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ROTRAK®  

휴대용 3대역 먼지 입자 계수기(파티클 카운터) 9303 
GILTRON 
제품소개  

TSI사의 AeroTrak® 9303  휴대용 입자계수기는 경제적으로 

또한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많은 장점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303기종은 견고하면서도 경량으로 된 고강도 플라스틱 사출 

외함으로 손으로 다루기에 편리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감응식 단추판에서 설정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저장 장치에 1500개의 시료가 저장되며 이 자료들은 화

면에서 볼 수 있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TSI의 TrakPro™ Lite 

Secu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내려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3개의 입자 크기를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대역에서 사용자는 0.5, 1.0, 2.0 또는 2.5 μm로 선택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9303기종은 ISO21501-4 등과 같은 엄격한 표준규격들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TSI의 세계수준의 먼지 분석기 내지 집진분석 체계를 사용하여 NIST추적이 가능한 PSL 구면을 사용하여 교정하고 

있습니다.  TSI의 고품질에 대한 오랜 평판을 받으며 9303기종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 특징 및 장점 ] 

 측정입자 범위: 0.3~ 25μm  

 측정 유량: 0.1 CFM (2.83 L/min)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자료: 3대역 

 국제규격: ISO 21501-4 적합 

 신호출력: USB출력 

 사용적합 소프트웨어: TrakPro™ Lite Secure 

 자료보관수: 1500시료 

 위치 표시: 250곳 

 자료 보기: 화면상에서 가능 

 전원: 분리형 리티움 건전지 

 조작판: 감응식 단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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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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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측정범위 0.3 ~ 25 μm 

입자 대역 

 크기 

0.3μm와 5.0μm는 고정 

0.5, 1.0, 2.0 또는 2.5μm는 선택 가능한  

중간 대역임 

크기 분해능 <15% @ 0.5 μm (ISO 21501-4 부합) 

계수 효능 
50% @ 0.3 μm ; >0.45 μm입자용  

 (ISO21501-4와 JIS에 따름)은 100% 

농도 한계 
>3,400,000 입자/ ft3 (120,000,000 입자/m3) 

@10% 동시 손실 

광원 긴 수명의 레이저 다이오드 

영점 변동 5분당 1개 이내(ISO 21501-4와 JIS B9921규격) 

유량 0.1 CFM (2.83 L/min) 

교정 TSI 교정체계에 NIST 추적 가능 

시료 추출방식 수동, 자동 

시료 추출시간 1초~ 99분 59초 

시료 추출주기 1~ 999회 또는 연속 방식 

시료 배출 내장 HEPA필터 

흡입 방식 내장 펌프 

통신 방식 USB 출력 

자료 저장 1500 시료 기록 

9303 

상태 표시기 건전지 부족, 서비스 

표시기 8.1cm, 160×160 단색 LCD 

외장 고강도 성형 플라스틱 

크기(H×W×D) 
23×112.×6.4cm 

(입력 장치 제외 치수) 

무게 0.58kg 

전원 110~ 240VAC, 50/60Hz, 범용 전원 공급 

건전지 재충전용 Li-ion 

건전지 수명 연속 사용시 4.5시간 이상 

충전 시간 3시간 이내 

표준 규격 ISO 21501-4, CE, JIS B9921 

보증 기간 1년 

동작 환경 5~ 35℃, 20~ 95% 비이슬 상대습도 

보관 환경 0~ 50℃, ~ 98%RH 비이슬 

기본 부속품 

사용설명서, 전원공급기, 건전지,  

등속 흡입 탐촉자, 배기 필터,  

TrakPro™ Lite Secure 소프트웨어 

별매 부속품 
예비용 건전지, 등속흡입 탐촉자, 시료관,  

휴대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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