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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induced breakdown spesctroscopy (LIBS) is a technique that complements the disadvantages of

conventional laser-based combustion diagnosis techniques such as weak signal strength, complex

equipment configuration, and low accurac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combustion gas temperature of scramjet engines using LIBS. Spray flames were generated from Jet

A-1 fuel used in scramjet engines and gas temperatures were measured at the top of the flames with

a calibrated thermocouple. The LIBS signals were acquired at the same points as the temperature

measurement positions of the thermocouple. The LIBS spectra were analyzed to obtained a calibration

curve between the LIBS signal and the reference temperature measured at the thermocoupl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bustion gas temperature can be measured in-situ using LIBS.

초       록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분석법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 LIBS) 은 기존의 레이

저 기반의 연소 진단 기법들의 약한 신호세기, 복잡한 장비 구성, 낮은 정확도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LIBS를 활용하여 스크램 제트 엔진의 연소 가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스크램 제트 엔진에서 사용되는 Jet A-1 연료로 스프레이 화염을 만들고 교정된 열

전대로 화염 상부에서의 가스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열전대의 온도 측정위치와 동일한 지점에서

의 LIBS 신호를 획득하였다. LIBS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LIBS 신호와 열전대로 측정된 기준 온도와의 

보정곡선을 얻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LIBS를 활용하여 연소 가스의 온도를 in-situ 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레이저 플라즈마 분광 분석법), Scramjet

combustor(스크렘젯 연소기), Combustion gas temperature(연소 가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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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크램제트 엔진을 추진기관으로 사용하는 극

초음속 비행체는 로켓 추진 비행체와 비교하여 

동일 추진체 대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여 군사

용 유도 무기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발사체 분

야, 초고속 정찰기 및 수송기 분야에서 유망한 

미래 항공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료 분사 특성, flame holder 위치, 연

소기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연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

속의 연소 반응의 고온, 고속의 환경으로 인해서 

연소 진단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직접 온도 

센서를 삽입하는 방법은 낮은 측정 정확도, 유동 

교란 야기, 센서의 파손 등의 단점이 있어 레이

저를 활용한 연소 진단이 사용되어 왔다. 레이저

를 활용하여 연소 가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bsorption spectroscopy[1], Rayleigh

scattering[2], Laser-induced fluorescence(LIF)[3],

Raman scattering spectroscopy[4], Coherent

anti-stokes Raman scattering(CARS)[5] 등 다양

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들은 신호의 세기가 약하고 측정 정확도에 한계

가 있으며 측정 셋업이 복잡하며 고가인 단점들

이 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중에 하나가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분석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 LIBS)를 활용하여 온

도를 측정하는 것이다[6]. LIBS는 고출력의 레이

저를 순간적으로 조사하여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어 이때 발생하는 빛을 분광하는 기법으로 

신호의 세기가 세고 비교적 셋업이 간단하고 높

은 정확도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

하면 온도 뿐만 아니라 연료의 농도, 가스의 밀

도를 측정 할 수 있고 고온의 플라즈마를 활용

하여 연료를 점화 시킬 수 있어 점화와 동시에 

연소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본 연구에서는 LIBS를 활용하여서 초음속 연

소기의 연소 가스의 온도를 in-situ 로 측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스크램 제트 엔진에서 사용하

는 연료인 Jet A-1 연료를 사용한 화염에서의 온

도를 LIBS로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LIBS

로부터 얻은 신호와 교정된 온도계로 측정된 기

준 온도와의 보정곡선을 얻었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Fig. 1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셋업을 보

여준다. 연소가스의 온도를 측정하고자 Jet A-1

연료를 사용하여 실제 화염을 만들었다. 연료는 

펌프(Dosing pump, Simdos)를 사용하여 5

mL/min 의 유량으로 노즐로 보내어졌고 공기압

축기로부터 공기가 MFC(Mass flow controller)

를 통하여 노즐로 보내어졌다. 노즐은 Siphon 노

즐(Delavan SN30609-2) 사용하였고 압축된 공기

를 노즐 팁으로 보내어 강학 압력으로 연료를 

미립화 시키는 원리가 사용되었다. 온도 측정은 

soot 이나 남아있는 연료의 미립자의 영향을 받

지 않기 위해서 노즐로부터 120 mm 떨어진 곳

에서 측정되었다. 기준 온도 측정을 위해서 교정

된 열전대를 활용하여 온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열전대의 교정값은 Table 2 와 같다. 그리고 열

전대를 활용하여 측정한 동일한 지점에서 LIBS

측정을 수행하였다. LIBS 측정을 위해서 

Nd:YAG 펄스 레이저 (Q-smart 850, Quantel)가 

사용되었다. 레이저 에너지는 100 mJ 로 고정

하였고 second harmonic generator를 이용하여

서 532 nm 파장을 사용하였다. 펄스 폭은 5 ns

이고 빔 직경은 9 mm 이었다. 150 mm 초점거

리를 갖는 렌즈에 에너지를 조사하여 플라즈마

를 발생시켰고 발생된 플라즈마는 60 mm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를 통과하여 분광기(Andor

Holospec-F/1.8)으로 보내어졌다. . 분광기는 545

nm에서 917 nm 까지의 범위의 파장을 0.96 nm

의 정밀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분광된 빛

은 ICCD (Andor I-star)로 측정되었다. 레이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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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후 일정시간동안에 전자-전자 충돌로 인

해서 노이즈로 작용하게 되는 continuum 이 발

생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레이저 조사 후 2

μs 의 지연시간 후 200 ns 의 노출시간동안 분

광신호를 측정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Set

temp.
emf/μV temp/C DUT

Deviation

temp

800 7931.5 798 796.3 -1.7

900 9193.4 898.6 896.6 -2
1000 10502.5 996.8 996.9 -2.2

Table 1. Calibration results of the reference
thermocouple

2.2 실험 결과

Fig. 2 는 교정된 열전대를 활용하여 화염으로

부터 120 mm 높이에서 방사방향으로 측정한 연

소 가스의 온도를 보여준다. 화염으로부터 멀어

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Jet A-1 연료 화염의 단

열온도 (Adiabatic temperature, 2093 ℃)보다 훨

씬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은 화염의 방사방향(X 축)으로 이루어졌다.

Fig. 2 로부터 화염의 안쪽(X=0 mm)부터 화염의 

바깥쪽 (X=100 mm)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Reference temperature along the radial
direction at 120 mm height of the flame

Fig. 3 LIBS spectra according to the radial direction at the
120 mm height of the flame

Fig. 3 은 노즐로부터 120 mm 높이에서의 방

사방향(X 축)으로의 측정위치에 따른 LIBS 스펙

트럼을 보여준다. 연소 생성물로부터 얻은 수소

(H:565 nm), 산소(O:777 nm), 질소(N:821 nm)의 

신호가 측정됨을 알 수 있다. 이 원자 신호를 분

석하면 연료의 당량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7]. 또한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플라즈마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밀도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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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타낼 수 있다[6]. 온도는 밀도와 압력의 

함수 이므로 플라즈마의 세기를 측정함으로 온

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식 (1) 은 신호의 세기와 가스 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신호의 세기(I)는 밀도와 비례의 관계

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가스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1)

Fig. 4는 LIBS 스펙트럼에서 원자신호가 없는 

부분의 신호를 평균한 값(base 신호)을 측정 위

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Base 신호는 플라즈

마의 세기에 비례하여 나타나므로 base 신호를 

측정하므로 플라즈마의 세기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 (1) 을 이용하여 base 신호를 이용

하여 밀도를 얻을 수 있고 측정 지점의 압력은 

대기압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Fig. 5 는 같은 측정 위치에서 측정된 LIBS base

신호를 열전대로 측정된 온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측정위치마다 다른 온도와 다른 base 신

호를 가지므로 온도에 따른 보정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Fig. 5 에 나타난 것과 같이 base 신호와 

온도는 서로 반비레의 관계에 있으며 직선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보정곡선을 이용하면 LIBS 측정으로 in-situ

하게 연소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Fig. 4 Base intensity according to measurement

positions along the radial direction at the 120

mm height of flame

Fig. 5 Base intensit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연소기의 연소 가스 온

도를 측정하기 위해 LIBS를 활용하여 가스 온도

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제 초음속 연

소기에 사용되는 Jet A-1 연료를 활용하여 스프

레이 화염을 만들고 교정된 열전대를 이용하여 

위치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위

치에서의 LIBS 측정을 통하여 위치에 따른 스펙

트럼을 얻었다. LIBS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base 신호가 온도와 반비례의 직선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초음속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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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연소가스 온도를 in-situ 하게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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