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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digital sensor 
(ATS430 turbidity& TSS system)

일반적으로 2 micron보다 큰 입자는 총부유물질(TSS : Total Suspended Solids)

로 간주된다. 부유물질에는 퇴적물, 박테리아, 점토, 조류 및 침전성이 없는 고체

가 포함되며, 이들 모두 물을 통한 빛의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의 선명도에 대한 광학적인 결정으로서 탁도는 물의 총부유물질을 추정한

다. 탁도가 이들 입자에서 산란되는 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전체 부유물

질 레벨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용존 유기물과 같은 다른 용해된 

물질은 산란 대신 빛을 흡수하여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탁도를 측정하는 가장 널리 인정되는 방법은 특정 각도에서 산란된 빛을 측

정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광 및 흡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며, 탁도

- 하폐수 공정의 탁도 및 부유물질 분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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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샘플에 부유된 물질에 의해 산란된 빛의 강도로 측

정된다. 산란된 빛의 강도 자체는 부유 입자 또는 부유

물질의 수에 비례하므로 주어진 탁도 수준에서 부유 입

자의 질량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탁한 물의 샘플에서 부유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부유물질의 질량을 탁도와 관련시키는 교정 곡

선(Calibration curve)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

정의 샘플을 받아 실험실에서 결과값을 기록하고, 부유

물질 함량은 ASTM 방법 D5907-10에 따라 실험실 기

반 중량 측정 절차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이 과정에서 

부유물질은 건조 및 중량 측정되기 전에 물에서 여과된

다. 결과값은 탁도와 부유물질 농도 간의 관계에 대한 

환산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mg/l 단위의 총부유물질 레

벨을 사용한다. 

이 절차는 총부유물질과 탁도와의 관계를 정량화하

는데 유용하지만, 단일 샘플은 전체 조건의 지표로 사

용하기가 제한적이다. 

부유물질 레벨은 탁도 측정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Nephelometric 

Turbidity Units(NTU)로 측정되는 탁도는 본질적으로 

물에 부유된 고체로 인한 빛의 산란 및 흡수를 측정한 것

이다. 반면 총부유물질은 부유 입자의 농도를 정량적으

로 측정한 것이다.

많은 탁도 분석기는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두 계측기가 동일한 시료

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한다. 탁도 

측정은 USEPA 방법 180.1과 ISO 7027 두 가지 주요 

표준이 있으며, 광 검출기의 다른 파장 및 허용 가능한 

산란 각과 다른 접근법을 규정한다.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를 얻

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BB의 ATS430 

탁도 및 총부유물질 디지털 센서는 광학 측정 기술의 최

신 기술을 사용하여 4,000 NTU 또는 100,000mg/l 의 탁

도 및 부유물질 농도의 정밀하고 안정적인 측정 데이터를 

그림 1. 시료에 의한 빛의 전달, 흡수 및 산란

Transmitted light

Scattered light 

Absorbed light

그림 2. 하수처리장의 폭기조의 부유물질 대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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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이 디지털 센서는 ISO 7207 Method에 따라 국제적

으로 승인된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샘플의 고농도 탁도 

및 총부유물질(TSS : Total Suspended Solids) 함량을 

측정한다. 적외선 빛이 LED에 의해 샘플로 직접 방출

되며, 샘플 내의 입자들에 의해 산란된다. 산란된 빛의 

세기는 광선의 90도 위치에 있는 센서의 광검출기에 

의해 측정되고, 결과 데이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기

에 전달된다. 

이 디지털 센서의 핵심 기능은 Adaptive TSS 보정 기능

이다. 이 기능은 공정 중에 교정이 진행될 때마다 TSS 보

정 계수에 대한 탁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새로운 TSS 교정이 완료될 때마다 새로운 보정 계수

 그림 3. 부유물질 데이터의 보정 계수 변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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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ABB의 EZLink 기술로 센서와 디지털 송신기를 빠르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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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계수와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계산된 TSS 값이 실험실 샘플을 얻는데 있어 

비표준 샘플링 또는 샘플의 TSS 함량 결정 시 실험실 

오류로 인한 것일 수 있는 갑작스런 데이터 값을 안정

적인 데이터 값으로 변환해 공정의 최적화에 도움을 제

공한다.

Adaptive TSS 보정 기능이 있는 ABB의 ATS430 탁

도 및 TSS probe는 향상된 공정 제어를 위해 보다 안

정적인 공정 데이터를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탁도 및 부유물질의 분석 모니터링을 위해 영국 환경

청에서 MCERTS 인증을 받았으며, 쉽고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EZLink plug and play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현장에서 시운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설정 없이 디지털 센서를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 센서는 제작사에서 교정이 완료된 상태로 납

품되므로 현장에서 추가적인 교정 필요 없이 즉시 사용

할 수 있다. 혹시 현장에서 검증 및 교정이 필요하다면 

ABB에서 제공하는 Calibration kit를 사용하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년 간 ABB의 계측기는 광범위한 측정 

변수에 대한 분석 장비의 설계, 제조, 공급 및 서비스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다. 
  그림 5. ABB는 ATS430 센서를 쉽게 검교정할 수 있는 

Calibration kit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