCl Particle Generator

Particle Concentration 0~1,000 μg/m3

Chamber Materials STS 304, Anti Static Materials

Test Air velocity 0.1 ± 0.05 m/s

Weight 200 kg

Control Method
Control HW & SW
External PC

Power 220 VAC, 60 Hz

Particle Uniformity < 10 % 

Chamber Size
Test section: 1,000 x 1,000 x 1,000 (WDH, mm)
External: 1,100 x 1,100 x 2,100 (WDH, mm)

Particle Generators
Standard: KCl Particle Generator
Options (Smoke Particle, Dust Generator etc)

Particle Concentration 0~1,000 μg/m3

Chamber Materials STS 304, Anti Static Materials

Weight 200 kg

Control Method
Control HW & SW
Embeded PC (Touch Screen)

Power 220 VAC, 60 Hz 

•Constant Temperature & Humidity Room Chamber

Room Chamber Size 5500 x 3300 x 3300 (WDH, mm, include HVAC) 

Temperature 18 ℃ ~ 28 ℃ ± 1.5 ℃ 

Humidity 40 % ~70 % (@18 ℃ ~ 28 ℃) ± 5%

Air supply & Exhaust HEPA Filter

Power Source
3 Phase, 380 VAC 60 Hz 24 Kw/h  
(Safety Factor 30 %)

•Test Chamber
Particle Uniformity 15 %

Chamber Size
Test section: 600 x 600 x 600 (WDH, mm)
External: 1,600 x 2,800 x 2,300 (WDH, mm)

Particle Generator
Standard: KCl Particle Generator
Options (Smoke Generator, Dust Generator, 
Soot Generator & NaCl Generator)

Particle Concentration 0~1,000 μg/m3

Chamber Materials STS 304, Anti Static Materials

Temperature -40~85 ℃ ( ± 2 ℃) 

Humidity 30~85 %, ( ± 5 %) @ 25 ℃

Weight Approx. 500 kg

Control Method
Control HW & SW
External PC

Power 380 VAC, 3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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