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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surement of absolute humidity of gases is essential in many industries.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aluminum oxide and

chilled mirror dew-point hygrometers is investigated. The temperature of laboratory, pipe line, and sensor is varied and the dew point

is measured by two different aluminum oxide hygrometers. In all cases, the dew point of hygrometers is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is elevated. The reason behind this observation is due to desorption of water from the inside of pipe line and/or sensor surroundings

at elevated temperature that result in the increase of the absolute humidity. Moreover, the sensor itself shows a certain degree of tem-

perature dependency in sensing the humidity especially at low temperature. It is also studied that chilled mirror dew-point hygrometer

may indicate a higher dew point than the reference at high temperature because the cooling capability of mirror is decreased at high

temperature. Our study will provide evidences in the incorporation of the temperature effect as uncertainty factors in the standard cal-

ibration procedure for dew point hygrometers.

Keywords: Aluminum oxide, Chilled-mirror, Dew point, Temperature effect, Humidity

1. 서 론

반도체, 원자력, 전력, 제철, 공조 산업 등 가스를 사용하는 여

러 산업 분야에서 가스의 수분량 측정은 필수적이다. 특히 반도

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수분

으로도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가스의

수분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 내

부의 수분량인 절대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가스의 이

슬점 혹은 노점온도(dew point temperature)를 측정한다. 전기적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노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인 산화 알루미늄

(aluminum oxide) 노점계는 국내 산업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

고 있다[1]. 그 밖에 가스에 노출된 거울의 온도를 조절해서 실

제 거울에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찾아내는 방식인 냉각거울

(Chilled-mirror) 노점계도 많이 사용한다. 참고로 Table 1에 노

점계를 사용하는 분야와 노점 측정범위를 나타내었다. 산화 알

루미늄 노점계는 냉각거울 노점계가 측정할 수 없는 저노점

(-120 oCdp) 영역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빠른 응답특성을 갖고,

냉각거울 노점계 가격의 약 1/5 ~ 1/20 이하로 저렴하며, 작고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냉각거울 노점계로 측정할 수 없는 장소

에서 측정이 가능하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산화 알

루미늄 노점계는 높은 습도, 먼지, 기름 및 염 등 여러 가지 오

염에 취약하고, 경년 변화가 있으며, 불확도가 높아 측정값의 신

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기를 교정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2,3].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는 냉각거울 노점계와 같이 기준 습공

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연결해 기준 노점과 측정지시값을 비

교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고 있다.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는 센

서의 주변온도에 따른 영향, 기준 습공기의 유량 및 센서 내부

의 수분제거 시간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를 교정 및 시험

하는 기관마다 적용하는 수분제거 시간, 유량에 차이가 있다. 따

라서 각 교정 및 시험기관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일관된 교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노점계 주변의 온도가 노점계의 측정값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제작회사 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두 개 제작회사의 산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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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 노점계를 사용하여 실험실 온도, 배관 온도, 센서 온도

의 변화가 각각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고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냉각거울 노점계의

주변 온도에 따라 노점 측정값의 변화를 연구하여, 이들 노점계

를 이용한 노점의 측정 및 교정에 있어 주변 온도 제어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비

2.1.1 습도발생장치

실험에 사용한 습도발생장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저노

점 영역 습도발생 표준기를 사용하였다. 발생습도 영역은 (-80

~ +20) 
o

Cdp 이고, 불확도는 0.1 
o

Cdp (포함인자 k = 2)이다. 산

화 알루미늄 센서 내부의 수분 제거에 사용된 건조 가스는 액

화 질소를 기화시켜 발생시킨 질소 가스로서 노점은 대략 -95
o

C

이하 이었다.

2.1.2 노점계

서로 다른 두 개의 제작회사(A, B사)의 산화 알루미늄 노점

계를 각 한 개씩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제조사가 밝힌 노점의

측정 범위는 A사, B사의 제품이 각각 (-110 ~ +20) oCdp, (-100

~ +20) oCdp 이다. 실험에 쓰인 냉각거울 노점계는 한 종류이며,

제조사가 밝힌 노점의 측정 범위는 (-95 ~ +20) 
o

Cdp이다. 센서

유닛 내부는 수분의 흡탈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해 연

마를 하였으며, 두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는 서로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병렬로 연결하였다. 질소 가스의 출력단에서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입력단까지의 연결은 배관 내부의 수분 흡

탈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해 연마 처리가 된 스테인리스스

틸 배관을 사용하였다.

2.1.3 온도 및 유량 제어 장치

습도발생장치로부터 발생한 습공기를 산화 알루미늄 노점 센

서로 전달하기 위해 쓰인 흡입관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액체 항온조를 이용하였다. 내부가 전해 연마된 길이가 8 m, 직

경이 1/4” 인 스테인리스 배관을 나선형으로 감아 액체 항온조

에 담그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센서와

냉각거울 노점계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온 챔버를 사

용하였다. 액체 항온조와 항온 챔버를 이용하여 변화시킨 온도

범위는 (5 ~ 55) oC 이다. 노점계로 들어가는 습공기의 유량은

기체 유량계에 의해 (1 ~ 5) L/min 범위에서 조절되었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실 온도가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에 미치는 

영향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는 교정을 하기 전에 센서 내에 잔류 수

분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 가스를 이용하여 수분을 탈착 시킨다.

이 때 사용하는 건조 가스의 종류와 유량, 건조 시간 및 실내

온도는 각 교정 및 시험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른 실정이다. 이

요소들이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

하는 것은 표준 교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를

위해 Fig. 1(a)와 같이 건조 질소를 스테인리스 배관(suction line)

을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제작회사(A사, B사)의 산화 알루미

늄 노점계로 흘려 보내 센서가 건조되는 과정을 노점을 측정하

여 알아보았다. 사용한 건조 질소의 노점은 -95 
o

Cdp이하 이다.

Table 1. Dew point of gases used in industries

분야 노점 범위 (oCdp)

반도체 산업 -120 ~ +20

원자력 산업 -80 ~ +20

전력 산업 -50 ~ +40

제철 산업 -80 ~ -10

연료가스 산업 -60 ~ -10

화섬 산업 -70 ~ -10

공조 산업 (건조 공기) -80 ~ -40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b) Dew point

measured by two aluminum oxide dew-point hygrometers (A

and B)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drying of sensors using

dry N2 gas. The room temperature is displayed on the right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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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b)에 나타나 있듯이 두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노점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센서에 붙어 있

던 수분이 건조 질소에 의해 탈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감소하는 노점이 평형에 이르기까지 약 수십 일(day)이 소요되

고 있어, 이들 노점계를 사용하여 낮은 노점(-90 
o

Cdp 이하)을

측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노점계를 건조한 뒤에 측정해

야 함을 보여준다. 

Fig. 1(b)의 측정 실험 말미에 (57일 경) 인위적인 이유로 실

험실의 온도가 기존보다 약 2 oC 높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실험

실 온도변화와 동시에 두 개의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노점 측

정값이 모두 소폭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산화 알루미늄 노

점계가 주변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

가면 배관 및 센서의 주변부에 붙어 있던 물 분자가 떨어져 나

와 건조 질소 가스에 합류하여 가스의 노점을 올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4].

노점계 센서의 건조 과정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실험실 온도와 가스의 유량에 따른 노점 측정값을 조

사하였다. Fig. 2(a)와 같이 유량계를 통해 사용한 건조 질소의

유량을 변화시켰다. 냉각거울 노점계를 사용하여 질소 가스의

노점을 측정하여 기준값(reference)으로 삼았다. 측정된 질소 가

스의 노점은 약 -99.2 oCdp이고 표준편차는 0.1 oCdp 이었다. 센

서에 공급되는 유량은 1 L/min, 2 L/min, 3 L/min, 4 L/min, 5 L/min

로 변화하며 노점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센서 주변에서 실험

실 온도도 같이 측정하였다. Fig. 2(b)와 Fig. 2(c)에 건조 질소

의 유량을 달리하여 A사와 B사의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로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b)와 같이 A사의 산화 알루미

늄 노점계는 유량이 커질수록 겉보기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량이 커질수록 겉보기 평형

노점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B사의 산화 알

루미늄 노점계는 질소 가스 유량 1 L/min에서만 겉보기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었을 뿐, 그 이상의 유량에서는 겉보기 평형

에 도달하는 시간과 평형 노점이 비슷하였다. 유량에 따른 A사

노점계의 평형값의 편차(약 5 
o

Cdp)는 무시할 수 없는 편이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센서 마다 건조하는데 필요한 적정 시

Fig. 3. (a) Dew point as a function of room temperature at 2 L/min.

(b) The slope of data in (a) at varied flow rates.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in which the

flow rate is changed. Dew point measured by sensor A (b) and

sensor B (c)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drying of sensors

using dry N2 gas. The flow rate is increased from 1 L/min to

5 L/min by 1 L/mi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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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유량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함을 나타낸다.

유량에 따른 노점의 측정과 동시에, 노점계 센서의 주변에서

측정한 실험실 온도변화를 기록하여 실험실 온도의 작은 변화

가 노점 측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Fig. 3(a)

은 일정한 유량 조건에서 (2 L/min) 노점이 겉보기 평형에 도달

한 뒤, 약 10일 동안의 노점과 실험실 온도간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 공조가 되고 있는 실험실의 온도는 이 기간 동안 22.5 oC

에서 24.2 oC 사이의 약 1.7 oC 구간에서 변하였다. 실험실 온

도가 상승할수록 노점도 올라가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Fig. 1에서 우연히 관찰한 결과와 동일하다. 더 정

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Fig. 3(a)의 데이터에 선형 피팅한 기

울기를 Fig. 3(b)에 다른 유량에 대한 결과와 같이 제시하였다.

기울기는 노점 측정 시 주변 온도에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결과

적으로 A노점계와 B노점계의 측정값이 모든 유량에서 주변 온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노점계의 온도에 따른 노점 변

화, 즉 기울기는 유량과 상관없이 (0.88 ~ 1.32) 
o

Cdp/
o

C에서 변

했으며, B노점계도 유량과 관계없이 (0.23 ~ 0.59) 
o

Cdp/
o

C에서

변하였다. A노점계의 노점 측정값이 B노점계의 측정값 보다 모

든 유량에서 주변 온도에 더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는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를 이용하여 노점의 정밀 측정 및 교

정을 할 때에는 실험실 온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 각 센서의 온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험실 온도변화도 불확도 요인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측정 불확

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배관 온도변화가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에 미치

는 영향

온도변화가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체계

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측정 시스템의 각 부분별로 온도를 변화

시켜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Fig. 4(a)에 나타낸 것 처럼 습도발생장치와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를 연결하는 흡입관의 온도를 변화시켰다.

이 흡입관의 길이는 보통 1 m 이내이지만, 온도변화의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흡입관의 길이를 8 m로 하였다. 흡입관은 액체

항온조에 넣어서 온도를 변화시켰고, 온도변화는 (5 ~ 50) oC

범위에서 15 oC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습도발생장치에서 발생

시킨 습공기의 노점은 -10 oCdp 이었고 사용한 유량은 1 L/min

이었다. Fig. 4(b)에 보이는 바와 같이 흡입관의 온도가 높아질

수록 두 노점계로 측정되는 노점이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흡입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흡입관에

붙어 있던 수분이 탈착되어 가스안의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판단된다. 선형 피팅을 통해 알아본 흡입관 온도변화에 대

한 노점의 변화율은 A노점계가 0.016 oCdp/oC이며 B노점계는

0.038 oCdp/oC이었다. 앞의 실험실 온도변화에 의한 상승률과 비

교해서 1/10도 안 되는 이유는 사용한 기준 노점이(-10.0 oCdp)

앞의 경우(-99.2 oCdp)보다 커서 수분 탈착에 의한 노점 증가

기여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즉, 측정중인 가스의 노점

이 낮을수록 노점계 주변 온도변화에 의한 노점의 변화가 더 크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경우 흡입관을 통과

해서 온도가 변한 습공기가 노점계 센서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

에 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 의존성에 의한 효과를 배제

할 수는 없다.

3.3 센서 온도변화가 산화알루미늄 노점계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다음으로 산화 알루미늄 센서 자체의 온도변화가 산

화 알루미늄 노점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5(a)와

같이 산화 알루미늄 센서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노점을 측정

하였다. 이 경우, 흡입관의 길이를 다시 1 m 이내로 짧게 하였

으며, 산화 알루미늄 센서는 항온 챔버에 넣고 온도변화를 시켰

다. 온도변화는 (5 ~ 55) oC 범위에서 10 oC 간격으로 증가시켰

다. 습도발생장치에서 발생시킨 습공기의 노점은 -40 
o

Cdp(Fig. 5(b))

과 -70 
o

Cdp(Fig. 5(c))이었고 사용한 유량은 1 L/min 이었다.

두 기준 노점의 습공기를 사용했을 때 센서의 온도가 올라가면

A, B노점계의 측정값이 모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피팅을 통해 알아본 센서 온도변화에 대한 노점의 변화율은 기준

노점 -40 oCdp(Fig. 5(b))의 경우 A노점계가 0.165 oCdp/oC이며

B노점계는 0.134 oCdp/oC이었다. 기준 노점 -70 oCdp(Fig. 5(c))의

경우 A노점계가 0.097 oCdp/oC이며 B노점계는 0.284 oCdp/oC

이었다. 센서 온도변화에 의한 노점 증가율은 흡입관 온도변화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in which the

temperature of suction line is changed. (b) Dew point mea-

sured by two aluminum oxide dew-point hygrometers (A and

B) as a function of suction line temperature.

I 53 I



Jong Chul Kim, Byung Il Choi, Sang-Bong Woo, Yong-Gyoo Kim, and Sang-Wook Lee

J. Sensor Sci. & Tech. Vol. 26, No. 1, 2017 54

에 의한 노점 증가율보다 대략 10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경우 센서를 보호하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

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필터에서 탈착되는 수분이 기준

습공기에 합류해서 실제 노점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Fig. 5(c)

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준 노점이 -10 oCdp 인 경우 노점계 B

의 측정값이 낮은 온도에서 기준값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

와 같은 수분 탈착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센서의 감습

능력이 온도에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앞선 결과들을 근거로 할

때,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로 노점을 측정하거나 노점계를 교정

할 때에는 충분한 수분 제거와 함께 적정 환경 온도를 찾고, 온

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온도변화가 냉각거울 노점계에 미치는 영향

끝으로 주변 온도변화가 냉각거울 노점계의 냉각 능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Fig. 6(a)와 같이 냉각거울 노

점계 자체를 항온 챔버에 넣고 온도 (5 ~ 55) oC 범위에서 10 oC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습도발생장치에서 발생한 기준 습공기의

노점은 Fig. 6(b)의 위에서 아래로 각각 10.0, 1.5, -10.0, -20.0,

-30.0, -40.0 
o

Cdp이었다. 그 중, 1.5, -10.0, -20.0 
o

Cdp의 기준 노

점을 갖는 습공기를 측정할 때에는 냉각거울 노점계의 온도변

화에 상관없이 기준 습공기의 노점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하지

만, -30.0, -40.0 oCdp의 기준 노점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냉각거

울 노점계의 측정값이 기준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높은 온도에서 노점계가 거울을 냉각시키는 능력이 부족하

여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0.0 oCdp의 기준 노점인

경우 냉각거울 노점계의 온도가 기준 노점보다 낮아질 때 (5 oC)

이미 거울에 이슬이 생겨서 노점계가 기준 습공기의 노점이 아

닌 잘못된 값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냉각거울 노

점계로 습공기를 측정할 때에는 측정 노점의 범위에 따라서 주

변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 론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경우 수분제거 시간, 유량의 변화, 센

서 주변의 온도에 따라 노점온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현

재 표준 교정 절차에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노점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가스의 수분량 측정이 필요한 국내 산업체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산화 알루미늄(aluminum oxide) 노점계와 냉

각거울(chilled-mirror) 노점계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연구했다.

서로 다른 두 개 제작회사의 노점계를 사용하여 실험실 온도,

배관 온도, 센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노점계의 측정값의 변

화를 연구했다.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로 측정 및 교정하기 전에

센서의 잔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화 알루미늄 센서가

허용하는 최대의 유량의 건조 공기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이 건조과정에서 실험실 온도의 미세한 상승에 의해 노점

측정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되었고,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었다.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는 실험실, 배관, 센서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측정되는 노점도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배관 및 센

서 주변부에 있는 수분이 온도 상승에 따라 탈착되어 기준 습

공기의 노점을 올리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센서 자체의

Fig. 5.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in which the

temperature of Al2O3 sensor is changed. Dew point measured

by two aluminum oxide dew-point hygrometers (A and B) as

a function of sensor temperature when the reference dew

point is (b) -40 
o
Cdp, (c) -70 

o
Cdp, and (d) -10 

o
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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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습 능력에는 온도 의존성이 있어 센서 주변의 온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연구 결과는 사용자가 노점계

의 온도 의존성을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한 노점 측정이 가능함

을 보여준다. 냉각거울 노점계의 온도변화 연구에서는 냉각거울

노점계 자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면 거울의 냉각능력이 떨어져서

낮은 노점의 습공기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결과

를 얻었다. 따라서 측정 환경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정확한 노점 측정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산화 알루미늄 노점계 및 냉각거울 노점계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량, 수분제거 시간, 센서 주변온도에 대한 평가 연구

는 이 요소들을 포함한 표준 교정절차를 마련하는데 근거로 활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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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in which the

temperature of chilled-mirror hygrometer is changed. (b)

Dew point measured by two aluminum oxide dew-point

hygrometers (A and B) as a function of sensor temperature

when the reference dew point is -40 o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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