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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rimary carrier of chain branching and propagation reactions, OH (Hydroxyl) radic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pecies in hydrocarbon combustion environment. However, it is no easy to measure the OH
radicals concentration in the flame, because it has short duration time, big fluctuation and rapid reaction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measure OH radicals precisely because OH radicals in fames
are closely related to combustion efficiency and pollutant emission. To overcome the OH radical concentration
measurement in the rapid chemical reaction, TDLAS (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can
be a very attractive analysis technique for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certain species in a gaseous
mixture in the flame. In this study, an optical absorption region of OH radical was selected in the near
infrared laser (6419 cm-1) to measure OH radical quantitatively in flame. Unfortunately, Most of the light
absorption signals of OH radical are interfered by the absorption signals of H2O. So, the OH radical
concentration should be calculated after excluding the contribution of H2O absorption from united
absorption signal of OH and H2O.
Key Words : TDLAS, Hydroxyl, Absorption, Flame, Near-Infrared

1. 서 론
최근 전세계 에너지 공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연소 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대기환경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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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상기온 현상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국은 대기환경오염 물질의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 중 연소 적용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25% 이상이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로 나타나며, 50% 이상이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1]. 연소 반응은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적 연소 반응 유도로 에너지 효율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소 반응 이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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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기가스 중 입자물질과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전구
물질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

laser), 공진기(Ti:Al2O3 Resonator), 펌프 레이저(10W CW
532 nm-pump)로 발생한 빛을 합 진동수 발생기(Sum-Fre-

소 효율 증가 및 배기가스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실시간 연
소 환경 스캐닝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OH 라디칼은 거의 모든 연료의 연소에서 중요한 화학종

quency Generation(SFG) module)에 주입하여 발진시키
기 때문에 복잡한 광 정렬과 시스템으로 인해 작동 환경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소형의

으로 화염 전파 반응(Propagation reaction)이나 연쇄 분지
반응(Branching reaction)에 주요한 운반자이다. 또한 산
화제를 공기로 사용할 때 공기 중 질소 성분이 고온 등 여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시스템은 단순화가
가능하고 측정 적용 환경이 넓지만 H2O 광 흡수 신호의 간
섭으로 인한 OH 라디칼 농도 측정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러가지 조건에서 NOx로 변하기 때문에 유해가스 생성에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 하지만 OH 라디칼 특성상 생성
과 소멸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하

본 연구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H2O에 의한 광 흡수 신호가
OH 라디칼의 광 흡수 신호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간섭
될 때 H2O에 의한 광 흡수 신호만 선별하여 분리, 제거하

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연소 환경 내 화염을 직접적
으로 진단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비접촉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학식 측정기법들을

고 정량적으로 OH 라디칼을 측정하고자 한다.

대상으로 화염 거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화염 내 OH 라디칼 측정을 위
한 대표적인 광학적 측정 방법으로는 흡수분광법(Absorption
Spectroscopy)[3-6], 레이저 유도 형광법(Laser-induced fluorescence) [7-9], 발광분석법(Emission)[10-12]등이 있다.
흡수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들을 보면 OH 라디
칼을 측정하기 위한 광 흡수 영역은 크게 자외선(Ultraviolet)
과 근적외선(Near-Infrared)으로 나뉜다.
최근에 자외선 흡수 파장 영역에서 흡수 분광법을 이용
하여 화염 내 OH 라디칼 측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화염 측정 및 충격파의 물리적 거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6,10]. 또한 1990년
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근적외선 흡수 파장 영역을
사용하여 화염 내 OH 라디칼 측정을 시도해왔다[3-5]. 기
존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Shengkai et al.는 충격파 연
소 환경에서 자외선 파장 레이저 시스템(UV laser system)을
구축하여 자외선 파장 대 OH 라디칼 농도를 측정하였고,
Aizawa et al.은 다양한 당량비 조건을 가지는 프로판-공
기 혼합 연소기의 화염에서 분포 궤환형 레이저(DFB,
Distribution feedback laser)를 이용하여 근적외선 흡수 영
역의 OH 라디칼 농도를 측정하고 화학적 평형 계산 시뮬
레이션(Chemical equilibrium)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 정
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Bernard et al은 근
적외선에서 다파장 흡수 영역을 적용하여 CO/CO2 배출

2. 이론적 배경
2.1. Beer-Lambert Law
파장 가변 다이오드 레이저 흡수 분광법은 Beer-Lambert
법칙에 근거하여 식 (1)과 같이 특정 주파수에서 좁은 스
펙트럼의 빛이 흡수 대상 매질을 통과할 때 초기 강도와 투
과된 강도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Fig. 1은 흡수 매질을 통과하는 초기강도의 빛과 투과된
빛의 강도가 흡수로 인하여 줄어듬을 보여주며 아래 식
(1)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exp   


(1)

 는 흡광도로 식 (2)로 표현된다.
   ×  ×  ×   × 

(2)

여기서,  는 흡수 매질 내 가스 분자의 몰분율,   는
흡수 매질 내 압력,    은 광 경로(Optical path)이며
  는 흡수 매질의 분광학적 파라미터로
온도, 압력, 흡수 파수에 의존한다.       는
선강도(Linestrength)로 가스 분자의 고유 운동 특성과 온

농도와 OH 라디칼 흡수 크기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지
만 H2O 광 흡수 신호의 간섭으로 인한 오차율이 존재하였
다. 흡수 분광법을 이용해 OH 라디칼 측정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보면, 자외선 영역의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는 시스
템의 경우, 자외선 흡수 파장 영역의 파장 가변 레이저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극성 레이저(5W s-Polarized 532 nm

Fig. 1. Schematic of typical absorption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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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밀접한 광학적 속성이다.  는 흡수 면적
영역의 스펙트랄 선 형상 함수(spectral line-shape)로

     로 정량화할 수 있다. 따라서 흡수 면적 A는


식 (3)으로 표현될 수 있다.




∞



(3)

∞

  ×  ×  ×  

식 (4)는 몰분율 즉 측정 대상 가스의 농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식이며, 이는 압력, 흡수거리, 선강도에 반비례하
고 흡수 면적 A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4)

2.2. 선 형상 함수(Line-shape function)
연소 환경의 경우 고온 영역이면서 연소 생성물들의 가
스 분자 충돌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 형상 함수로는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흡수 면적의 선 형상 함수는 일반
적으로 가스 분자 열적 운동에 관련 있는 Doppler 선 형상
함수와 측정 환경 내 압력과 가스 분자들의 충돌에 관련 있
는 Pressure-broadened 선 형상 함수의 혼합 형태인 Voigt
선 형상 함수를 사용하여 근사화 할 수 있다[13].
Doppler 선퍼짐은 흡수되는 분자들의 무작위 열적 운동
때문에 일어나며 Gaussian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ln 
exp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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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흡수 종의 충돌로 흡수 면적 선 형상 반치
선폭을 나타내며 식 (8)로 나타 낼 수 있다.

 

∆  







(8)

여기서         는 흡수 종들끼리의 충돌이나 흡
수 종들과 교란흡수 종과의 충돌로 인한 선퍼짐 계수를 나
타낸다. 식 (9)는 Gaussian과 Lorentzian식을 혼합시켜 나
타낸 Voigt 함수 형태이다.
∅  



∞

∞

∅∅   

(9)

Voigt 함수 형태는 정량적인 흡수 분광법 분석에 잘 맞
으며 수치 근사방법(Different numerical approximation)
을 통해서 근사화 할 수 있다[14,15].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통하여 Voigt 선 형상 함
수 기반 광 흡수 신호 시뮬레이션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OH 라디칼 광 흡수 영역 선정
본 연구의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OH 라디칼 광
흡수 영역을 선정해야 한다. Fig. 2의 (a)는 1400K에서 OH

(5)

식 (5)는 Doppler 선퍼짐을 Gaussian 함수 형태로 나타
낸 식이다. ∆     는 흡수 면적의 선 형상 영역에서
반치전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으로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6)

여기서      은 흡수 종의 몰질량을 나타낸다. Pressure-broadening은 흡수 종들의 충돌과 측정 공간 내 압력
에 지배되며 Lorentzian 함수 형태로 식 (7)으로 나타낸다.
∆

∅    
       ∆

(7)

Fig. 2. Linestrength at (a) 0 - 5.0×10-21 scale and (b)
0 - 4.0×10-23 scale of H2O and OH in the 5000
to 7000 cm-1 spectral range at 1400K (from
HITR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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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cal absorptions of OH and H2O by HITRAN
database.

Fig. 4. Optical absorption of single H2O by HITRAN
database.

라디칼 선강도와 H2O 선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6000 cm-1
에서 6750 cm-1 파수 영역은 OH 라디칼 선강도는 강하고
H2O 선강도는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측정
환경 내 OH 라디칼 농도와 H2O 농도가 같았을 때 적용되
는 값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연소 환경은 연소 생성물 중
H2O의 비율이 OH 보다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한 비교는 어렵다. Fig. 2의 (b)는 (a)의 Y축 선강도를 확대
하여 본 그림이다. (a) 그래프에서 OH 라디칼 광 흡수 영역
내 H2O 간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 그래프와 같이
작은 흡수 신호들을 상세히 관찰하여 보면 H2O의 광 흡수
신호는 OH 라디칼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H2O 광 흡수 신호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OH와의 광 흡수 영역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Aizawa et al.은 6421.3 cm-1 파수 영역을 선택하여 당량
비(Equivalence ratio, ∅ ) 0.6 - 1 영역에서 OH 라디칼을
측정하였지만, 당량비 0.65, 0.95, 1, 영역에서 H2O 광 흡
수 신호 간섭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3].
본 연구의 최종적인 광 흡수 파수 범위는 다양한 연소 생
성물들의 광 흡수 영역들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선정되어
야 한다. Fig. 3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선택한 파장 범위
에서 H2O를 제외한 다른 연소 생성물들의 간섭은 관찰되
지 않는다. 6421.3 cm-1 파수 범위는 H2O의 광 흡수 신호가
OH 광 흡수 신호 중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험 진행시 광
흡수 신호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H2O에 의한 간섭이 존재
하지만 OH 라디칼의 광 흡수 강도가 높으면서 H2O의 광
흡수 강도가 약한 곳인 6419.9 cm-1 – 6419.5 cm-1 OH+H2O
(case1) 파수 범위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파수 범위에서
OH와 H2O의 광 흡수 신호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간섭
이 일어나기 때문에 H2O에 의한 광 흡수 신호만을 선별하
여 분리되어야 한다. Fig. 4는 간섭되는 H2O 광 흡수 신호

Fig. 5. (a) Top view of the burner (b) schematic of the
burner.

를 분리하기 위해 파수 범위 7207.4 cm-1 - 7206.80 cm-1에
서 선정된 단일 H2O (case2) 광 흡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3.2. 실험장치
본 연구의 실험 목적은 선택된 OH+H2O(1)와 H2O(2) 파
수 범위를 가지는 각각의 레이저를 동시에 조사하여 화염
내 OH와 H2O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단일 H2O(2) 광
흡수 신호를 이용하여 화염 안을 지나가는 광 경로 상의
H2O 농도를 구한 다음, OH 라디칼 광 흡수 영역에서 간섭
되어 있는 OH+H2O(1)의 광 흡수 신호에 H2O(2)로 측정
한 H2O 농도 값을 기반으로 간섭되는 광 흡수 신호를 분리
하여 OH 라디칼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우선, 본 실험은 OH 라디칼 광 흡수 신호 영역에서 간섭
H2O(1) 광 흡수 신호를 분리하여 화염 내 OH 라디칼 농도
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소기의
사양이 중점 고려사항은 아니며, 이에 Fig. 5와 같이 야외
에서 캠핑용 버너 등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가스연소기를
대상 연소기로 선정하였다. 연료는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
로부터 공급되며, 연료 공급관에 타공된 구멍으로 유속차
로 인해 흡기된 공기가 산화제로 사용된다. (a)는 연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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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al schematic of the measurement
system for measuring OH radical concentration.

Fig. 7. Schematic of th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의 윗면 사진으로 다공판과 금속매쉬를 확인할 수 있다.
(b)는 연소기의 개략도이다.

Fig. 8. Wavemeter of the laser lights by the injected
current and temperature variation near by (a)
6419.9 cm-1 and (b) 7207.1 cm-1.

Fig. 6는 전체적인 실험장치 구성을 보여준다. 조사되는
두 광원으로는 Butterfly 14 pin type의 분포 궤환형 레이저
(NTT社)로 중심 파수 6419.9 cm-1와 7207.1 cm-1를 사용

Table 1. Conditions for laser operation (laser controller
and function generator)

하였으며, 전류와 온도를 주입해야만 원하는 파수 범위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컨트롤러(ILX Lightwave,
LDC-3908)를 이용하였다.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광원은

Wavenumber
(cm-1)

Laser controller
(mA-°C)

Function
generator
(kHz - V)

화염 안으로 직접 조사되어 OH 라디칼과 H2O 농도를 측
정하게 된다. 식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광 흡수 거리
(L)가 길어지면 광 흡수 면적(A)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도

6419.9[OH]
+
6419.5[H2O(1)]

60 - 32.1

1-1

7207.1[H2O(2)]

60 - 16.9

1-1

(  ) 측정 한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사율이 높은
Gold mirror(Thorlabs, PF05-03-M01)는 저농도의 OH 라
디칼의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되었다.
Fig. 7은 통상 다른 두 광원을 합쳐주고 분리해주는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으로 Fig. 6의
MUX(Multiplexer)와 De-MUX(De-Multiplexer)로 나누
어 진다. MUX는 다른 두 파수을 가지는 각각의 레이저 광
원을 합쳐서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 혼합된 광원은 측
정 구간을 지나 De-MUX에서 굴절율 차이로 분리 된다.
Fig. 8의 (a), (b)는 레이저에 주입되는 전류 및 온도 조건에
따른 출력 광의 파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확한 파수의 레
이저광 발진을 위해, Wavemeter (HighFinesse laser and
Electronic Systems, WS-6)를 이용하여 사전 실험을 진행

하였다.
또한 광 흡수 신호의 파장 가변 및 신호 분석을 위해 함
수 발생기(Tektronix, AFG320)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기
와 진폭을 가지는 파형을 인가하였다.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주입 전류 및 온도 조건과 함수 발생기 조
건, 파수를 나타낸다. 조사된 다른 두 파수의 광원은 화염
을 지나 Photo detector(Thorlabs, PDA20CS-EC)에 집광
되어 신호처리를 위해 DAQ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취득
한 신호는 MATLABⓇ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측정 위치는
화염 밑면에서부터 15 mm 씩 증가하여 총 3 구간을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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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연소기 연소 특성
실험에 사용된 연소기의 화염은 연료 유속에 의해 연료
관으로 흡기된 공기가 1차 산화제로 사용되어 형성되고,
이후 화염 주변 공기가 공급되면서 연소가 진행되는 것으
로 파악된다. 따라서 연소기 전단의 초기 화염 형성부분은
연료농후의 예혼합화염이 형성되고, 화염 측면 및 중후반
부분은 외기와 만나 확산화염을 형성한다. 이는 사용자가
일반인인 이동식 가스연소기의 안정적 점화를 위한 화염

Fig. 9. (a) Flame thickness(Thick) at three flame heights
(15 - 45 mm) (b) Flame thickness (Thin).

구조이다.
연소기 화염 특성을 간략하게 알아보기 위해 전기화학
식 가스 분석기와 K-type 열전대(Thermocouple, T/C)를
통해 연소기로부터 15 mm 상단의 화염 전단 중심부 CO
농도 및 온도를 측정하였다. CO 농도는 가스분석기의 측
정한계를 벗어나 정량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했으나 수%
이상의 높은 연료 농후 특성을 보였으며, 온도는 1200K 내
외로 측정되었다. 이는 주로 조리에 사용되는 야외용 이동
식 가스연소기의 특성으로, 바람의 영향에서도 안정적으
로 점화되고 넓은 면적의 조리기구 등 피가열물의 넓은 단
면을 골고루 가열할 수 있는 장점에 특화되어 있는 연소기
특성이라 할 수 있다.

4.2. OH 측정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초점은 근적외선 영역에서 H2O와 OH 광 흡
수 신호 범위 내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WDM 시스템을
활용하여 OH+H2O(1) 광 흡수 신호 영역과 단일 H2O(2)
광 흡수 신호 영역을 동시에 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즉, 단일 H2O(2) 광 흡수 신호 영역의 레이저를 화염에 조
사하면 정확한 H2O 농도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측정된
농도는 중첩된 OH+H2O(1) 광 흡수 신호에서 간섭되는

Fig. 10. Absorption signals at three flame heights
(15, 30, 45 mm) (a) OH+H2O(1) and (b) H2O(2).

H2O(1) 광 흡수 신호를 분리하는데 적용된다. H2O(1)의
광 흡수 신호를 분리하면 단일의 OH 라디칼 농도를 도출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광 흡수 신호에 해당하는 선 형상 함

mm 위로는 변동이 증가하여 정확한 화염 단면의 직경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15 mm 에서만 화염 두

수가 파수 범위, 측정 공간 내 온도, 압력, 화학종 충돌에 따
라 형상은 다르지만 각각의 다른 파수 범위에서 광 흡수 면
적을 적분하여 계산되는 농도 값은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Fig. 9는 OH 라디칼 측정을 위해 사용된 화염을 나타내고
있다. 연소기 끝단에는 금속 매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의 가열로 인한 붉은 색의 복사파 방출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a)와 (b)는 화염의 화염면이 심하게 변동할 때
금속 매쉬 기준 화염 높이별 단면의 직경 변화와 측정 구간
을 나타낸 것이다. 화염이 대기로 전파될 때 화염 높이 15

께를 광 경로 측정 거리로 도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0의 (a)는 화염의 중심축을 따라 버너 밑면을 기준
으로 높이 15 mm에서 45 mm 까지 15 mm 간격으로 OH+
H2O(1) 파수 범위의 광원을 조사하여 얻어진 광 흡수 신호
결과이다. 15 mm에서 측정된 OH+H2O(1) 광 흡수 신호
면적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며 45 mm로 올라 갈수록 전
체 면적이 줄어듬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화염이 대기 중으로 전파할 때 외기의 영향으
로 화염의 아래보다 위로 갈수록 화염 폭이 좁아지기 때문
이며 이는 광원이 지나갈 수 있는 화염 내 거리가 줄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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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16]. 또한 화염 밑면으로 갈수록 OH 와 H2O(1)
의 광 흡수 신호가 증가하여 간섭이 심해짐을 관찰할 수 있

진행하였다.
Table 3는 Table 2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하여 OH+H2O(1)

다. 식 (3)을 보면 광학적 측정 거리에 흡수면적 A가 비례
하기 때문에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OH
라디칼의 경우, 확산화염의 화염 면에서 OH가 존재하기

의 전체 광 흡수 신호 면적과 H2O(2)의 광 흡수 신호 면적
을 도출한 결과이다. H2O(2) 광 흡수 신호 영역을 사용하
여 식 (4)를 활용하면 화염 내 광원이 지나간 영역에서의

때문에 측정 거리 감소로 인하여 윗면으로 갈수록 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4]. Fig. 9의 (b)는 단일 H2O(2) 광
흡수 신호 범위의 광원을 화염에 조사하여 얻어진 광 흡수

H2O 농도를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파수영역을 이용한 광 흡수 신호는 동일 시간,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되었으므로 H2O의 농도는 일치해

신호 면적이다. 화염 높이에 따라 측정 거리 증가에 의한
OH+H2O(1) 광 흡수 신호 면적 증가와 경향성이 같음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식 (4)를 활용하여 OH 라디칼 농도

야 한다. H2O(2)에서 구한 농도 값에 해당하는 양의
H2O(1)의 광 흡수 신호 면적을 식 (4)를 통해 계산하고,
OH+H2O(1) 전체 광 흡수 신호 면적에서 이를 분리해 주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을 보여준다. 우선 화염 내
광원이 조사되어 지나간 정확한 선 평균 온도 값을 알고 있
어야 선강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온도 측정의 경우 300~

면 정량적인 OH 광 흡수 신호 면적만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한 OH 라디칼의 면적은 0.0046 cm-1로 OH 라디칼
농도는 0.4706%로 도출되었다.

1,500 K 내외의 범위에서 흡광도 비율과 온도의 선형성이
확보되는 Line pair를 사용하였으며[17,18], 예혼합화염
과 확산화염이 혼합된 연소기 화염의 특성상 화염높이 15

4.3. OH 광 흡수 신호 시뮬레이션

mm 지점에서도 완전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연료
농후 상태로 화염 온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측정된 온도
값을 적용하여 HITRAN database에서 OH 라디칼의 선강

Voigt function 기반 시뮬레이션 값을 도출하였다. Voigt
function은 온도 및 압력에 의한 선 퍼짐 현상을 잘 반영하
여 실제 흡수 신호와의 비교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Fig.

도 값을 도출하였다[19]. 광원이 조사되어 지나간 광 경로
측정 거리는 화염 높이 15 mm 지점에서 화염 내 측정 거리
를 알 수 있지만 30 mm와 45 mm에서는 화염면의 심한 변
동으로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없다. 이는 식 (4)에서 화염
내 광원이 지나간 측정거리(L)를 정의할 수 없는 조건으
로, 화염 높이 30, 45 mm의 실험 조건들은 분석을 배제하
고 화염 높이 15 mm의 실험에서 OH 라디칼 농도 분석을
Table 2. Measured spectroscopic data for the OH
radical concentration calculation
Flame
height
(mm)

Flame
Temp. (K)

Line Strength
(cm-2/atm)

Optical path
length (cm)

15

1167.2

0.008772

111.4

30

987.4

0.007228

-

45

816.2

0.005115

-

실험에서 구한 OH 농도에 대한 비교 및 검증을 위해

11은 실제 실험을 통해 구한 OH 라디칼 광 흡수 신호 면적
값과 Voigt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OH 라디칼의 광 흡수
신호 면적 값을 비교하고 식 (4)를 적용하여 실험값의 농
도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화염 밑면에서부터 15 mm의 측
정 결과 값인 광 경로 측정거리 111.4 cm와 화염 온도
1167.2 K을 적용하여 Voigt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X축은
농도 0.1~0.75%를 0.01% 간격으로 나타내고, 각 농도에
해당하는 광 흡수 신호 면적을 Y축에 도출하였다. 즉 실험
에서 측정된 온도, 광 경로 측정 거리를 Voigt 시뮬레이션
에 적용하면 농도에 따라 측정 면적이 도출되며, 이는 실

Table 3. Calculated optically absorption area for
OH+H2O(1) and H2O(2)
H2O(1) OH+H2O(1)
OH
Flame
H2O(2) Absorption Absorption Absorption
height
Conc.(%)
area
area
area
(mm)
(cm-1, Cal.) (cm-1, Cal.) (cm-1, Cal.)
15

4.046

0.00354

0.00814

0.00460

Fig. 11.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 and
calculated result on OH radic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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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험값과 비교를 통하여 오차를 산출할 수 있다. 화염
높이 15 mm 조건에서 실험 농도 값과 Voigt 시뮬레이션으
로 도출한 농도 값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염 측정 높이 15 mm에서는
화염면의 변동이 작아 광원이 지나간 광 경로 측정 거리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Voigt simulation의 이론적인 광 흡수
신호 면적 값과 실험값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는 식 (9)의 Voigt 함수에서 광 흡수 신호를 구현하기 위한
근사화 계산 과정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면, 실험값과 해석 결과는 비교적 유
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약 8.53%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선형 함수 합성 시 수치해석기법과 실제 실험값의 광 흡수
신호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식 측정 방식인 TDLAS
기법을 이용하여 화염 내 OH 라디칼 농도를 측정하기 위
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1) WDM 시스템 기반 선택된 OH+H2O(1)와 단일 H2O
(2) 파수 범위의 레이저를 화염에 조사하여 H2O(1)
간섭이 배제된 OH 라디칼의 농도를 도출하였다.
2) 화염의 측정 구간은 화염 밑면에서부터 15 mm씩 증
가시켜 총 3구간(15, 30 45 mm)을 측정하였으며 화
염면의 변동이 가장 적은 15 mm 구간에서 측정된 농
도 값과 Voigt 시뮬레이션 이론 값을 비교하였다.
3) 화염 밑면 15 mm에서 OH 라디칼 광 흡수 면적
(0.00460 cm-1)에 해당하는 농도는 0.4706%로 도출
되었으며, 측정된 0.4706% 농도에 따른 Voigt 시뮬
레이션 이론값은 0.00423 cm-1으로 약 8.53% 오차를
확인하였다.
이는 화염 내 OH 라디칼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화염 측정 구간 30
mm와 45 mm에서는 화염면의 변동이 큰 구간으로 정확
한 광 경로 측정 거리(L)를 도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
하였다. 그 이유는 확산화염이 대기 중으로 전파할 때 화
염면의 변동으로 인하여 화염 내 광 경로 측정 거리 오차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측정 OH 라디칼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연소 진단 및 실시간 연소 제어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연소 에너지 효율과 오염물질 저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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