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 mini 기능

ASel mini 기능

ASel mini 제균기 구조도
ASel mini 제균기 구성

UV

Sterilization

ASel mini_UV-C 살균

ASel mini_UV-A 살균

UV

바이러스 제거

바이러스 제거

Sterilization

살모넬라 / 슈퍼박테리아 /대장균

살모넬라 / 슈퍼박테리아 /대장균

자외선 253.7nm파장의 비산방지 UV살균 모듈을 통해

자외선 400nm파장의 UV-A 살균 모듈을 통해

엘리베이터 실내공기중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항시 조사를 통한 COP 버튼을 인체에 무해한

설치 브라켓

파장으로 살균함.

먼지 필터

MAIN PCB

공기 흡입구
SENSOR PCB

ASel mini_CDI

플라즈마 이온

DISPLAY LIGHT

조도 감지 센서

공기 흡기 관로
UV-A LED
UV-C 램프
스위치

조도 감지 센서 적용
제균 작업시 인체에 유해한 UV광조사
제균작업시 인체 안전을 위해 조도 감지

UV 모듈 특징

센서를 적용하여 엘리베이터 절전시 작동

_ 특수램프 유리가 185nm 범위의 오존 광선을 자동 필터링

CDI 센서의 특징

_ UVC 광선 배출을 알리는 램프 표면 경고표시 부착

_ 작동 전압 : DC 4.5~20A

_ 내부 램프 교체시 베이스가 한쪽으로 되어 유지 보수가 용이함

제품 사이즈
150mm x 150mm x 24mm

_ 대기 전류 : <50uA

_ 길이 100mm

_ 출력 전압 :HIGH 3.3(V), LOW 0(V)

_ 두께 7mm

_ 내부 사이즈 6(H) X 6(W) X 3(D) mm

_ LAMP Wattage 2W

_ 편광 필터 적용

_ LAMP voltage 12V

ASel mini 제균기 설치

_ 센서 감도조절 ,Delay 시간 조절 및 가변저항

_ UVC at 100H(W) 17

_ 센서 각도 140도

_ LAMP Current(A) 0.54
_ LAMP Useful life(H) 9000
_ DEPRECIATION AT USEFUL LIFETIME(%) 15

ASel mini 제균기 시험성적서
바이러스 및 세균 노출이 많은 조작반
전용 살균

ASel mini_플라즈마(Plasma)
Plasma

플라즈마 이온원리

엘리베이터내 공기 살균

이온 클러스터 적용

조작반 (COP) 상부 설치

이온클러스터가 공기중의 악취분자,미생물,세균, 곰팡이균에 흡착하여

엘리베이터 정지시 UV-C 램프 작동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해 탈취 및 살균 작용으로 24시간 쾌적한 공기를 만듬.

녹농균시험성적서

사용 환경 / 온도 : 0~50℃, 습도 : 30~90%RH

오존 기준치 0.025ppm이하

대장균 시험성적서

노로바이러스 시험성적서

UV-A / 플라즈마이온 상시 작동

보관 조건 / 온도 : -20 ~ 70℃, 습도 30~90%RH
플라즈마 이온량 300만개이상

황색포도상구균 시험성적서
3811-4265-3851-1227

1647-2029-4081-6827

시험성적서
1. 성 적 서 번 호 :
2. 의뢰자
○ 업 체 명 :
○ 주
소 :
○ 의뢰일자 :
○ 시험발급일 :
3. 시험성적서의 용도 :
4. 시료명 :
HADES
5.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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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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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1) SPS-KACA002-132 : 2006

CT13-307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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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험방법

시험결과

%

(1)

100

---- 이

작성자
성 명

하

여

기술책임자
성
명

박상균

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가산시험연구동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결과문의 : 환경분석센터 ☎ (02)2102-2719

단위

---- 이

이상철

459-28

총 1페이지 중 1페이지

시험방법

시험결과

(1)

100

작성자
성 명

하

여

기술책임자
성
명

박상균

포름알데히드 시험성적서

단위

---- 이

이상철

확인

비고 :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이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가산시험연구동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결과문의 : 환경분석센터 ☎ (02)2102-2719

양식QP-20-01-05(2)

시험항목

459-28

벤젠 시험성적서

작성자
성 명

하

여

시험결과

(1)

100

백 ----

기술책임자
성
명

박상균

이상철

비고 :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이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02-2102-2500

총 1페이지 중 1페이지

시험방법

%
탈취효율(암모니아, NH 3)
※ 가스농도 측정기의 회사명과 모델 : GASTEC GV-100(가스검지관)
※ 시험시간 : 4 시간
※ 시험용 반응기 : 5 L 가스백(Tokyo Teodrant 사 제품)
※ 작동모드 : S/W On(정격풍량)

백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02-2102-2500

0

1) HADES
시험항목

%
탈취효율(벤젠, C6H 6)
※ 가스농도 측정기의 회사명과 모델 : GASTEC GV-100(가스검지관)
※ 시험시간 : 4 시간
※ 시험용 반응기 : 5 L 가스백(Tokyo Teodrant 사 제품)
※ 작동모드 : S/W On(정격풍량)

백 ----

비고 :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이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CT13-30787

(주)아이엠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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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결과

1) HADES
시험항목

※ 가스농도 측정기의 회사명과 모델 : GASTEC GV-100(가스검지관)
※ 시험시간 : 4 시간
※ 시험용 반응기 : 5 L 가스백(Tokyo Teodrant 사 제품)
※ 작동모드 : S/W On(정격풍량)

1. 성 적 서 번 호 :
2. 의뢰자
○ 업 체 명 :
○ 주
소 :
○ 의뢰일자 :
○ 시험발급일 :
3. 시험성적서의 용도 :
4. 시료명 :
HADES
5. 시험방법

(1) SPS-KACA002-132 : 2006

6. 시험결과

1) HADES

확인

1. 성 적 서 번 호 :
2. 의뢰자
○ 업 체 명 :
○ 주
소 :
○ 의뢰일자 :
○ 시험발급일 :
3. 시험성적서의 용도 :
4. 시료명 :
HADES
5. 시험방법

시험성적서

(1) SPS-KACA002-132 : 2006

6. 시험결과

탈취효율(폼알데하이드, HCHO)

9508-7467-5819-1829

시험성적서

가산시험연구동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결과문의 : 환경분석센터 ☎ (02)2102-2719

양식QP-20-01-05(2)

459-28

총 1페이지 중 1페이지

02-2102-2500

양식QP-20-01-05(2)

암모니아 시험성적서

인플루인자 시험성적서

ASel mini 제균기 규격 및 사용전 확인 사항
mini

골드 컬러

블랙 메탈

메탈릭 실버

규격
구분

상측 고정 타입

외형치수

150(W) X 150(D) X 23(H) mm

정격전압/주파수

DC 12V / 2A

정격소비전력

4w

공기청정 방식/살균방식

내장형 / UV

제품중량

0.4Kg (net)

Ion-Plasma & UV Sterilizer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금지) - 피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파손 및 경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

1. 반드시 전용 전원에서만 사용 하십시오. (DC 12V 2A 전용 제품 입니다.)
2. 본 제품의 도어를 열고, 내장된 살균램프를 강제로 켜서 빛을 직접 쬐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제품의 침수 및 청소, 제품이동 설치시 임의로 분해 또는 개조 하지 마십시오.
4. 제품 내부에 열에 약한 비닐, 신나, 벤젠 등은 투입 하지 마십시오.
5. 제품이 동작중에는 중간에 강제로 전원 플러스를 뽑지 마십시오.
6. 제품 설치는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고 반드시 바닥면이 평평한 곳에 설치 하십시오.
7. 내부에 염소계 소독제(락스)는 사용시 스텐레스 부식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제품 뒷면 필터는 바람흡입과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9. 필터 청소는 한달에 한번 교환 하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경고

- 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

1. 제품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 플러그를 빼고 고객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2.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스를 콘센트에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3.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작상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4.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2길 49(역삼동)
Tel 02.3275.2062 Fax 02.368.1199

5. 천둥, 번개가 칠때 무리하게 전원 구부리거나 묶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6. 전원 플러그에 묻은 이물질은 물기가 없는 천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7.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을 금합니다.
8. 도시가스 등의 누출이 있을때나 의심 될때는 제품의 작동을 멈추고 환기 시켜 주십시오.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 4길 75
Tel 055.716.0072 Fax 055.716.0073

Website : www.silverelkorea.com
YouTube : SILVER Elevator Korea (실버엘리베이터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