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s and services to support your changes for better air quality

대기질 측정장비 (IMB)
Air Quality Monitoring Box

실시간 클라우드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고해상도 대기질
측정장비 입니다.

대기질 확산 모델링 (AQDM)
Air Quality Dispersion Model

지도, 지형, 날씨, 측정정보 및
다양한 환경변수를 학습하여
실시간 고해상도 대기질 
확산지도를 그려줍니다.

환경민감형 교통관리 (ESTM)
Environmentally Sensitive Traffic 
Management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모델링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교통흐름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Air Qualit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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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pection interval: annually
2) for indicative measurements

according to EU guideline
2008/50/EG requirements,

IMB cannot be used for legally
binding measurements

대기질 측정장비 기술 사양 (IMB)
Our indicative IMB follow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o perform at its best.

Air Qualit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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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haracteristics1)

Sensor Measurement range Resolution Measurement uncertainty2)

O3 0-1000 μg/m³ 1 μg/m³ < 25 % or +/- 20 μg/m³ (1 h average)

NO2 0-2000 μg/m³ 1 μg/m³ < 25 % or +/- 15 μg/m³ (1 h average)

PM10 0-1000 μg/m³ 1 μg/m³ < 50 % or +/- 3 μg/m³ (24 h average)

PM2.5 0-1000 μg/m³ 1 μg/m³ < 50 % or +/- 3 μg/m³ (1 h average)

SO2 0-50,000 μg/m³ 1 μg/m³

CO 0-50,000 μg/m³ 1 μg/m³ < 25% or +/-0,1mg/m³ (1 h average)

p 300 mbar … 1100 mbar 1 mbar 0.6 hPa

T -40 °C … +85 °C 0,1 K 5 K

rH 0% … 100% 0,1% 25% rH

Weight 20 kg

Dimensions 663.5 x 420 x 233.5 mm³

Power supply 230 V/110 V

Power consumption Typical 50 W; Max 200 W

Operating ranges for achieving sensor performance

Temperature (T) -20 °C … +50 °C

Humidity (rH) 15% … 95%

Pressure (p) 800 mbar … 1100 mbar

Storage temperature -10 °C … + 50 °C

배기 가스 모델링 (ESTM)
EMISSION MODEL

대기 확산 모델링 (AQDM)
DISPERSION MODEL

환경민감형 교통관리 (ESTM)
Environmentally Sensitive Traffic Management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scopic modelling
수십년간 축적된 보쉬의 자동차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해상도의 실시간 배출가스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High resolution
다양한 카테고리의 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CO2, NO2 & PM
배출량을 실시간 차량의 거동에 따라 모델링하여 최고 해상도 
20m 단위로 매시간 업데이트 합니다.

Use case
영국 런던 교통오염 감시 시스템, 차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모델링, 교통대책 근거 마련.

대기질 확산 모델링 (AQDM)
Air Quality Dispersion Model

지형, 지도, 빌딩형상, 날씨, 측정기 위치등의 다양한 변수를 
학습하여 실시간 대기질 확산 지도를 만들어 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 오염원의 역추적 및 예측이 가능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각각의 상황과 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Advantages
최고 해상도 5m 단위로 매시간 업데이트 합니다.
클라우드 웹 바탕의 솔루션을 이용해 다양한 시스템 및 장비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Use Case
오염원 핫스팟 추적, 공단 오염가스 모니터링, 광산 비산먼지 감시, 
산불감시, 유해가스 유출 감시, 환기시스템 에너지 절약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