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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소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PM의 농도

의 정확한 측정은 대기 환경 규제의 의해 기본

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환경 개선에 있어

서 PM은 매우 기초적이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정확한 연기 발생량 및 PM의 농도 측정

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PM의

농도 측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고가의 광학 장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로 기

초적이고 제한적인 PM의 농도 측정에만 적용되

는 실정이다.

Fig. 1은 연기 입자로 부터 PM의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된 실험장치 계략도이다. burner

의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연기 입자는 공기와

혼합되어 Transmission Cell(TC)에 내부로 유입

되며 TC를 통과하는 동안 연기 입자는 파장이

저가형 레이저 및 레이저를 통해 633 nm인 빛

에 노출 되어, 광흡수, 광산란을 통해 광소멸을

일으키게 된다. 광소멸을 측정하기 위해 광원

파장대역의 강도를 검출할 수 있는 광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setup

Fig. 2의 상단은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 일반적

인 광학장치인 Laser와 Photo Detector이며, 하

단은 저가형 장치인 Laser와 Photo Cell이다. 레

이저 모듈은 동일한 조건인 633 nm이다. 저가형

광학장치는 표준 장치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약

1/400

(1만원 이하)이다.

Fig. 2 General Device Laser, Photo Detector,

Low-Cost Device Laser, Photo Cell

Fig.3은 저가형 광학장치와 일반적인 광학장치

의 상세 개략도이다. Laser에서 시작되는 beam

은 beam splitter에서 50%로 나뉘어 첫 번째 de

tector에서 검출이 되며 beam이 일정한지를 측

정하고 오류가 있을 시 수정할 수 있다. 다른 5

0%는 TC내부로 들어가 연기입자로 인해 광흡

수, 광산란이 일어난 beam을 우측 detector에서

검출하여, 광소멸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제 51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308

식으로 저가형 광학장치와 일반적인 광학장치의

PM의 농도를 비교 하였다.

Fig. 3 TCRN-Setup Detail Schematic

Fig. 4는 TC 내부에 있는 연기 입자를 PhotoMultip

lier Tube로 Beam의 강도 측정 및 검출을 한다.

Fig. 3 TCRN-Setup Detail Schemati

저가형 광학장치와 일반적인 광학장치를 비교하

여 PM의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PM 농도 측정을 위하여 광소멸법을 저가형 광

학 장치를 사용하여 구현하고 표준 장치를 통한

결과 값과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저가형 장치는

고가형 장치에 비해 ±10%의 범위 내에서 PM

농도를 측정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가형 장치가 PM 농도 측정에 고

가형 장치를 대신하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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