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eated Oven (오븐) 은
(Heated pump + 시료도관 + 검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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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Operation

The Flame Ionization Detection (FID) method is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total hydrocarbon concentrations in a gaseous sample.

Burning hydrocarbon-free hydrogen in hydrocarbon-free air produces

a negligible number of ions.

Once a sample containing hydrocarbons is introduced into this flame

a very complex ionization process is started. This process creates a

large number ions. A high polarizing voltage is applied between the

two electrodes around the burner nozzle and produces an

electrostatic field. Now negative ions migrate to the collector electrode

and positive ions migrate to the high voltage electrode. The so

generated ionization current between the two electrode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hydrocarbon concentration in the sample that is

burned by the flame. This signal is measured and amplified by our

electrometer-unit. 

A sample pressure regulator provides a controlled back pressure at

the sample capillary which gives admittance of a constant sample

flow rate to the burner. This technique without the conventional back

pressure regulator is used by J.U.M. Engineering for over 30 years to

provide the highest possible sample flow rate stability and lowest

maintenance. Our compactly designed flow control module for

controlling the fuel and air flow rates via needle valves use high

precision pressure regulators. The needle valves are factory adjusted

and sealed to ensure the optimization of the burner.

J.U.M. reserves the right to make improvements on the product described in this

brochure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brochure is subject

to be changed without notice.

approx. 12 kg Weight . . . . . . . . . . .

445 mm x 220 mm x 350 mmDimensions (W x D x H) .

5-43°C (41-110°F)Ambient temperature . .

either 230VAC/50Hz, 600 W or

115VAC/60Hz, 600 W

Power requirements . . .

µ-processor PID controllerTemperature control . . .

180°C Oven temperature . . . .

170 ml/min: built in burner air

generator, no extra cylinder needed

Burner air consumption .

approx. 20 ml/minFuel consumption 100% H
2

50 liter, low pressure, solid metal

hydrid hydrogen storage cartridge.

Max. 30 bar

Fuel storage . . . . . . .

Long life low voltage igniterFID ignition . . . . . . . .

Manual on front panelZero and span adjust . .

disposable, 2µm inorganically

bonded micro fiber cartridge

Sample filter . . . . . . .

approx. 2.5 l/min capacity @ 180°CSample pump . . . . . . .

6 digit 24 bit direct ppm or mgC/m3

reading. No range change required

for up to 3 range decades

Display . . . . . . . . . .

RS 232, 0-10 VDC and 4-20 mASignal  outputs . . . . . .

0-10,100, 1.000, 10.000, 100.000, Measuring ranges (ppm)

< 1.5% FSDOxygen synergism . . . .

Up to 10.000 ppm within 1% FSDLinearity . . . . . . . . . .

<1.5% full scale / 24hSpan drift . . . . . . . . .

<1.5% full scale / 24hZero drift . . . . . . . . .

less than 8 secondsT
90

 time with 8 meters of

heated line with probe and

filter . . . . . . . . . . . .

1.2 secondsT
90

 time . . . . . . . . . .

0.2 secondsResponse time . . . . . .

Max. 1ppm CH
4

 full scale (100 ppb

l.d.l.)

Sensitivity . . . . . . . . .

Heated Flame Ionization Detector

(HFID)

Method of analysis . . . .

 

 Technical Data

Calibration adapter box to be mounted on

heated line inlet or sample inlet. Adjusted for a 1

bar calibration gas pressure

ECB 3000

External temperature controller for heated

sample line, e.g. JUM TJ100

TPR 3000

4-20 mA analog output, galvanically isolated,

instead of standard 4-20 mA

RCI4 3000

0-20 mA analog output, galvanically isolated,

instead of standard 4-20 mA

RCI0 3000

 

 Available Options   

THC Analyzer, FID Model OVF-3000

J.U.M.

®

 Engineering G.m.b.H.

Manufacturing, R&D, Distribution & Service

Gauss-Str. 5

D-85757 Karlsfeld, Germany

Tel.: 49-(0)8131-50416, Fax: 49-(0)8131-98894

E-mail: info@jum.com, Internet: http://www.jum.com

Represented By

FID

BYPASS

FUEL GAS IN

SAMPLE GAS IN

FUEL VALVE

IGNITE VALVE

AIR PURIFIER

AIR VALVE

REPLACEABLE SAMPLE FILTER

SAMPLE PUMP

AMBIENT AIR IN

AIR PUMP

SAMPLE PRESSURE REGULATOR

PRESSURE

SAMPLE

BYPASS CAPILLARY

SAMPLE CAPILLARY

AIR CAPILLARY

FUEL GAS CAPILLARY

FID EXHAUST

OVEN TEMP. 190°C (374°F)

FUEL SHUT OFF VALVE

AIR FILTER

Sample Inlet shown with optional 

ECB 3000 Calibra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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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도관(180℃)
180℃

검출기(180℃)

The OVF-3000 fully complies with EN 12619, EN 13526 (EU),

2. BImSchV. 13. BImSchV and 17. BImSchV (Germany),

and EPA Method 25A and Method 503 (USA)

PORTABLE, HEATED FID 

TOTAL HYDROCARBON ANALYZER

OVF-3000

The J.U.M. High Temperature Heated FID OVF-3000 is a

competitively priced, over the shoulder portable and compact heated

FID (HFID) total hydrocarbon analyzer for high accuracy, sensitivity

and stability.

The Model OVF-3000 uses our long time proven VentDown° 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Including the detector and sample

filter- and pump, all parts which come in contact with sample are

housed in a 180°C heated oven. This prevents the loss of high

molecular weight hydrocarbons to ensure true results, fast response,

fast set back to zero and very reliable performance in the analysis of

low trace level, to high level total carbon concentrations of

contaminants in stack emissions, vehicle emissions, process gases,

air and other gases.

The disposable heated sample filter is easily accessible in the front

panel. No special tools are required for a quick, safe and easy sample

filter change. All sample wetted components are integrated into the

heated chamber.

The OVF-3000 uses a new high tech, low pressure solid metal fuel

storage system which is kept inside of the hinged cover. The user can

safely, legally and easily refill the fuel cartridge himself at low

pressures from any hydrogen bottle. 

Low cost of ownership. Very low fuel gas consumption. The

combustion air supply for the FID-detector is already built in. 

No external burner air generator or external high pressure cylinder for

synthetic burner air is needed. No more dangerous refilling of high

pressure cylinder for hydrogen is needed.

Features

 All components which come in contact

with sample are fully heated and micro

processor controlled at 180°C

 Internal low pressure hydrogen fuel

storage system holds enough fuel gas

for over 40 to 50 hours of continuous

operation. Hydrogen safety; maximum

hydrogen filling pressure is only 430 PSI

(30 bar)

 Reserving Hydrogen as a fuel gas in

METAL HYDRID a storage is the

guarantee for maximum safety of zero

explosion risk.

 Designed for continuous operation 

 Easy to change sample filter in the front

panel. No special tools required for filter

change

 Long life L.V. FID ignition system 

 New condensation free FID exhaust

 Built in burner air generator, no external

combustion air source needed

 Built-in sample pressure and sample

pumps

 Automatic flame out alarm with fuel shut

off

 Fast response within 0.2 seconds

 Low fuel consumption

 Very selective to hydrocarbons

 Microprocessor controlled PID-type

temperature controller

 Excellent accessibility for easy

maintenance and service

Applications

 Stack gas hydrocarbon emissions

monitoring

 Raw exhaust vehicle emissions analysis

 Catalytic converter testing

 Measuring engine combustion efficiency

 Hydrocarbon contamination monitoring

in air and other gases

 Carbon adsorption regeneration control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

 Detection of trace hydrocarbons in purity

gases used in the semi conductor

industry

 LEL monitor of solvent laden air

Product Brochure

FID Model OVF-3000, english

© J.U.M. Engineer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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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국제무역 주식회사 • 전화 02-837-6974 • 팩스 02-859-2059 • 메일 info@seic.co.kr • www.seic.co.kr

EPA Methods 25A, CEE CEN 264 # 326 과 UNI EN 12619, 13526 규정에 따른 분석 절차

♧ 오븐(OVEN) 온도 180℃ 기능

분석기의 샘플 입구에서 detector (검출기) 까지 모든 시료도관을 일정하게 180℃를 유지하여 내부의 응축, 수분, 습기 등을 제거하고, 

특히 영하의 추운 겨울철에도 대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THC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검출기 (180℃), 시

료도관 (180℃), 가열 흡입 펌프 (180℃)를 전부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가열 오븐 180℃ 기능이 없으면, 배기가스 배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C5 이상의 무거운 탄화수소는 응축으로 인해 시료의 총탄화수소 

함량의 손실이 발생하여 정확한 측정값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온(25℃)에서 C1~C4는 기체, C5~C17은 액체, C18 이상은 고체 상태이며, 알케인이 응축되면 탄화수소 분자는 커지고 질량과 

부피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응축(액화 : 기체가 액체로 변화되는 현상), 흡착, 습

기, 수분 등으로 인하여 실제 농도값의 20~30% 정도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 Detector (검출기) 온도

불꽃을 점화하기 위한 온도로서 ＞150℃ 이상이 되어야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오븐 180℃ 

기능이 없으면 응축된 수분이 검출기로 침투하여 불꽃이 꺼지고 불완전연소로 검뎅이가 생겨, 검출기가 오염이 될 뿐 아니라 측정 오차

는 물론 분석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FID 9000 오븐 (OVEN)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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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Heated Pump and Heated Pump with Heated OVEN

Heated Pump (FID 9000)

동작온도 180℃~200℃

EPA Method 25A THC 분석기

전원 AC 220V

가열 오븐(Heated OVEN) 기능이 있어

본체 내부의 시료도관이 180℃로 유지되어

모든 종류의 탄화수소 THC를 측정할 수 있음

Not Heated Pump

동작온도 5℃~40℃

EPA Method 21 VOC Leck 측정기

전원 DC 12V 배터리

가열 오븐(Not Heated OVEN) 기능이 없어

본체 내부의 시료도관에 응축이 발생하여

C5 이상의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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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d pump의 실시간 측정과 Not Heated pump의 회전밸브에 의한 측정 비교
Heated pump(FID 9000)가 연속으로 시료를 실시간 흡입하여 실시간 측정하는 방법

THC
실시간
측정

THC 농도

Zero (0) 시간

Heated pump가 연속으로 시료를 흡입하여 실시간 측정하는 방법 (FID 9000)

THC 농도

Zero (0) 시간

Not Heated pump 가 10~30초 사이에 시료를 흡입(포집)하여
회전밸브에서 검출기로 분사하여 측정하는 방법

THC 측정치 THC 측정치 THC 측정치 THC 측정치

10~30초 시료 흡입 10~30초 시료 흡입 10~30초 시료 흡입

Not Heated pump 가 10~30초 사이에 시료를 흡입(포집)하여
회전밸브에서 검출기로 분사하여 측정하는 방법

2021년 9월 개정된 공정시험법의 「7.2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따라 연속으로 실시간(최소 1초 단위 저장) 측정 결과를 저장하여 평

균측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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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21  8/3/2017 
 

1 
 

While we have taken steps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Internet version of the document, it is not the 
official version.  To see a complete version including any recent edits, visit:  
https://www.ecfr.gov/cgi-bin/ECFR?page=browse and search under 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METHOD 21 -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 LEAKS 

1.0  Scope and Application 

1.1  Analytes. 

Analyte CAS No.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No CAS number assigned. 

1.2 Scope. This method is applicable for the determination of VOC leaks from process equipment. These 
sourc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valves, flanges and other connections, pumps and compressors, 
pressure relief devices, process drains, open-ended valves, pump and compressor seal system degassing 
vents, accumulator vessel vents, agitator seals, and access door seals. 

1.3  Data Quality Objectives. Adherence to the requirements of this method will enhance the quality of 
the data obtained from air pollutant sampling methods. 

2.0  Summary of Method 

2.1  A portable instrument is used to detect VOC leaks from individual sources. The instrument detector 
type is not specified, but it must meet the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criteria contained in Section 6.0. 
A leak definition concentration based on a reference compound is specified in each applicable regulation. 
This method is intended to locate and classify leaks only, and is not to be used as a direct measure of mass 
emission rate from individual sources. 

3.0  Definitions 

3.1   Calibration gas means the VOC compound used to adjust the instrument meter reading to a known 
value. The calibration gas is usually the reference compound at a known concentration approximately 
equal to the leak definition concentration. 

3.2   Calibration precision means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measurements of the same known 
value, expressed as the relative percentage of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meter readings and the 
known concentration to the known concentration. 

3.3   Leak definition concentration means the local VOC concentration at the surface of a leak source that 
indicates that a VOC emission (leak) is present. The leak definition is an instrument meter reading based 
on a reference compound. 

3.4   No detectable emission means a local VOC concentration at the surface of a leak source, adjusted for 
local VOC ambient concentration, that is less than 2.5 percent of the specified leak definition 
concentration. that indicates that a VOC emission (leak) is not present. 

(Method 21) 방식의 측정기로 배출가스 THC를
측정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형식승인 제품이라도 EPA Method 21) 방식의 가열 오븐(가열 펌프)이 없는, THC 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한 
대기 VOC 누설 측정기로 배출 가스 THC를 측정하는 것은 THC 개념ㆍ측정 원리를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배출 가스 THC 측정은 공정시험법에 따른 적합한 배출 가스 THC 측정기로 하여야 올바른 THC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시험검사법 제8조, 제18조 2항 참조.)

(EPA Method 21) 개별 단일 VOC 누출가스 검지용으로만 사용해야지,
도장시설은 물론, Stack등 배기가스 배출 측정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Method 21) 이 방법은 공정 장비에서 VOC 누출을 측정하는데 적용합니다.
사용 범위에는 밸브, 플랜지 및 기타 연결, 펌프 및 압축기는 물론, 압력 릴리프 장치, 공정 
배수, 개방형 밸브, 펌프 및 압축기 씰 시스템 가스 제거 통풍구, 어큐뮬레이터 용기 
통풍구, 교반기 씰 및 액세서 도어 씰 (EPA Method 21 사용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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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lame Ionization Detection (FID) 

1-2     TVA2020 Instruction Manual Thermo Fisher Scienti�c 

A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measures organic compounds by 
utilizing a �ame produced by the combustion of hydrogen and air (see 
Figure 1–1). When hydrocarbons in the sample are introduced to the 
detection zone, ions are produced by the following reaction: 

RH  +  O   RHO+  +  e–  H2O  +  CO2 

where: 

R = carbon compound 

A collector electrode with a polarizing voltage is also located within the 
detector chamber, and the ions produced by this reaction are attracted to it. 
As the ions migrate towards the collector, a current is produced which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hydrocarbons introduced to 
the �ame. �is current is then ampli�ed and sent to a microprocessor. 

�e FID has a wide dynamic range. �e e�ective dynamic range can be 
further expanded by use of a dilutor kit which reduces very high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centrations to within the dynamic range (or 
even linear range) of the analyzer. �e dilutor kit can also be used to enrich 
oxygen de�cient samples by adding ambient air that is rich in oxygen 
(20.9% usually). Low oxygen can a�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gen 
�ame, causing readings to be arti�cially elevated and possibly extinguishing
the �ame. As a general rule of thumb, greater than 16% oxygen is required
to support the �ame. If underground gases or samples in gas bags are to be
measured by an FID, it is advised that a dilutor be used to combat the
problem.

Flame Ionization
Detection (FID)

TVA2020

· 가열이 안 되는 흡입 펌프 (Not heated pump)

· EPA Method 21 측정방식

4200(LDARtools)

· 가열이 안 되는 흡입 펌프 (Not heated pump)

· EPA Method 21 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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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화수소(THC)를 진정으로 실제 측정을 원한다면?

THC 탄화수소는 흡착력이 강해서 어떤 시설에서 측정하든, THC 공정시험법과 EPA Method 25A-1에 명시된 것처럼 THC 분

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흡착력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가열오븐

(Heated OVEN) 기능입니다.

THC 공정시험법에서는 오븐(OVEN)의 온도를 180℃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븐(OVEN)은 샘플 펌프로 180℃ 가열시켜주며, 

180℃를 유지하여 Detector (검출기) 까지 측정 샘플을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180℃를 유지하면서 검출기까지 측정 샘플

을 보내기 위해서는 THC 분석기 내부의 시료도관은 스테인레스 스틸 (Stainless Steel)로 만들어진 모세관으로 구성하고 있

습니다.

이런 오븐 (OVEN) 180℃ (가열 흡입 펌프) 기능이 없는 THC 측정기는 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한 장비이며, 가열오븐 (가열펌프)

가 가열됨으로서 시료도관을 180℃ 로 검출기까지 유지함으로서 [EPA Method 21] 을 기반으로 한 C5 이상의 무거운 탄화

수소 THC를 측정하지 못하는 Ambient VOC Leak 누설 측정기의 FID 측정 방식과 달리 FID 9000은 [EPA Method 25] 기반

으로 제작된 FID THC 총탄화수소 측정기이기 때문에 Ambient, Emission & Stack 등 어떠한 Applications 에서도 배출가스 

THC를 측정할수 있는 THC 측정기로서 연속 실시간 측정 (최소 1초 단위 저장) 기능까지 되는 형식승인 제품 중에서 유일한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THC FID Analyzer입니다. 일반적으로 FID 검출기의 온도는 대부분 190℃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불

꽃을 점화하기 위한 온도로, ＞150℃이상이 되어야 하며,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말하며, THC 

분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흡착력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하는 기능은 아니고 불꽃을 점화하는 온도

입니다.

180℃ 가열되는 가스 흡입 펌프가 없으면 가열오븐 (Heated Oven) 기능이 없는 Ambient VOC 측정기이며, 이는 배출 가스

에서 C5 이상의 무거운 탄화수소 THC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THC 측정기라 할 수 없는 이유입니

다. 히팅 샘플 라인은, 측정하는 측정 포인트에서 THC 분석기 내부의 샘플 펌프 전 단계까지의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샘플 펌프에서 FID 검출기까지의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는 오븐(OVEN) 180℃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장시설의 경우에도 응축 습기, 수분으로 인해 상온이라도 오븐 (OVEN) 180℃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븐

(OVEN) 180℃ 기능이 없으면, 응축 ,흡착, 습기, 수분의 영향으로 대부분 측정 농도 값이 느리게 측정되고 C5 이상의 무거운 

탄화수소는 측정할수 없어 THC 농도 값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측정 농도 값이 낮게 나타나고, 검출기가 오염이 생기기 때문

에 자주 헌팅되는 현상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응축수가 침투하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THC 측정기 불꽃이 자주 꺼지며 측정

기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C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븐(OVEN) 180℃ 기능과 180℃로 가열되는 샘플 라인이 있는 THC 측

정기를 사용하여야하며, 또한 2021년9월 개정된 공정시험법에 따라 연속 실시간 측정(최소1초 단위 저장) 기능까지 되는 

THC 분석기는 현재(2022년 4월 기준)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한 총탄화수소 (THC) 분석기 FID 9000입니다.

THC (총탄화수소) 형식승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에 따라 정확도(＜±2%)를 검사하는 성능 검사 시험이며, THC 공정시

험법이란 THC를 측정하는 방법과 원리 등을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한 THC 측정기로 행정처리, 공인성적서 발급,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는 행위는 불법입

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시 대응 방법으로는 공정시험법에 적합한 THC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THC 측정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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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분석기 FID 9000 에 대하여...

THC 측정 범위는 최대 0-1,000,000 ppm 까지 가능합니다.

(THC는 단일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하여 농도를 측정하면 안 됨)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농도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ZERO( 0원) 입니다.

내장된 수소 실린더는 80 liter (연속 24시간 이상 사용 가능)입니다.

- 수소(H2) 가스가 소진되었을 경우 충전하여 사용하며, 완충은 80 Liter, 소비량으로 22㎖/min. 입니다.

제로 에어 가스 (Zero air gas) 는 본체에서 자동으로 자체 발생합니다.

소모품 교환이 없기 때문에 측정 중 중단 없이 원하는 대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1초 단위로 저장되며, 실시간 측정값 및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5.5" 컬러의 TFT-LCD 화면으로 자동 디스플레

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된 측정 화면은 캡쳐할 수도 있고, USB 또는 MMC 카드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기본 2GB ~ 최대 64GB 까지 USB 또는 MMC 카드로 저장됩니다.

본체 내장된 Flash 2GB 메모리는 보안이 있는 업체 방문시 사용합니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PC에 USB 또는 MMC 카드를 삽입하면, 엑셀 파일로 측정 시작시간, 측정 종료시간, 

실시간 측정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등등이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됩니다.

예약 기능이 있어서 측정을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스 샘플 흡입 유량은 800 ㎖/min. 입니다.

옵션으로 Serial output (Ethernet, RS232 or RS485) 와 Analogue output (0-10 Vdc, 4-20 mA)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범위를 1x10 (0-100 ppm), 1x100 (0-1,000 ppm), 1x1000 (0-10,000 ppm), 또는 0-100,000 ppm, 

0-300,000 ppm, 0-1,000,000 ppm 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

최소 측정 단위는 0.001 ppm (1ppb) 이며, 최소 검출 한계(LDL)는 0.2 ppm, FID 9000GC 는 0.02 ppm 입니다.

- 측정 범위는 구매 후에도 100% 국내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최고 프리미엄 오리지널 Hot-FID THC 분석기이면서, 가장 Low cost 한 가격입니다.

• 

•

•  

• 

• 

• 

• 

• 

• 

• 

• 

• 

• 

• 

•

THC 측정기를 구매할 때 본체 사이즈와 무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속기기의 무게(휴대의 용이성)입니

다. FID 9000의 3M 히팅 호스의 무게는 아주 가벼우며, 예열 시간은 3~5분 사이로 짧고, 사용 방법 또한 매우 간

단하여 측정하기가 아주 쉬운 THC 측정기입니다.

※ FID 9000의 Zero Air 공급은 자동으로 자체 발생되므로

① Zero 가스를 몇 시간마다 매번 소모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 

②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인 Carbon Filter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200℃ 이상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High Temperature Scrubber 를 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서 

Carbon Filter 교환이 필요 없으며, 아주 높은 200℃ 이상 고온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Hot-FID THC Analyzer입니다.(소모품 없음, 유지비용은 ZERO)

④ Warm-up time (예열 시간) : Up to180℃ 까지 < 4분 이내 (Heated Sample Line and OVEN)

11/22



제목 CLARIFICATIONS 

발신 Clemente Riccardi - Pandaservices,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수신 '세일국제무역',info@eurotron.co.kr  

참조 amministrazione@pcfelettronica.itpaolo@pcfelettronica.itserafinafoschetti@libero.it

날짜 2020-02-26 01:53:21 

Dear Soonbum, Hur,

Yesterday, February 24th 2020, I had a meeting with Paolo Longaretti at PCF, the first one after his visit to K
orea.

It seems from the info from Paolo Longaretti that in my previous communications to you it was not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 the portable instruments working at high temperature (sampling and analysis = 180°C) for stacks
(emissions)
and the ones working at room temperature 40-60°C intended mainly for leaks detection (environ

ment).
The latter cannot be employed for stacks (emission).

For example:

 TVA 2020 (THERMO), PAX 42 LDAR TOLLS, POLARIS (the version sold in South Korea) are intend
ed for environment
They cannot work for stacks (emission).

 OVF 3000 (J.U.M.) AND MOD. 2005 (FID 9000) are intended for stacks eventually you may use t
hem also for environment.

When you compare prices and specifications you must take into account the above info.

IS THIS CLEAR ??????

If it is not clear I’ll try to explain in a different way.

VBR

Clemente Riccardi
Via E. Borsa, 10
20900 Monza MB Italy
Ph. +39 039 835457
Cell. Ph. +39 327 000 55 78

+39 327 84 97 457
Direct E-mail: 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Please keep in C.C. all the addr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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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LARIFICATIONS 

발신 Clemente Riccardi - Pandaservices,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수신 '세일국제무역',info@eurotron.co.kr  

참조 amministrazione@pcfelettronica.itpaolo@pcfelettronica.itserafinafoschetti@libero.it

날짜 2020-02-27 01:58:47 

February 26th 2020.

Dear Soonbum, Hur,
Mr. Giovanni Longaretti points out to me that I was too rude in my CLARIFICATIONS of yesterday.

If I was too rude I beg your pardon.

I would stress these two points:
1) Whenever I state something that is not clear, please notify it to me, I will try to express it in a diffe

rent way.

2)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VA 2020 (THERMO), PAX 42 LDAR TOLLS, POLARIS instru
ments (intended to work at room temperature </= 60°C)
and OVF 3000 (J.U.M.) AND MOD. 2005 (FID 9000) instruments (intended to work at high tempe

rature (>/= 160°)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about configuration, technical circuits or
Regulations.
Test them at a stack of a Power Plant, an Incinerator with stack temperatures around 120 – 140 °

C, Relative Humidity around 95 %.
The result will be the following:
TVA 2020 (THERMO), PAX 42 LDAR TOLLS, POLARIS instruments flooded and spoiled.
OVF 3000 (J.U.M.) AND MOD. 2005 (FID 9000) instruments regularly working. It is a matter of Ch

emical-Physical laws.

Note:
i) Organize your visit to PCF Elettronica in short time,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the

whole staff and check the quality of our factory.
ii) Now Me and Jason are friends on Facebook, he think opportune and useful we may have conf

erence call by which we can easier understand each other.

VBR

Clemente Riccardi
Via E. Borsa, 10
20900 Monza MB Italy
Ph. +39 039 835457
Cell. Ph. +39 327 000 55 78

+39 327 84 97 457
Direct E-mail: 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Please keep in C.C. all the addr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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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 CLARIFICATIONS (SECOND) 

발신 Clemente Riccardi - Pandaservices,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수신 '세일국제무역',info@eurotron.co.kr 

참조 amministrazione@pcfelettronica.itpaolo@pcfelettronica.itserafinafoschetti@libero.it

날짜 2020-02-27 17:47:31 

Dear Jason,
if Polaris declares that their instrument cannot work over 60°C
it means that the same cannot be used for most of the stacks (emissions).
I’m not referring to regulations but to chemical-physical principle:
“The dew point, i.e. the temperature of condensation of water”.

Generally any gas mixture that contains water in the gaseous phase
shows a well-defined “dew point”, that means the temperature value
at which the water vapor starts condensing in water droplets.
Remember that condensed water is not allowed in the analytical circuit
of the monitors we are taking into account.
Most of the stacks in any industrial society are working with gases
between 120-160°C. The same gases contains a lot of water vapor: 90-95% of relative humidity combined
with other nasty compounds,
which reduces the dew point.
For what we wrote above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regulations” state that sampling-analysis at stacks
must be done at 160-180°C. The latter covers most of the stack gases composition.

My down-to-earth suggestion is always the same: whoever states that his instrument can work at stack do
not discuss too much.
Say: fine let’s try it at an incinerator or a Power plant!!!

VBR

Clemente Riccardi
Via E. Borsa, 10
20900 Monza MB Italy
Ph. +39 039 835457
Cell. Ph. +39 327 000 55 78

+39 327 84 97 457
Direct E-mail: 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Please keep in C.C. all the addressees

Da:세일국제무역 [mailto:info@eurotron.co.kr]
Inviato: giovedì 27 febbraio 2020 09:16
A: "Clemente Riccardi - Pandaservices" <clemente.riccardi@pandaservices.it>
Cc: amministrazione@pcfelettronica.it; paolo@pcfelettronica.it; serafinafoschetti@libero.it

Oggetto:회신: CLARIFICATIONS

Dear Riccardi and Pa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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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

법제처 - 1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2018. 12. 13] [ 15200 , 2017. 12. 12, ]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8 ( )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 제출 공표하거나 행정· ·

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18 (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①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3 . 개정< 2013. 7. 16.>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부칙 제 호< 15200 , 2017. 12. 12.>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 ) 1 . , 11918 ㆍ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8 2 6 2020 7 17 .

제 조2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 16 5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3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 17 1 7 2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4 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 ) ①

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 조, , , , 16 ,ㆍ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7 , 28 , 29 35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②

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 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 1ㆍ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16 , 17 , 28 , 29 35

이 한 행위로 본다.

제 조5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 조( ) 17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에 따라 정확도 를 검사하는 성능 검사 시험이며(±2%) ,

대기오염공정시험법이란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원리 등을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측정 대행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 제 조 항과 제 조 항의 을 준수하기 위해서는18 2 17 1 7

측정기 또는 가스측정기는 공정시험법에 적합한 형식승인 측정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THC .

측정대행업체 행정처리기관 등은 측정기 또는 가스측정기 가 형식승인제품이고, "THC (NOx, SO2, CO, O2) ,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은 사용해도 된다 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고시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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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

법제처 - 1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2018. 12. 13] [ 15200 , 2017. 12. 12, ]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 벌칙33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5 .①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조제 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2. 16 1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3. 17 1 8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4. 18 1 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3 .②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1. 9 1 3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2. 9 1 3

입신고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9 2 5 ㆍ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4. 16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③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1. 16 7

체결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시험 검사등을 한 자2. 18 2 3 ㆍ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검사한 결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3. 18 3 2 ㆍ ㆍ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조제 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4. 19 1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5. 19 4

선한 자
전문개정[ 2020. 3. 31.]

부칙 제 호< 15200 , 2017. 12. 12.>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 ) 1 . , 11918 ㆍ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8 2 6 2020 7 17 .

제 조2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 16 5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3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 17 1 7 2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4 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 ) ①

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 조, , , , 16 ,ㆍ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7 , 28 , 29 35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②

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 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 1ㆍ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16 , 17 , 28 , 29 35

이 한 행위로 본다.

제 조5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 조( ) 17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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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

법제처 - 1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2018. 12. 13] [ 15200 , 2017. 12. 12, ]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34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

무에 관하여 제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33

형을 과 한다( ) .科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

부칙 제 호< 15200 , 2017. 12. 12.>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 ) 1 . , 11918 ㆍ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8 2 6 2020 7 17 .

제 조2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 16 5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3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 17 1 7 2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4 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 ) ①

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 조, , , , 16 ,ㆍ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7 , 28 , 29 35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②

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 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 1ㆍ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16 , 17 , 28 , 29 35

이 한 행위로 본다.

제 조5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 조( ) 17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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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17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ㆍ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1

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 4 , 6 8 .
개정< 2008. 3. 21., 2011. 4. 28., 2017. 12. 12., 2020. 3.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1.

등록 후 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2.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3.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4. 16 4

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5. 16 1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6. 16 2 . ,

는 경우 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

의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6 2. 16 7

을 체결한 경우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7. 18

의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7 2. 18 2 1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8.

삭제9. <2012. 2. 1.>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1 .②

부칙 제 호< 17184 , 2020. 3. 31.>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의 제 조제 항제 호의( ) . , 16 7 8 , 16 2, 17 1 6 2,ㆍ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호의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28 2 6 , 29 3 2, 32 2 33 3 1 6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2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 ) 16 7

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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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18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①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3 . 개정< 2013. 7. 16.>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신설<

2020. 3. 31.>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③
개정< 2020. 3. 31.>

부칙 제 호< 15200 , 2017. 12. 12.>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 ) 1 . , 11918 ㆍ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8 2 6 2020 7 17 .

제 조2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 16 5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3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 17 1 7 2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4 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 ) ①

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 조, , , , 16 ,ㆍ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7 , 28 , 29 35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②

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 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 1ㆍ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16 , 17 , 28 , 29 35

이 한 행위로 본다.

제 조5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 조( ) 17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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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9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수입신고 등( )ㆍ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①

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 이하 제작자등 이라 한다 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 " " ) ㆍ

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 조에, 15「 」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6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1②

관에게 신고 이하 수입신고 라 한다 하여야 한다( " " ) . 개정< 2012. 2. 1.>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1 2③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1 3④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제 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년으로 한다1 10 .⑤ 신설< 2012. 2. 1.>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1 3⑥ ㆍ ㆍ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부칙 제 호< 15200 , 2017. 12. 12.>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 ) 1 . , 11918 ㆍ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8 2 6 2020 7 17 .

제 조2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 16 5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3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 17 1 7 2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4 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 ) ①

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 조, , , , 16 ,ㆍ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7 , 28 , 29 35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②

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 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 1ㆍ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16 , 17 , 28 , 29 35

이 한 행위로 본다.

제 조5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 조( ) 17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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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

시행 환경부령 제 호 타법개정[ 2020. 4. 3] [ 857 , 2020. 4. 2, ]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제 조3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 법 제 조제 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9 3 " "

말한다.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1.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2. ㆍ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3. ( )

부칙 제 호< 857 , 2020. 4. 2.>

제 조1 시행일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20 4 3 .

제 조2 생략

제 조3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① ③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 ㆍ 」

제 조의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7 5 7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7. 9「 」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시행계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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