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3]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 운영, 보정

 및 자료처리 기법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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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개요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 

는 입경구간 크기 에어러솔을 전기적 이동도를 통해 입경별로 분류하

여 수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구성품이 일체화된 이다

전체 입경 채널수는 개 채널 유량은 이고 측정 농

도 범위는 이다 에 의 이 장착되어

있다

기기 설명

기기 전면

그림 3.1. Model 3034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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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후면과 측면

그림 3.2. Model 3034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의 

후면과 측면

기기 내부

그림 3.3. Model 3034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의 내부 구성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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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작동 원리

그림 3.4. Model 3034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 Particle sizer의 도식적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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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는 미분형 전기 이동도 분석기 

와 응축핵 계수기 를 

한 대로 묶은 기기라고 생각하면 쉽다 측정원리는 유입된 에어러솔의 다분산

입자가 입자중화기를 거치면서 볼쯔만 평형 대전량 분포를 이루게 

되고 를 통과시킬 때 의 전극봉에 를 걸어주면 인가되는 전압을 조

정하면서 입경 조정 전하를 띤 입자에서 내부 전기장 내에서의 입자의 전

기적 이동도에 따라서 단분산 입자를 골라 낼 수 있다 에어러솔 중

화기는 방사성동위원소 를 사용하여 입자의 하전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베타선에 의한 이온과 에어러솔이 섞이면서 에어러솔의 하전량을 입경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양전하 음전하 중성으로 대전되는 볼쯔만 평형 대전량 분포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이때 상대적으

로 또는 의 입자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에서 입자 분리 효율이 높아진

다 에어러솔의 입자중화기를 지나서 바깥쪽 원통 접지 과 중심 전극봉 고전압인가

으로 이루어진 동심의 원통형 전극 의 고리모양의 바깥쪽으로 유입되고

안쪽으로는 깨끗한 가 를 따라서 흐른다 반대극성을 띄고 있는 입

자가 전극봉쪽으로 끌리는데 그 궤적은 유량과 입자의 입경에 

반비례 가 좌우한다

분리된 입자를 보통의 광학적인 방법으로는 계수가 불가능한 

크기의 미세한 입자를 열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크기

로 성장시켜 측정하는 응축핵 계수기 로 수농도를 측정한다 부탄올 증기가 포화상

태인 포화기 가열된 을 에어러솔이 지나간다 다시 응축

기 냉각된 를 지나가면서 과포화 상태의 부탄올 증기가 작은 입자 주위에 달

라붙는 응축현상에 의하여 입자의 크기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광학적 감지기로 측

정할 수 있는 수 마이크로 크기의 액적으로 성장한 입자가 광학 측정부를 지나가면

서 각각의 입자에서 산란된 빛의 신로을 광감지기로 감지하여 계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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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설치

장착

그림 3.5. Neutralizer 장착

기기 배치

기기 위치를 선정할 때 기기 후면의 파워 스위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기 내부의 냉각팬 에서 나오는 공기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탄올병 장착

부탄올병 연결시 세는 부분이나 금이 간 부분이 없는지 주의하여 살핀다

장착

그림 3.6. Cyclone 결합

은 기기 이동시 반드시 분리하여 이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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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전원 연결과 컴퓨터와 연결

➀ 기기 후면에 있는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한다

➁ 기기의 전원 케이블 연결 위에 기기의 수위치가 있다

➂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을 찾는다 케이블을 컴퓨터의 

또는 다른 사용 가능한 것 에 연결한다

만약 만 있다면 가 필요하다

➃ 을 의 뒤에 과 연결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➀ 필요한 컴퓨터 사양

➁ 프로그램 설치 를 에 넣고 설치

한다 단 상의 모든 프로그램의 창을 닫는다

관측 시작

➀ 기기 전원 켜면 에 불이 들어온다

➁ 기기가 될 때 까지 최소 분은 기다린다

➂ 이 녹색이 되면 기기가 작동할 준비가 된 것이다

➃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시작하기

➄ 데이터 수집 시작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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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관리 및 유지

기기 관리시 주의 사항

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게 주의

기기를 옮길 시에 꼭 하기

기기 설치 후 최소 분후에 작동하기

에 정도만 채울 것 권고

기기 상의 가 보다 낮거나  가 

으로 상하 변화가 심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임 기기에 먼저 손대기 전에 

무역에 연락을 먼저하기

습한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장기 관측 시 인렛으로 습기가 차서 기기 안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을 자주 시킬 것 일주일

수명 년 정도

필수 기기 관리 사항

작동 시작 전에 을 청소한다 청소 시 그림 을 참조 한다

를 풀어서 으로부터 을 분리한다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를 제거한다 를 부는데 를 

사용하고 이나 물로 씻어낸다 깨끗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구멍을 시험한다 말린 후 재조립하여 재설치 한다

기기를 이동하기 전에 부탄올을 제거해야만 한다

➀ 에서 을 찾는다

➁ 기기 후면에 있는 에 을 연결한다

➂ 통풍을 위해 를 살짝 열고 은 기기보다 아래쪽에 놓는다

➃ 로부터 을 떼어낸다

또한 으로부터 도 제거한다

➄ 기기 전면 로부터 을 사용하고 

에 를 선택한다 으로 가서 을 누른다

➅ 잠시 후 이 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앞에서 볼 때 기기의 왼쪽 가장자리 아래 기울여 논다

➆ 액체 흐름이 멈출 때까지 유지시킨다

필요하다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다시 기울여 놔야한다

기기를 수송하기 전에 전날 밤동안 기기를 건조시켜놔야한다

다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과정 동안에서는

부탄올을 채운 병을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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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올을 채우는 것은 기기가 시작되어지고 센서가 안에 적은 부탄올 상

태가 감지될 때 자동으로 일어난다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을 연

결하지 않고 기기를 켠다 그러나 기기가 완전히 건조할 때 자동적 은 

완전히 를 채우는데 충분히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에

서 에서 가 와 표시를 동반

하면서 알려준다 추가적 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기 로부터 

를 사용해서 의 를 선택하고 을 으로 누른

다 가 로 나타날 때까지 채우도록 둔다 을 마치기 위해

서 에 를 두고 를 누른다

는 최소한의 작동작의 관심으로 긴 기간을 작동하도록 디자인 되어있

다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허된 장치는 습한 상태하에서 안

에서 응축되는 습기를 제거한다 만약 수 주 동안 기기가 작동을 안 한다면 특별히 

습한 상태에서 의 대체를 권고한다 을 대체할 때 앞의 사항들을 참

고하여 한다

유지 스케줄

다음 표 에 나와있는 유지 스케줄을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전기적 입경별 수농

도 계측기의 부속품을 바꿔 주며 자료의 에러를 체크하면서 그 주기를 조절하도록 

한다

유지 기간 비고

Drain butanol 움직이기 전에

cyclone cover 제거하고 

interior surfaces 청소

일반적으로 각 test 작동 전이나 

대기 중 aerosol sampling의 

한주 후
DMA collector rod와 

outer electrode 청소
16000 시간 대기중 에어러솔

Manifold filter cartridges 

대체
> 160000 시간 또는 필요할 때 대기중 에어러솔

Pump filter cartridges 

대체
> 160000 시간 또는 필요할 때 대기중 에어러솔

Model 3077 Neutralizer 

청소
16000 시간 대기중 에어러솔

DMA안의 Dacron 

screen대체
필요할 때

표 3.1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의 유지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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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보정 및 검정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는 에어러솔 수농도 측정시 유입된 에어러솔의 다분

산 입자가 입자중화기를 거치면서 볼쯔만 평형 대전량 분포를 이루게 

되고 를 통과시킬 때 의 전극봉에 

를 걸어주면 인가되는 전압을 조정하면서 입경 조정 전하를 띤 입자에서 

내부 전기장 내에서의 입자의 전기적 이동도에 따라서 단분산 입자

를 골라 낼 수 있다 에어러솔 중화기는 방사성동위원소 를 사용하여 입자의 

하전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베타선에 의한 이온과 에어러솔이 섞이면서 에

어러솔의 하전량을 입경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양전하 음전하 중성으로 대전되는 

볼쯔만 평형 대전량 분포 수준으로 낮추

게 된다 이때 상대적으로 또는 의 입자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에서 

입자 분리 효율이 높아진다 에어러솔의 입자중화기를 지나서 바깥쪽 원통 접지 과 

중심 전극봉 고전압인가 으로 이루어진 동심의 원통형 전극 의 고리모양의 링

바깥쪽으로 유입되고 안쪽으로는 깨끗한 가 를 따라서 흐른

다 반대극성을 띄고 있는 입자가 전극봉쪽으로 끌리는데 그 궤적은 유량과 입자의 

전기적 이동도 가 좌우한다 따라서 전극봉의 정확한 보정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점 계산 진단 를 실시하

였다 이는 전극봉에 전압을 걸지 않고 영점 계산 진단을 수행하면 입자 수

가 으로 측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이외의 값으로 측정된다면 기기시스템 

내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관측자료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에서 관측 파일을 

열어 창의 하단에 아이콘 모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

료를 한 후 파일의 의 와 사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그림 그리고 그림 참조 자료에 가 있을 경우 맨 마지막의 

에 에러 내용에 관해 나온다 다음 표 의 결함 확인 목록을 참고하도

록 한다 자료에 대한 검정은 동일한 기기 또는 유사한 측정항목의 기기 예

와 일정시간 측정하여 자료를 비교 검토하도록 한

다



- 10 -

그림 3.7. Size Data Graph 창의 

데이터 상태 표시 (OK의 예)

그림 3.8. Size Data Graph 창의 

데이터 상태 표시 (Error의 예)

그림 3.9. Export data 상의 상태 표시 (OK와 Error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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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상태 분야 설명

포화기 온도 

(Saturator Temp.)

이는 입자 응축핵 계수기(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의 포화 상태의 온도를 뜻한다. 이 온도는 

39℃로 조절되어야한다.

광학기 온도 

(Optics Temp.)

응축핵 계수기 광학(CPC Optics)은 렌즈 부품 위에 부

탄올 기체의 응결을 방기하기 위한 충분한 온도로 유지

되어져야한다. 광학기는 40℃로 유지되어져야한다.

냉각기 온도 

(Condenser Temp.)

응축핵 계수기(CPC)의 냉각 상태는 13℃로 포화기보다 

26°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져야 한다. 부탄올 기체는 냉

각기에서 샘플 입자들이 쉽게 광학적으로 검출되기 위

해 입자에 응결되어 입경을 증가시킨다. 

시스 흐름 

(Sheath Flow)
DMA의 시스 흐름은 4.0 L/min으로 유지되어야한다.

샘플 흐름 

(Sample Flow)
입자 샘플의 흐름은 1.0 L/min으로 유지되어야한다.

레이저 파워 

(Laser Power)

응축핵 계수기(CPC) 내부에서 입자 검출을 위한 레이저 

파워가 충분해야한다.

용액 단계 

(Liquid Level)

응축핵 계수기(CPC) 포화기 내부 저장소의 단계 센서들

은 부탄올 단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용액이 부족할 

경우 부탄올병에 재공급을 해야 한다.

농도

(Concentration)

입자 수가 1cm3 안에 10,000을 넘을 경우 오류가 생긴

다. 고농도 오염 사례시 주의해야한다.

표 3.2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의 결함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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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리

자료 처리 프로그램의 폴더 위치

전기적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림 와 같은 폴더

의 하위 구조들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한다 매뉴얼과 함께 제공하는 두 개의 코드

와 하나의 파일은 폴더 아래 위치해야하며 를 통해 자

료를 정리하고 싶은 한달치 파일 파일명 은 

폴더 아래 위치해야한다

CODE
SMPS_ARRANGE.f : data arrangement
N_SMPS_KGAWO.pro : plot using IDL
SMPfile_HEADER.txt : header file

DATA

C_TXTdata

DAT data

TXTdata SMPS_KGAWO201002.txt  : raw data (Input)
list_mon.dat

N_SMPS_KGAWO201002_10MIN.txt 
S_SMPS_KGAWO201002_10MIN.txt 
V_SMPS_KGAWO201002_10MIN.txt 

10MIN

1HR

DAILY

Total

GRAPH

C_SMPS_KGAWO201002.txt  : converted
N_SMPS_KGAWO201002.txt  : number
S_SMPS_KGAWO201002.txt  : surface
V_SMPS_KGAWO201002.txt  : volume

N_SMPS_KGAWO201002_10HR.txt 
S_SMPS_KGAWO201002_10HR.txt 
V_SMPS_KGAWO201002_10HR.txt 
N_SMPS_KGAWO201002_DAY.txt 
S_SMPS_KGAWO201002_DAY.txt 
V_SMPS_KGAWO201002_DAY.txt 

N_SMPS_10MIN_T_KGAWO.txt 
N_SMPS_1HR_T_KGAWO.txt 
N_SMPS_DAY_T_KGAWO.txt 
S_SMPS_10MIN_T_KGAWO.txt 
S_SMPS_1HR_T_KGAWO.txt 
S_SMPS_DAY_T_KGAWO.txt 
V_SMPS_10MIN_T_KGAWO.txt 
V_SMPS_1HR_T_KGAWO.txt 
V_SMPS_DAY_T_KGAWO.txt N_SMPS_KGAWO201001.jpg

OUTPUT

그림 3.9. 자료처리 프로그램의 폴더 위치 

자료 만들기

정리하고 싶은 자료를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에서 파일로 만든다

➀ 프로그램 실행

➁ 클릭 선택 예 아니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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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나타나는 중 필요한 시간대 자료를 클릭 

여러개 자료 클릭시 키 이용

➃ 
➄ 다음 그림과 같이 선택

➅ 파일로 저장됨

자료 처리 프로그램 실행하기

한달치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 자료 파일명 를 

아래 위치해 놓기

폴더 아래 를 새로 만들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의 파일명을 쓰기

폴더로 가서 를 실행하기

폴더아래 폴더들 아래 자료가 정리

되어 생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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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N_SMPS_KGAWO.pro를 이용해서 그린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입경별 수농도 계측기로 관측된 2010년 2월의 입경별 에어러솔 수농도 분포

그래프 프로그램 실행하기

그래프 프로그램 코드 폴더 아래 파일임

그래프 이용 자료 아래 있는 분 평균 자료들임

그래프 결과 폴더아래 파일로 저장됨

상의 프로그램 실행

먼저 편집기를 통해 파일을 열어 번째 줄의

인 부분에서 안의 부분을 그

래프 그리기 원하는 파일명으로 고친 후 저장한다

실행 후 위의 코드를 한다

그림 파일이 새창으로 뜨며 폴더에 저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

그림 

상의 실행

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이 열

린다

➁ 프로그램 파일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의 폴더 경로를 주의한다 

➂ 번째 줄의 인 부분에서 안의 

부분을 그래프 그리기 원하는 파일명으로 고친 후 저장한다

➃ 프로그램 실행하기 과 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됨

후 

프로그램 메뉴 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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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클릭

단축 아이콘 클릭 

그림 그리는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원하는 자료

가 담긴 파일을 원하는 기간의 자료가 담기도록 수정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번째 줄 번째 줄 번 째줄 번 

째 줄의 라는 부분의 에 축의 시작과 끝을 적어주면 된다

또한 제공하는 표면적 농도 그리는 프로그램 와 부피 농

도 그리는 프로그램 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 가능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