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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P 2000 
휴대형 디지털 노점 분석기 

 
 
 
 
 

측정 항목 :  
 
 
● 흡열 분위기(엔도)  
 
● 질소/ 메탄올 분위기 
 
 
● 질소/수소 분위기 
 
 
● 공장 급기 시스템 
 
 
 
 
 
기술 사양 –  
 
측정 범위:   -50 to +80°F (-47 to +27°C) 
온도 범위:   0 to 120°F (-18 to +49°C) 
전원:    115/240 VAC 60Hz 
표시 형식:   LED Digital 
표시 정도:   +/- 1°F  (+/- 0.1°C) 
재전송 출력:  4 –20 mA (처리변수와 같음) 
밧데리 사양:  12 V 충전 
밧데리 지속 시간: 약 8시간 
크기 (닫힌 상태): 11” x 10” x 7” 
무게:    8.2 lb. (3.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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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귀사의 정밀한 로점 측정을 위해 Super System Inc.의 DP2000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운송 중 본 측정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 사전 주의를 하였습니다. 선적기간 
동안 취급부주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맞춰진 발포 운반용기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해포하시어 DP2000을 살펴보시고 운송기간도안 발생한 
손상의 흔적이 있으면 즉시 SSi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를 잘 보관하시어 본 분석기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비록 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DP2000은 민감한 분석 
장비입니다. 본 분석기를 떨어뜨리거나 본 용도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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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튜브를 붙이기에 앞서 모든 시료 포트를 열고 라인 안의 모든 검댕이 및 
수분을 제거 하십시오.  

• 분석기는 조작 개시전 최소 4 시간 이상을 65-80°F(18.3~26.7°C)의 대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본 유니트를 연간 점검 또는 다른 목적으로 SSi에 송부하실 때에는 처음에 
제공 되었던 원래의 보호 포장용기에 넣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 밧데리의 수명을 극대화 하기 위해, “battery low” 지시계가 켜지기 전에 
충전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 본 유니트는 암모니아, S03, 염소 및 HCL과 같은 부식성 가스의 로점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 유니트를 운전하기 전에 본 제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따르지 않으시면 유니트에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Si는 상기 주의를 무시하거나 사용자 잘못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동 – 
 
DP2000은 SSi에서 교정 및 충전이 완료된 상태로 선적이 됩니다. 고객 여러분은 
열 처리장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에서 안정화 되면 표준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도 이하의 날씨에 유니트를 배달 차량에 밤새 놓아둔 경우,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센서에 습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시적인 
부정확한 값을 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 - 
 
DP2000의 사용은 적용용도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근본적으로는 
같으나, 운전절차는 시료추출 열처리로 및 흡열가스 발생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적용례의 종류와 상관없이 필요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2~3분간 DP2000을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은 센서가 시료가스와 평형이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또한, in-line filter (P/N 31033 or equivalent)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는 시료 가스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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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높게(검댕이는 습기를 포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검댕이나 다른 불순물이 유니트 내로 침입하여 센서의 고장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1.0 SCFH 정도의 낮은 흡입 속도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시료가스의 최적 흡입 속도는 1.5 ~2.0 SCFH(Standard 
Cubic Feet per Hour)입니다.  만일 유니트가 1.0 SCFH미만의 속도를 감지할 경우, 
시료 채취 라인이 막혀있는지 또는 DP2000의 유량계의 조절 노브의 조정이 
불량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상이 없다면, 펌프 교환을 
위해 유니트를 SSi로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의 수명은 사용 빈도와 
시료 가스의 청정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열처리로 시료 채취 : 가스 시료는 내장된 펌프를 이용하여 열처리 공정에서 
추출합니다. 시료를 로에서 채취하기 위한 시료튜브는 내화물질의 뜨거운 표면을 
지나 로에 연결 됩니다.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료 포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SSi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시료포트(P/N:20263)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정된 시료포트를 구하지 못할 경우, Gold 
Probe(산소 센서)의 “burn-Off” 포트를 닦아서 쓸 수 있습니다.  
 
엔도가스(흡열가스) 발생기 시료 채취 : 가압된 가스의 경우, 내장된 펌프의 
스위치를 끄고 유량계의 작은 밸브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합니다.  유량은 
1.5~2.0SCFH가 최적입니다.  시료 가스는 가스 냉각 공정 이후의 엔도가스 
메니폴드에서 추출 하여야 합니다. NOTE: 시료 튜브를 연결하기 전에 시료 
포트에서 검댕이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료 튜브 
내부 및 내부 부품을 불필요하게 코팅하여 부정확한 값이 읽히거나 센서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  
 
노점 센서는 상대 습도에 따라 전기 축전 량이 변하는 “유전체 세라믹” 입니다. 
센서는 시료 가스가 센서 주변을 흘러가도록 설계된 T-핏팅에 장착된 짧은 
프로브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브의 끝 단은 유전체 세라믹 상대 습도 
(RH)센서 뿐만 아니라 온도 센서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센서로 
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LED 표시 창에 나타나는 노점 결과를 계산합니다.    
 
 
수리/ 안전 관련 사항 –  
 
DP2000의 특장점의 하나는 센서의 작동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료 가스의 온도는 “Sensor Temp”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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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스위치는 스프링 작용으로 원위치 되므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센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센서 온도를 
유지하셔야 센서의 조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작동 온도는 항상 
140° F (60°C)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센서 온도의 점검으로 센서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주기적인 점검에서 센서 온도가 
높게 확인될 경우 시료 채취 튜브의 길이를 증대하여 적절한 온도로 시료 가스가 
센서에 닿기 전에 냉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DP2000 노점 분석기는 연속 운전용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는 고객 께서는 SSi의 엔지니어와 상의 하시어 알맞은 사양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 교정–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유니트는  6개월에 한번씩 공장 교정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SSi의 기기교정은 교정 증명 일련 번호를 포함, NIST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호는 교정 전후의 분석기의 정도를 보증 및 표시하여 줍니다. 
 
  
현장 교정– 
 
DP2000은 교정 키트(Part Number 31030-옵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교정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으나 절차에 대한 의문 
점이 있으시면 SSi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정 키트는 정밀한 상대 습도 백분율 값(R.H.%)을 생성할 수 있는 두 개의 시약 
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시약 병은 11.3% R.H이며 또 다른 
하나는 75.3% R.H. 입니다.  이들 두 가지 특정한 교정 점이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에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1.0      유니트를 여십시오 
 

1.1      DP2000의 면판 아래쪽에 있는 알렌 머리 캡 스크류를 풀어서 
DP2000 알루미늄 면판을 탈거하십시오. 스크류를 탈거한 후 면판의 
앞쪽 부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1”(2.54cm) 정도 앞으로 빼 
주십시오.  제거한 면판은 유니트 케이스 덮개에 거치를 하셔서 내부 
부품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면판은 아직 내부의 
기판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연결부가 단락 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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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니트 내의 주요 부품 위치 
 

2.1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는 유니트의 좌측 앞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보드에는 교정 작업 시  사용되는 3개의 아주 작은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 2개는 이웃해 있으며 “75.3%” 및 “11.3%” 라고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한 버튼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교정(Calibrate)” 버튼입니다.  다음 
그림은 각 버튼의 개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      센서-시료추출 방은 유니트의 좌측 뒤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동 바브(Barb) 핏팅이 양쪽에 달려 있는 회색 사각 박스로 
검은 플라스틱 글랜드 (패킹의 일종)가 중앙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습니다. 

 
2.3      센서 프로브는 상기 센서-시료추출 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브는 
검은 플라스틱 글랜드에 있는 너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0      센서 시료 추출 방에서 센서 프로브를 제거하는 방법 
 

3.1      검은색 플라스틱 글랜드 너트를 풀고 기밀 씰을 통해 센서 프로브를 
천천히 밀어 빼냅니다. 취급을 잘못할 경우 센서 프로브의 끝단이 
손상이 되기 쉽고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므로 센서프로브 탈거시 
주의를 요합니다. 프로브의 와이어 입력 점에 흰색 표시를 찾아 
보십시오. 이것은 프로브의 재 삽입 시 글랜드상의 흰색 표시와 정렬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SPAN
BUTTON

(75.3)

ZERO
BUTTON
(11.3)

CAL
BUTTON

Dew Point Microprocesso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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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센서 프로브를 75.3% 소금 용액에 장착하기. 
 

4.1      교정 키트와 함께 공급된 검은색 센서 글랜드를 센서 끝단이 
글랜드의 나사산 밖으로 돌출되고 센서 선이 글랜드내의 고무 O-ring 
의 윗쪽 끝단과 가지런히 되도록 센서 프로브에 삽입 하십시오. 
글랜드를 조여 주십시오. 이러한 작업은 공구(렌치 등)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주변 공기가 시료 추출 방에 침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조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2      75.3% 용액 병의 뚜껑을 제거하시고 센서가 장착된 센서 글랜드를 
소금 용액에 조립해 주십시오. 교정 소금 용액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금 용액이 주변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센서가 교정 용액과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5.1      유니트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최소 18시간 이상 교정 용액에 
센서를 넣어 둡니다. 필요시 더 긴 시간(몇일)을 방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6.0      75.3%(Span) 교정 작업 실시  
 

6.1      최소한 18시간 이상 소금 용액에 센서를 방치한 이후에 유니트의 
전원을 켜십시오. 이때 표시창에 읽히는 값은 무의미 합니다. 

 
6.2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상의  “75.3%” 및 “교정”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7.0      75.3%(Span) 교정 검증.  
 

7.1      프로브 온도의 값에 의한 환산 값이 유니트의 표시 창에 나타나므로 
유니트의 표시 값이 75.3이 아니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7.2      센서의 온도를 기록 및 정하기 위해 면판의 “Sensor Temp”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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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본 사용 설명서에 첨부된 “ 교정 검사를 위한 이론적 노점 값” 표 
상에서 읽혀진 온도를 찾으십시오.  부록 A는 화씨 온도 기준이며 
부록 B는 셀씨우스(도씨) 온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7.4      해당되는 온도행의 “75.3%”열의 값을 찾으십시오. 이 값이 

DP2000의 표시되는 노점 값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0      읽음 값의 적합성 판정.  
 

8.1      부록 A에 첨부된 표는 이론적인 계산 값이므로, 실제 값은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SSi에서 공장 교정을 할 시에는 이론치 대비 
표시 값이 +/-1 도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하여 인증을 합니다. SSi는 
+/-1도 이상의 오차를 벗어나면 교정이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단, 현장 교정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오차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정 오차의 정도는 교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NOTE:  DP2000은 우수만을 표시하며 1/10 값을 표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시값이 65°F인 경우 실제 
값은 64.50 ~ 65.49°F 사이 값입니다. 

 
9.0      센서가 주변 공기와 평형에 도달 하도록 하기. 
 

9.1      75.3% (Span) 교정이 완료되었으면, 교정 용액에서 센서를 
탈거하고, 교정 용액의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9.2       유니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센서가 방안의 공기와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글랜드가 삽입된 센서를 공기 중에 방치합니다. 이 
작업은 센서를 공기 중에 2~3분 정도 방치하여 완료 됩니다. 평형 
상태의 확인은 유니트의 지시 값이 일정한 값에 도달 및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0.0 센서를 11.3% 소금 용액에 장착하기. 
 

10.1 11.3% 소금 용액의 뚜껑을 열고 센서가 부착된 센서 글랜드를 
삽입/ 장착합니다. 교정 용액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정 용액이 
주변 공기에 노출 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주십시오.  

 
10.2 유니트의 전원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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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센서를 교정 용액과 평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기. 
 

11.1 유니트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로 센서가 용액에 최소 24시간 이상 
방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더 긴 시간(몇일)을 방치 
하셔도 무방합니다.  

 
12.0 11.3%(Zero) 교정 절차 시작하기 
  

12.1 센서를 교정 용액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유니트의 전원을 
켜십시오. 이때 유니트상의 표시 값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12.2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상의 “11.3” 및 “교정”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십시오.  

 
13.0 11.3%(zero) 교정 검증  
 

13.1 표시 값은 온도 인자가 계산된 값이므로 11.3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13.2 센서의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면판에 “Sensor Temp”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13.3 본 설명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표 “ 교정 검사를 위한 이론적 노점 
값”  에서 상기 확인한 온도를 찾으십시오. 부록 A는 화씨 온도 
기준이고, 부록 B는 셀시우스(도씨) 온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3.4 해당 온도 옆에 표시된 “11.3%” 열의 값을 확인 하십시오. 이 값이 

DP2000에 표시된 값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4.0 읽음 값의 적합성 판정 
 

14.1 부록 A에 첨부된 표는 이론적인 계산 값이므로, 실제 값은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SSi에서 공장 교정을 할 시에는 이론치 대비 
표시 값이 +/-1 도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하여 인증을 합니다. SSi는 
+/-1도 이상의 오차를 벗어나면 교정이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단, 현장 교정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오차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정 오차의 정도는 교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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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P2000은 우수만을 표시하며 1/10도 값을 표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시 값이 18°F인 경우 
실제 값은  17.50 ~ 18.49°F 사이 값입니다. 

 
15.0 센서가 주변 공기와 평형에 도달 하도록 하기. 
 

15.1 11.3%(zero) 교정이 완료되었으면, 교정 용액에서 센서를 탈거하고, 
교정 용액의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15.2 유니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센서가 방안의 공기와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글랜드가 삽입된 센서를 공기 중에 방치합니다. 이 
작업은 센서를 공기 중에 2~3분 정도 방치하여 완료 됩니다. 평형 
상태의 확인은 유니트의 지시 값이 일정한 값에 도달 및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6.0 유니트 재조립 
 

16.1 교정 절차가 끝나면, 정 위치에 장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여, 센서 
프로브를 글랜드에서 탈거 및 센서-시료 채취 방에 조립하여야 합니다. 
센서 프로브의 희색 표시가 센서-시료 채취 방의 오른쪽을 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시계 3시 방향).  센서의 흰색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센서 끝단의 거울 면이 시료 가스 흐름에 직교 되도록 장착을 하면 
됩니다.(시료 가스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릅니다.) 즉, 이 
거울 면이 흡입 가스 흐름에 면해야 한다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16.2 가스가 시료 채취 방에서 새지 않도록 검은색 센서 글랜드를 손으로 
조이십시오. 

 
16.3 면판을 원위치 하십시오.  

 
16.4 펌프를 켜고 시로 입력 포트를 손가락으로 막아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는 곳이 없으면 유니트의 옆에 위치한 유량계가 “0”을 
지시하게 됩니다. 만일 누설이 있으면 모든 튜브 연결을 확인하고 특히 
검은색 센서 글랜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6.5 누설 검사가 완료되면 면판 고정 나사를 완전히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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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교정 용액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 하시고 DP2000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P2000 충전– 
 
DP2000의 내부 12V전지는 약 8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단, 충전 방전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사용 시간이 다소 
감소합니다.) 충전이 요구되면 “Batttery Low” 표시등이 켜집니다. 이 표시등이 
켜지고 난 후에 1~2시간 정도 유니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완전 방전시 
유니트가 꺼지게 됩니다. 
완전 충전에는 16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충전 중에도 유니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상태로 놔 두셔도 내부 전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충전되고 있는 동안 “Recharging” 등이 켜져있게 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 등이 소등됩니다.    
전지의 수명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하기 전에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 
하실 것을 권장 합니다. 전지를 완전 방전할 필요는 없지만, 충전 횟수와 전지의 
수명이 관련이 있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전지의 충전횟수를 줄이도록 사용하시면 
내부 전지의 수명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유니트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원 케이블을 110VAC 콘센트에 꽂으시면 
됩니다.  
 
 
SSi로 유니트 돌려보내시는 요령 – 
 
본 분석기 내부에는 사용 빈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를 위해 처음에 제공된 포장에 유니트를 넣어 SSi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공된 포장을 잃어버리신 경우에 완충제를 충분히 
넣은 상자에 유니트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DP2000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하시는 것은 고객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적을 하시기  전에 SSi로부터 RMA 번호를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적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국내 Agent인 DICS에 의뢰 하시면 됩니다.: 
 

Super Systems, Inc. 
ATTN: RMA #XXXX 

7205 Edington Drive 
Cincinnati, OH 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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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어 파트 – 
 
DP2000용 스페어파트 리스트가 다음과 같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Part Number 
공장 교정 13045 
교정 키트 31030 
필터 31033 
충전지 31037 
노점 센서 31038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 31501 
전선 33018 
유량계 36033 
시료 펌프 37119 
플렉서블 시료튜브 어셈블리(필터포함) A20104 
셀 샘플링 블록 20192 
시료 튜브(Wand and Valves) 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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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 
 
 

 

Temp Temp Temp 
( o F) 11.3% 75.3% (oF) 11.3% 75.3% ( o F) 11.3% 75.3%

69.00 12.94 60.86 72.70 15.81 64.44 76.40 18.68 68.01
69.10 13.01 60.96 72.80 15.89 64.54 76.50 18.75 68.11
69.20 13.09 61.06 72.90 15.97 64.63 76.60 18.83 68.20
69.30 13.17 61.16 73.00 16.04 64.73 76.70 18.91 68.30
69.40 13.25 61.25 73.10 16.12 64.82 76.80 18.99 68.40
69.50 13.33 61.35 73.20 16.20 64.92 76.90 19.06 68.49
69.60 13.40 61.45 73.30 16.28 65.02 77.00 19.14 68.59
69.70 13.48 61.54 73.40 16.35 65.11 77.10 19.22 68.69
69.80 13.56 61.64 73.50 16.43 65.21 77.20 19.30 68.78
69.90 13.63 61.74 73.60 16.51 65.31 77.30 19.37 68.88
70.00 13.71 61.83 73.70 16.59 65.40 77.40 19.45 68.97
70.10 13.79 61.93 73.80 16.66 65.50 77.50 19.53 69.07
70.20 13.87 62.03 73.90 16.74 65.60 77.60 19.61 69.17
70.30 13.95 62.12 74.00 16.82 65.69 77.70 19.68 69.26
70.40 14.02 62.22 74.10 16.90 65.79 77.80 19.76 69.36
70.50 14.10 62.32 74.20 16.97 65.89 77.90 19.84 69.46
70.60 14.18 62.41 74.30 17.05 65.98 78.00 19.91 69.55
70.70 14.26 62.51 74.40 17.13 66.08 78.10 19.99 69.65
70.80 14.33 62.60 74.50 17.21 66.18 78.20 20.07 69.75
70.90 14.41 62.70 74.60 17.28 66.27 78.30 20.14 69.84
71.00 14.49 62.80 74.70 17.36 66.37 78.40 20.22 69.94
71.10 14.57 62.89 74.80 17.44 66.47 78.50 20.30 70.04
71.20 14.65 62.99 74.90 17.52 66.56 78.60 20.38 70.13
71.30 14.72 63.09 75.00 17.59 66.66 78.70 20.46 70.23
71.40 14.80 63.18 75.10 17.67 66.76 78.80 20.53 70.33
71.50 14.88 63.28 75.20 17.75 66.85 78.90 20.61 70.42
71.60 14.96 63.38 75.30 17.83 66.95 79.00 20.69 70.52
71.70 15.03 63.47 75.40 17.90 67.04 79.10 20.76 70.61
71.80 15.11 63.57 75.50 17.98 67.14 79.20 20.84 70.71
71.90 15.19 63.67 75.60 18.06 67.24 79.30 20.92 70.81
72.00 15.27 63.76 75.70 18.14 67.33 79.40 21.00 70.90
72.10 15.34 63.86 75.80 18.21 67.43 79.50 21.07 71.00
72.20 15.42 63.96 75.90 18.29 67.53 79.60 21.15 71.10
72.30 15.50 64.05 76.00 18.37 67.62 79.70 21.23 71.19
72.40 15.58 64.15 76.10 18.44 67.72 79.80 21.31 71.29
72.50 15.65 64.25 76.20 18.52 67.82 79.90 21.38 71.39
72.60 15.73 64.34 76.30 18.60 67.91 80.00 21.46 71.48

교정 검사를 위한 이론적 노점 값 (화씨)

Percent RH Percent RH Percent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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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  
 

 
 

Temp Temp Temp 
( o C) 11.3% 75.3% (oC) 11.3% 75.3% ( o C) 11.3% 75.3%

20.56 -10.59 16.03 22.61 -8.99 18.02 24.67 -7.40 20.01
20.61 -10.55 16.09 22.67 -8.95 18.08 24.72 -7.36 20.06
20.67 -10.51 16.14 22.72 -8.91 18.13 24.78 -7.32 20.11
20.72 -10.46 16.20 22.78 -8.87 18.18 24.83 -7.27 20.17
20.78 -10.42 16.25 22.83 -8.82 18.23 24.89 -7.23 20.22
20.83 -10.37 16.31 22.89 -8.78 18.29 24.94 -7.19 20.27
20.89 -10.33 16.36 22.94 -8.73 18.34 25.00 -7.14 20.33
20.94 -10.29 16.41 23.00 -8.69 18.39 25.06 -7.10 20.38
21.00 -10.24 16.47 23.06 -8.65 18.45 25.11 -7.06 20.43
21.06 -10.21 16.52 23.11 -8.61 18.51 25.17 -7.02 20.49
21.11 -10.16 16.57 23.17 -8.56 18.56 25.22 -6.97 20.54
21.17 -10.12 16.63 23.22 -8.52 18.61 25.28 -6.93 20.59
21.22 -10.07 16.68 23.28 -8.48 18.67 25.33 -6.88 20.65
21.28 -10.03 16.73 23.33 -8.43 18.72 25.39 -6.84 20.70
21.33 -9.99 16.79 23.39 -8.39 18.77 25.44 -6.80 20.76
21.39 -9.94 16.84 23.44 -8.35 18.83 25.50 -6.76 20.81
21.44 -9.90 16.89 23.50 -8.31 18.88 25.56 -6.72 20.86
21.50 -9.86 16.95 23.56 -8.26 18.93 25.61 -6.67 20.92
21.56 -9.82 17.00 23.61 -8.22 18.99 25.67 -6.63 20.97
21.61 -9.77 17.06 23.67 -8.18 19.04 25.72 -6.59 21.02
21.67 -9.73 17.11 23.72 -8.13 19.09 25.78 -6.54 21.08
21.72 -9.68 17.16 23.78 -8.09 19.15 25.83 -6.50 21.13
21.78 -9.64 17.22 23.83 -8.04 19.20 25.89 -6.46 21.18
21.83 -9.60 17.27 23.89 -8.01 19.26 25.94 -6.41 21.24
21.89 -9.56 17.32 23.94 -7.96 19.31 26.00 -6.37 21.29
21.94 -9.51 17.38 24.00 -7.92 19.36 26.06 -6.33 21.34
22.00 -9.47 17.43 24.06 -7.87 19.42 26.11 -6.28 21.40
22.06 -9.43 17.48 24.11 -7.83 19.47 26.17 -6.24 21.45
22.11 -9.38 17.54 24.17 -7.79 19.52 26.22 -6.20 21.51
22.17 -9.34 17.59 24.22 -7.74 19.58 26.28 -6.16 21.56
22.22 -9.29 17.64 24.28 -7.70 19.63 26.33 -6.11 21.61
22.28 -9.26 17.70 24.33 -7.66 19.68 26.39 -6.07 21.67
22.33 -9.21 17.76 24.39 -7.62 19.74 26.44 -6.03 21.72
22.39 -9.17 17.81 24.44 -7.57 19.79 26.50 -5.98 21.77
22.44 -9.12 17.86 24.50 -7.53 19.84 26.56 -5.94 21.83
22.50 -9.08 17.92 24.56 -7.49 19.90 26.61 -5.90 21.88
22.56 -9.04 17.97 24.61 -7.44 19.95 26.67 -5.86 21.93

Percent RH Percent RH

교정 검사를 위한 이론적 노점 값 (도씨)

Percent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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