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dust Pro

GCEL-712 마이크로 더스트 프로는 미세먼지, 연기, 그리고 
연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료이력분석을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견고한 휴대용 측정장비입니다.  

  특장점

• 먼지 수준을 실시간으로 도형 화면 분석

• 사용 프로그램 연결을 간단한 아이콘으로 해결

• 확장범위: 0.001mg/m3~ 250g/m3 (자동범위설정)

• 탈착이 쉬운 검출기

• 험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있게 견고하게 설계

• 다국어 사용

• 검출입자크기 PM2.5 또는 별매의 연결구를 사용
하여 PM10흡입

• 독특한 삽입식 현장교정방식- 통상 2년

• 주변 환경 감시용 별매의 환경보호 외함 장착 가능

  사용분야

• 먼지와 연무로 인한 피해 분석용

• 작업장의 먼지수준 감시용

• 산업 공정 감시용

• 공기 여과 효과 시험용

• 환경 먼지 분석용

• 건설 현장과 폭파 현장의 주변 환경 감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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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crodust Pro can be used for spot checks and walk-through surveys with 
the advantage of seeing instantly when and where excessive dust levels are 
occurring. The Microdust Pro is incredibly easy to use with a simple interface. 
A user can be taking a measurement within seconds of starting the instrument. 

A calibration filter is used on site that provides a spot check of the instrument’s 
linearity. This is unique to the marketplace as no other device currently has 
this capability. The screens are colour coded to ease navigation, once a 
measurement is started they turn green (shown below) or red when stopped. 
When taking a measurement, real-time instantaneous and average levels are 
shown and subsequently stored to the memory for review later.

The instrument is factory calibrated using a method traceable 
back to isokinetic techniques and is conducted in a custom-
built wind tunnel using ISO 12103-1 A2 Fine test dust (Arizona 
road dust equivalent).  Each probe is also supplied with its 
own unique Calibration Insert, which creates a known optical 
scattering effect in the probe’s sampling chamber. This fixed 
reference can be used to confirm the original factory calibration 
point, although annual factory recalibration is recommended.

Whilst the Microdust Pro comes factory calibrated, by using 
an optional TUFF Air Sampling Pump and gravimetric adaptor, 
user-defined dust-type settings may be obtained. 
This means that the user can calculate a correction factor for 
the actual type of dust being measured and ensures maximum 
accuracy for their particular application. 

실시간으로 먼지상태가 
도형화면으로 나타남 

1단계: 전원을 켬 2단계: 한 개의 단추
만 눌러서 교정함 

3단계: 측정을 위하여 '동
작단추'를 누름 

간단한 현장교정 

빠르고 쉬운 먼지 측정

현장 교정 기구 한 차레의 설정 특정한 먼지 측정용 
중량측정기구 

Multi lingual Interface

3 단계의 간단한 측정

Boundary monitoring for 
construction and dem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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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accessories are available for use with the Microdust 
Pro. The size selective adaptor can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n air 
sampling pump and PUF filters, such that the real time measurement 
will be of the required size fraction of dust. If just gravimetric 
calibration is required then the gravimetric adaptor can be used with 
an air sampling pump. 

The Dust Detective enclosure transforms the Microdust Pro into a 
short term environmental dust monitor. The Microdust Pro and a 
TUFF air sampling pump (purchased separately) are housed inside 
and can therefore provide continuous real-time and gravimetric dust 
measurements. PUF filters can be used with the Dust Detective to 
give PM10, respirable or PM2.5 size fractions.

The Microdust Pro can be downloaded to Casella Insight Data Management 
Software using the USB cable provided. Once downloaded, the time history 
of the dust level can be displayed and analysed as necessary, so the times 
and extent of particularly ‘dusty’ events can be seen.

Measurements can be stored in relation to the person or area they were 
measured and reports can be produced showing the relevant data for 
multiple people or places as required.

방진 환경 용 외함 입자 크기 선택 어댑터  중량 측정 어댑터 

자료관리 분석용 'Casella Insight' 소프트웨어

부속품과 방진용 외함 

여러가지 항목들이 표시되고 
분류됨 

자료는 도형과 되고   

또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사됨  

간단한 색인단추
를 이용하여 관리자료와
기기 간을 절체  
 

 

사용자별 
공정별
등으로 
분류된 자료

시간표시, 
시간분석,
시간 주석 등 
시간에 대한 이력  

사람이나
장소 등 자료관리용
수형 체계 목록 
 필요할 때에 수형체계에 자료를 

끌어다 놓을 수가 있슴 

Boundary monitoring for 
construction and dem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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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프 트 웨 어 



SM11003 v4.0

기술 규격 

(일 반 규 격)

측정범위: 0.001mg/m3 - 250,000 mg/m3

영점안정도: < 2ug/m3

건전지: 3 x AA

외부전원: 12VDC (PC18 전원공급기를 통하여) 

자료저장주기설정: 1초~  60분

통신방식: 미니 B USB 

본체크기: 172 x 72 x 33mm (6.8 x 2.8 x 1.3”) 

검출기 크기: 35 x 205mm (1.4 x 8.1”) 

삼각대: 1/4” 휘트워스 

분해능: 0.001mg/m3

동작온도: 0 - 55°C

건전지 수명: 약 13시간

무게: 건전지 포함 < 600g

기억용량: 86,000자료(500번 측정 동작)

선형 출력: 0 - 2.5V DC FSD

경보출력: 개방형 드레인 출력 개폐기 <15V & 500mA DC

GCEL-712/K1 구성품 

1. CEL-712 마이크로 더스트 프로 본체-----1대
2. 교정삽입체-------------------1개
3. 청소용 풀무-------------------1개
4. USB연결선-------------------1개
5. 건전지 AA-------------------3개
6.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인사이트'--------1개
7,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 메모리 스틱------1개
8. 이동용 상자-------------------1개

별 매 품 

206101B 중량측정 어댑터 

206102B 입자크기선택용 어댑터(PUF@여과지 필요) 

P118204 PM2.5용 10개들이 PUF@여과지

P118208 호흡형 10개들이 PUF@필터 

P118206 10개들이 PM10용 PUF@필터  

P314221 충전기부 시료흡입펌프 Tuff 4 Plus I.S. 

PC18 범용 전원 공급기 

CMC51 USB 자료내려받기 연결선 * 

CEL-6718 경량 삼각대 

196030C 잠금장치가 있는 휴대용 가방 * 

206105D 먼지환경용 외함 

(GCEL-712/K1 과 펌프는 별도 판매)

* 기본 구성품목임
@ PUF: 폴리우레탄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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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3호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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