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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하 급가속 측정 사이클로 운전되는 검사 대상 디젤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값 적분에 의한 차량 매연 대표값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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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oke emissions from light duty diesel vehicles were measured using light extinction method with the free acceleration

test mode. The smoke emissions for each measurement cycle of the free acceleration method showed large variations accord-

ing to driver's pedal pushing pattern. The smoke values for each measurement cycle initially increased and reach a peak

value. Integration of the smoke emissions with time for each measurement cycle was performed to get a representative smoke

value which was obtained by averaging the integrated results. Two kinds of integration time range were used. One is range

over the whole measurement cycle of the free acceleration method. The other is only the acceleration range in the measure-

ment cycle. Overall, variation of the representative smoke values obtained by the integration method was reduced comparing

to the traditional representative smoke value which was obtained from a peak smoke value over the measurement cycle. Ten

vehicles of the same model with 2.5 liter diesel engines, and seven vehicles of the same model with 2.7 liter diesel engines,

were tested using the free acceleration test method.

1. 서 론

매연 배출이 많은 디젤 차량의 주행 패턴은 차량의

정지 및 출발, 평지 및 오르막내리막 가감속 주행, 시동

후 급출발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디젤 차량의 액

셀 페달을 밟아 엔진 토오크가 커짐에 따라 매연 배출

량은 증가한다. 눈에 보이는 매연은 시각적, 후각적 측

면에서 불쾌함을 유발하고 인체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

규로 정해 디젤 차량의 매연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디

젤 차량의 매연 검사 방법은 무부하 급가속 방식과 부

하검사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부하 조건에서의 측

정법은 여지반사식(1)과 광투과식(2)이 있다. 여지반사식

은 측정자의 가속 페달을 밟는 패턴, 배기관 길이, 엔진

의 상태, 측정기의 샘플링 속도에 따라 매연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지반사식은 디젤 차량 배기관

의 테일 파이프(tail pipe)으로부터 일정 체적의 배출 가

스를 여지에 통과시킨 후 수거하여 빛을 쪼여 여지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매연을 통과

시키지 않은 백색의 여지에 빛을 쪼이면 0% BSU

(bosch smoke unit) 이고 완전 흑색은 100% BSU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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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광투과식 측정법은 발광부에서 빛을 배출 가스

에 주사하면 배출 가스 성분 중 포함된 입자상 물질에 의

해 일부 빛이 산란되고 산란되지 않은 빛은 그대로 통과

하여 수광부에 집광되며 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매연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광투과식 측정법은 백연, 흑연,

청연 등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여지 반사식보다 정

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여지반사식보다 광투

과식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무부하 급가속 조

건에서 매연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자의 가속 페달을 밟

는 패턴에 따라 측정값의 변동이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차량에 부하를 가한 조건에서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부 도입되고 있다. 즉, Lug-down 검사 모드(3), 단일정

상 속도 검사 모드(4) (single steady speed test)등의 방법

과 같이 차량을 차대동력계에서 부하를 가한 조건에서

매연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차대동력계를 쓸 수 없는 여건 또는 도로 상에서의

차량 매연 검사 등에서는 부하 검사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무부하급가속 조건에서의 측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의 매연 측정법은 SAEJ1667(5) 방법과 유사하

다. 차량의 가속 페달을 급속히 밟으면서 엔진의 무부하

최고 회전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매연을 측정한다. 각

측정 사이클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매연값을 측정하고

그 중 피크값을 매연 대표값으로 정하고 있다. 

디젤 차량에 대한 매연 검사 및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Gutman 등(6)은 관성 질

량이 없는 단순한 차대동력계에 전부하 조건으로 매연

을 측정하고 매연 규제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Lu 등(7)은 디젤 차량의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 매

연 배출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과 Lee(8)는 다수의 소형 디젤 차량에 대해 차대동력

계 상에서 Lugdown 3모드에서 광투과식 방법으로 매연

을 측정하고 동일차량에 대해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

여지 반사식으로 매연을 측정하여 두 매연 측정기의 비

교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Kim과 Park(9)은 엔진 동력

계 상에서 두 매연 측정기 간의 상관 관계를 구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Kang과 Lee(10)는 무부하 급가속 조건

에서 매연을 측정하여 디젤 차량의 매연 대표값의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 매회 측

정한 매연 피크값 중 최대값 도달 후 3회 연속 피크값

들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였을 때 변동폭이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Lee(11)는 2.0 리터 디젤엔진 장착한 동일 모

델 차량 20대에 대해 실험하여,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

서의 배출되는 매연의 시간 변화에 따른 측정값을 적분

평균하여 대표값으로 하면 변동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차량의 매연 배출 대표값을 적

분 방식으로 하였을 때의 변동폭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다른 배기량의 차량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2.5 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일 모델차량 10대, 2.7 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일 모델 차량 7대 등 총 17대에 대해

무부하 급가속 검사 측정 방법으로 매연값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로부터 매연 대표값을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디젤 차량의 매연 측정을 위해서는 차량을 차대동력

계의 롤러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무부하 급가속 조건으

로 시험할 때에는 차량의 바퀴 회전이 없으므로 차대동

력계의 롤러는 회전하지 않는다.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

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급속히 밟았을

때 측정 대상 디젤 차량의 테일 파이프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을 광투과식으로 측정하며 동시에 엔진 회전수, 흡

입 공기 온도, 차속 등을 측정한다. 회전수 측정은 AVL

사의 듀얼(dual) 진동센서(12)를 사용하였다. 매연 측정기

의 광투과도(opacity) 측정 범위는 0~100%이다. EpusT

사의 OP-160장치(13)를 사용하였다. 발광부에는 연초록

LED(563 nm)를 사용하였고 수광부는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다. 배기가스가 측정실을 통과하는 동안 발

광부로부터 투사된 빛이 매연 입자에 의해 산란된다. 이

때 매연에 의해 산란되지 않은 빛은 수광부의 렌즈를

통해 집광되며 이를 감지하여 매연 농도 값을 계산하게

된다.

무부하 급가속 조건으로 매연을 측정할 때에는, 측정

대상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인 상태로 놓고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엔진 최고 회전수에 도달하게 한 후 2초간

유지시키고 바로 이어서 가속 페달을 놓아 엔진을 아이

들(idle) 위치로 복귀시킨 다음 5~6초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측정 사이클을 3회 이상 반복한다. 이때 측정 과정

중 차량 제조 회사에서 스펙으로 제시한 엔진 최고 회

전수를 검출하여야 하며, 엔진의 최고 회전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가속 페달을 밟을 때부터 4초 이내에 엔진

최고 회전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측정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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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된다. Fig. 1은 배기량 2.5 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의 시

간 변화에 따른 측정 예를 나타낸 것이다. 차량을 검사

장비에 설치하고 무부하 급가속 매연 측정법으로 7회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매 측정 사이클마다 가속

구간에서 매연값이 증가하고 감속 과정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2는 매연 측정과 동시에 측정

한 엔진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 매연값은 대체로

측정 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측정 사이클 횟수가 증가하면서 엔진

의 냉각수 온도의 상승, 흡기 공기의 가열, 연료 가열 등

의 요인에 의해 엔진 내의 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매연값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무부하 급가속시 도

달한 엔진 최고 회전수는 대략 4000 rpm으로 측정 사이

클 간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하나의 측정 사이클 동안, 시간 변화에 따른 매연 측

정값 중 최댓값을 측정 대상 차량의 매연 대표값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매연 표준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

후로는 이를 ‘피크값’으로 서술하겠다. Fig. 1에서 두 번

째 매연 측정 사이클의 매연 측정 결과를 x-방향(시간

축)으로 확대하여 우측 상단에 나타내었다. ‘Peak’로 나

타낸 것이 현재의 측정 표준에 의한 측정 대상 차량의

매연 대표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매연 측정 결

과로부터 각 측정 사이클의 매연 대표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Fig. 1의 x-방

향 확대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측정 사이클 전체

구간(one measurement cycle)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매

연 측정값 적분하여 그 평균값을 매연 대표값으로 하는

방법이며 이후로는 이 방법을 ‘사이클 평균값’이라고 기

술하겠다. 또 다른 방법은 Fig. 1의 x-방향 확대 그림에

표시한 것과 같이 측정 사이클 중 가속 구간(accelera-

tion range)의 측정 매연값을 적분하여 그 평균을 대표값

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후로는 이 방법을 ‘가속 구간

평균값’으로 기술하겠다.

3. 결과 및 검토

디젤 차량의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 배출되는 매연

의 대표값을 현재 규정된 측정 표준에 의해 얻어진 ‘피

크값’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이클 평 균값’ 및 ‘가속

구간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2.5 리터급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일 모델 차량 10대에 대해 무부하 급가속 조

건으로 매연을 반복 측정하였다. 이들 차량들은 정기적

인 검사를 위해 입고된 차량 중 동일 모델인 10대를 임

의로 선택하였다.

Fig. 3(a)는 무부하 급가속으로 10대의 차량 각각에

대해 7~8회에 걸쳐서 반복하여 매연을 측정하고 각 측

정 사이클의 매연 대표값 중 ‘피크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심볼과 함께 나타낸 번호는 측정한 차량의 구분

번호에 해당한다. 측정한 매연 ‘피크값’ 10~95%의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연 피

크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량

Fig. 1 Repeated measurement results of smoke emis-

sions according to the time elapsed after the start

of the free acceleration test

Fig. 2 Repeated measurement results of engine speed

according to the time elapsed after the start of the

free acceleration test



한국액체미립화학회지  제18권 제3호(2013)/ 135

Fig. 3 Smoke measurement results of 10 inspected diesel

vehicles with 2.5 L engines for repeated measure-

ments: (a) ‘peak smoke’, (b) ‘cycle average value’,

and (c) ‘average value acceleration range value’

Fig.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a) ‘peak smoke’,

(b) ‘cycle average value’, and (c) ‘average value

acceleration range value’ (2.5 L diesel engine), for

repeate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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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매연 피크값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Fig. 3(b)

와 Fig. 3(c)는 각각 측정 사이클 회수 증가에 따른 ‘사

이클 평균값’과 ‘가속 구간 평균값’의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기존의 ‘피크값’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감소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클 평균값’과 ‘가속 구간

평균값’의 변동폭이 줄어 든 것은 전체 측정 사이클 과

정 및 가속 구간에서 배출되는 매연값의 적분 평균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재의 표준에 의해 구한

‘피크값’은 특정 시간대의 매연값을 취하였기 때문에 변

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사이클 평균값’의 변동폭

이 ‘가속 구간 평균값’ 변동폭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매연 배출의 변동성이 운전자의 가속 패턴에 큰 영

향을 받기 때문으로 가속 구간에 측정한 매연 값만을

적분 평균한 것이 변동폭을 줄인 것으로 사료된다.

매연측정 대표값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

간 평균값’들의 변동폭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Fig. 4(a), Fig. 4(b)와 Fig. 4(c)는

각 측정 대상 차량에 대하여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

여러 회 반복 측정한 매연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들의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각각 나

타낸 것이다. Fig. 4(a)의 ‘피크값’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변동이 Fig. 4(b)와 Fig. 4(c)의 ‘사이클 평균값’과 ‘가속

구간 평균값’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 변동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측정 표준에 따르면 차량 검사의 합격 또는

불합격은 ‘피크값’을 3회 연속 측정하여 이들을 산술 평

균하고 이 값이 규제값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결정

된다. 따라서 앞서 구한 각 측정 사이클에서 정의한 매

연 대표값의 3회 연속 평균값의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5(a), Fig. 5(b), Fig. 5(c)는 각각 Fig. 4(a), Fig.

4(b), Fig. 4(c)에 나타낸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의 3회 연속 값을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a), Fig. 5(b), Fig. 5(c)의 결과 역시 ‘피크값’, ‘사이

클 평균’, ‘가속 구간 평균’ 순서로 3회 연속 평균값 변동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연속 평균값도 측정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7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일 모델의 차량 7대에

대해 전술한 방법을 적용하여 매연을 측정하였다. Fig.

6(a), Fig. 6(b), Fig. 6(c)는 2.7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일 모델 차량 7대에 대해 실시한 무부하 급가속 시험

에서 측정된 매연의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

간 평균값’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측정 사

이클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각의 매연값은 감소하

Fig. 5 Average of 3 consecutive measurement cycles of

(a) ‘peak smoke’, (b) ‘cycle average value’, and (c)

‘average value acceleration range value’ (2.5 L

diesel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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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moke measurement results of 7 inspected diesel

vehicles with 2.7 L engines for repeated measure-

ments: (a) ‘peak smoke’, (b) ‘cycle average value’,

and (c) ‘average value acceleration range value’

Fig. 7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a) ‘peak smoke’,

(b) ‘cycle average value’, and (c) ‘average value

acceleration range value’ (2.7 L diesel engine), for

repeate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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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출 매연의 변동폭은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의 순서로 줄어들고

있다. Fig. 7(a), Fig. 7(b), Fig. 7(c)는 각각의 측정 대상

차량에 대하여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 여러 회 반복

측정한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들

의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의

‘피크값’ 평균값과 표준 편차의 변동이 Fig. 7(b)와 Fig.

7(c)의 ‘사이클 평균값’과 ‘가속 구간 평균값’에 대한 평

균 및 표준 편차의 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5리터 장착 디젤

차량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다. Fig. 8(a), Fig. 8(b), Fig.

8(c)는 각각 Fig. 6(a), Fig. 6(b), Fig. 6(c)에 나타낸 ‘피

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의 3회 연속

측정 결과들을 평균한 것이다. Fig. 8(a), Fig. 8(b), Fig.

8(c)의 결과 역시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순서로 3회 연속 평균값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회 연속 평균값도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5

리터 디젤 차량의 결과와 유사하다.

4. 결 론

2.5 리터 및 2.7 리터 디젤 엔진을 각각 장착한 차량

여러 대에 대해 무부하 급가속 조건에서 배출되는 차량

의 매연 대표값을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매회 측

정 사이클에서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

균값’을 구하였으며 측정 사이클 간의 변동폭을 구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매연 대표값은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

간 평균값’의 순서로 변동폭이 줄었다. 현재 대기환경보

존법에 규정된 ‘피크값’대신에 ‘사이클 평균값’, ‘가속구

간평균값’을 검사 대상 디젤 차량의 매연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시험 운전자의 가속 패턴 차이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어 디젤 차량 배출 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매연 측정 사이클을 여러 회 반복하여 얻은 ‘피크

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들을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분석한 결과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

속 구간 평균값’의 순서로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났다. 이

는 ‘가속 구간 평균값’이 매연 대표값으로서 신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피크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의 3

Fig. 8 Average of 3 consecutive measurement cycles of

(a) ‘peak smoke’, (b) ‘cycle average value’, and (c)

‘average value acceleration range value’ (2.7 L

diesel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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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연속 측정값에 대한 산술 평균값의 변동폭은 ‘피크

값’, ‘사이클 평균값’, ‘가속 구간 평균값’순서로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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