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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popularity of diesel engines is derived primarily from their higher thermal efficiency resulting 
from higher compression ratio. NOx removal from the diesel emissions is very important to meet stringent 
emission regulations. NOx emission from diesel engines is removed by an urea-SCR or an LNT system. The 
urea-SCR system needs the urea-solution supply system with concentration and level senso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sensor for the measurement of urea-solution concentration by an electric conductivity 
method. Considering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the material of electrode, two kinds of electric power(AC or 
DC), the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and the length of electrode. It was found that the AC electric power 
was more useful to measure the urea-solution concentration compared to DC, because it prevented an 
ionization of the urea-solution. The silver rod coated with Pt is the most useful electrode, tendency of which is 
similar to Pt rod, and the cost is more economic. We could also find out the optimum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and the length of electrode was 10mm and 3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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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스의 하나인 CO2 배출이 상대적

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젤엔진은 

연소특성상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되며, 최근 강화된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저감시켜야 한다1,2)
. 디

젤엔진에서 배출되는 PM은 커먼레일과 같은 고압 

연료분사방식과 대체 연료 등을 사용하여 엔진 자체

에서 그 생성을 줄이고, 엔진에서 배출되는 PM은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에 의하여 90% 이상 

저감이 가능하다. 한편,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질은 LNC(Lean NOx Catalyst), LNT(Lean 

NOx Trap),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기

법을 이용하여 저감시키고 있다3)
. 이들 중 NOx 저

감장치의 설치를 위한 공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대형 디젤자동차의 경우 SCR 촉매, 소형 디젤자동차

의 경우 LNT 촉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

되어 대형 디젤자동차는 액체 환원제인 우레아(urea)

를 SCR 촉매 전단에 분사하여 배출가스 중의 NOx

를 저감시키고 있다. 우레아를 자동차에 적용할 경

우, 우레아 수용액(AdBlue)은 동결점이 낮은 공융혼

합물(eutectic mixture)로서 농도 32.5 wt%가 사용되

고 있다. 그런데 우레아를 연료와 별도로 구매를 해

서 주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빈 탱크로 운행하거나, 우레아 대신에 물

을 주입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SCR 촉매는 NOx를 정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우레

아 탱크의 잔량을 알려주는 시스템과 동시에 우레아

가 적정한 농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시

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우레아의 농도센서

는 보다 간편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우레아 농도 측정법에는 크로마토그래피, 흡광도 



기 도도법을 이용한 우 아 농도 센서 개발

- 56 -

측정법, 레이저 유도 형광법, 전기전도도 측정법 등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디젤 자동차 SCR시스템용 

우레아 농도 센서로서 비교적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

는 전기전도도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백금전극을 이용하여 전기전도

도법에 의한 우레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극의 재질 및 도금법, 

전극간의 거리, 전극의 표면적 등의 변화에 따른 우

레아 농도계측 특성을 관찰한다. 

2. 실험장치  방법

이 연구에 사용한 실험 장치는 크게 농도센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기, 직류전원을 교류전원

으로 바꿔주는 DC-AC 인버터, 휘트스톤 브릿지, 휘

트스톤 브릿지의 전압차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

집기(DAQ 6009USB, NI)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한 우레아 수용액은 AdBlue(32.5wt%, EUROx)

로 동결점(freezing point)은 -11℃이고, 20℃에서 밀

도는 1.187-1.093kg/㎥이다4,5)
.

실험방법은 우레아 수용액, 전력 공급기, DC-AC 

인버터, 휘트스톤브리지, 데이터 수집기를 소정의 위

치에 놓은 다음 용기에 담긴 우레아 수용액에 휘트

스톤 브리지에 연결된 전극을 삽입하여 휘트스톤 브

릿지의 전위차를 측정한다. 직류 전원 공급 시에 측

정전극의 양단에 이온화현상이 발생하여 기포 및 도

금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전원

을 교류 전원으로 교체하여 공급하였다6)
. 1atm, 25℃

에서 각 측정전극의 표면적과 측정전극간의 거리를 

변화시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위차를 측정하였다. 

이때, 휘트스톤 브릿지의 전위차는 1초 간격으로 데

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1은 실험에 사용한 전원장치부터 전극과 데이

터 수집기를 연결한 회로도이다. 입력전압은 교류

(AC) 10V와 50V이다. 데이터 수집기로 입력된 AC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Lab View에서 While Loop를 

이용하여 교류전압의 최대 피크값을 계측하였다. 휘

트스톤 브릿지는 10kΩ의 저항 3개와 6.8kΩ의 저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8kΩ의 저항은 우레아의 농

도를 측정할 전극과 연결되어 있다. 우레의 농도는 

휘트스톤 브릿지에서 측정된 전위차의 변화에 의해 

계측된다. 그리고, 개발한 우레아 센서의 신뢰성은, 

판형(5mm x 5mm x 0.1mm(t)) 백금전극을 사용하

는 전기 전도도계(TOAODK, CM-30)와 비교하여 

검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측정전극의 재료는 순수 은과 구리

(순도 99.99%, 95%)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기전도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의 순수물질에 백금을 전기 

도금하여 사용하였다6). 전극의 형상은 봉재와 판재를 

사용하였다. 우레아의 표준농도는 AdBlue(32.5wt%)

를 증류수로 소정의 비율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Fig. 1 Diagram of electrical circuit for measurement
of potential difference 

  

Fig. 2 Shape of electrodes

Fig. 2는 실험에 사용한 봉재(좌)와 판재(우) 전극

의 모습이다.  

3. 결과  고찰

3.1 극의 재질에 따른 기 도도 특성

Fig. 3은 전극의 재료에 따른 우레아 수용액의 전

위차로 교류전원 공급 후 100초 동안 5가지의 전극

재료에 대한 전위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전극 직경 2mm, 노출 길이 10mm, 전극 간격 10mm

의 조건이다. 각 재료의 전위차를 보면 백금을 도금

한 은봉 및 구리봉이 가장 높은 전위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과시간에 따른 전위차의 변동폭이 다른 재

료에 비해 크지 않고,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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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은(95%) 구리 판재의 경우 전위차가 가장 낮

으며, 다른 재료에 비해 전위차가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백금을 도금한 구리봉의 전위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고, 은판재의 경우 전위차

는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백

금을 도금한 은봉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일정한 

전위차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백금을 도금한 은봉이 다른 재료에 비해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백금을 도금

한 은 판재의 전위차는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

가하고 있다. 한편 백금을 도금한 동판재는 전위차가 

안정적이지만, 전위차가 백금을 도금한 은판재에 비

해 낮다. 이는 동 재료가 은 재료보다 전기전도도가 

낮기 때문이다. 환봉과 판재 전극의 전위차를 보면 

봉의 전위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극재료는 판재보다는 환봉이 우레아의 전기전도도

가 우수하다. 또한, 은봉에 백금을 도금한 전극은 경

과 시간에 따라 일정한 전위차를 나타내고, 전기

Fig. 3 Effects of sensor materials on potential 
difference

Fig. 4 Potential difference as a function of the urea 
concentration

기전도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우레아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전극의 재료는 은봉에 백금을 도금한 것

이 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극 전체를 백금으로 

제조하는 것에 비교하여 전극 코스트를 저감시킬 가

능성을 보이고 있다. 

Fig. 5 Potential difference as func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electrodes

3.2 우 아 수용액의 농도와 기 도도 특성

Fig. 4는 우레아 수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전극

의 전위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레아의 농도는 AdBlue 

(32.5wt%)에 증류수를 희석하여 5-27.5wt%로 제조

하였다. 측정전극의 재료는 은봉에 백금을 도금한 재

료를 사용하였으며, 전극 직경은 2㎜, 전극간의 거리

와 전극 길이는 각각 10㎜의 경우이다. 공급 전원은 

AC 10V이다. 실험결과, 이 농도범위에서 우레아 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측정전극간의 전위차는 3

차 함수 (Y=36.377x³-28.861x²+7.7315x-0.1605, x:농

도(%)) 형태로 상승하고 있다. 

3.3 극간의 거리에 따른 기 도도 특성

Fig. 5는 백금을 도금한 은봉 전극의 직경이 2㎜인 

경우, 전극 길이를 10㎜로 고정하고, 전극간의 거리

를 6, 8, 10㎜로 변경한 경우 우레아 농도에 따른 전

위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급 전원은 AC 10V이다. 농

도변화에 따른 전위차는 Fig. 4와 같이 3차함수 형태

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전극간의 거리가 좁을수록 

전위차의 값은 높게 나타나지만, 전극간 거리가 6, 8

㎜에 비해 10㎜ 일 때의 농도변화에 따른 전위차의 

변화 값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농도측과 고

농도측의 전위차의 차이가 클수록 센서로서의 정확

도는 높일 수 있으므로 전극간 거리는 10㎜가 우레

아 농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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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극의 높이  직경에 따른 기 도도 특성

Fig. 6은 직경 2㎜의 은봉에 백금을 도금한 전극의 

전극간 거리 10㎜로 고정하고, 전극의 높이를 3, 5, 8, 

10㎜로 변경한 경우 우레아 농도에 따른 전위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급 전원은 AC 50V이다. 전극 접촉

높이(길이)가 길어지면 접촉면적이 증가하므로 저항

이 작아져 휘트스톤 브릿지의 전위차가 높게 나타나

고, 저농도와 고농도 차이의 전위차 값의 차는 작아

진다. 그런데 우레아 수용액에 접촉되는 전극의 면적

이 작을수록 저농도와 고농도 차이의 전위차 값의 

차는 커지며, 측정시간이 경과하여도 전위차의 변화

량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레아 수용액

에 접촉되는 전극의 면적이 작아지면 휘트스톤 브릿

지의 전위차는 낮지만 측정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저농도측과 고농도측의 전위차의 차이가 

클수록 센서로서의 정확도는 높아지므로 전극 높이 

3㎜가 우레아 농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으

로 판단한다.

Fig. 6 Potential difference as function of the each 
urea concentration with electrode height

Fig. 7 Potential difference with various diameter 
during same the surface area of the 
electrode

Fig. 7은 측정전극의 표면적이 일정하면서 전극의 

직경이 다른 경우 우레아 수용액의 농도 측정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조건은 전극간의 거

리를 10㎜로 하고, 공급 전원을 AC 50V로 한 경우

이다. 전극 직경 2㎜의 경우 우레아 수용액에 접촉되

는 높이가 10㎜이면 한 전극의 접촉면적은 약 66㎟

이다. 이를 기준으로 직경 3, 5, 6㎜ 전극을 직경 2㎜

와 동일한 표면적을 갖게 높이를 변화시켜 전극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동일 우레아 수용액

의 농도에서 4개의 전극의 전위차는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다. 농도별 전위차의 선형곡선에서 약간 벗어

나는 것은 전극 제조 시 전극간의 오차와 표준수용

액 농도제조 오차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우레아 

농도 센서의 전위차는 전극간의 간극이 일정하면 직

경이나 길이보다 표면적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8 Effects of time on the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

Fig. 9 Comparative of urea sensor and electric 
conductivity meter with Pt plate sensor

따라서, 전극제조 시 일정 표면적을 확보한다는 조

건하에서 제조의 편의에 따라 전극의 직경과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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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 의

해서 실용을 위한 우레아 센서는 백금을 도금한 은

봉의 재료를 선정하였고, 직경 3㎜, 전극간의 거리 

10㎜로 제작한다. 

3.5 시간경과에 따른 기 도도 특성

Fig. 8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위차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제작한 우레아 센서를 이용하여 우레아 

수용액(10, 20, 32.5 wt%)에 100시간동안 전위차 변

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경과 시간에 따라서 전위

차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10wt%의 

수용액 측정 시 전위차는 3.88∼4.38V로, 변화폭이 

고농도의 수용액에 비해 크고, 전위차가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20wt%

의 우레아 수용액은 4.46∼4.68V의 전위차를, 

32.5wt%의 우레아 수용액은 4.87∼5.26V의 전위차를 

나타내었다. 우레아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평균 

4.06V(10wt%), 4.57V(20wt%), 5.00V (32.5wt%)의 

전위차를 얻었으며, 이 때 표준 편차 0.06, 표준오차 

0.0001을 확인했다. 농도에 따라서 전위차의 변화는 

DC-AC 변환기의 파형과 입력 직류전압의 변동이 ± 

1V로  변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3.6 상용 기 도도계와 센서의 차 비교

Fig. 9는 백금판을 이용한 전기전도도계와 우레아 

센서(직경 3㎜ 은봉에 백금 도금, 전극간 거리 10㎜)

의 농도에 대한 저항을 비교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백금판을 이용한 전기전도도계와 우레아 센서의 비

저항(Ω.
m)은 동일한 형태로 하강하고 있다. 백금판 

전극을 이용한 전기전도도계에서의 저항은 우레아 

센서(직경 3mm, 높이 3mm, 간극 10mm)를 이용한 

비저항보다 7.1∼1.31Ω·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센서 재료와 재료의 형태 그리고, 재료와 연결되

는 연결선의 종류에 의한 차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Fig. 4에서 농도증가에 따른 전위차는 3차함수 형태

로 증가하였으나, 전기전도도계의 비저항은 농도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y=53.697x-0.806, x: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Fig. 1에서 휘트스톤 브릿지의 

6.8kΩ 저항위치를 변화시켜 그래프의 경향을 반대로 

변화시키면 동일한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용 전기전도도계와 새로 개발한 은

봉에 백금을 코팅한 센서의 우레아 농도 변화에 따

른 비저항값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은 디젤자

동차용 urea-SCR 시스템에 새로 개발한 은봉에 백

금을 코팅한 센서가 우레아 농도 센서로서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결  론

전기전도도법을 이용한 우레아 농도센서 개발에 

있어서 전극의 재료, 전극간의 거리, 전극 표면적 등

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우레아의 농도를 측정하는 전극의 재료는 은봉

에 백금을 도금한 재료가 다른 물질에 비해 센서의 

전위차의 안정성이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2. 우레아 농도 센서의 전위차는 전극간의 간극

(10mm)이 일정하면 직경이나 길이보다 표면적의 영

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전극제조 시 일정 표면적

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서 제조의 편의에 따라 전극

의 직경과 높이를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다.

3. 우레아 농도 센서의 전위차는 전극의 면적에 비

례하여 증가하지만, 접촉 전극의 면적이 작을수록 저

농도측과 고농도측의 전위차의 차이가 커진다.

4. 은봉에 백금을 코팅한 우레아 농도 센서는 100

시간의 내구에도 전위차의 변화량이 적고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은봉에 백금을 코팅한 우레아 농도 센서는 백금

판을 이용한 상용 전기전도도계의 우레아 농도 측정 

비저항값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디젤자동차의 

urea-SCR 시스템용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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