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0550/3

IM-P403-24
AB Issue 3

MS1 전기전도율 측 정 기(Meter)
1. 전기전도율 측정
본 측정기는 on/off 스위치와 다음의 3
개의 측정 범위, 0~200μS/cm, 0~2
mS/cm, 0~20 mS/cm(1 mS/cm = 1000
μS/cm)를 지정하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LED램프는 선택한 범위를 나타낸
다. 샘플의 온도는 가능한 25℃에 가깝
게 맞춘다. 센서 보호를 위해 샘플의 온
도는 최고 45℃를 넘으면 안된다. 측정
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처음에는 가
장 높은 범위인 오른쪽 20 mS/cm 스위
치를 선택한다. 센서 덮개가 씌워진 상
태에서 샘플에 센서의 반 이상을 담그고,
온도를 보정하도록 15초간 기다린다.
LCD 화면에 표시되어진 값을 읽는다. 다
음에는 더 정확한 값을 읽기 위해 낮은
범위의 영역을 선택한다. 만약 선택한 범
위에서 값을 읽을 수 없다면, LCD 화면
에는 '1'이 표시된다.만약 위와 같이 LCD
화면에 '1'이 표시된다면 범위 등급 스
위치를 더 높은 범위로 선택한다.
보기:
보일러수의 온도가 25℃일 때 센서로 측
정된 값
LCD화면에
표시되는 값
20 mS/ cm 0.52 mS/ cm
2 mS/ cm 0.517 mS/ cm
200μS/cm 1
선택범위

x 1000 =
μS/cm
520 μS/cm
517 μS/cm
-

값을 읽은 후 센서를 씻고, 측정기의
전원 스위치를 끈다.
측정기는 별도로 전원스위치를 끄지 않
더라도 약 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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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DS 측 정
전기전도율 측정기는 샘플의 총 용존 고
형물(TDS)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사용
한다.
PH가 중성이며 온도가 보정된 샘플의 전
기전도율은 다음과 같이 ppm단위의 총 용
존고형물로 환산할 수 있다.:
TDS = 전기전도율(μS/cm) x

0.7

3. 보일러수 샘플 채취
분석을 위해 보일러수로부터 대표적인 샘
플을 채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면
계 드레인 관이나 외부 수주통에서 채취
한 모든 샘플의 처음 부분은 주로 응축 증
기로 구성된 비교적 순수한 물을 포함하
고 있다. 정확한 샘플을 얻기 전에 반드
시 이 물은 버린다.
보일러수 샘플을 채취할 때는 항상 샘플
쿨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일러
로부터 보일러수를 뽑아내면, 증기 압력
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의 물이 증기로
격렬하게 재증발되어 날아간다.이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뒤이어 하는 분
석이 재증발 증기의 손실로 인하여 부정
확하게된다. 분석을 위해 25℃에 가까운
온도의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샘플쿨러
를 이용하면 시간 또한 절약 될 것이다.

4. 보일러수의 샘플 중화
알카리성과 산성은 전기전도율에 많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일러수 샘플의
TDS 측정을 위해 알카리 상태인 보일러수
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진행한다. :
a. 페놀프탈레인 지시 용액을 냉각된 보
일러수 샘플에 몇 방울 떨어뜨린다.
만약 보일러수 샘플이 알카리성이라
면 강한 보라색으로 변할 것이다.
b. 아세트산(표준농도 5%)을 샘플을 중
화 시키기 위해 샘플의 색깔이 없어
질 때까지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섞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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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색깔이 없어지면 전기전도율을 측정
하고, 2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ppm 단
위의 TDS로 환산한다.

5. 정비
센서를 사용하고 나면 항상 깨끗하게 청
소해야 한다. 센서로부터 센서덮개를 제
거하고 탄소 전극을 강모 브러쉬와 일반
주방 세제로 부드럽게 닦아낸다. 흐르는
물에 잘 헹구고 센서덮개를 다시 제자리
에 꽂는다.
경고 지시가 디스플레이 창에 뜨면 건전
지를 교체한다. 9V(PP3 또는 동등한 것)
건전지 1개를 측정기 뒷면의 건전지함을
밀어 열고 넣는다
다른 정비는 할 수가 없다. 센서는 몸체
에 영구 결선되어 있으므로 손상된 경우
수리를 위해 측정기 전부를 제조사에 반
송해야 한다.

6. 연장 리드선 사용법
연장 리드선은 센서의 상태를 점검하기위
해 설치된 전기 전도율 검지기에서 AC(교
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공급된다.
연장 리드선을 사용하려면 측정기에 연장
리드선의 플러그를 꽂고 악어 입 모양의
클립을 검지기 단자에 직접 연결한다.
■ 센서팁:
■

TBK1-2번(적색), TBK1-3번(흑색)
드라이버팁: TBK1-1번(적색), TBK1-3번(흑색)

20μS/cm 측정범위 스위치를 누른다.
AC 저항 값( Ω)은 100 ÷LED 화면에 표
시된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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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LED의 표시된 값 : 5.00
교류 저항 = 100 ÷5.00 = 20 Ω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저항은 5 Ω이다.

7. 검 지 시 상 태 결 정
센서의 상태를 결정하려면, 센서의 셀 상
수(전기전도율과 검지기 저항과의 상관
요소)를 찾아야 한다.
셀 상수 찾기 :
① 보일러 운전온도에서의 전기전도율을
찾으려면 25℃에서의 전기 전도율 값에
아래 표의 숫자를 곱한다.
보일러압력
5
7
10 15
20 32
(bar g)
곱하는 숫자 3.68 3.91 4.18 4.53 4.8 5.28

② μS/cm전기전도율의 측정값을 S/cm
로 변환하기 위해 1,000,000으로 나눈다.
③ 셀상수를 얻기 위해 위의 숫자(전기전
도율 결과값/1,000,000)에 옴( Ω) 단위
의 검지기 저항을 곱한다.(6절 참조)
* 셀 상수 = 전기전도율 X 검지기 저항
BCS1000, 2000, 3000, 4000 시스템을 사
용한 검지기의 대표적인 셀 상수는 대략
0.3이다.
NEW BCS3000 시스템에 사용된 검지기는
0.2 부터 0.6 까지의 대표적인 셀 상수를
가진다.
만약 셀 상수가 BCS1000, 2000 또는 4000
에서 0.7 이상이거나 BCS3000 시스템에서
1.0 이상이면 검지기의 상태가 의심스러
우며 검사를 위해 검지기를 분리해야 한
다.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하거나 교체한
다.
낮은 셀 상수는 검지기가 전도가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반하여 셀 상
수가 크면 검지기 팁이 스케일 퇴적으로
전도가 잘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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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우 낮은 셀 상수는 내부 회로
에 쇼트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보
일러의 동체로부터 검지기 끝이 멀어질수
록 셀 상수가 높아진다.
예
NEW BCS3000 시스템은 10 barg (포화 온
도 184℃)의 보일러 작동시 적합하다.
전기전도율 측정기가 25℃의 중화되지 않
은 샘플에서 4800 μS/cm의 값을 읽었
다.
측정기와 연장 리드선을 사용하여 측정된
검지기 저항은 20 Ω이다.
- 표에 주어진 10 barg의 보일러 압력
환산 팩터와 전기전도율을 곱한다.
4800 ×4.18 = 20064
- 위의 숫자를 μS/cm에서 S/cm로 변환
하기 위하여 1,000,000으로 나눈다.
20064 ÷1,000,000 = 0.020064
- 셀 상수를 얻기 위해 검지기 저항( Ω)
을 위의 숫자와 곱한다.
0.020064 ×20 = 0.40128
검지기의 셀 상수가 0.2 부터 0.6 범위 안
에 있으므로 검지기는 정상이다.

8. 교 정
본 측정기는 출시 전에 교정되어 정상적
인 사용을 하면서 교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표준 용액이나 마스터 측정기에서
교정이 필요로 한다면, LCD 화면의 왼쪽
측면의 플러그 뚜껑을 제거하고 작은 스
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가변저항기를
조정한다. 교정 범위는 약 20회전 이상으
로 ±20% 이다. 교정은 연장 리드선을 사
용한 저항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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