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st
PM Sensor

Product Data Sheet

Model : SSP100

1. 특 징
•
•
•
•

•
•
•
•
•
•
•
•

PM2.5 Sensor (PM1.0, PM2.5, PM10 동시 출력)
Minimum detection size : 0.3μm
Concentration range : 0.1㎍/㎥ to 500㎍/㎥
Laser-based light scattering particle sensing
: 90° light scattering 방식
실시간 측정
입자 크기 분리 구조
소형 사이즈 (42mm x 32mm x 13mm)
PM 농도 출력
입자 카운트 출력 (option)
온/습도 센서 내장(option)
출력방식 : USART 출력 (온/습도 출력 option)
노이즈 억제를 위한 외부 Shield 처리

2. 응용분야
•
•
•
•
•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연기 감기
IoT 기기
휴대용 공기질 측정기 등

3. 제품개요
SSP100 먼지센서는 광센서와 laser diode를 사용하여 공기중의 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먼지입자에서 산란한 laser 빛을 광센서(photo diode)로 측정 후, 디지털 신호 분석을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먼지 입자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센서는 PM10(10um)를 초과하는 큰 입자를 물리적으로 거른 후, PM1.0, PM2.5, PM10 입자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후, 농도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해 줍니다.
또한 안정적인 센서동작을 위해 노이즈 억제 신호처리와 외부 쉴드캔을 적용함으로써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및 기타 실내외 공기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센서입니다.

Due to ongoing research and product improvement,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SENKO.CO.Ltd, 73, Oesammi-ro 15beon-gil, Gyeonggi-do, 447-230, South Korea
Telephone:+82-31-492-0445 Fax:+82-31-492-0446 E-mail:sales@senko.co.kr Website:www.senko.co.kr

Dust
PM Sensor

Product Data Sheet

Model : SSP100

4. Specifications
Characteristic

Parameter

Operating principle

Laser-based light scattering

Detection (minimum detection size )

0.3 μm

Output data

PM1.0, PM2.5 and PM10 in ㎍/㎥

Concentration range

1 ㎍/㎥ to 500 ㎍/㎥

Accuracy Error

±15 % or ±10 ㎍/㎥

Response time

< 5s

Supply Power(at 25℃ ±5℃)

5V ±0.5V , < 85 mA

Temperature :
Operating
Storage

-10℃ ~ +60℃
-20℃ ~ +70℃

Humidity (operating and storage)

0 %RH to 95 %RH non-condensing

Output protocol

USART
- baud rate : 115,200bps, data bits : 8bit ,
stop bits : 1bit ,parity : none

Fan Noise

< 25dB(A)

Physical Size / weight

42mm(W) x 32mm(D) x 13mm(H) / 25g

Shield can

SUS304

Connector Type

12505WR-06A00 (연호)

Lif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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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서의 구성
Air Inlet

Dust Particle

Connector

Laser
Driver
MCU

Lens
Light Trap

Photoelectric
Converter

Laser Diode
Photo Diode
Fan

Air Outlet

6. Dimension

※ 쉴드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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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in Functions
7-1. Pin Definition
Description

Pin No.

1

VDD

+5Vdc

2

GND

Ground

3

RX

Serial port receiving pin
TTL level@3.3V

4

TX

Serial port sending pin
TTL level@3.3V

5

SCL

I2C Clock (option)

6

SDA

I2C Data (option)

1

6

※ 커넥터 모델명 : 12505WR-06A00 (연호)

8. 출력방식
- USART
- 출력 주기 : 1 sec
- baud rate : 115200bps, data bits : 8bit,
Byte

stop bits : 1bit,

parity : none

Byte content

Description

Byte0

Start character 1

0x50 (ASCII : 'P')

Byte1

Start character 2

0x4D (ASCII : 'M')

Byte2

PM1.0 high byte

Byte3

PM1.0 low byte

PM1.0 농도 (ug/m3)
(unsigned int, 16bit)

Byte4

PM2.5 high byte

Byte5

PM2.5 low byte

Byte6

PM10 high byte

Byte7

PM10 low byte

PM10 농도 (ug/m3)
(unsigned int, 16bit)

Byte8

Temperature (option)

온도 (-128~127ºC) (signed int, 8bit)

Byte9

Relative Humidity (option)

습도 (%) (unsigned int, 8bit)

Byte10

Reserved

0x00

Byte11

Reserved

0x00

Byte12

Reserved

0x00

Byte13

Reserved

0x00

Byte14

Check sum high byte

Byte15

Check sum low byte

Byte2 + … + Byte13
(unsigned int, 16bit)

Byte16

End character

0x0A (ASCII : '\n')

PM2.5 농도 (ug/m3)
(unsigned int, 1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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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lectrical Specifications
Parameter

Min.

Supply voltage

-

Typ.

Max.

Unit

5.5

V

85

mA

5.0

Current
Tx, Rx
SCL, SDA (option)

High Level

2.0

V

Low Level

0.8

V

9. 먼지센서 성능
번호

항

목

1

농도 정확도

2

기동 시간

3

먼지농도
연속 정확도

내

용

조

건

평 가 법

온도 25±3℃, 습도 40±10%RH

10. 먼지센서 측정
조건 및 방법

5초 이내

전원 인가 후 5초 이내 출력

10. 먼지센서 측정
조건 및 방법

변동 폭
10% 이내

100㎍/㎥ 농도 환경에서 센서 출력 변동 값
@25±3℃, 50±10%RH, 30분 또는 1시간

10. 먼지센서 측정
조건 및 방법

±15%

10. 먼지센서 측정조건 및 방법
10-1. 측정 환경

아크릴 또는 알루미륨 챔버 (1m3) 및 룸 챔버 (30m3)
- 내부 풍속 : 0.1 ± 0.05 m/sec
- 온도 : 25 ±3℃
- 상대습도 : 40 ±10%RH

10-2. 기준입자

- KCl (염화칼륨) 2% 수용액 <공청협회 권고> : 입자의 중간 직경(CMD) 0.3㎛
- 향 (담배 유사 입자)
- JIS Class 11, Arizona Dust (황사 유사 입자)

10-3. 측정방법

- KCl 수용액을 챔버 내에 기준 계측기 기준 약 500 ug/m3 정도 주입한 후,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농도를 감소시켜가며 기준 계측기 값과 비교.

10-4. 기준계측기

- GRIMM사 11-A 및 EDM 107 (1년 이내 검/교정, 인증 받은 것)

10-5. 판정기준 (PM2.5기준)

- KCl 입자 : 기준 계측기에 대한 센서 값의 1차 회귀식을 구한 후 오차가 ±15% 이내 이면 합격
- 향 입자 : 기준 계측기에 대한 센서 값의 1차 회귀식을 구한 후 오차가 ±20% 이내 이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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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센서 출력 농도 정확도
(KCl 입자, PM2.5 기준)

600
550
500
450

Sensor [㎍/㎥]

400

기준계측기의 ±15%

350
300
250
200

기준계측기±10㎍/㎥

150
100
50
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기준 계측기 [㎍/㎥]

※ 먼지센서의 출력농도의 정확도 : 기준 계측기의 ±15% 이하 또는 기준 계측기 ±1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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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 신뢰성 시험
구분

시험 항목

비동작

판정 기준

수량

시험
결과

상온 동작

온도 / 습도: 25±3℃ /40~60%RH
전원인가 시험
시험기간 :500시간

①MOLD류 등의 외관 또는 내부에 이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30
c=0

Pass

고온 고습
(내구수명)
(60℃/90%RH)

온도/습도 : 60±3℃ / 90±5 %RH
모니터링 : 전류값
전원인가 시험
시험 기간 :1000시간
※ B1(C.L.90%) 보증수명 :
28000hr@23℃

①MOLD류 등의 외관 또는 내부에 이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20
c=0

Pass

고온방치

70℃, 96Hr 방치 (전원 비인가)
(상온 상습 2Hr 방치 후 Check)

①MOLD류 등의 외관 또는 내부에 이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Pass

저온방치

-20℃, 96Hr 방치 (전원 비인가)
(상온 상습 2Hr 방치 후 Check)

①MOLD류 등의 외관 또는 내부에 이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Pass

고온보관

70℃, 500Hr 유지 (전원 비인가)
(상온 상습 2Hr 방치 후 Check)

①MOLD류 등의 외관 또는 내부에 이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Pass

저온보관

-20℃, 500Hr 유지 (전원비인가)
(상온상습 2Hr 방치후 Check)

①MOLD류 등의 외관 또는 내부에 이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시험
예정

①솔더링부 및 부품소자에 손상이 없을 것.
②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Pass

①시험 중 또는 시험 후 동작에 이상이 없을 것.
② 내부 또는 외부(브라켓, 볼트류 포함)에 부식이
없을 것. (단, 백녹은 허용한다)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Pass

ⓛ시험 후 동작이상이 없을 것.
②각 부분의 변형, 파손, 부품이탈 등이 없을 것.
③시험 후 부품 SPEC에 정한 성능을 만족할 것.

N=5
c=0

시험
예정

동작

온도
/
습도

시험 규격

열충격
열 충격 횟수 : 300회
(Thermal Shock) 온도 : -40℃ to 80℃

내환경

Salt Mist (내환경)

염수농도: 5±1%
염수온도: 35±2℃
염수분무시간: 48Hr
전원인가 시험
(상온 상습 2Hr 방치 후 Check)

기계적

Vibration (기계적)

1.5G, 주파수 : 5~500Hz
(octave/ Min 0.25)
X,Y,Z 각 방향 1Hr씩 시험,

전기적

EMI / EMC

유해
물질

유해물질

관련
자료

시험
예정
시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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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명
13-1. 온/습도 수명 : 3년 이상
- 고온/고습(60℃/90%RH) 1,000시간 시험 기준 보증 수명
13-2. 오염 수명 : 1년 이상 (년 평균 미세먼지 100㎍/㎥ 기준)
- 년 평균 미세먼지 100㎍/㎥ 농도 시험 기준 보증 수명 (중국 년 평균 농도 기준)
- 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 보다 낮을 경우 오염 수명은 증가함

※ 1. 오염 수명 예측
- 고장시간 : 센서 감도가 초기 감도 대비 30% 열화되는 시간
- 고장시간 B10 Life : 6,861 hours (C.L. 90%)
2. 오염보상 알고리즘 적용 전 예측 오염수명으로, 실제 제품은 오염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오염보상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오염 수명이 3년 이상으로 예상됨 (검증 시험 진행중)

14. 회로도

15.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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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장사양
Size ( W× L × H ㎜)

Quantity (pcs)
Tray

Out box

Tray

Out box

25

200

335×290×18.8

345×300×135

Tray : 25 pcs / 1 Tray (PS 도전성)

Out box (345×300×135㎜) : 8 Trays (200pcs)

Outlet box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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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하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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