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XD-110P
Portable Type Air Monitoring Device

MXD-110P 는 
성능인증 평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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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및 습도,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HCHO(포름알데히드), CO(일산화탄소), O3(오존), 

NO2(이산화질소)까지 총 9종의 공기 질을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터블형 공기질 측정 단말기입니다.

실내 환경의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아이콘 모드를 사용하여 실내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좋고 나쁜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타이머 설정에 의한 자동 

전원 ON/OFF 기능 추가

설치 환경에 따른 시간 및 요일에 맞춰 자동

 ON/OFF 기능 설정 

Wi-Fi 및 Bluetooth 기능 가능

설치 장소의 공기 질 농도 값을 Wi-Fi 및 

Bluetooth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제 정보 전송 및 

모니터링 가능

1:N Bluetooth 통신으로 휴대폰 

APP을 통한 사용자/장비 관리 가능 

(안드로이드 기반 APP 제공)

설치 장소에 따라 9종 센서의 설치 옵션 변경 가능

USB 메모리를 통한센서 측정 농도 값 

확인 가능(관리자모드 로그데이터 확인)

제품 특징 및 장점



Copyright © 2020, Mexus Incorporated. Specifications and information given in this document are subject to change by  Mexus Incorporated without prior notice.

제품 디자인

제품 주요 기능

전원스위치 버튼
동봉된 DC 5V / 2A 어댑터를 연결하시고 제품 옆면의 전원스위치를 “상” 방향으로 올리면 전원이 켜집니다. 

동봉된 어댑터가 아닌 다른 어댑터를 사용시 전류가 약해 정상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Fi 및 Bluetooth 접속 동작 아이콘 표시

- 관제 시스템 연결 (정보 전송)

- 1:N BLE 통신으로 휴대폰 APP을 통해 모니터링 가능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농도 표시

- 직관적 확인 가능하도록 아이콘 표시

설치 환경에 따라 시간 요일 설정 

제품 자동 ON/OFF 기능-

제공되는 휴대폰 APP을 통해서만 가능-

온도 , 습도 표시

설치 환경에 따라 시간 요일 설정

6종 공기질 수치에따라 색상변경-

기준농도 이하(좋음 : Green) 일 때-

기준농도 이상(나쁨 : Red)로 표현-

실측되는 “나쁨” 상태의 공기질 종류를 표현

- “환기 문구”를 표시

- “나쁨”상태 중복 경우 우선순위 적용



구분 “나쁨”표시 기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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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아이콘 설명

CO2(이산화탄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HCHO(포름알데히드)

CO(일산화탄소)

O3(오존)

NO2(이산화질소) 

1,000ppm

Grade 3

0.1mg/m3

10ppm

0.06ppm

0.05ppm

구분 좋음            보통             나쁨            심각

미세먼지
(PM-10) 0-30

0-15미세먼지
(PM-2.5)

31-80

16-35

81-150

36-75

151~

76~
미세먼지
(좋음)

미세먼지
(보통)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심각)

구분 점멸상태

점멸반복

ON/OFF

 점멸

Wi-Fi 초기화 및 연결 대기 상태

연결 또는 미 연결 상태

Data 전송 상태

  표시내용

- 설치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설정은 휴대폰 APP를 통해서만 설정 가능(Android 단말기만 동작 가능함)

- 사용자 설정 화면은 Password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만 제공) 운영자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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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서

 

KC 인증서 미세먼지 성능평가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