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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imensionles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Measurements 

of Particulate Matter Released from coaxial Diffusion Flames with 

Different Length

Kang, Byeol

Advisor : Prof. Park, Seul-Hyun, Ph.D.

Dept. of Mechanical System & Automotiv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ecently, environmental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global warming and reduced 

visibility etc.) and side effects on the human body such as heart and respiratory diseases 

due to an increase in particulate matters (PMs) have become social issues. For an accurate 

measurement and reduction of PMs released to an atmosphere, the optic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Ms must be known. Since such properties of the PMs depending 

on the types of fuel, combustion conditions, and flame configurations can greatly influence 

the measurements of dimensionles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which are required to 

accurately determine the PM concentration using an optical metho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revious investigations of the measurement of the dimensionles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of PMs released from premixed flame configurations while those measured from 

diffusion flame configurations are limited. Considering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PMs 

that vary along with the height of diffusion flame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ptic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M produced from burning Ultra Low 

Sulfur Diesel (ULSD) in a co-axial diffusion flame burner. 

To this end, the dimensionles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of PMs and flame temperature 

and length were measured for USLD-air co-axial diffusion flames burning in different the 

ratio of air to fuel. In addi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and Raman 

spectroscopy analysis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Ms. As the flame length is adjusted with feeding more fuel, the size and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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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and flame temperature are changed, affecting measured dimensionles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The flame length and residence time is found to increase with more fuel added 

and thus the particle size of PM. The TEM analysis clearly shows that increased 

graphitized structure of PM enhances the influence of light scattering and light absorption,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dimensionles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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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미세먼지(입자상 물질, PM)란 대기 중의 고체 입자와 액체 방울의 혼합물을 의미하

며, 먼지, 그을음, 연기 같은 입자들로 형태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이즈부터 현미

경으로 관찰해야 보이는 작은 사이즈까지 크기가 다양하다[1]. 입자상 물질 생성 과정

중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입자를 1차 입자로 분류하며[2-5], 크기 관련 분류로는 직경이

2.5 ㎛(PM2.5) 미만인 미립자와 0.1 ㎛(PM0.1) 미만의 초미립자로 구분된다[3,5]. 2차

입자는 대기 중에서 1차 입자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2.5 ㎛ 보

다는 크고 10 ㎛ 보다는 작은 직경 크기를 갖는다[6]. 이러한 미세먼지는 구름 형성의

변화, 지구온난화, 가시성의 감소 등 환경적인 문제[7-10]와 호흡 질환과 심혈관 및 신

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 유발 등 인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11-13].

그림 1.1 크기에 따른 미세먼지 분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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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15]

그림 1.3 미세먼지가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16]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

지,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매연, 배기가스, 건설 현장의 날림 먼지,

소각장의 연기 등이 있다. 미세먼지는 그림 1.4와 같이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

세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 발생원 미세먼지)와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2차 발생원 미세먼

지)로 구분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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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차 발생원 미세먼지[15]

이 때 대기 중 PM2.5의 주요 구성성분인 탄소의 기여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약

10~47%인 것으로 보고되며[17], 탄소는 원소탄소(Element Carbon, EC)와 유기탄소

(Organic Carbo, OC)로 구분된다. 원소 탄소의 경우 화석 연료 및 바이오매스의 불완

전한 연소에서 방출되며, 광범위한 화학적 및 열역학적 특성에 걸친 수백 개의 개별

화합물의 집합체인 유기탄소는 연소 및 2차 유기탄소(SOC)를 포함한 다양한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18]. 여기서 원소탄소(EC)는 Black Carbon(BC)으로도 불리며, 빛을 흡

수하는 성질이 강해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CO2와 동등한 기후변화물질로 강

조되고 있다[19].

미세먼지로 인한 악영향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넘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위한 노력과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는 크기

에 대한 분류를 제외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특성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측정과 감소 방법 수립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미세먼지 입자

의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 연구가 요구된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Gravimetric, Microbalance, Optical 방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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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0]. Gravimetric 방식의 경우 방법이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실시간 측정이

불가하고 절차가 많아 불편한 단점이 있다. Microbalance 방식의 경우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얻지만 습도, 압력 등이 변하는 조건에서 오차가 크며

[2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필터를 교체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Optical 방식의 경우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며, 흡수식을 사용할 경우 black carbon 측

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미세먼지 입자의 광특성 설정값이 실제 측정하는 미세

먼지 입자와 상이할 경우 농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소 및 에어로졸 연구 분야에서 입자상 물질의 농도 측정은 optical 방

식인 광소멸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한다[22]. 이 때 사용되는 무차원 광소멸계수(Ke)는

입자상 물질 굴절률의 함수이며,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23-26].

선행 연구에서는 굴절률과 Rayleigh 이론을 사용하여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계산하였

다. 무차원 광소멸계수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1.1)

식 (1.1)에서 E(m)은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2)

식 (1.2)에서 m(m=n-ik)은 복소 굴절률이다. 흡수와 비교하여 산란 거동이 무시할

수 있는 조건에서 무차원 광소멸계수는 식 (1.3)과 같이 단순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 

∙ 



 ∙  ∙  ∙ 
식 (1.3)

식 (1.3)에서  및 는 복소 굴절률의 실수와 허수이다. 하지만 식 (1.3)을 통해

계산된 무차원 광소멸계수는 레일리 한계와 굴절률의 사용에 있어 큰 오류가 있음이

최근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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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선행 연구로 굴절률을 추정하기 위해 Drude-Lorentz 모델과

Kramers-kronig 관계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굴절률의 실제 부분은 측정하

기 어렵기 때문에 주파수의 함수로서 흡수만 측정되었고 복잡한 굴절률의 실제 부분은

Kramers-kronig 관계를 사용하여 계산 후 그 결과로 굴절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

림 1.5와 같이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여 도출된 무차원 광소멸계수는 파장별로 불일치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5 굴절률을 이용해 계산한 무차원 광소멸계수[23-26]

선행 연구들에서 산란 이론을 통한 무차원 광소멸계수의 도출은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Choi & Mulholland 연구 결과를 통해 산란 이론에서 얻은 보편적인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을 사용하면 입자상 물질의 농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량 측정 및 광소멸법을 이용한 GSLE(Gravimetric

Sampling Light Extinction) 방식[28,29]을 적용하여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및 물리

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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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입자상 물질 농도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학식 방법에는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이 요구된다.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을 산란 이론

으로 구하는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계산을 통한 무차원 광소

멸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산란 이론을 통한 무차

원 광소멸계수는 실제 측정으로 얻은 값과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보고되었고

[30] 무차원 광소멸계수의 값이 실제 물질과 상이할 경우 농도값의 오차로 이어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입자상 물질 농도 측정을 위해 실제 측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무

차원 광소멸계수 값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차원 광소멸계수는 연료, 연소 조건, 레이저 파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란

이론으로 도출된 계산값은 오차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측정을 통한 실제 물질의 무차

원 광소멸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 높은 결과값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산란이론으로 도출된 무차원 광소멸계수 사용의 문제로 인해 GSLE 방식을 적용하

여 층류 및 난류 확산 화염, 다양한 연료, 가시적 및 적외선 파장 범위 등의 예혼합 조

건에서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측정하는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8,30-38].

표 1.1은 난류 화염 조건에서 acetylene, ethene 두 가지 연료를 대상으로 질량 특정

소멸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28]. Acetylene, ethene은 각각 7.80, 8.79

의 질량 특정 소멸계수 값을 가지며, 연료 별로 다른 값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1 난류 화염에서 Acetylene, ethene의 질량 특정 소멸계수 측정 결과[28]

Fuel Condition  [m
2/g]

Acetylene
Turbulent flame

7.80

Ethene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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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acetylene, ethene 두 가지 연료를 대상으로 레이저의 파장을 다르게 하

여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측정한 연구 결과이다[27]. Acetylene의 경우 레이저 파장

632.8 nm와 856 nm에서 각각 8.12 ± 0.59, 8.83 ± 0.56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을 보

였다. Ethene의 경우 레이저 파장 632.8 nm와 856 nm에서 각각 9.65 ± 0.52, 9.35 ±

0.51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을 보였다. 위 연구 결과로 레이저 파장에 따라 무차원 광

소멸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Acetylene, Ethene의 파장 별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결과[27]

표 1.2는 파장에 따른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의 또 다른 선행 연구 결과로 543.5,

632, 856, 1314, 1565 nm의 레이저 파장에서 acetylene, ethene의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각각 다르게 측정되었으며, acetylene의 경우 파장별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 차이가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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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파장별 Acetylene, Ethene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결과[35]

 (nm) Acetylene Ke Ethene Ke

543.5 7.95 ± 0.44 9.62 ± 0.46

632 8.12 ± 0.44 9.65 ± 0.40

856 8.83 ± 0.52 9.35 ± 0.38

1314 9.12 ± 0.62 9.17 ± 0.46

1565 10.0 ± 0.80 9.19 ± 0.48

그림 1.7은 ethene gas를 사용한 층류 화염에서 당량비별 발생한 입자상 물질의 무

차원 광소멸계수를 측정한 연구 결과이다. 당량비 0.8, 1.0, 2.0, 3.0 조건에서 실험했으

며,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감소하고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7 당량비별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결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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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예혼합 조건의 층류, 난류

화염에서 생성된 입자상 물질들에 대한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연구였다. 선행 연구

조사 결과 비예혼합 확산화염 조건에서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에 관한 데이터와 연구

는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료, 연소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무차원 광소

멸계수의 특성상 비예혼합 조건에서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은 DB 구

축과 농도 측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예혼합 확산화염에서 발생한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

계수를 중량 측정과 광소멸법을 이용한 GSLE 방식으로 측정하고 각 입자상 물질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무차원 광소멸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연구 진행을 위해 비예혼합 확산 화염 조건에서 공연비를 다르게 설정하여 서로 다

른 화염 길이를 형성하고 각 조건에서 생성된 입자상 물질에 대해 무차원 광소멸계수

와 화염 온도, 길이를 측정하고 포집한 샘플에 대해 물리적, 화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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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장치 및 방법

2.1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장치 및 방법

2.1.1 무차원 광소멸계수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을 위해 선행 연구[30]에서 사용

되었던 GSLE(Gravimetric Sampling and Light Extinction) 장치를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GSLE 장치는 광학/중력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입자상 물질의 농

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2.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그림 2.1 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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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는 입자상 물질 생성을 위한 연소 파트와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을 위한

GSLE 파트로 구분된다. 연소 파트는 연료 탱크, 캐리어 가스와 산화제 정량 공급을

위한 MFC(Mass Flow Controller), 액상 연료 기화를 위한 기화기, 연소 장치인 동축

류 버너와 화염 길이 및 온도 측정을 위한 CCD 카메라와 필터로 구성되었다.

그림 2.2와 같이 동축류 버너의 중심 지름 3.17 mm인 관으로 기화된 연료가 투입되

고 관 주변으로 산화제인 공기가 공급된다. 동축류 버너 상단 주변에는 화염 길이 및

온도 측정을 위한 CCD 카메라와 band pass filter가 그림 2.3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2 동축류 버너 도면 및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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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화염 길이 및 온도 측정을 위한 CCD 카메라

GSLE 파트는 광원인 650 nm 파장의 레이저와 광검출기(Photodetector),

Transmission Cell(TC), Beam splitter, 입자상 물질 포집을 위한 필터로 구성되었다.

TC의 경우 열영동 현상에 의한 입자상 물질 침착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 외부에 밴드

히터를 설치하였다[38]. 양 끝단에는 레이저가 투과할 수 있도록 지름 8 mm의 광학창

(BK7 window with anti-reflection coating)을 부착하였다. Beam splitter는 레이저가

TC 안으로 통과하기 전 두 갈래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광소멸이 없는 상태에서 레

이저의 안정적인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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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액체 연료용 기화기

그림 2.5 연료 및 캐리어 가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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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무차원 광소멸계수 실험 및 계산 방법

실험 시작 시 액상 연료를 연료 탱크에 주입하고 연료는 캐리어 가스인 질소를 이용

해 기화기까지 이송한다. 기화되어 기체로 변한 연료는 동축류 버너의 중심관으로 배

출되어 버너 끝단에서 산화제인 공기와 함께 연소 된다. 생성된 확산화염에서 입자상

물질을 발생시키고 생성된 입자상 물질은 버너 위쪽 후드에 연결된 라인의 진공펌프에

의해 TC로 유입된다. 그림 2.6과 같이 TC 내부를 통과하는 레이저 빛에 투입된 입자

상 물질에 의한 광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광검출기를 이용해 광투과율을 측정한다. TC

를 통과한 입자상 물질을 그림 2.7과 같이 TC 후단에 설치된 필터에 포집 한다. 광검

출기의 전압 데이터를 통해 입자상 물질 생성의 안정화 정도를 판단하고 안정화 구간

에 진입했을 때 포집용 필터에 포집한다. 이 때 필터는 분석에 용이한 지름 47 mm의

석영 필터를 사용하였고 필터에서 입자상 물질을 채집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레이저의

광투과율 상관식을 통해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계산한다. 무게 측정을 마친 입자상 물

질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Raman spectroscopy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2.6 TC 내부 광흡수/광산란으로 인한 광소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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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입자상 물질 포집을 위한 필터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계산 방법은 Beer-Lambert law에 기초한다.

Beer-Lamber law에서 광투과율과 입자상 물질의 질량 상관관계에서 무차원 광소멸계

수를 역산할 수 있으며[39],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식 (2.1)

식 (2.1)에서  는 투과광의 강도, 는 입사광의 강도, 는 입자상 물질의 농도, L은

경로 길이, 는 광원의 파장을 의미한다. 이 때 이론상 광학식으로 구해진 입자상 물

질의 농도 는 필터에서 채집된 입자상 물질의 질량으로 얻어진 농도 와 같아야

하며,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2)

식 (2.2)에서 m은 채집된 입자상 물질의 질량, V는 공기의 유량, t는 채집시간, 는

입자상 물질의 밀도를 의미한다. 입자상 물질의 밀도()는 선행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

는 값 1.74 g/cm3를 사용하였다[40].

식 (2.1)과 식 (2.2)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식 (2.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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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식 (2.3)

2.1.3 무차원 광소멸계수 실험 연료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Ultra Low Sulfur Diesel(ULSD)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ULSD의 성분은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 Ultra Low Sulfur Diesel 성상

시험 항목 단 위 ULSD

밀도(15℃) g/cm2 0.825

잔류탄소분 (m/m) % 0.015

황 분 (m/m) % 0.0001 미만

물과 침전물 (v/v) % 0.02 미만

인화점 ℃ 40.0 이상

회분 (m/m) % 0.02 미만

동점도(40℃) mm2/s 2.825

유동점 ℃ 0 미만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실험 시 단일 연료로 ULSD를 사용했으며, 공연비를 조절하

여 입자상 물질을 생성시켰다. 연료량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공연

비는 각각 59, 48, 41로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실험 조건은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2 ULSD 공연비별 비예혼합 확산 화염 실험 조건

Air-Fuel ratio Fuel [g/h] N2 [g/h] Air [L/min]

59 4.5 3.5 3.5

48 5.5 3.5 3.5

41 6.5 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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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예혼합 확산화염의 온도 및 길이 측정

2.2.1 이색법을 이용한 화염 온도 측정

화염 온도 측정 방식에는 Coherent anti-Stokes Raman Spectroscopy(CARS), 열전

대, 복사 온도계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CARS의 경우 비접촉식으로 고온에서 사용 가능하며, 정확도와 신뢰도가 우수한 반면

에 고가와 신호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41]. 열전대의 경우 접촉식에 간단한 사

용방법,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환경에 따른 복사, 전도 열손실의 이유

로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접촉식의 열전대 방식의 대안으로 열적

내구성이 강한 silicon carbide(SiC) 섬유를 화염에 삽입하고 섬유에서 발생되는 복사광

을 측정 후 플랑크 법칙(Planck’s law)에 적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42,43].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보정 기법에 따라 측정 오차의 편차가 크고 화

염 내부의 매연 유무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4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파장에서 방사되는 매연 입자의 복사광을 동시에

측정 후 플랑크 법칙에 대입하여 방사율에 독립적인 방식을 적용한 비접촉식 화염 온

도 측정법인 이색법(Two color method)을 사용하였다[45].

이색법을 이용한 화염 온도 측정 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화염에서 발생되는 복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대 프레임 획득 수가 120 fps인 CCD 카메라 2대를 서로 직각

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카메라 전단에는 중심 파장이 각각 550, 700 nm인 대역 필터

(band pass filter)를 설치했으며, 그 앞쪽에는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를 장착하여

각각의 CCD 카메라로 화염의 이미지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CCD 카메라를 통

해 PC에 저장되는 화염의 이미지가 적절한 휘도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흡수식 중립

필터(absorptive neural density filt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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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색법을 이용한 화염 온도 계산 방법

미세먼지 입자의 복사 강도는 플랑크 법칙에 의해 식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44]

  
exp


 식 (2.4)

식 (2.4)에서 각각 는 파장, T는 온도, h는 플랑크 상수, k는 볼츠만(Boltzmann) 상

수이고, 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2.998×108 m/s)이다. 특정한 온도(T < 2500 K)에 대

해서 플랑크 법칙은 Wien의 법칙으로 근사화할 수 있고, 비 흑체의 복사 강도를 식

(2.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41,44].

  
exp


 식 (2.5)

식 (2.5)에서 는방사율이며,   
  × [W㎛4/m2],    ×



[㎛ K]이다. 식 (2.5)를 이용하여 550, 700 nm의 band pass filter를 통과한 텅스텐 램프

의 grey level을 intensity로 계산할 수 있다. 식 (2.5)에서 온도 T는 일반적으로 알려

진 텅스텐 램프의 저항/온도 테이블에서 구할 수 있으며, 계산된 intensity와 grey

level 그래프에서 intensity ratio(I/I0)를 구할 수 있다. 이 후 실제 연소 실험에서 측정

된 화염 이미지의 grey level에서 intensity ratio(I/I0)를 구하고 식 (2.6)에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화염의 온도를 계산한다.

 
ln 















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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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및 고찰

3.1 ULSD-공기 확산화염에서 배출된 입자상 물질 입자의 무

차원 광소멸계수 측정결과

3.1.1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에 사용된 광학계의 검증결과

GSLE 측정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Beer-Lambert 법칙에 기반하여 동일 시간

대에 광학식으로 측정한 입자의 농도와 중력 필터식으로 측정한 농도가 동일하다는 가

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TC 내부에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을 통해 필터에 포집

된 미세먼지 입자를 정밀 저울로 측정하여 환산된 농도(fvg)와 광투과율(I/I0)은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형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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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0.03

0.035

0.04

0.045

0.05

0.2 0.3 0.4 0.5 0.6 0.7 0.8 0.9

y = 0.0025625 + 0.047722x   R= 0.98783 

f vg
 [

p
p

m
]

-ln(I/I
0
)

그림 3.1 미세먼지 농도(fvg)와 광투과율(I/I0)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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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TC 내부를 통과하는 입자상 물질에 의해 흡수되거나 산란되어 줄어는 입사광

의 강도는 다이오드 레이저-광학렌즈(창)-광검출기로 구성되는 광학계에 의해 측정되

므로 광원으로 사용된 다이오드 레이저의 출력 안정성과 광검출기의 응답성이 광투과

율의 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 전 광학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광투과율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필터(Neutral density filter)를 이용하여 레이저의 출력 안정성과 광검출기의 응답

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3.2는 중립필터를 이용하여 광학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

용된 실험 장치의 구성도이다.

그림 3.2 광원과 광검출기의 출력 및 응답성 검증 장치 구성

실험을 수행하기 전 다이오드 레이저는 30분 이상 전원을 인가하여 예열하였고, 약

50초 동안 레이저 입사광의 강도를 광검출기로 측정한 뒤, ND값이 서로 다른 중립필

터를 TC 광학창 앞에 각각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입사광의 크기를 감소시켰다. 그림

3.3은 중립필터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광투과율을 시간의 함수로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불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립필터를 설치하기 전과 제거 후 계산된 광투과율은

입사광의 비와 동일하였고 중립필터의 광학밀도(Optical density) 크기에 비례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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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입사광의 강도가 안정적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광원(레이저)의 출력 안정성 테스트

그림 3.3에 도시된 광투과율(입사광의 초기 강도와 줄어든 입사광 강도의 비)과 중립

필터의 광학밀도 사이에는 Beer lambert law에 따라 식(3.1)과 같은 상관관계가 성립

한다[46].

Optical Density = -log(T/100), T=I/I0 식 (3.1)

그림 3.4는 실제 중립필터의 광학 밀도값과 그림 3.3에 제시된 광투과율 결과를 이용

하여 식 (3.1)으로 계산한 광학밀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검출기로 측정한 광투과율로 계산된 광학밀도의 결과는 실제 중립필터의 광학 밀도

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에는 광학밀도가 서로 다른 중립필터에

의해 발생된 광소멸율 환산결과를 정리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중립 필터의 광학밀도는

각각 0.1, 0.2, 0.3, 0.4, 0.5, 0.6, 0.98이며, 광학밀도가 0.1, 0.2, 0.5, 0.6인 경우 광학계로

광투과율을 측정하여 식 3.1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였고, 0.3, 0.4, 0.98인 경우 측정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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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3%, 2.3%, 4.7%의 오차율을 보였다. 광학계를 통해 측정된 광학밀도는 실제 중

력필터의 실제 광학밀도와 최대 오차율이 5% 미만으로 레이저-광검출기의 응답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중성 필터를 이용한 광검출기와 계산식의 광투과율()

표 3.1 광학밀도에 따른 광투과율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교

OD Photo Detector Theoretical Error

0.10 0.7943 07943 -

0.20 0.6310 0.6310 -

0.30 0.4898 0.5012 2.27%

0.40 0.4074 0.3981 2.34%

0.50 0.3162 0.3162 -

0.60 0.2512 0.2512 -

0.98 0.0147 0.1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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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무차원 광소멸계수의 측정 불확도

본 연구에서 Coleman 및 Steele과 Taylor 및 Kuyatt[47,48]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

여 측정한 무차원 광소멸계수의 B형 불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B형 불확도는 식

(2.3)에서 개별 변수가 장비의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한 값으로 식 (3.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3.2)

여기서 와 는 각각  , 의 총 불확도, 은 n번째 소스와 연관된 매개변수,

은 매개변수의 측정 오차이다.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개별 변수

를 식 (3.2)에 대입하여 불확도를 계산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 3.2.에 정리하였다.

레이저(광원)의 파장의 경우 제품 사양서에 기재된 ±10 nm의 오차값을 갖고 입자상

물질 농도는 참고 문헌에서 1.74 g/cm3의 값을 갖는다[40]. 공기 유량의 경우

MFC(Mass Flow Controller)의 장비 사양서에 따라 accuracy ±0.4 FS에 ±0.001 L/m

resolution을 갖는다. 레이저 경로길이(L)와 입자상 물질 질량(Msoot), 광투과율은 각각

±0.003, 0.1 mg, 0.928028의 불확도를 갖는다. 각각의 매개 변수들을 식 (3.2)에 대입하

여 최종적으로 무차원 광소멸계수에 대한 B 타입 표준 불확도 6.3%의 값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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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무차원 광소멸계수 B 타입 불확도 계산을 위한 매개 변수별 불확도

Source

 





∙ 

 Components of

Uncertatinty in 







 ln



1
Laser specs

±10nm
0.015




ln



1
Literature and current

study 0.08 g/cm3
0.046




ln



1
Accuracy ±0.4% FS

Resolution ±0.001 L/min
0.004




 

ln



-1 ± 0.003 m 0.005






ln



-1 Resolution 0.1 mg 0.032




　




∙ 



ln





0.928028 -0.023

Total uncertainty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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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연비가 다른 ULSD-공기 확산화염에서 배출된 입자상 물

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결과

그림 3.5는 ULSD의 공연비별 발생한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연비 59, 48, 41 조건에서 각각 11.50, 12.59, 14.33이 측정되었고 공연

비가 감소할수록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증가하였다.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높을수록 광

산란 혹은 광흡수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소 조건에 따라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변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 측정된 결과를 통해 연소 조

건인 공연비에 따라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

와 비교를 통해서도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연소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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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연비별 무차원 광소멸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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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다양한 연소 조건에서 diesel 연료의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측정한 연구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동인 연료를 대상으로 5.9 ~ 10.5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값이 측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무차원 광소멸계수의 범위는 11.50 ~ 14.33으로 표 3.5에

도시되어 있는 값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 연료에서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차이를 보이

는 것은 동일 연료일지라도 연료의 성분이 미세하게 다르고 입자상 물질이 생성될 때

연소 조건 다르기 때문이다. 표 3.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일 연구에서 레이저 파장에

따라 다른 값이 측정되고 화염 조건에 따라서도 무차원 광소멸계수가 변하게 된다.

표 3.3 다양한 연소 조건에서 무차원 광소멸계수

Investigation Ke Wavelength(nm) Flame conditions Type of soot

Bruce et al. 1989
5.9 480 Laminar wick

flame

Diesel

6.6 1060 Diesel

Patterson et al. 1991
8.2 488

Small scale fires
Diesel Fuel#2

8.3 633 Diesel Fuel#2

Patterson ea al. 1991
9.6 488

Small scale fires
Diesel Fuel#2

10.5 633 Diesel Fuel#2

광소멸의 증가, 즉 광산란과 광흡수는 입자의 형상, 입자의 구조 등 물리적/화학적 요

소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추가로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Raman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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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형상 및 화학구조 분석

3.2.1 전자투과현미경을 이용한 입자상 물질의 형상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광소멸 현상은 그림 3.6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광원의 경

로 중에 존재하는 입자에 의해 흡수되거나 산란되어 입사광의 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다. 입자에 의한 광소멸 현상은 입자의 물리적 크기가 광원 파장의 길이보다 훨씬 짧

은 경우 산란에 의한 입사광의 소멸은 무시하고 흡수만을 고려하는 Rayleigh 이론과

입자의 직경이 광원 파장의 길이 보다 긴 경우 흡수와 산란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Mie 이론으로 예측 가능하다[49]. 특히, 탄성 산란 이론 중 하나인 Mie 이론을 적용하

면 입자의 크기와 무관하게 입사광의 산란이나 흡수와 같은 광학적 특성을 추론할 수

있지만 구형의 형상을 갖는 입자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진 바와 같이 연소과정을 통해 생성·배출되는 입자상 물질과 같이 차원 분열형

특성을 갖는 경우 Mie 이론으로 입자의 광학적 물성치를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림 3.6 입자에 의한 광소멸(광산란+광흡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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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입자상 물질의 광학 물성 예측을 위해 Mie 이론의 보완책으로

써 입자의 프랙탈 차원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Rayleigh-Debye Gans (RDG) 이론을

적용하여 광학 물성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50,51]. RDG 이론에서는 입자

의 화학성분이나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굴절지수 (Refractive index)와 입자의 프랙탈

차원 정보가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광소멸은 식(3.3)과 같이 광산란계수(Ks)와 광흡수

계수(Ka)의 합으로 표현한다. 이 때 광산란계수(Ks)와 광흡수계수(Ka)는 식 (3.4)와 식

(3.5)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3)

 


 




                   식 (3.4)

                          식 (3.5) 

위의 식에서 m은 입자상 물질의 굴절지수(m=n-ik), 는 광학직경(), 와

는 각각 프랙탈 차원(fractal dimension)과 프랙탈 선인자(fractal prefactor)를 의미한

다. 이때 E(m)과 F(m)은 식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3.6)

식 (3.4)와 (3.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입자상 물질의 광산란은 입자의 형상( ,

 ,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광흡수의 경우 화학조성이나 탄소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입자에 의한 입사광의 광소멸 현상은 입자상 물질의 다

양한 형상은 물론 화학적 구조 특성에 의하여 산란되고 흡수되는 현상으로 식 (3.6)과

식 (3.7)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입자의 굴절지수(refractive index)와도 큰 상관관계

를 갖는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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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7)

식 (3.7)에서 는 레이저 파장,


는 입자상 물질 응집체 평균 회전반경의 제곱근,

 ,


는 각각 응집체의 평균수와 응집체 평균수 제곱근을 의미한다.

연소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입자상 물질의 굴절지수가 알려진 경우 광소멸 현상을 예

측할 수 있지만, 굴절지수 역시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형상이나 화학적 성분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 3.7과 같이 연소 조건별로 생성된 입자상 물질의 굴절지

수는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4].

그림 3.7 조건별 입자상 물질의 굴절 지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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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절지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형상과 화학적 성분에 영

향을 받는다.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형상은 TEM 분석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물리적

형상에서는 산란과 흡수에 관한 파라미터들을 측정 및 계산할 수 있다. 이미지 프로그

램을 통해 입자의 수(N), 입자의 직경(dp), 광학직경(), 투영 면적(Aa), 회전 반경

(Rg), 프랙탈 차원(Df), 프랙탈 선인자(kf)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8과 같이 2D로 투영

된 입자상 물질 응집체 이미지에서 입자의 직경(dp)과 투영 면적(Aa)를 측정할 수 있

다.

그림 3.8 입자상 물질 응집체의 2D 투영 이미지[55]

입자의 직경(dp)과 투영 면적(Aa)으로 입자의 수(N)를 식 (3.8)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56].


 



식 (3.8)

식 (3.8)에서 ka와 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각각 1.15와 1.09로 결정된다[56].

또, 입자상 물질의 입자 수(N)는 식 (3.9)와 같이 응집체 최대 길이(L)의 형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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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식 (3.9)

식 (3.9)에서 kL은 프랙탈 선인자, Df는 프랙탈 차원을 의미하고, kL과 Df는 N대

L/dp의 로그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y절편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식 (3.9)에서 알 수 있

듯이 입자의 직경과 응집체 최대 길이, 프랙탈 차원, 프랙탈 선인자는 입자 수에 영향

을 끼치며, 입자의 수는 식(3.7)을 통해 산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TEM 분석 결과 입자 형상을 비교했을 때 공연비 59와 41은 확실한 차이를 보였고

48과 41은 비교적 유사한 형상을 띄고 있다. 공연비 59의 경우 단일 입자들의 형상이

불분명하고 서로 겹쳐져 있는듯한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공연비가 낮아질수록 단일

입자의 형상이 커지고 구 형태로 뚜렷해지며, 공연비 59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입자

들이 분산되어 넓게 퍼져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입자의 형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연비 59 조건은 화학적 구조가 무정형한 구조를 띄고 공연비가 낮아질수록 흑연화

구조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랙탈 차원(Df)과 프랙탈 선인자(kf)에 의한 산

란 영향은 공연비 59의 경우가 더 높은것으로 보여지고 입자 직경(dp), 응집체의 투영

면적(Aa) 및 최대 길이에 의한 산란 영향은 공연비 41 조건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연소 조건인 공연비별 입자상 물질의 광소멸량이 다른 것을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

을 통해 확인하였고 TEM 분석을 통해 입자상 물질의 형상 또한 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결과적으로 연소 조건 의해 입자상 물질의 형상에 변하고 이에 따라 물리적 특

성과 광학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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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 ratio: 59

(b) A/F ratio: 48

(c) A/F ratio: 41

그림 3.9 공연비별 입자상 물질의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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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인자()의 정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통계 작

업과 시간이 요구된다. 다량의 입자상 물질 형상에서 입자의 직경, 광학 직경, 응집체

의 투영 면적들의 평균값을 측정하고 식 (3.8)을 통해 입자의 수를 구해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샘플량이 제한되는 한계로 인해 정밀한 분석이 불가하여 Diffusion

Limited Aggregation(DLA) algorithm software 이용해 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

인자()별 입자 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3.10은 참고 문헌 결과에서 얻은 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인자() 값을 인

용하여 입자 형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입자 형상 생성 시 형태학적 관련 인자(입자 수,

회전 반경)들을 고정하고 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인자() 값만 각각 설정하여

입자 형상을 비교하였다. 입자 수 100개로 고정하고 프랙탈 차원의 값은 1.5 ~ 1.9, 프

랙탈 선인자는 1.59 ~ 2.2의 값을 적용하여 입자상 물질의 응집체를 생성하였다.

표 3.4 입자상 물질의 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인자() 값

Reference Df Reference kf

Mustafi and Raine[57] 1.69

Koeylue[62] 2.2±0.4Neer and Koylu[58] 1.77±0.13

Traviss et al[59] 1.63

Sorensen and Roberts[63] 1.59Chandler et al[60] 1.70 – 1.90

Lee et al[61] 1.50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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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 1.59 Df : 1.75

Df: 1.5 kf: 1.59

Df: 1.6 kf: 1.7

Df: 1.7 k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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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1.8 kf: 2.0

Df: 1.9 kf: 2.2

그림 3.10 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인자()별 입자 형상 비교

프랙탈 차원()과 프랙탈 선인자() 값이 증가할수록 응집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입자들이 뭉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JD Randey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림 3.11과 같

이 광산란의 경우 입자의 형태에 크게 의존하며, 광흡수의 경우 주로 입자의 질량과

관련이 있고 응집체의 공간 배열과는 거의 독립적이라는 결론이 보고된 바 있다[64].

따라서 입자들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뭉칠 경우 광흡수에 대한 영향은 차이가 없지만

광산란의 영향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적 입자들이 뭉쳐있는 공연비 59의 경

우가 프랙탈 차원(Df)과 프랙탈 선인자(kf)로 인한 광산란 영향이 공연비 41의 경우보

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1 응집체 형상에 의한 광산란/광흡수 영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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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입자상 물질 화학적 구조 분석

라만 분광 분석법은 시료에 조사된 빛이 분자에 의해 산란된 가시복사선을 측정하여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시료에 조사하여 발생되는

라만산란을 이용하여 산란된 빛 중에서 Rayleigh 산란에 비해 Stokes/Anti-Stokes 산

란이 얼마만큼 shift되었는지를 통해 해당 물질의 구조와 특성, 분자 상호간의 결합상

태 등 분자 구조를 알 수 있다. 또한 시료내의 불순물에서 방출되는 형광에 의한 방해

를 줄이기 위해 633, 785 nm las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시킨 후 산란 되는 빛의 파

장 변화와 intensity를 CCD 검출기로 측정함으로 분자의 진동에너지 구조를 스펙트럼

으로 얻을 수 있다. 시료의 비파괴분석 및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리나 석영 등

을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만 분광 분석시 탄화수소계 연료의 경우 그림 3.12와 같이 2가지 peak를 얻을 수

있다. 1580 ~ 1585 cm-1에서 발견되는 G peak는 흑연계 물질에서 나타나며, 1350 cm-1

에서 발견되는 D peak는 흑연화 과정 중에 나타난다.

그림 3.12 탄화수소계 연료의 G, D peak[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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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만 분광 결과는 그림 3.13 같이 서로 다른 대역의 곡선 조합으로 나타난다.

G peak의 경우 D2 밴드와 D3 밴드가 포함되어 있고, D peak의 경우 D3 밴드와 D4 밴

드가 포함된 스펙트럼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만 분광 분석의 정밀한 분석과 해석

을 위해서는 표 3.3에 도시된 탄화수소계 물질에서 발견되는 대역의 곡선들, 즉 1차 라

만 밴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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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공연비별 입자상 물질의 라만 분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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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Order Raman Band

Band
Initial

Position
Type Vibration Mode

G 1580 cm-1 Lorenz Ideal Graphitic Lattice (E2g Symmetry)

D1 1360 cm-1 Lorenz
Disordered Graphitic Lattice

(Graphene Layer edges / A1g Symmetry)

D2 1620 cm-1 Lorenz
Disordered Graphitic Lattice

(Surface Graphene Layers / E2g Symmetry)

D3 1500 cm-1 Gaussian
Amorphous Carbon

(Gaussian line shape)

D4 1180 cm-1 Lorenz
Disordered Graphitic Lattice

(A1g Symmetry)

표 3.5 입자상 물질에 대한 1차 라만 밴드 및 진동 모드

그림 3.14는 ULSD의 공연비별 생성된 입자상 물질의 라만 분광 분석 결과를 Origin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 3.2의 1차 라만 밴드로 deconvolution 한 후 D3/G band area

ratio로 나타낸 것이다. D3/G band area ratio가 높으면 입자상 물질이 무정형한 구조,

낮으면 흑연화 구조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1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연비가 증가함에 따라 D3/G band area ratio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3 밴드와 G 밴드가 각각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흑연화 구조와 무정형 구조의 대표적 밴드인 D3와 G 밴드의 area ratio를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G/All ratio 값은 공연비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D3/All ratio 값이 공연비

가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로 공연비가 감소하면 D3 밴드의 영향

이 감소하여 흑연화 구조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입자상 물질이 흑연화

구조에 가까워지면 광흡수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무차원 광소멸계수 증

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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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염 길이 및 온도

그림 3.10은 ULSD 공연비별 생성된 화염 길이를 촬영한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보이

는 것처럼 공연비가 감소함에 따라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연비

별 화염 길이가 달랐으며, Ropper[67]가 화염 길이(Lf)를 계산하기 위해 제시한 식

(3.10)을 통해 화염 길이와 연료 유량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ln 

∞




식 (3.10)

식 (3.10)에서 는 연료의 유량, ∞ 는 동축류의 온도, 는 화염의 온도, ∞ 는 산

소-불활성 가스 간 확산계수, s는 이론 공연비를 의미한다. 식 (3.5)에서 화염 길이와

연료 유량은 선형적 비례 관계에 있으며, 값의 변화 폭이 다른 인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커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 식 (3.5)에서 화염의 온도 또한 화염 길이에 영향을

주며, 동축류 온도와 화염 온도 비의 지수 관계를 갖지만 연료 유량보다는 영향력이

낮다.

따라서 ULSD 연료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 길이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화염

온도 또한 동축류 온도와 화염 온도 비의 지수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연료의

유량이 화염 길이에 관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식 (3.5)에서

화염 길이와 연료량의 관계가 그림 3.16의 실제 화염 이미지를 통해 증명되었다. 화염

의 가장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연료량이 할수록 화염의 길이가 길어졌다.

화염 길이에 따라 입자상 물질이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져 화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

칠것으로 예상된다. TEM 분석의 입자 사진과 라만 분광 분석의 결과에 따라 화염 길

이가 길어질수록 입자상 물질의 직경이 커지며, 흑연화 구조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판

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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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공연비별 화염 길이

그림 3.17은 이색법을 이용해 측정한 공연비 조건별 화염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온도는 버너 팁으로부터 2 mm 간격 차를 두고 위치별로 나타냈으며, 공연비별 최고

온도와 최고 온도별 위치는 달랐다. 공연비 59, 48, 41, 조건에서 각각 최고온도는

1922, 1849, 1832K으로 공연비 59 조건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다. 공연비 59, 48,

41 조건별 최고 온도가 측정된 지점은 각각 7, 7, 10 mm였다. 공연비별 최고 온도 위

치가 다른 것은 연료량의 차이로 화염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 화염 길이가 길

어질수록 최고 온도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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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공연비별 화염 온도

본 실험의 결과는 Shaddix[68]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탄화수소계 연

료(JP-8)를 이용한 층류 확산 화염 조건에서 화염 위치별 포집한 입자상 물질의 구조

를 분석하였다. 그림 3.12는 버너 팁으로부터 50, 110, 210 mm 위치에서 포집한 입자

상 물질의 HRTEM(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분석 결과이

다. 포집한 화염 길이가 높아질수록 무정형한 구조에서 흑연화 구조에 가까운 형상을

보였다.

그림 3.18 화염 위치별 입자상 물질의 구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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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화염 위치별 온도와 체류 시간 관계[68]

그림 3.19는 버너 팁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온도 및 체류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으로 화염 길이가 길어질수록 체류 시간은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는 화염 길이가 길어지면 온도가 낮아지고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본 실험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층류 및 예혼합 화염 조건에서 입자상 물질 형성에 관

한 연구[69,70]와 입자상 물질 역학 방정식에 의하면 화염의 체류 시간은 입자상 물질

및 입자상 물질 전구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입자상 물질은

그림 3.20과 같이 연료의 열분해 과정을 통해 발생한 기체상의 단순한 탄화수소가 더

큰 분자인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로 성장

하고 핵생성을 거쳐 만들어지게 된다[71]. 결과적으로 화염 길이가 길어지면 체류 시간

이 증가하고 입자상 물질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흑연화 구조를 갖는 비교적

큰 입자상 물질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길어진 화염 길이에서 생성된 입자상 물질은 흑연화 구조와 비교적 큰 입자

직경을 갖게 되고 광산란과 광흡수의 영향이 모두 증가하여 많은 광소멸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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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입자상 물질 형성 과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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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Optical 방식의 입자상 물질 농도 측정 장비는 초기 설정하는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에 의해 결과값의 신뢰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 이전에

미세먼지 입자의 광학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

양한 조건에서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측정하는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그러나 비예혼합 확산 화염 조건에서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에 대한 연

구는 비교적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LSD 공연비별 각기 다른 화염 길이에

서 발생되는 입자상 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 측정과 함께 물리적/화학적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1. ULSD의 공연비 조건 59, 48, 41에서 각각 11.50, 12.59, 14.33의 무차원 광소멸계

수를 측정하였다. 공연비가 감소할수록 입자상 물질의 광소멸량이 많아짐을 의미하며,

공연비 조건에 따라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2. 공연비별 생성된 입자상 물질의 TEM 촬영 분석결과 공연비 59 조건에서는 입자

상 물질의 단일 입자 형태가 불분명하고 서로 겹쳐져 뭉쳐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공연비가 감소한 41 조건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형태가 분명해졌으

며, 59 조건의 응집체 형상과 비교했을 때 입자들이 분산되어 응집체의 최대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연비가 감소할수록 무정형한 구조에서 흑연화 구조로

변하였다. TE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비가 높아질수록 입자 직경(dp)과 응집체

최대 길이(L) 및 투영 면적(Aa)이 증가하여 더 많은 광산란을 일으키고 흑연화 구조의

영향으로 광흡수량 또한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공연비가 높아질수록 광

산란과 광흡수의 영향이 커져 광소멸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Raman spectroscopy 분석 결과 무정형 구조 정도를 나타내는 D3/All band area

ratio가 공연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흑연화 구조 정도를 나타내는 G/All band

area ratio는 공연비별 거의 차이가 없지만 D3/All band area ratio 감소로 인해 공연비

가 감소할수록 입자상 물질은 상대적으로 흑연화 구조에 가까워진다. 흑연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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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입자상 물질은 광흡수의 영향이 커지고 무차원 광소멸계수 증가에 기인한다.

4. 비예혼합 확산화염 조건에서 공연비가 감소할수록 화염의 온도는 낮아지고 화염

길이는 증가하였다. 화염 길이는 연료의 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길어진 화염 길

이는 연소 시 입자상 물질의 생성 시간을 증가시키고 입자의 구조는 흑연화 구조에 가

까워진다. 결과적으로 화염 길이는 증가는 입자 직경 증가로 인한 광산란 증가와 함께

흑연화 구조로 인한 광흡수 증가로 광소멸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최종적으로 비예혼합 확산화염에서 ULSD의 공연비가 감소할수록 화염 길이는 길

어지고 이 때 생성되는 입자상 물질은 물리적 형상(단입 입자 크기, 응집체의 최대 길

이 및 투영 면적 증가)에 의한 광산란량 증가와 화학적 구조(흑연화 구조)에 의한 광

흡수량 증가의 영향으로 높은 무차원 광소멸계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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