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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히터와 일체화된 전하 유도형 PM 센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컴퓨터 공학부

이 승 현

급속한 산업화 이후로 미세 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대

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PM은 대기에 배출되는 총 배출량

중 약 65 %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PM을 제거하기 위하여 DPF 가 모든 자동차에 설

치되었지만, DPF는 그 기계적인 특성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DPF의 고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생산되는 전 차종에 6.5 mg/km 이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

착해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센서가 필요하다.

PM 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기인한 센서들 중에서 전하 유도방

식 센서는 낮은 Minimum Detectable Range가 달성 가능하며, 간단한

구조로 인해 양산이 용이하다. 하지만, 전하 유도 방식 센서는 센서 표면

위에 물이나 PM이 쌓이게 되면 감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이를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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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하유도방식 센서에 히터를 내장하여 PM이 쌓

이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라믹과 실리콘을 접합하여 센서와 히터가 내

장된 구조를 만들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센서는 간단한 MEMS 공정

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히터는 세라믹위에 스크린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배기환경에 적합하며 센서 표면 위

퇴적된 PM을 제거할 수 있는 센서를 제작 하였고, 제작된 센서는 OBD

규제를 만족하는 0.079 mg/km의 minimum detectable range를 달성하였

다.

주요어 : PM 센서, 히터, 전하 유도 방식 센서

학번 : 201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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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PM 센서의 개요

급속한 산업화 이후로 미세 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대

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PM은 대기에 배출되는 총 배출량

중 약 65 %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PM은 원소 탄소(elemental carbon)이 75 %, 유기탄소(Organic Carbon)

이 19 %,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등의 물질이 약 1 %, 기타물질이 5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인간의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

거나, 심지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암을 발생시키는 등의 인체에 유

해한 효과를 일으킨다. [1-4]

그림 1.1 PM을 포함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트럭

이러한 PM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Diesel Particulate Filter(DPF)

가 엔진 후단에 설치되어 PM을 연소시켜 여과시킨다. 하지만 DP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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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NMHC

(g/km)

CO

(g/km)

NOx

(g/km)

PM

(mg/km)

Euro 5
2009 ~ 

2014
0.32 1.9 0.54 50

Euro 6
After 

2014
0.14 0.75 0.14 6.5

북미
After 

2013
0.098 3.9 0.087 11

설치 이후 노후화 되거나, 결함이 생기게 된다면, 필터링 효율이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표1.1과 같이 1989년부터 자동차에 실시간으로 DPF

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하는 On-Board

Diagonistics (OBD)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림 1.2 DPF 개념도 (좌) 손상된 DPF 의 형태 (우)

표 1.1 OBD 규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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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 자동차에서 DPF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은

DPF 전후단의 압력을 측정하여 PM에 의해 막힘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최소 13 mg/km의 PM 양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부

터 적용되는 Euro6 규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판매되는 디젤 신차의

경우 최소 6.5 mg/km 의 PM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차동 압력 방식 센서로는 2014년 이후 상용 디

젤차에 적용할 수 없으며, 6.5 mg/km 의 최소 감지 범위를 갖는 새로

운 센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림 1.3 차압 방식의 PM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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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M의 센서 개발 동향

현재 개발되고 있는 PM 센서들은 PM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그 양을 측정하고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 PM의 광학적 특성

을 이용하거나,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 PM이 전도성 물질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P. H. McMurry 는 그림 1.4와 같은 광학적 방식의 PM 센서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PM이 포함된 유체에 빛을 가하면 유체를 통

과하여 광 반사경에 의해 반사가 되는데, 이 때 반사되는 빛의 양을 통

해 입자의 종류 및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6] 이 방식은 실

시간으로 PM 양을 측정할 수 있지만, 발광 장치 및 수광장치의 정렬에

따라 센서의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진동이 심한 자동차 배기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또한, PM이 광원이나 반사경에 퇴적되게

되면 센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4 광학 방식의 PM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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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k은 Paddle 타입의 Piezoelectric resonator를 통해 입자의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였다. [7] 그림 2-3과 같이 입자가 Paddle

에 퇴적하게 되면 Paddle의 공진 주파수가 달라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비교적 작은 무게를 갖는 입자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소형

화가 가능하지만, 입자가 Paddle 에 퇴적을 잘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해야 하고, 퇴적된 입자들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PM 에 직접 노출되

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그림 1.5 Piezoelectric Resonator 방식의 PM 센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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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의 전도성에 착안하여 BOSCH 사는 그림 1.6과 같은 센서를

개발하였다.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전극 사이에 PM이 쌓이

게 된다면 두 전극 사이에 전도가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전류의 양을

읽어 PM의 질량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8]

그림 1.6 저항형 PM 센서의 개념도

그림 1.7은 BOSCH 센서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센서 표면에 쌓

인 PM은 자연적으로 제거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고, 센서로 사용하

는 전극의 온도에 따라서 전극의 저항이 바뀌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

라서 센서 표면에 쌓인 PM을 제거할 수 있는 히터를 내장해야 하였고,

센서로 사용하는 전극의 온도를 알기 위하여 추가적인 온도 센서를 장착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센싱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히

터와 온도 센서가 같이 내장되야 되므로 구조가 복잡해지고, 단가가 올

라간다. 또한 온도의 영향을 보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단

점을 갖고 있다.



- 16 -

그림 1.7 저항형 PM 센서의 구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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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하 유도형 PM 센서의 원리

PM의 무게를 재거나 전도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달리, PM의 대

전된 성질을 이용하여 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 배기에 포함된 PM을 대

전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ESF(Electro Static Filter)에 통과 시킨 후

ESF의 동작 전과 PM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1.8과 같이 단위

부피당 106~107개의 대전된 PM 이 존재한다. [9] PM 1개당 1개의 전하

를 가졌음을 가정하고 DPF 손상 시 PM의 투과율을 10 %로 가정했을

때, 수백 fC 단위의 전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전된 PM에 의해 센서에

유도되는 전하량을 읽을 수 있으면, 6.5 mg/km 이하의 Minimum

detectable range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1.8 1400 rpm, 10 % Load 일 때, ESF동작 On/Off간 PM의 크기

대비 개수 분포 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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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유도방식 센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와 같은 금속에 -

로 대전된 PM 이 가까워 진다면, 금속에 + 전하가 유도 된다. 금속에

+ 전하가 유도되기 위해서는 접지에서 + 전하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

에 순간적인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때 흐르는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어

준다면 유도되는 전하의 양을 읽을 수 있고, 이러 인해 센서에 전하를

유도시키는 PM의 양을 읽을 수 있다. 간단한 금속 전극만으로도 대전입

자의 전하량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대량생산이 용이

하다.

그림 1.9 전하 유도의 원리

전하 유도형 PM 센서는 대전된 전하가 유도 전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전 전하와 유도 전하, 유도 전류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W. Shokley(1938)와 S. Ramo(1939)가 그 물리적연관 관계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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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식적으로 증명하였다. [10], [11] 이러한 수식을 Multi-Particle에서

확장하여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12]

그림 1.10-(a)와 같이 각각 Q1 부터 Qn까지의 전하량을 가진 n 개의

점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센서에 유도된 전하량은 그림 1.10-(b)와의

연관관계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그림 1.10-(a), 1.10-(b)에서 점전하 또

는 센서가 위치하지 않은 곳은 라플라스 방정식에 의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 ∇  ′   (1)

여기에서 V, V`는 각각 그림 1.10-(a), 1.10-(b)의 전위장이다. 두 전위

장 V, V`는 Green`s Theorem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 ′  


 ′∇  ∇ ′ ·  (2)

위 식에서 v는 점전하 및 센서와 관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한 부피

이고 s는 해당공간의 표면적이다. 그림 1.10-(a)와 1.10-(b)에서 점전하와

센서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부피에 대해 적분한 후, 식 (2)에 식(1)을 적

용하면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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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각각 VA,A,Sn은 각각 그림 1.10-(a)에서의 센서의 바이어스

전압, 센서의 표면적, 점전하의 표면적이고, V'n 은 그림 1.10-(b)에서

1.10-(a)의 전하와 동일한 위치의 전위이다. 이 식에 가우스 법칙을 사용

하여 식 (3)을 간단히 하면, 금속 표면에 유도된 전하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 (4)

C는 두 전극에 의한 정전용량이며, 센서에 유도된 총 전하량 QA는 점전

하의 전하량과 해당 위치의 전위의 곱들의 합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하의 움직임에 따라 흐르는 유도 전류는 식 (5)와 같이 표현된

다.

  


 ′
 (5)

여기에서 IA는 센서에 유도된 전류이다

그림 1.10 Shokley-Ramo 이론 (a) Qn의 전하량을 가진 n개의 전하

들이 채널 안에 있고, 센서의 오프셋 전압이 VA 일 때의 상황 (b) 전하

가 없고 센서의 전압이 1 V 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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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히터와 일체화된 전하유도형 센서의 필요성

전하 유도형 센서는 간단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Sensitivity를 갖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림 1.11과 같이 센서 표면에 PM과 같은 이물질이 오랜시간 퇴적된다

면, 센서와 대전 입자간의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퇴적된 PM의 전하가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PM이 센서에 퇴적되었을

때, 센서에 유도되는 전하량이 달라져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림 1.11 센서 표면 위에 퇴적된 PM과 PM 이 제거된 센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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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와 같이 퇴적된 PM을 650 ℃에서 10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

퇴적된 PM이 연소한다. 본 논문에서는 OBD 규제를 만족하는 히터와

일체화된 전하유도방식 센서를 제안하였다. 전하 유도방식 센서에 히터

를 내장하여 센서부에 퇴적된 PM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

고, 히터의 사용이 센서 신뢰성에 문제를 주지 않게 하였다.

그림 1.12 퇴적된 PM 제거 실험 (좌)표면에 퇴적된 PM

(우) 650 ℃ 10분 가열 후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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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계 및 제작

2.1 센서부 설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센서부는 세라믹 기판과 실리콘으로 이루어

져 있다. PM의 전하 신호를 읽기 위해 실리콘 센서부를 만들었으며, 패

키징을 위한 세라믹 기판이 실리콘과 접합되어 있다. 그림 2.1과 같이

4.3 mm x 59.4 mm x 1.5 mm 크기의 Si3N4 세라믹 기판에 4.3 mm x

13 mm x 0.5 mm 크기의 실리콘 센서 소자가 접합되어있다. 세라믹 윗

면에는 실리콘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회로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 라인

이 몰리브덴으로 스크린 프린팅 되어 있고, 세라믹 아랫면에는 실리콘

센서 소자에 퇴적된 PM을 제거하기 위한 히터가 내장되어 있다.

그림 2.1 센서부의 Schem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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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실리콘 센서 설계

대전된 전하가 센서에 가까울수록 센서에는 보다 많은 전하가

유도된다. 이를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Shokley-Ramo

Theorem을 사용하면 대전 전하가 가등전위면에 놓인 위치에 따라서 유

도되는 전하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센서 표면이 평면이 아닌 Groove

패턴을 사용한 경우 표면적이 증가하기에 센서에 가깝게 위치한 대전입

자가 보다 많아지고, 값이 1과 가까운 가등전위면 또한 그림 2.1과 같이

더 넓어진다. 따라서 높은 Sensitivity를 위해서 유체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Groove를 실리콘 센서로 사용하였다.

PM의 크기가 100 nm 이하이기 때문에 Groove의 깊이가 깊을수록 폭

이 좁을수록 좋지만, 후에 있을 Deep Etch에서 보다 안정적인 Slope를

얻기 위하여 폭을 10 um, 깊이를 40 um로 설정하였다. 이 때 커진 가등

전위면의 부피는 대략 40 um x 10 um x 4.3 mm x 13 mm / 650 =

1.12 nm3과 같다. 실리콘 표면이 평면인 경우 가등전위면이 1인 부분의

부피가 0.05 mm x 4.3 x mm x 13 mm x 2 = 5.59 nm3이기 때문에 추

가적인 가등전위면이 20 % 가량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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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roove의 등전위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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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히터 패턴 설계

퇴적된 PM을 650 ℃에서 10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 퇴적된 PM

이 제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그림 2.2과 같이 패

키징용 센서 뒷면에 히터를 내장하여 센서부에 퇴적된 PM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2.3 세라믹 뒷면에 패터닝된 히터

- 히터 패턴.

자동차는 12 V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환경에서 12

V 이상의 전압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DC-DC 컨버터를 사용한다고 하

더라도 승압을 40 V 이상으로 승압하는 경우는 고비용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동일 전압에서 승온이 가장 쉬운 패턴을 선정하여 히

터를 설계하였고, 히터로 승온 시 센싱부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

계하였다.

히터의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줄열에 의해 전력이 발생한다.

발생한 전력에 의해 전력과 동일한 량의 열류가 발생하게 되고, 열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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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를 통해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T=QK 이므

로 (T :　온도, Q :　열량, K : 열저항) 히터부의 온도는 식과 같이 흐르

는 열류와 히터부의 열저항의 곱과 같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간략히 열회

로 모델로 표현하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히터부의 등가 열회로 .

대류 상수는 10 W/m2-K 수준이고, 세라믹의 열전도도는 25

W/m-K(Si3N4 세라믹 기준) 수준이 된다. 대류가 발생되는 면적은 4.3

mm x 13 mm 이고, 전도되는 부분의 단면적과 길이는 각각 4.3 mm x

1.5 mm 와 46 mm 이다. 따라서 대류로 인한 열저항은 1788 K/W 수준

이고, 세라믹에 의해 전도되는 부분의 열저항은 285 K/W 수준이다. 따

라서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류는 대부분 세라믹 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

러므로 이로인한 열 분포는 컨택에서 히터 패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

아지는 형태가 되며, 그림 2.5에서 일반적인 경우 T1이 T2보다 온도가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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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히터 패턴 부와 Line 부의 구분

따라서 센싱부의 승온을 쉽게 하기 위해선 동일 전압 대비 그림 2.5의

T2의 온도가 높아야하고, 히터 승온시 히터 패턴부의 열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선 T1과 T2의 온도차가 작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열 분

포를 얻기 위해서는 그림 3의 열회로를 고려했을 때, Line 부분으로 전

력이 많이 발생시켜 T2의 온도를 높이고, Heater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

력을 최적화 하여 온도차이의 절대값이 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열회로

를 푼 수식은 아래와 같다.

Line과 히터 패턴으로 들어가는 총 전력은 식 (2.1)와 같다



- 29 -

 




 




식 (2.1)

PI는 Line과 히터 패턴으로 들어가는 총전력이고 Rtotal은 전체 저항, VI는

인가 전압, RH는 히터패턴의 전기저항, RL은 Line의 전기저항을 말한다..

입력된 전력은 PI는 식 (2.2)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식 (2.2)

PI 는 Line과 히터 패턴으로 들어가는 총전력이고, PH는 히터패턴으로

들어가는 전력, PL은 Line으로 들어가는 총 전력이다.

따라서, 히터 패턴과 Line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식 (2.3)

  





 




식 (2.4)

이다. 따라서, 그림 3의 열회로 모델을 고려해 T2의 온도를 구하면,

  


 


 






 식 (2.5)

와 같다. KL은 Line 부분의 열저항, KH는 히터패턴부분의 열저항, KC는

대류로 인한 열저항 T는 유체의 온도이다. 대류를 일으키는 유체의 온

도 T와 Line 부분 열저항, 히터 패턴부의 열저항을 고정시키면, 수식은

간략히 식 (2.6) 와 같이된다.

∝ 


 






 식 (2.6)

식 (2.6)를 따르면, 전체 전기 저항이 낮을 수록 동일 전압에서 승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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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기에, 히터의 전기 저항과 Line의 전기 저항 모두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공정을 고려해, Line 부의 Square 개수를 최소화한 후(폭 1.7

mm, 길이 43 mm인 2개의 Line : Square 50 개), Line의 Square 개수

대비 히터부의 Square 개수의 승온 특성을 COMSOL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식 (2.6)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히터부의 Square 수가 작을

수록, 승온이 유리하다.

그림 2.6 Heater 부의 Square 개수 대비 승온

식 (2.4)을 이용해 T1과 T2의 온도차를 구해보면, 식 (2.7)와 같다.

∆ 


 


 


 식 (2.7)

마찬가지로 고정 변수를 제외하여 간단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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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8)

따라서 히터 패턴의 전기저항이 너무 작게되면, 대류에 의한 영향 때

문에 T1과 T2의 온도차가 반전될 수 있다. 식 (2.3)의 결과와 같이 승온

을 쉽게 하기 위해선 히터 패턴의 저항이 낮을수록 좋으나,식 (2.8)의 결

과는 히터 패턴의 저항이 낮다면, T1과 T2의 온도 분포가 뒤집힐 수 있

다. 이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그림 2.6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Line의

Square 수 대비 히터 패턴의 Square 수의 비율이 3이 되는 경우에, 온

도 분포가 고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승온이 유리하면서 T1과 T2의 온도차가 작으

며 convection에 의한 온도 반전 현상이 적게 하기 위하여 Square 수를

3으로 하였다.

그림 2.7 Heater 부의 Square 개수 대비 온도차

- 히터 전극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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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Mo Pd Pt Cu
CTE 

(㎛/℃)
4.5 4.8 11.8 9 17

전기

전도도
(Ω∙m)

52.8 n 53.4 n 105.4 n 105 n 16.8 n

녹는점 

(℃)
3422 2623 1554 1768 1084

열전도도

(W/m-K)
173 138 401 71.8 71.6

DPF 후단 배기 환경은 300 ℃ 이상의 고온이고, 히터 가열시 650 ℃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금속은 히터로 사용 시 산화가 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고온에서 산화가 잘 되지 않는 물질로 히터 전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금속 물질은 W, Mo, Pt, Pd 이 있다. 각각의 특성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 히터 전극용 금속 물성 비교

이 4가지 물질 중에서 녹는점이 높고, CTE가 실리콘의 CTE 인 4 ㎛

/℃와 비슷하여 Thermal Stress가 적게 만들어지고, 전도성이 좋아 저전

압 구동이 용이한 물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W이나 Mo는 녹는점이

높고, CTE가 Si의 CTE인 4 ㎛/℃과 비슷하고, 전도성이 Pt나 Pd보다

높기 때문에 5가지 물질 중에서 고온용 히터로 사용하기에 좋다. 기판

물질을 4.3 mm x 59.4 mm x 1.5 mm 크기의 Si3N4 세라믹으로 동일하

게 하고, 각 전극 후보 물질별로 COMSOL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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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의 전기전도도가 Pt, Pd에 비해 1.99 배정도 좋기 때문에, 동일 전압

대비 히터 승온도 대략 2배 정도 유리하다.

그림 2.8 히터 전극 후보 물질별 온도 승온

히터의 금속을 패터닝하는 공정은 세라믹 위에 Photo-Lithography 후

Lift-Off나 도금을 이용해 패터닝 하는 방법, 세라믹 위에 스크린 프린팅

을 하는 방법이 있다. 식 (8)과 (9)에 의하면, 히터의 전체 저항이 낮을

수록 동일 전압에서 승온이 잘 되므로 전기 전도가 잘 될수록 좋고, 따

라서 두꺼운 금속이 필요하다. Photo-Lithography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적인 크롬 마스크가 필요하고, 두꺼운 W이나 Mo와 같은 물질은

Etching이 잘 되지 않는다. 반면에 스크린 프린팅은 세라믹에 금속

Paste로 직접 패터닝을 하기 때문에, 두꺼운 금속을 패터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히터의 금속은 W이나 Mo중에서 스크린 프린팅이 용이한 Mo

으로 전극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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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세라믹 패드와 센서부 접합

실리콘은 취성 때문에 실리콘만으로는 진동이 강한 배기환경에

서 부러지기 쉽다. 따라서, 강도가 강한 세라믹을 실리콘 밑에 그림 2.8

과 같이 접착하여 실리콘 부분이 기계적인 진동에 부러지지 않게 하였

다. 배기환경은 온도가 300 ℃ 이므로 Thermal Stress가 발생할 수 있기

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라믹의 CTE가 실리콘과 비슷해야 하고 고온

에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히터의 승온을 쉽게 하기 위하여 열

전도도가 낮아야 한다. 표 2.2과 같은 세라믹 중에서 CTE가 실리콘과

비슷하고, 열충격이 없으며, 열전도도가 낮은 Si3N4세라믹을 선택하였고,

세라믹 위에 스크린 프린팅으로 신호선을 패터닝하였다.

그림 2.9 패키징용 세라믹 패드에 접착된 실리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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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강도 [Mpa] CTE [10-6/℃] 열전도도[W/M-K]
Si3N4 650-1300 3.3 29
Glass-

Ceramic
150 3-4.2 5

Quartz 149 0.5 1.66
Mullite 200-300 4.5 2-6
α-Al2O3 400 8.1 30
Zirconia 900 10.3 2

SiC 450 3.7 270
AlN 450 4.3 260
α-BN 75.8-113 2.95 27

표 2.2 패키징용 세라믹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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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센서부 제작

- 실리콘 센서 제작

센서는 실리콘을 주 재료로 이용하여 MEMS 기술로 제작되었

다. 양면 Polishing 된비저항 0.005 Ωcm, 두께 500 um, 111 방향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센서부를 제작하였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에 잔류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황산과 과수를 4:1로 혼합한 SPM 용액에 넣

어 120 ℃에서 10분간 Cleaning을 한다. Cleaning된 웨이퍼 표면 위에

AZ 4620을 이용하여 6 um 두께의 PR을 Coating하고, MA6 Aligner로

Etch Mask를 패터닝 한다. 그 후 Bosch Process DRIE로 실리콘을 식

각한다. 식각 후 Etch Mask로 쓰인 PR막을 O2Plasma로 Ashing하여 제

거하고, 잔여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SPM으로 10분간 다시 Cleaning을

한다.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 PECVD로 SiO2, Si3N4 막을 각각 100

nm 씩 증착한다. 증착된 웨이퍼의 후면에 패드를 형성하기 위해 Ti/Mo

를 각각 10 nm, 200 nm 씩 증착한다. 증착 후 실리콘과 Mo의 Contact

저항을 낮추기 위해 RTA로 650 ℃에서 30 초간 열을 주어 Silicide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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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공정 흐름도

그림 2.11은 공정이 완료된 Si 웨이퍼의 사진을 보여주며, 표 2.3은 공정

후 측정된 값이다. 제작된 센서의 전체 크기는 4.1 mm x 13 mm x 0.5

mm 이다.

그림 2.11 공정 후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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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깊이/두께

Line Width

Groove 11 um

Si 9 um

Etch(Deep   Etch) 39.6 um

SiO2(PECVD) 100.8 nm

Si3N4(PECVD) 103.3 nm

표 2.3 Si Sensor 공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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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패드 제작 및 실리콘 센서 부착

그림 2.12 는 4.3 mm x 59.4 mm x 1.5 mm 크기의 Si3N4세라믹

위에 스크린 프린팅으로 히터 및 세라믹 패드를 제작하였다. 먼저 Mo과

Mn이 10:1 비율로 조성된 Paste로 스크린 프린팅한 후 세라믹과의 접착

력을 강하게하기 위해 1450 ℃로 소성을 한다. 소성 후 완성된 세라믹

패드는 그림 2.13과 같다. 그후 완성된 실리콘 센서를 스크린 프린팅된

세라믹 패드에 Ni Paste로 부착한 뒤 100 ℃ 로 1시간, 200 ℃로 2시간

가열하여 접착을 완료한다. 그림 2.14는 접착이 완료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2 세라믹 패드 제작 및 실리콘 센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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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세라믹 위 스크린 프린팅 후 결과

그림 2.14 세라믹 위 Si 접착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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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키징

센서와 Readout 사이의 신호선에 센서에서 유도된 전하

가 아닌 다른 전하가 유도된다면, Readout 출력에서 불필요한 신호가 발

생하게 된다. 또한 배기 온도나 히터 온도에 의해 Readout이 가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Readout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해줄 수

있는 패키징이 필요하다.

신호선에 간섭되는 신호의 원인은 EMI와 진동 Noise로 구분된다.

EMI는 외부 전기장에 의해 Readout과 센서를 연결해 주는 신호선에 전

하가 유도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진동 Noise는 마찰 전기 효과가 전선의

피복에서 발생해 신호선에 전하가 유도되는 이유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2.15과 같이 센서 외 모든 부분을 접지된 금속으로 차

폐시켜 EMI의 영향을 감쇄시켰고, 센서와 Readout을 연결해 주는 신호

선을 차폐된 금속에 고정 시켜 진동 Noise를 감쇄시켰다.

배기온도나 히터 온도에 의해 Readout이 가열되는 문제는 세라믹을 이

용해 센서를 고정하고, PCB에 Polymer로 된 Spacer를 붙여 단열하였다.

그림 2.15 패키징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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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패키징 완료 후 사진 (상) 금속으로 차폐된 센서와 Readout

패키징 (하) 패키징 내부에 고정된 Readout과 신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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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adout

2.3.1 Signal Processing

실시간 PM 센서의 신호처리 과정은 그림 2.17과 같다. PM 센서

에서 발생하는 전하 신호를 신호처리 하기 위하여 전하 증폭기를 이용해

전압으로 변환한 뒤, DAQ board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처리 하였다. 전하증폭기에 의해 전압으로 변환된

센서 신호는 sampling rate 5000 Hz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엔진의

배기는 맥동파 형태로 배출되며 2000 rpm 기준으로 배기의 기본 맥동파

주파수가 66.6 Hz이기 때문에 이에 근접한 PM 신호 대역(2 ~ 200 Hz)

를 설정하고 저장된 신호를 band pass filtering을 하였다. PM 센서 측

정 실험 환경에서는 220V 60 Hz 전원을 이용하는 장비가 다수 있어 이

로 인해 센서 신호에 60 Hz, 120 Hz, 180 Hz 노이즈가 발생했다. 이 대

역에 band stop filter를 연결하여 노이즈를 제거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PM에 의한 신호만 남은 출력을 관찰하여 센서에 유도된 전하에 따른

출력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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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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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Readout 회로

- 센서의 회로 모델

Shokley-Ramo Theorem에 의하면 대전 전하가 움직이거나, 고

정되어 있는 전하의 전하량이 바뀌게 되면 센서에 유도된 전하가 달라지

고, 전류가 유도된다. 따라서 이를 간단하게 회로 모델로 표현하면, 유도

전하를 시간으로 미분한 전류원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센서는 외부 패

키징 사이에 기생저항과 기생 커패시턴스가 발생한다. 이를 포함한 회로

모델은 그림 2.18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2.18 센서의 회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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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증폭기 회로 설계

센서의 회로모델에 따르면 유도 전하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전

류가 발생한다. 유도 전하량을 알기 위해선 유도 전하량과 동일한 개

형의 전압신호를 만들어야 되기 떄문에 유도 전류를 적분하여 유도 전

화와 동일한 개형의 전압 신호를 만들고, 증폭할 수 있는 회로를 설계

하였다.

전하 증폭기는 기본적인 구조가 그림 2.19와 같은 Buffer 형태의

회로와 그림 2.20 와 같은 회로로 나뉘어 진다. 2.16.(a)는 Non

inverting Input에 달려있는 저항과 커패시터를 통해 유도 전류를 적분

하여 전압 신호로 변환 시키뒤 증폭 한다. 이렇게 변환된 전압 신호는

Buffer의 Output을 통해 나간다. 이러한 경우 Amp에서 발생되는 잡음

의 영향이 작다는 장점을 갖을 수 있으나, 유도 전류의 대역이 저주파

인 경우 센서의 발생신호에 걸맞는 대역을 맞추기 힘들다. 또한 센서

의 기생저항이나 기생 커패시턴스가 측정 중에 변한다면 회로의 증폭

률과 대역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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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Buffer 형식의 전하 증폭기

2.20과 같은 회로는 피드백에 연결된 저항과 커패시턴스를 통해 전류

를 적분한다. 이러한 회로는 센서의 신호에 맞는 대역을 맞추기 쉽고, 기

생 커패시턴스나 기생 저항이 대역 및 증폭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

로 적다. 하지만, 회로의 Inverting Input에서의 전압에 의해 전류가 센서

의 기생저항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러한 전류에 의해 회로의 Output이

Saturation되거나 Drift 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림 2.20 Feedback 형식의 전하 증폭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DS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14], RC Time

Constant를 맞추는 방법 [15] 가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스위치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신호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100 Hz 미만인 경우스위치의

Off 저항이 100 G Ohm,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20과 같은 기본 구조를 사용하고,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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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지 않고 Drift나 Saturation이 발생하는 문제를 그림 2.21의 회

로와 같이 해결하였다. 제안된 회로는 전하를 증폭하는 부분과 Drift 및

Saturation을 Negative Feedback으로 제거하는 보상회로로 구성되어 있

다. 증폭률을 높이기 위해 증폭률을 높이기 위해 0.5pF의 커패시터를

사용하였고, 2000 RPM시 신호 대역이 66.6 Hz이기 때문에 전하 증폭기

의 Cut Off Frequency를 66.6 Hz의 1/20인 3 Hz에 놓고, T-Resistive

Network를 통하여 100 GΩ의 저항을 만들었다.

Parasitic 저항에 누설 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Saturation이나

Drift 현상은 전하 증폭기 후단에 위상을 180 도 반전시켜주는 Buffer와

Low Pass Filter를 이용하여 DC를 Negative Feedback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Low Pass Filter의 RC Time Constant는 660 sec이다. 이렇게

설계된 회로의 전원 인가 후 DC Level 특성과 Magnitude Plot이 그림

2.22 에 나타나 있다.

그림 2.21 Saturation/Drift Compensation Loop가 포함된 전하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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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설계된 전하 증폭기의 출력 전압특성 .

(상) 기생 저항이 40 MΩ일 때 회로 전원 인가 후

출력의 DC Response (하) 회로 출력의 AC Response

제 3 장 측정 및 분석

3.1 센서 동작 실험

제작된 센서가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은 실

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1과 같은 전선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장이 발

생하여 센서에 전하가 유도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센서의 위치를 고

정 한 후 전선에 걸리는 66.6 Hz의 AC 전압의 크기를 바꾸어 본 뒤 회

로의 출력을 측정하였고, 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고정한 후 센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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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하면서 회로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3.1 센서 동작 실험 셋업 (좌) 개념도 (우) 측정 셋업 사진

그림 3.2와 3.3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66.6 Hz의 A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출력단 또한 66.6 Hz의 신호가 발생하고, 거리와 인가 전압

을 변경시킴에 따라서 출력 신호의 크기가 변하게 된다. 센서의 위치를

고정한 후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에 비례하여 센서의 출력이 커지고,

인가 전압을 고정한 후 센서의 위치를 변동시키면, 거리에 반비례 하여

출력이 감소한다. 센서의 위치를 고정한 후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Q=CV이므로(Q: 고정된 전선의 전하, C: 전선과 센서사이의 커패시턴스,

V: 전선에 인가한 전압) C가 고정되어 있고,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센서

에 유도되는 전하가 Linear하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인가 전압을 고

정 한 후 센서의 위치를 고정한다면 Q=CV에서 V는 고정된 채 C가 변

하기 때문에, 센서에 유도되는 전하는 거리에 반비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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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하 증폭기 출력단의 FFT 신호 (좌) 센서와 전선간 거리를

1.3 cm로 고정 후 전선에 9 Vpp인가 후 출력, (우) 센서와 전선간 거리

를 1.3 cm로 고정 후 전선에 3 Vpp인가 후 출력

그림 3.3 센서와 전선간 거리, 전압에 따른 전하 증폭기 출력 RM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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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히터 실험

- PM 제거 실험

제작된 히터로 센서 표면에 퇴적된 PM을 제거해 보았다. 센서

표면에 퇴적된 PM은 대략 40분간 4.73 mg/m3의 양에 노출된 PM양과

같다. 이와 같은 PM을 그림 3.4와 같이 히터에 전압을 인가해 제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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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히터에 17 V의 전압이 인가된 센서 표면과 히터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센서 표면 비교

이 실험에서는 히터에 17 V의 전압을 7초간 인가하였으며 히터에 전압

인가 후 Reference로 사용한 센서 표면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5와 같

이 Reference 로 사용한 센서의 표면과 비교해 보았을 때 PM이 제거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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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히터 가열 전/후 PM 이 쌓이지 않은 Reference 표면과 비교

- 히터 전압 인가 전 후 신호 비교 실험

그림 3.1과 같은 실험 셋업으로 히터에 17 V의 전압을 인가하기

전과 전압을 인가한 후 신호를 비교해 센서 특성이 변하는지 알아보았

다. 센서와 고정된 전선간의 거리는 1.3 cm와 같고, 고정된 전선에 66.6

Hz, 6 Vpp 신호를 인가한 뒤, 히터 사용 전 후 출력 신호의 변화를 알

아보았다. 그림 3.6과 같이 히터 Off 뒤 출력 신호의 FFT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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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Hz에서 히터에 전압을 가하기 전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측정되고,

그림 3.7과 같이 0.5초간 RMS값을 비교해도 오차율이 평균 2.26 % 가

되고, 따라서 히터 동작 전후 비슷한 레벨의 신호가 측정된다.

그림 3.6 히터 전압인가 전후 출력값의 FFT 비교 (좌) 히터에 전압을

인가하기 전 출력신호의 FFT, (우) 히터에 전압을 인가한 후

출력신호의 FFT

그림 3.7 히터 전압인가 전후 출력값의 RMS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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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의 사용 전 후 Thermocouple로 PCB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PCB

의 온도가 상온 수준(30 ℃)으로 크게 바뀌지 않아 회로에 열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회로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히터의 사용이 센서 및 센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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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엔진 실험

제작된 센서가 6.5 mg/km 이하의 Minimum Detectable Range

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8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

용된 엔진은 4기통 R 엔진이고, R 엔진의 주 배기관에서 배기의 일부를

그림 3.9와 같이 Bypass 한뒤 배기에 포함된 PM 양에 따른 출력신호를

살펴보았다. PM 양을 재기위한 Reference 센서는 AVL Smoke Meter를

사용하였고, 엔진 운전 시 PM이 아닌 다른 변수를 고정하기 위해 RPM

은 2000 rpm, 토크는 105 N m 로 고정하고 엔진 분사압을 변경해 PM

양을 변화 시켰다.

그림 3.8 PM 양에따른 센서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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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배기 Bypass 지점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센서에서 발생한 신호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10와 같은 실리콘 센서와 신호를 비교해 보았다. 비교에 사용된

센서의 크기는 4.3 mm x 59.4 mm x 1 mm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

으며 센서부의 미세형상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센서와 같다. 절연을 위

해 미세 형상 및 센서부에는 산화막과 질화막이 각 100 nm 씩 증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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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제안된 센서와 출력을 비교해 보기 위한 실리콘 센서

그림 3.8과 같은 셋업으로 동일한 실험을 진행 하였을 때 그림 3.11과 같

이 2000 rpm 시 배기 주기에 해당하는 66.6 Hz, 133.3 Hz의 신호가 발

생하였다. 이는 4기통 엔진이 2000 rpm으로 회전하는 경우 분당 4000회

폭발이 발생하고, 따라서 배기 주파수가 66.6 Hz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PM 양이 많아질수록 배기 주파수에 해당하는 66.6 Hz의 신호 성분

과 그의 조화성분이 커지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을 이용하

여 PM 대비 센서 출력 신호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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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M 양이 30 mg/m3일 때 실리콘 센서 출력

이렇게 구한 RMS 값과 PM 양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3.12와 같다.

PM 이 증가할수록 출력 RMS 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이용해

Sensitivity를 구하면 0.3 mV/(mg/m3) 이 되고, 최소 1 mg/m3의 PM

양도 감지 가능하다.

그림 3.12 PM 양에 따른 센서 출력 RMS 값 (66.6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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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된 센서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Bypass 관에 삽입해 실

험해 보았다. 마찬가지로 그림 3.13과 같이 PM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배

기 주파수와 관련있는 66.6 Hz 및 133.3 Hz의 신호가 증가한다.

그림 3.13 PM 대비 전하 증폭기 출력신호의 FFT

엔진 배기 주파수와 관련있는 66.6 Hz와 이의 조화 성분인 133.3 Hz의

신호를 추출한 뒤 10초간 RMS를 하고, 이렇게 구한 RMS 값과 PM 양

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3.14와 같다. PM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개형을 보이며, Sensitivity는 0.2 mV/(mg/m3) 가량된다 또한,

2.14 mg/m3 에서도 신호가 감지 가능하다. 이를 mg/km 단위로 환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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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0.079 mg/km가 되기 때문에(부록 참조) OBD 규제 수치의 1/100 수

준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 3.14 PM 대비 66.6 Hz, 133.3 Hz 신호의 RM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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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OBD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히터와 일체화된 전

하 유도 방식 PM 센서를 제안하였다. 대량 생산 및 감도 향상을 위하여

전하 유도 방식 센서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전하 유도 방식 센서는 센서

표면에 PM이 오랜 시간동안 퇴적하게 되면 신호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

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히터를 내장하여 재생성을 향상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디바이스는 간단하고 저렴한 공정을 이용하

여 제작하였다. 4.3 mm x 59.4 mm x 1.5 mm크기의 Si3N4 세라믹 기판

앞 뒷면에 Mo을 스크린 프린팅하여 히터 및 신호선을 패터닝 하였고,

신호선위에 10 um x 40 um 크기의 미세형상을 갖고 있는 4.3 mm x 13

mm x 0.5 mm 의 실리콘은 1 개의 포토 마스크로 제작된 뒤 Ni Paste

로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디바이스는 센서에 유도된 전하량에 비례하여 출력 신호

가 증가하였고, 히터 사용 전후 동일한 신호에 대해 동일한 출력값이 나

왔다. PM에 의해 반응하는 실험을 하였을 때 0.079 mg/km 수준의 PM

을 감지 가능하고, Sensitivity는 0.3 mV/(mg/m3) 이 된다. 내장된 히터

는 센서에 퇴적된 PM을 17 V를 인가하여 7초안에 제거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디바이스가 보다 양산이 쉽게 하기 위해선,

생산 공정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스크린 프린팅된 세라믹과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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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렬 후 Ni Paste로 접합하는 과정이 보다 기계화 되고, 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양산이 보다 용이해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디바이

스의 양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서와 세라믹을 부착하는 과정이 보다

기계화 되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공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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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ng Hyeon Le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its efficiency, use of diesel engine is regulated,

because particles called particulate matter in diesel exhaust have been

reported as main source of air pollutant. Therefore, a diesel

particulate filter (DPF) has been installed to filter particulate matter,

but DPF will fail eventually and its failure monitoring is necessary.

Therefore, On board diagonistic has been set.

Due to its simple sensing mechanism and simple structure

and its high sensitivity, electro-dynamic technique is more appropriate

for low cost manufacture. However, PM has a property to pile up on

the sensor surface, and it degrades sensor performances, additional

mechanism to remove the piled PM is required. In this paper, electro

dynamic PM sensor embedded with heater is suggested, and

demonstrated.

With simple MEMS process and screen printing,

electro-dynamic PM sensor embedded heater is fabricated. Th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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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of which is sensor made of silicon

substrate, and the second of which is ceramic substrate for embedded

heater and sensor pad for packaging. Using this hybrid structure, not

only the sensor can be used in harsh environment, but also heater to

burn PM can be embedded. The fabricated sensor shows its minimum

detectable range is 0.079 mg/km, which meets Euro6 regulation.

Keyword : PM Sensor, Heater, Electrodynamic

Student Number : 201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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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mg/m3 단위를 mg/km로 변환하는 방법

엔진에서 발생하는 PM을 측정하기 위해 AVL Smoke Meter가

사용되었다. 그림 4와 같이 개발된 PM 센서 측정을 위해 별도의

Bypass 라인을 구성하였다.

그림 4 PM 양에따른 센서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셋업.

AVL Smoke Meter에서 측정되는 PM 의 값은 mg/m3 단위로,

엔진 배기량과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mg/km 단위로 PM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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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였다. 관련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Cycle 당 배기량 [m3/cycle] = Vd

초당 Cycle 수 = RPM / 2 / 60

초당 배기량 [m3/sec] = (초당 Cycle 수) * (1 Cycle 당 배기량)

초당 PM 배출량 [mg/s] = (초당 배기량 )*(AVL 측정 값 [mg/m3] )

차량 초당 이동거리 [km/s]

=(해당 RPM-부하 상황에서의 차속 [km/h])/3600

km 당 PM 배출량 [mg/km] = 초당 PM 배출량/차량 초당 이동거리

따라서 엔진의 배기량이 2200 cc이고, 2000 rpm, 시속 80 km/h 으로 구

동 될 때 6.5 mg/km를 Smoke Meter 측정값으로 변환한다면 아래와 같

다.

차량 초당 이동 거리 = 80 / 3600 = 0.0222 km/s

초당 PM 배출량 = 6.5 * 0.0222 = 0.1444 mg/s

초당 배기량 = 4 * (2000 / 2 / 60) * (550 /106) = 0.0366 m3/s = 36.7 L/s

AVL 측정 값 = (초당 PM 배출량) / (초당 배기량)

= 0.1444 / 0.0366 = 3.94 mg/m3

샘플링 라인 쪽으로 전체 초당 PM 배출량과 같은양을 보내고자 할 때

스모크 미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AVL 측정 값 * (배기관 직경 / 샘플링 라인 직경)2 = 3.94 * (40 / 6)2

= 175.11 m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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