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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drying systems for reducing the error by humidity on measuring particulate matter 
(PM) in the ambient air with optical particle measuring instruments. Two types of drying systems were designed: 
drying systems using heating and dilution methods. In addition, 3 types of drying systems using a heating method 
were designed: Type A (1 hole), B (3 holes) and C (7 holes). After making them, the laboratory and field test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developed drying system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PM concentrations obtained 
by PM monitoring devices with drying systems agree well with that of the reference devices.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drying systems can be applied to PM monitoring devices for real-time monitoring of the ambient 
aeros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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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수치는 미세먼지의 중량을 

이용한 농도 값이 아닌, 미세먼지의 개수 및 산란 

양을 이용하여 질량 보정계수(mass factor)를 구하여 

계산한 상대적인 값이다(Kim et al., 2014; Kang et 
al., 2018). 보정계수란, 미세먼지 농도의 절대값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입자 개수를 측정

하는 광산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

당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평균입자밀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산란법으로 측정된 값은 절대값이 아니며, 
미세먼지의 입자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

를 나타낸다. 또한, 미세먼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

여 그 모양에 따라 레이저 빛의 산란이 달라지기도 

한다. 
광산란법은 다양한 간섭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 

장소, 계절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간접측정 방식은 중량농도법에 비해 과대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는 먼지의 밀도와 습도 조건

이 크게 작용한다. 광산란 측정기에서 먼지농도가 

과대 측정되는 이유는 측정되는 에어로졸의 밀도, 
굴절률, 형태, 크기 및 크기분포에 대한 미 산란 특

성에 기인한다(Kim et al., 2014). 대기 중 상대습도

가 높을 경우, 광산란방식 미세먼지 측정은 다른 표

준 측정법에 비해 중량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입자가 

수분을 흡수하여 입자의 흡습 성장(Hygroscopic 
growth)을 초래하여 입자 크기의 증가로 더 많은 빛

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중량농도로 

측정되기 때문이다(Branis, 2006; Day et al. 2011). 
Kim et al. (2015)에 따르면 상대습도 75% 이상의 조

건에서는 광산란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상대습도를 낮추기 위해 실제 시료를 가

온하는 경우 온도가 40℃ 이상이면 대기 중에서는 

대기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염이나 Semi-volatile 물
질의 손실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McMurry and Stolzenburg, 1989; Malm et al., 2011a; 
Malm et al., 2011b). 따라서 미세먼지 성분의 유실없

이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료를 온도 

40℃ 이하, 상대습도 75% 이하로 전처리하여 측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 전처리(수분제거) 기술은 원리에 따라 확산

제습, 가열제습, 삼투압제습(ex. 나피온), 희석제습 

등으로 구분되며 관측환경에 따라 조합하여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 제습장치들은 장비로의 수분유입을 

방지하고 측정값에 수분에 의한 노이즈를 줄여준다. 
확산 제습장치는 흡습제로 활용되는 실리카겔의 수

분 흡수 성질을 활용한 제습장치로, 흡입된 공기를 

실리카겔 튜브에 통과시켜 공기 내 수분이 실리카

겔에 흡착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되는 방식이다. 
가열 제습장치는 흡입된 공기의 온도를 높여서 

포화수증기압을 높여 상대습도를 낮추는 방식의 제

습장치이다. 흡입된 공기의 온도를 10℃ 이상 급격

한 온도차이로 가열하거나 승온되지 않도록 해야 

휘발성 에어로졸의 질량손실을 막을 수 있다. 미국 

TSI사는 시료도입부를 가열시킴으로서 광산란에 의

한 수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TSI Heated 
Inlet Sample Conditioner)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시료가 TSI DustTrack 측정 센서에 유입되기 전 시

료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시료의 상대습도 30~50%로 조절할 수 있다.  
희석 제습장치는 흡입된 공기에 특정 비율로 깨

끗한 건조공기와 혼합하여 상대습도를 낮추는 기술

로 혼합된 희석비율에 따라 에어로졸 측정값의 보

정이 필요하다. 
나피온 튜브의 수증기 투과 원리는 Flemion(중공 

사막)의 내부에 상대적으로 고압인 샘플링 가스가 

지나가면 이온 교환막의 술폰기(-SO3H)가 수분을 흡

수해서 저압인 중공 사 막 외부로 퍼지에어와 함께 

배출되고, 건조된 가스는 Flemion 내부 관을 통해 이

동한다. 독일 Grimm사는 추가적인 가열없이 나피온 

건조기(Nafion Dryer)를 이용하여 시료의 수분을 조

절하기 때문에 반휘발성 물질의 손실은 없다고 한다. 
문헌조사 결과 온도 40℃ 이하, 상대습도 75% 이

하에서 광산란방식 미세먼지 측정값이 안정적인 것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산란방식 미

세먼지 측정기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처

리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전처리 장치 부

착 전후의 측정기를 서울시에 위치한 대기측정소에 

설치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인 중량농도법 또

는 베타선흡수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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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작

2.1 전처리 방식

시료의 전처리 방식으로 가열식 및 희석식을 고

려하여 전처리 장치를 설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각 방식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

열방식 중 멀티홀 타입과 희석방식의 전처리 장치

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2.2 희석식 전처리장치

희석식 전처리장치는 대상시료와 습도가 낮은 청

청 공기를 희석하여 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상시료

와 저습도의 청정시료의 온도조건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적용한 상태에서 최종 계수 및 중량농도의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건의 설정 및 유지가 

수월하지 않아 실시간 측정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고려사항이 많다. 그림 1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희석식 전처리장치 설계도 및 제작도를 나타낸다. 

구분 가열 방식 희석 방식

원리 시료의 온도를 높여 상대습도를 낮추는 방식 시료의 희석을 통해 상대습도를 낮추는 방식

문제점

가열시 온도가 4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대기 중

에서는 대기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염이나 

Semi-volatile 물질의 손실로 인해 과소 평가 우려됨.

희석 방식의 경우 상대습도를 적절하게 낮추

는지와 미세먼지가 효율적으로 희석되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함.

구조

(a) Spiral type: 카트리지 히터를 시료가 흐르

는 유로 안에 설치하여 시료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유로가 회오리 형태로 히터를 

감싸면서 가열되도록 설계. 
유입되는 시료와 강제로 주입되는 깨끗한 공

기가 혼합챔버 안에서 고르게 혼합될 수 있도

록 설계.
(b) Multi hole type: 카트리지 히터가 안쪽의 

유로를 감싸면서 시료를 가열시키는 방식

이며, 유로를 멀티홀로 제작하여 시료가 

균등하게 가열될 수 있도록 설계.

   

Fig. 1. Design of the drying system using a dilution method

Table 1. Characteristic of drying systems using heating and dilu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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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열식 전처리장치

가열식 전처리장치는 시료 유로의 분할수에 따라 

1홀, 3홀, 7홀 총 3가지로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

였으며, 장치의 설계 및 제작도는 Fig. 2와 같고 1홀, 
3홀, 7홀의 차이는 Fig. 3과 같이 유로의 개수이다. 

(a)   (b)

(c)
Fig. 2. Design of the drying systems using a heating method : (a) A (1 hole), (b) B (3 holes), and (c) C (7 holes)

Type A (1 hole) Type B (3 holes) Type C (7 holes)

Fig. 3. Photographs of drying systems using a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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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가열식 전처리장치와 1가

지의 희석식 전처리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 가열식 전처리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료

는 항온/항습 챔버를 이용하여 온도 및 상대습도 조

건을 유지하였으며, 희석식 전처리 장치에 활용할 

고습도 시료는 일정 압력이 필요할 가스로 인입되

어야 함에 따라 임핀저를 이용하여 온도 및 상대습

도 조건을 유지하였다. 또한 전처리장치 전/후단의 

온도 및 상대습도 실시간 데이터 확인을 위해 온/습
도 센서를 장착하여 이용하였다. 

3.1 희석식 전처리장치

희석식 전처리장치 성능평가 테스트 장치 개요 

및 구성도는 Fig. 4와 같으며, 시료의 일정한 상대습

도 및 청정도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온습도 

센서를 장착하여 온도 및 상대습도 변화를 실시간

으로 확인하였다. 테스트의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희석식 전처리장치 온도: 60℃ 내외

- 희석식 전처리장치의 인입시료 조건: 온도 23℃, 
상대습도 99% 내외, 0.5 lpm

- 희석식 전처리장치의 청정시료 조건: 온도 23℃, 
상대습도 15% 내외, 1.0 lpm

3.2 가열식 전처리장치

성능평가에 앞서 시료가 전처리장치 전후 유량변

화가 없어야 함에 따라 전처리 장치 전·후단의 유량

을 확인한 결과, 전·후단 모두 약 0.64 lpm으로 유지

되어 전처리장치 통과 시 유량의 변화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전처리장치에 적용한 히터의 사양 

및 목표 상대습도는 Table 2와 같다.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rying system using di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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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식 전처리장치 성능평가 테스트 장치 개요 

및 구성도는 Fig. 5와 같으며 본 테스트에서 펌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단에 실리카겔을 장착하여 

고장을 방지하였다. 테스트의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열식 전처리장치 온도: 60℃ 내외

- 가열식 전처리장치의 인입시료 조건: 온도 23℃, 
상대습도 99% 내외

- 희석식 전처리장치의 인입시료 조건: 온도 30℃, 
상대습도 82% 내외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시뮬레이션

제작한 가열식(3종) 및 희석식(1종) 전처리 장치의 

성능평가를 진행하기 전 유량에 따른 유속의 변화

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Fig. 6과 같이 3종류의 전처리장치 모두 

각 유로에서의 유속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어 유속과 관련된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히터용량 처리가스용량 발열량(이론값) 목표 승온온도

7 W 0.64 lpm 6.02 kcal/hr 6℃

※ 공기비열 : 0.173 kcal/kg·℃ (Air, dry, 0-200℃ 기준)
※ 물 비열 : 1.0 kcal/kg·℃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heater for drying systems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rying system using a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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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1 hole) Type B (3 holes) Type C (7 holes)

(a) 

구분 지점
유속 (m/s)

0.5 lpm 1.0 lpm

Type A PG1 0.054 0.108

Type B

PG1 0.087 0.175

PG2 0.087 0.174

PG3 0.087 0.174

Type C

PG1 0.038 0.077

PG2 0.037 0.074

PG3 0.037 0.073

PG4 0.037 0.073

PG5 0.037 0.074

PG6 0.037 0.073

PG7 0.037 0.073

Table 3. Simulation of velocity of the drying system using a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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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희석식 전처리장치

임핀저를 이용하여 고습도의 시료 조건을 설정하

고 유지하였으며, 시료 및 청정시료 모두 컴프레셔

를 이용하여 주입하고 유량은 MFC를 이용하여 시

료 : 청정시료(희석 공기)를 1:2 비율로 전처리장치

에 주입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두 시료 모두 컴

프레셔와 연결된 필터로 수분 및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과정을 선행하고 주입하였으며 전처리장치 통

과 전의 시료 및 청정시료와 전처리장치 통과 후의 

온도 및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가열방식보다 더 안정적으

로 안전구간에 쉽게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입

자상물질의 안정적인 희석만 가능하다면 희석식 전

처리장치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ype A (1 hole) Type B (3 holes) Type C (7 holes)

(b)

Fig. 6. Simulation of velocity of the drying system using a heating method : (a) 0.5 lpm, (b) 1 lpm

Fig. 7.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rying system using a di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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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열식 전처리장치

전처리장치 온도를 60℃로 설정하고, 온습도 조절 

챔버를 이용하여 시료를 두가지 조건으로 제조하여 

가열식 전처리장치 3가지(가열식 A, B, C)에 각각 

통과 전 후 시료의 온도 및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8과 같이 안정구간 외에 있던 시료가 

가열식 전처리장치 A, B, C 통과 후, 모두 안정구간

인 온도 40℃ 이하, 상대습도 75% 이하 범위를 유지

Type A

Type B

Type C

Fig. 8.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rying system using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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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 예상으로는 유로가 7
개로 구성되어 있는 가열식 C가 시료내 열전도율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험 결과, 가

열식 A, B, C 장치의 결과가 모두 유사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용이 저렴한 가열식 A를 현장 평가에 적용하

였다. 

4.4 현장 적용성 평가: 대기측정망 자료와의 비교 

분석

기존 도시대기 측정소에 설치된 측정기는 국가에

서 관리하는 측정기기로 미세먼지 대기오염공정시

험 기준인 베타선법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종로

구 대기 측정소에 개발한 전처리장치(가열식 A)가 

부착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측정망 자료와 측정데이터를 비

교/분석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 측정장소: 서울시 대기 측정소(종로구)
✓ 측정기간: 약 12일(2017.11.30 ~12.11)
✓ 측정망 자료와 측정기(가열식 A 전처리장치 

포함) 측정 데이터 비교 및 분석

✓ 기존 측정망 자료는 시간별 측정 자료이므로, 
측정결과를 시간평균으로 비교

Drying System

Fig. 9. Experimental set-up for a field test



광산란 계측기의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분제거 전처리 기술 개발  201

Part. Aerosol Res. Vol. 14, No. 4(2018)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 약 

12일간 수집된 종로구 측정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일 시간에 측정된 본사 측정기의 측정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종로구 측정소 및 본사 측정기기, 
두 기기의 PM10, PM2.5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Fig. 
10과 같이 기존 측정망 자료와 전처리 장치가 포함

된 광산란 측정기의 측정결과가 일반 대기상태, 눈

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사한 

경향성 및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Comparison of PM10 and PM2.5 between the SENTRY Dust Monitor with a drying system using 
heating method and a beta ray gauge (Jongno-gu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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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외환경에서 광산란방식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 시, 환경변화로 발

생하는 측정값의 오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실내용 미세먼지 센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측정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전처리장치(제습

장치)를 개발하였다.
광산란방식 미세먼지의 측정오차의 원인은 고온, 

다습환경으로 확인되었으며 측정 안정 온도 및 상

대습도 범위는 40℃ 이하, 75% 이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Kim et al., 2015). 해당 범위를 유지할 수 있

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처리장치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시료의 가열에 의해 상대습도를 낮추어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열식과 희석에 의해 

상대습도를 낮추는 희석식 장치를 개발하여 제작하

고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악의 온도 

및 상대습도 조건(온도 30℃, 상대습도 82%; 온도 

24℃, 상대습도 100%)에서 가열식 및 희석식 전처리

장치 모두 측정 안정 온도 및 상대습도 범위를 유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발된 전처리 장치를 적용하여 광산란방식 

미세먼지 모니터링장치를 구성하고 해당 장치를 서

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일반대기측정소에 설치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인 베타선흡수법과 비교 분

석하여, 그 성능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를 진행하

였다. 현장 측정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기존 측정망 

자료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처리 장치를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의 측정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 오차율은 PM10의 경우 3.34%, PM2.5
의 경우 4.40%로 나타났다.

개발한 전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상대습도

를 낮출 경우 별도의 보정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비

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는 온/습도 보정식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

나 현장 특성에 따른 입자별 밀도 분석 및 온/습도 

보정 등을 통해 중량농도 환산로직에 추가 적용한

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측정값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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