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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디젤엔진용 cDPF-SCR을 이용한 
PM-NOx 동시저감 시스템의 Urea 

분사전략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

조 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DPF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재생을 시작하는 cDPF에 

최적화된 NOx 저감을 위한 SCR의 요소수 분사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엔진속도와 부하를 변화시켰을 때, cDPF 전·후단의 

배출가스 중 CO와 PM의 변화를 분석하여 cDPF의 활성화 온도를 파악하고, 

SCR 시스템에서 엔진속도와 부하에 따라 NH3와 NOx가 1:1로 반응하여 

NOx를 저감하는 NSR 1로 요소수를 분사하여 SCR 시스템의 실시간 NOx

저감율과 NH3 흡착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DOC와 DPF는 엔진의 저부하, 즉 배기가스온도가 낮은 구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엔진의 직후단의 NOx 중 대부분의 성분인 NO를 

NO2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SCR의 NOx 저감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 NOx량은 엔진속도 보다는 엔진의 부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엔진의 부하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NOx 배출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분사되어야 하는 요소수 량도 증가한다. 하지만, NO와 NO2의 

비율에 따라 저감되는 NOx의 양이 다르게 나타났다. SCR 내부의 NH3

흡착량은 엔진 속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SCR 온도가 증가할수록 

NH3 흡착량이 감소한다. NH3 흡착 속도와 탈착 속도는 요소수의 분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흡착 속도는 엔진 속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SCR 온도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 탈착 속도는 엔진 

속도와 SCR 온도 모두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 결과들을 토대로 엔진이 저부하인 경우에는 NO와 NO2의 비율과 SCR 

온도를 고려하여 요소수를 NSR 1 값보다 적게 분사하여야 하고, 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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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하인 경우에는 SCR에 흡착되는 NH3량이 적지만, 이 구간에서의 SCR 

NOx 저감율은 상당히 높고 흡착속도와 탈착속도 모두 빨라 NSR 1에 가깝게 

분사하는 방식으로 SCR 시스템에서의 요소수 분사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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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cDPF (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 :　촉매식 디젤 미립화 필터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선택적 환원 촉매

CO : 일산화질소

THC : 탄화수소

PM (Particulate Matter) : 입자상 물질

NOx : 질소산화물

EGR (Exhaust Gas Recireculation) :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LNT (Lean NOx Trap) : 질소산화물 흡장촉매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 디젤 미립자 필터

DOC (Diesel Oxidation Catalyst) : 디젤 산화 촉매

Urea-SCR : 요소수를 이용한 SCR 시스템

NH3 Slip : SCR에서 NOx와 반응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암모니아

WHSC (World Harmonized Steady Cycle) :  각 모드에서 정의된 속도 및 

토크 기준을 가진 정상 상태 엔진 테스트 모드

WHTC (World Harmonized Transient Cycle) : 실제 무거운 상업용 차량의 

전세계적 패턴을 기반으로한 천이상태 엔진 테스트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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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및 과거와 다른 기후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2002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에 우리나라도 

참여하여 이산화탄소(CO2 : Carbon Dioxide), 메탄(CH4 : Methane), 

아산화질소(N2O : Nitrous Oxide), 수소화불화탄소(HFCs : 

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FCs : Perfluoro-Carbons), 6불화 

유황(Sulfur Hexafluoride)와 같은 6대 온실가스에 대하여 관리하며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서는 CO, THC, PM, NOx와 같은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NOx의 경우 2014년부터 Euro 6가 적용되고 

있고 오프로드용 디젤엔진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Tier 3와 2015년부터 Tier 4/Stage 4에 

의한 건설기계에 대한 NOx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Fig. 1-1 Euro 규제치

Fig. 1-1은 1992년에 발효된 Euro 1부터 현재 발효 중인 Euro 6로 규제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대해 표현한 그래프이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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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 기준량은 PM은 0.01 g/kWh, NOx는 0.4 g/kWh로 이전 규제치인 

Euro 5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큰 폭으로 규제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 대비 입자상 물질(PM : Particulate Matters)과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 중 디젤엔진 부분에서 NOx  

저감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디젤 미립자 필터(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하여 PM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자연/강제재생 방식의 DPF는 500℃의 고온에서 재생을 시작하지만 

DPF에 촉매를 코팅하는 방식의 촉매식 디젤 미립자 필터(cDPF : 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는 저온영역에서의 산화 반응속도를 높여 DPF의 

재생효율을 높인다. 디젤산화촉매(DOC : Diesel Oxidation Catalyst)도 

배출가스후처리 장치 중 하나로서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PM을 

CO2와 물(H2O)로 변환시켜 배출하게끔 만들어 준다. 이 두 가지 촉매는 

연소와 산화에 의한 반응으로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NOx의 성분 변화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DOC와 DPF가 촉매 및 산화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Ox의 배출 저감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 

연소 단계에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데, 연소가 일어나기 전, 연소가  

일어날 때, 그리고 연소가 일어난 후에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중 연소가 

일어난 후에 NOx를 처리하는 경우로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 Exhaust 

Gas Recirculation),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LNT : Lean NOx Trap) 및 선택적 

환원 촉매(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의 기술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규제를 충족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환원제를 사용하여 NOx를 

저감시키는 방법인 SCR이 가장 효과적인 NOx 저감 시스템이며 계속 

강화되는 규제에 따라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Urea-SCR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는 기체 형태의 NH3-SCR 시스템의 

단점인 보관 및 인체의 해로움 등을 보완하며 정화효율도 거의 비슷하다. 

Urea-SCR 시스템은 이미 상용화가 되었으며 그 외에 촉매저감장치 개발과 

NH3 Slip과 과도 Urea 분사로 나타나는 고체 침전물을 방지하기 위해 SCR 

내부의 NH3 흡착량이 엔진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와 이에 따른 요소수 

분사전략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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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유럽과 미국에서는 EURO 6, Tie 4/stage 4 등의 환경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NOx 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젤엔진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에 대한 연구가 CO, THC, PM 등과 비교했을 때 

미비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THC, PM 등은 

기존의 DOC, DPF 등으로도 규제를 만족시키지만 NOx의 경우 기존의 후처리 

장치의 개선 및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질소산화물 중 N2O는 CO2 보다 

지구온난화에 310배의 영향을 끼치며, 아디프산, 카프로락탐 제조 등 화학 

산업 공정 중 주로 배출된다. 자동차, 산업기계 및 발전소에서도 연소 후 

발생되는 CO, THC, NOx 등이 배출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DOC는 산화 촉매를 

이용한 것으로, CO, HC, 디젤 미립자의 유기물 분율(OF), 알데히드 그리고 

PAH와 같은 규제되지 않은 배출물을 무해한 생성물로 산화시킨다. 현대의 

디젤 후 처리 시스템에서 DOC의 중요한 기능은 NOx 감소에 사용되는 DPF 

및 SCR 촉매의 성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산화질소(NO)를 이산화질소 

(NO2)로 산화시킨다. DPF는 배기가스로부터 PM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 

장치이고, SCR 시스템은 배기관 NOx 배출을 줄이는 장치이다.

현재에는 NH3-SCR 시스템이 고효율과 넓은 동작 온도 범위로 인해 SCR 

시스템 중 가장 널리 사용된다.1) 

NH3를 이용한 SCR의 기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4NH3 + 4NO + O2 → 4N2 + 6H2O              Standard SCR      (1)

2NH3 + NO + NO2 → 2N2 + 3H2O              Fast SCR          (2)

8NH3 + 6NO2 → 7N2 +12H2O                    NO2-SCR         (3)

이 외에도 NH3-SCR의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NH3를 

대신해 탄화수소가 대체환원제로 연구되었고,2,3) 산소의 농도가 짙은 

배기가스의 후처리를 위한 NH3-SCR 촉매의 대안으로서 연구되었다.4)

SCR의 재료로는 바나듐과 제올라이트 계열의 촉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나듐 계열의 촉매에 대한 연구5-6)로는 V2O5-WO3/TiO2 SCR 

촉매에 대하여 모델가스 내 NH3/NOx 비와 NO2/NOx 비 그리고 탄화수소 

농도와 촉매 반응온도에 따른 NOx의 전환효율 및 HSO (Hydrolysis + S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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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 catalysts)와 VHSO (Oxidation + HSO catalysts) SCR 시스템에 

대하여 공간속도(GHSV, Gas Hourly Space Velocity)와 모노리스 체적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NOx의 변환효율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7) 

                      (a)                                       (b)

Fig. 1-2 NO/NO2 비 에 따른 NOx 전환효율, NO 100%, NH3가 반응하는 경우(a) NO 50%, 

NO2 50%씩 NH3와 반응하는 경우 (b)

Fig. 1-3 공간속도에 따른 NOx 전환효율

또한, 바니디움 촉매의 화학 물질로 인한 오염에 따른 성능 변화를 

모델링하여 촉매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였고, DPF 재생으로 인한 

촉매의 비활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SiO2, 희토류 산화물, 바륨과 같은 

안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8) 제올라이트 계열의 촉매에는 Cu와 

Fe 계열의 제올라이트가 주로 사용되고, 마찬가지로 NO와 NO2 비율, SCR 

온도, 공간 속도 같은 변수에 따른 SCR 성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

Urea-SCR 시스템은 재료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만 

엔진의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SCR은 정상 상태인 엔진에서는 NOx를 

저감시키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실제 운전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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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 저감과 NH3 슬립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Urea-SCR 

시스템을 천이 구간에서 제어하는 것은 도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10)-14)

이러한 이유로 Urea-SCR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SCR에 요소수의 양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어하여 NOx의 저감과 NH3

슬립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SCR 내부의 NH3 흡착 및 탈착에 

대한 특성 연구가 진행되었다.15) 이러한 NOx와 NH3의 배출을 허용범위에서 

피드포워드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두 값을 제어할 때 

다른 교란 값을 피드백제어기로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SCR 

내부에 분사된 요소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압이 감소하면 액적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순수한 물에 비해 증발이 느려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다양한 물리적 모델을 사용하여 배기조건에서 증발하는 요소수의 

가수분해 현상을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7) 

                      (a)                                     (b)

                                           (c)

Fig. 1-4 배기 온도(573K (a), 623K (b), 673K (c))와 요소수 분사 유량에 따른 가수 분해 

현상 예측과 실험 값 비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인 배출가스 내 NO와 NO2 비율, SCR 내부온도와 

엔진 속도가 NH3 슬립과 NOx 저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되었다.18) 

Urea-SCR 시스템은 Steady 조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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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NOx의 정화효율을 높이는 것과 NH3 Slip을 줄이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SCR내부에 흡착되는 NH3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악한 데이터를 토대로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로직을 구성해야 했고, 단순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9-21)

SCR 내부의 NH3 흡착, 탈착시 촉매의 표면 점유율 특성을 반영하여 

Transient 운전 영역에서의 요소수의 분사제어 성능을 파악했다.22)

                  (a)                                       (b)

  (c)

Fig. 1-4 NOx 대비 NH3 비율(NSR 0.6 (a), NSR 0.8 (b), NSR 1.0 (c)에 따른 SCR에서의 표면 

점유울 특성

SCR로 진입하는 NOx 중 NO와 NO2의 비율이 NOx 저감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DOC와 DPF를 통해 제어하려는 노력도 

있었고,23) 배기가스에 오존을 첨가하여 NOx 내 NO2의 비율을 증가하여 

NOx의 저감욜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4)

SCR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SCR이 저온인 상태에서의 NO와 

NO2의 비율에 따른 반응속도를 분석하여 SCR의 NOx 저감율을 향상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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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25) 냉시동할 때 SCR의 효율을 늘리고 SCR 온도를 NOx

저감하는데 최적화하고, 활성온도를 낮추기 위해 Fast-SCR 반응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고 있고,26) 저온에서의 NH3와 NO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7), 이를 통해 실제 SCR 모델의 검증과 반응메커니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후처리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28) 이외에도 

다양한 NOx 저감 촉매들이 연구되고 있다.

1.2.1 NOx 저감 촉매

HC-SCR은 기존 Urea-SCR의 시스템의 복잡성, 요소수 분사 시스템 

장착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HC-SCR은 메탄, 프로판, 부탄, 프로펜 같은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고, 

HC-SCR의 주요 재료로는 Cu와 Al로 제조된 4종의 Cu제올라이트 계열의 

촉매들이 사용된다.

HC-SCR에서의 환원 반응은 다음과 같다.

HC + NO + O2 -> N2 + CO2 + H2O

적절한 비율로 제조된 Cu제올라이트 촉매는 250°C 이하에서도 활성화가 

가능하고, 환원 반응 시 필요한 HC와 NOx의 비율이 1:2로 소량의 

환원제로도 반응이 이루어져 Urea-SCR에 비해 유리한 성능을 제공한다.29) 

또한, 공간속도에 따라 촉매 내부에서의 체류시간이 차이 나게 되고, 이는 

전환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 속도를 반으로 줄임으로서, 전환효율이 2배 

이상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30) 하지만, HC-SCR은 SO2에 의해  전환효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특히 저온 구간에서 비활성화되는 폭이 크다. 이렇게 

비활성화된 촉매들은 물세척, 초음파 진동, 가열(700°C 이상) 등의 재생 

기술을 통해 촉매의 활성화를 회복해야한다.31) 따라서,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에 존재하는 탄화수소를 직접 환원제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HC-SCR은 큰 장점을 가진 기술이다. 하지만, 저온 범위, 빠른 공간속도에서 

전환효율이 떨어지는 현상과, SO2로 인한 촉매가 비활성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LNT : Lean NOx Trap)는 저장성분과 귀금속의 

담체로 이루어진 알루미나로 구성된 촉매를 사용하고, 희박(lean)한 사이클과 

풍부(rich)한 사이클 두가지 반응을 이용한다. 희박(lean)한 사이클에서는, 

NO가 저장 성분에 흡착되고 촉매를 통해 NO2로 산화된 후 질산염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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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Ccle Reaction over Pt Role of BaO

Lean cycle NO + O2 → NO2 Stored NO2 as nitrates

HC + NO2 → N2 + CO2 + H2O

Rich cycle H2 + NO2 → N2 + H2O Released nitrates as NO2

CO + NO2 → N2 + CO2

촉매표면에 저장된다. 풍부(rich)한 사이클에서는, 저장되었던 NOx가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한 HC, CO, H2와 귀금속 촉매를 통해 N2로 환원되어 

방출 된다.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지만, 전체적인 반응은 SCR 반응과 유사하고,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역시 HC-SCR과 마찬가지로 SO2에 의해 촉매가 비활성화 된다.32) 

Table. 1-1 Engine cycle에 따른 LNT의 내부 반응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에서 암모니아가 형성되는 능력은 SCR 촉매에 따라 

다양하다. Pt/Al2O3 촉매를 이용했을 때는 고온에서 NH3가 많이 형성되는 

반면, Pd/Al2O3 촉매는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다.33)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에 흡착되었던 NOx는 SCR 촉매의 환원제를 

생성하므로, Urea-SCR에 필요한 요소수 분사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고, 간단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SCR의 저온성능은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에서 생성되는 산화 프로펜 같은 환원제에 의해 

좌우되고, 이러한 HC산화물은 SCR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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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목적

2.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엔진의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들이 DOC, DPF, SCR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와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PM, NOx 같은 유해배출가스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기존의 DPF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재생을 시작하는 DPF에 대하여 최적화된 NOx 저감을 위한 

SCR의 요소수 분사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쌍용 자동차의 2.7 L 

XDi 디젤엔진을 사용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에서 개발한 cDPF 및 

SCR을 사용하였다. 개발 cDPF는 기존 양산 cDPF 보다 낮은 재생온도에서 

재생을 시작하는 cDPF이며 시내주행과 같은 상대적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의 PM 저감을 목표로 한다. SCR은 요소수가 가수분해 

됨으로써 생성되는 NH3을 이용하여 디젤 엔진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이므로 NOx 와 반응 하지 않고 배출된 NH3 가스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SCR에서 나오는 NH3 슬립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요소수 

분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제어를 위해서는 엔진과 촉매 조건에 따른 SCR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 재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촉 매 

또한 낮은 온도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DOC와 DPF 

전후단의 배출가스 성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배출가스 성분을 바탕으로 개발 cDPF에 최적화된 NOx

저감을 위하여 SCR 시스템의 요소수 분사 전략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요소수 분사 실험을 통하여 맵핑 값을 설정한 후, 

엔진조건에 따른 DPF 전, 후단의 배출가스를 분석하였으며 PM 배출량 또한 

측정하였다. 측정된 배출가스 중 NOx 배출량을 중심으로 요소수 분사량을 

설정하였다. SCR 시스템을 설치 한 후에 요소수를 분사하면서 동시에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NOx 저감율 극대화 및 NH3 슬립량 최소화 하는 요소수 

분사전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 SCR의 NH3 흡착 및 탈착 

메커니즘이 중요한 제어 특성 중 하나로서, 엔진의 천이운전 구간에서 NH3

슬립을 최소화하고 NOx 저감효율을 최적화 하는데 중요한 제어변수가 되기 

때문에, 엔진과 촉매 조건에 따라 SCR의 NH3 흡착 및 탈착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험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실제 천이운전영역을 

시험하는 모드인 WHTC와 WHSC를 엔진에 적용되어 있는 분사제어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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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떻게 요소수 분사가 실시되고 NOx 저감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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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 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3.1.1 엔진 벤치실험 장치

Fig. 3-1은 실험에 사용된 엔진과 다이나모에 대한 사진이다. 사용된 엔진은 

Table 3-1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쌍용의 직렬 5기통의 2,700 cc 디젤 

터보엔진이다. 2006년 식 엔진으로 배출허용규제는 Euro 2를 만족하고 있다. 

최대 마력은 4,000 rpm에서 186 PS을 내고, 최대토크는 418 N·m로 1,600 

rpm에서 3,000 rpm동안 낼 수 있다.

Fig. 3-1 3 L급 엔진 실험 장치

Table 3-1 3 L급 엔진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Engine type 직렬 5기통 터보 엔진
Valve Type DOHC 20 valve
Displacement 2,696 cc
Max. Power 186 PS @ 4,000 rpm
Max. Torque 418 N·m / 1,600~3,000 rpm

Manufacture Year 2006 year
Emission standards Eur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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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다이나모는 Eddy-Current 타입의 다이나모로 허용 최대 파워는 310 

PS, 허용 최대 토크는 867 N·m, 최대 허용 회전속도 8,000 rpm으로 

실험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췄다.

Fig. 3-2 다이나모 실험 장치

Table 3-2 다이나모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Type Eddy-Current

Max. Power 310 PS
Max. Torque 867 N·m

Max. Engine speed 8,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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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엔진의 실험에 사용된 엔진으로는 현대 파워텍의 직렬 6기통의 12 L

급 대형엔진을 사용하였다. 압축비는 17이고, 배기량은 12,742 cc, 터보차저

와 인터쿨러를 이용하여 과급한다. 최고 출력은 1,800 rpm에서 425 PS이고, 

최대토크는 1,200 rpm부터 1,960 N·m를 낼 수 있다. 다이나모는 

Asynchronous motor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허용 파워는 544 PS, 최대허용 

토크는 3,000 N·m, 최대허용 회전수는 4,000 rpm이다.

Fig. 3-3 12 L급 엔진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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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12L급 엔진(a)과 다이나모(b)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Displacement 12,742

Max. Power 425 PS @ 1,800 rpm

Max. Torque 1,960 N·m @ 1,200 rpm

Bore × Stroke 130 × 160

Cylinder 6

Compressed Ratio 17

Turbo Type Turbo Charger + Intercooler

(a)

Category Specification

Type Asynchronous Motor

Max. Power 544 PS

Max. Torque 3,000 N.m

Max. Engine Speed 4,000 rp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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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배출가스 분석 장비

배출가스를 분석하는데 HORIBA사의 MEXA-9100D 와 MEXA-1400QL-NX 

두 가지 장비를 사용하였다. 먼저 MEXA-9100D을 이용하여 CO, CO2, THC, 

O2, NOx를 측정하였다. CO와 CO2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NDIR : Infrared 

analyze), THC는 열식불꽃이온화검출기법(HFID : Heated Flame Ionization 

Detector), O2는 자기공압분석기법(Magneto-pneumatic), NO와 NOx는 

화학적발광기법(Chemiluminescent)으로 측정 되었다. 

Fig. 3-4 MEXA-9100D 배출가스 분석 장치

Table 3-4 MEXA-9100D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Model MEXA-9100D

Measuring 

component
CO CO2 THC O2 NOx

Measuring 

principle

Infrared

analyze

Infrared

analyze

Flame

ionization

Magneto-

pneumatic

analyze

Chemiluminesc

ent analyze

Measuring 

range

0 ~ 3,000 

ppm
0 ~ 20%

10 ~ 50,000 

ppmC
0 ~ 20% 0~2,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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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A-9100D로는 NO, NO2, NH3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MEXA-1400QL-NX을 이용하여 NO, NO2, N2O, NH3를 

측정하였다. 양자 캐스케이드 레이저 광법(QCL : Quantum Cascade Laser)을 

이용한 적외선 흡수법(IR : Infrared Absorption Spectroscopy)으로 연속 

계측이 가능하고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을 가진 다이렉트 가스 분석기이다.

Fig. 3-5 MEXA-1400QL-NX 배출가스 분석 장치

Table 3-5 MEXA-9100D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Model MEXA-1400QL-NX

Measuring 

component
NO NO2 N2O NH3

Measuring 

principle

양자 캐스케이드 레이저 분광법 (Quantum

Cascade Laser Infrared Spectroscopy)

Measuring 

range

Low; 

0~100 ppm

High; 0-5,000 

ppm

Low; 

0~50 ppm

High; 0-5,000 

ppm

Low; 

0~100 ppm

High; 0-5,000 

ppm

Low; 

0~50 ppm

High; 0-5,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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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요소수 도징 시스템(Urea Dosing System)

정확한 요소수 분사 제어를 위해서는 요소스 탱크에 있는 도징 펌프(Dosing 

pump)와 인젝터의 도징 주파수(Dosing frequency), 피크 전류값(Peak 

current), 피크 시간(Peak time) 같은 변수들을 지정해 주어야한다. 이런 

값들을 측정하고 제어를 수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요소수 탱크에는 도징 펌프(Dosing pump)와 퍼징 펌프(Purging pump)가 

장착되어 있어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수를 인젝터로 보내거나 관내 

남아있는 요소스를 탱크로 돌려보낸다.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를 통해 관내 

압력과 온도 값이 제어하고자 하는 수치와 잘 맞는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 장치(DAQ : Data Acquisition)통해 도식화 할 수 있다. 

도징 컨트롤러(Dosing controller)에 프로그램을 통해 위에 언급된 변수들을 

입력하여 도징 펌프(Dosing pump)와 인젝터에 신호를 보내어 작동시킬 수 

있고,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파형을 통해 인젝터와 도징 펌프(Dosing 

pump)에 입력하는 전류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Fig. 3-6 요소수 도징 시스템(Urea Do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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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DOC-DPF System

DOC와 DPF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였다. DOC는 

백금과 팔라디움을 사용하고 담체로는 코디에라이트(Cordierite)를 

사용하였다. Cell 밀도는 400 cpsi에 1.6 L의 부피를 가져, 촉매량은 15 g/ft3 

이다. cDPF는 자연재생 방식의 DPF로서 실리콘카바이드(SiC)로 이루어져 

있다. Cell 밀도는 260 cpsi에 4.2 L의 부피를 가져 촉매량은 10 g/ft3 이다.

Fig. 3-7 DOC/cDPF system

Table 3-6 DOC와 cDPF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Catalyst DOC cDPF

Specification Cordierite SiC

Cell Density 400 cpsi 260 cpsi

Volume 1.6 L 4.2 L

Catalyst loading 15 g/ft3 10 g/f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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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SCR Systen 

SCR은 세라컴에서 제작한 바나디움 계열의 촉매를 사용하였다. 담체로는 

코디에라이트(Cordierite)를 사용하였고, 촉매로는 V-W/TiO2가 사용되었다. 

Cell 밀도는 400 cpsi이고, 지름 6.77 inch에 길이 10 inch의 크기를 가졌다. 

앞서 설명한 요소수 도징 시스템(Urea Dosing system)과 결합되어 

사용되었고, SCR 전단에 믹서가 위치해 인젝터에서 나오는 요소수를 조금 

더 균일하게 배기가스와 혼합시켜 SCR에 투입될 수 있게 해준다. SCR 

전단과 후단에 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NOx를 측정하고 NOx 정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Fig. 3-8 SCR system

Table 3-7 SCR 사양

Category Specification

Substrate Cordierite

Catalyst V-W/TiO2

Cell Density 400 cpsi

Diameter 6.77 inch

Length 10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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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요소수 분사 맵핑 실험

요소수 도징(Urea Dosing) 시 요소수의 분사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변수들을 맵핑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요소수 분사 맵핑을 하기 

위해서는 도징 펌프(Dosing pump)와 인젝터의 분사 지속시간과 주파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징 펌프(Dosing pump)의 경우, 지속시간은 40 

ms로 고정하고 주파수를 조정하였고, 인젝터는 주파수를 3.3 Hz로 고정하고, 

지속시간을 조정하였다. 요소수의 관내 압력은 5 bar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러한 수치를 정한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도징 컨트롤 유닛(Dosing 

Control Unit)에 대해 테스트 했던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25)

Fig. 3-9 Characteristic of Injector and Dosing Pump

Fig. 3-10 Characteristic of Injector and Dosing Pump

Fig. 3-10는 맵핑한 요소수 분사 컨트롤러를 실제 목표한 분사량으로 

분사했을 때 나타나는 오차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190 g/hr 미만으로 

분사하는 영역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범위의 

작동 영역에서는 현대자동차나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실험결과에서도 낮은 

분사량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 오차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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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엔진벤치 실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에 앞서 실험에 사용한 엔진의 주 운전 영역과 한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실험은 1,250 rpm부터 4,000 rpm 까지 올려가면서 

다이나모를 이용해 회전수는 고정시킨 채 스로틀을 열어 토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포인트의 값들을 측정하였다. 

3.2.3 배출가스 측정 실험

위의 엔진벤치 실험을 진행 하면서, 엔진 전체 운전영역에 걸쳐 배출가스와 

온도를 측정하였다. DOC와 DPF의 전단과 후단, SCR 후단의 온도와 

MEXA-9100D를 통해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엔진 조건에 따른 정화효율을 

분석하였다. 엔진의 운전 영역은 엔진 속도 1,250 rpm부터 4,000 rpm, 토크 

0 N·m 부터 350 N·m로 정하였다. 

운전모드실험은 WHTC(World Harmonized Transient Cycle), WHSC(World 
Harmonized Stationary Cycle)의 시험 방법을 차용하였고, 기존 요소수 분사 
로직을 사용하여 실제 운전 모드에서 NOx의 정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Cold 시험과 Hot 시험에서의 NOx 정화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a)   

(b)

Fig. 3-11 World Harmonized Transient Cycle(WHTC) (a) & 

World Harmonized Stationary Cycle(WHS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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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SCR 실험

SCR 실험으로는 NOx 정화율 실험, NH3 흡착량 실험, 운전 모드 실험이 

이루어졌다. 앞서 엔진벤치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엔진의 주 운전 영역을 

파악하였고, SCR 실험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SCR의 온도이므로, 엔진 속도와 

SCR 온도에 따라서 NOx 정화율과 NH3 흡착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NOx 정화율 실험과 NH3 흡착량 실험은 엔진의 주 운전 

영역 (1,500에서 3,000 rpm, 250에서 400°C)에서 이루어졌고, DOC/DPF 

전단, DOC/DPF와 SCR 사이, SCR 후단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했다. 실험 

순서로는 처음 요소수를 분사하지 않은 상태의 NOx 배출량을 측정한다. 

측정이 끝나면 요소수를 분사하는데, 요소수의 분사량은 측정한 NOx량을 

모두 정화시키고 100 ppm의 NH3가 생성될 수 있게끔 과도분사한다. 이는 

요소수를 분사했을 때, NH3의 변화량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소수의 분사량을 정하고 분사를 시작한 후 30분간 

측정하였는데, 이는 SCR에 NH3가 충분히 흡착될 수 있게 하고, 해당 엔진 

조건의 배출가스량을 조금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요소수 분사를 중지하고, 30분간 NOx 배출량과 흡착되어 있던 NH3량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SCR 내부에 흡착되어 있던 NH3량을 분석했다. 

Fig 3-12 Diagram of SCR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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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험결과

4.1 엔진 벤치실험 

4.1.1 엔진출력 및 토크 결과

  실험을 통해 사용된 쌍용의 3 L급 엔진의 각 회전수에 대한 최대 토크 

및 출력을 Fig. 4-1과 같이 측정하였다.

Fig. 4-1 엔진 출력과 토크 선도

측정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엔진속도가 1,500 rpm 부터 3,000 rpm, SCR 

전단 온도는 250°C에서 350°C 일 때가 주 운전 영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험을 진행할 운전 영역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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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출가스 측정 실험

4.2.1 에너지기술연구원 개발 DPF 배출가스 측정 결과

4.1.1의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엔진의 운전영역의 범위를 엔진속도는 1,500 

rpm부터 4,000 rpm, 토크는 0 N·m 부터 350 N·m로 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2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DPF를 장착하고 실험 

운전영역에서 나타난 엔진 전후단에서의 PM 배출량과 DOC/DPF를 통과한 

후의 PM 정화율에 대한 그래프이다.

(a)

(b)

Fig. 4-2 엔진 조건에 따른 PM 배출량(a)과 정화효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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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의 그래프를 통해 엔진의 PM 배출은 엔진속도 1,500 rpm에서 2,500 

rpm구간에서 토크가 150 N·m일 때와 4,000 rpm의 고부하 구간에서 많이 

배출되지만, DOC/DPF를 통해 대부분의 PM이 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500 rpm에서 토크 50 N·m과 300 N·m의 정화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50 N·m 에서는 DOC/DPF가 활성화되는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화율이 낮은 것이고, 300 N·m에서는 애초에 PM 자체가 많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화율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Table 4-1 엔진 조건에 따른 DOC/DPF 전단(a)와 DOC/DPF 후단(b)에서의 CO 배출량

Sampling point DOC pre Variable CO_L

Engine

speed

Torqu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257.6 526.2 452.2 365.1 230.2 145.1 112.3 118.7
2,250 267.4 268.9 319.5 457.6 250.6 166.0 123.1 144.0
2,500 284.3 266.3 250.7 287.0 218.8 178.8 132.2 146.9
2,750 332.3 296.2 239.8 255.3 178.3 143.9 149.6 148.2
3,000 559.4 347.6 292.5 253.1 177.4 138.4 133.6 165.4
3,250 596.0 408.0 346.4 237.0 164.1 141.3 116.3 197.9
3,500 623.8 448.3 354.4 211.7 149.9 123.4 125.8 　

(a)

Sampling point DPF pos Variable CO_L

Engine

speed

Torqu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227.1 12.1 12.2 12.0 11.8 11.7 12.0 12.0
2,250 247.6 11.2 12.0 11.9 11.1 11.6 11.3 11.7
2,500 268.6 11.0 10.9 11.2 11.1 11.0 11.3 11.7
2,750 309.9 11.2 10.9 10.9 11.1 11.1 11.4 10.0
3,000 506.2 11.4 11.4 11.3 11.6 11.4 11.9 12.0
3,250 527.0 12.0 11.9 12.0 11.9 12.0 12.0 12.3
3,500 581.4 11.8 11.1 11.1 11.4 12.0 12.0 　

(b)

Table 4-1은 엔진속도와 토크에 따라 나타나는 CO 배출량을 DOC/DPF 전단

에서 측정한 값과 DOC/DPF 후단에서 측정한 값으로 나누어 정리한 값이다. 

모든 엔진속도에서 토크가 0 N·m일 때와  CO 값은 DOC/DPF를 통과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이후 구간에서는 CO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엔진 조건에 따른 CO 정화율을 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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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엔진 조건에 따른 CO 정화율

이를 Fig. 4-3과 같이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저부하 구간에서는 CO의 정화

율이 낮지만, DOC/DPF가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정화율은 대부분 

8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a)                                        (b)

Fig. 4-4 엔진 조건에 따른 NOx 배출량(a)과 요소수 분사량 추정 값(b)

Fig. 4-4의 그래프와 표는 DPF 후단에서 나타나는 NOx 배출량과 이를 

토대로 NOx를 저감시키는데 필요한 NH3의 비율이 1:1 즉, NH3/NOx 몰비 

(NSR : Normalized Stoichiometric Ratio)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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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량이다. 요소수는 NH3가 녹아있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가수분해 되었을 때 생성되는 NH3량을 미리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엔진 조건에 맞는 요소수 분사량을 추정하였다. NOx 배출량은 모든 

엔진속도에서 토크가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SCR에서는 NOx에 존재하는 NO와 NO2 비율에 따라 정화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이전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20) 앞선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에서 MEXA-9100D은 NOx 화합물 모두를 측정하고 NO와 NO2를 따로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MEXA-1400QL-NX를 통해 DOC와 DPF사이에서 

NO와 NO2의 값을 측정하고 전체 NOx에서 NO와 NO2의 비율과 DOC, DPF에 

의한 전환량을 분석해보았다.

Table 4-2 엔진 조건에 따른 DOC 전단에서의 NO 배출량(a)과 NO2 배출량(b)

Sampling point DOC pre
Variabl

e
NO

Engine 

speed

Torqu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48.3 45.2 64.0 137.1 246.3 513.1 1017.0 1232.0
2,250 36.5 138.5 97.0 131.9 250.9 563.1 1082.2 1286.5
2,500 43.2 137.8 200.7 167.0 311.4 475.4 1054.2 1234.2
2,750 56.5 151.4 302.2 433.9 651.2 697.6 868.3 1002.3
3,000 33.9 109.7 253.3 390.1 574.0 771.4 897.6 1031.4
3,250 38.0 120.6 276.1 438.0 630.4 813.3 892.3 912.1
3,500 44.8 122.3 299.1 497.2 687.6 860.5 882.8 　

(a)

Sampling point DOC pre
Variabl

e
NO2

Engine 

speed

Torqu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31.3 46.8 27.1 26.3 27.1 28.5 33.9 32.9
2,250 31.9 45.1 97.0 18.4 21.2 31.9 35.7 27.2
2,500 32.2 42.5 46.5 26.9 29.6 28.0 25.1 17.2
2,750 31.5 44.1 49.3 52.6 46.4 46.7 36.6 24.3
3,000 39.3 50.1 61.9 61.7 51.9 42.0 34.6 23.8
3,250 40.9 52.5 69.3 60.5 51.6 43.7 25.0 23.2
3,500 42.3 54.4 67.6 56.0 43.2 36.7 26.9 　

(b)

DOC 전단에서 NO와 NO2의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을 때, NO는 엔진의 부하

가 높아질수록 배출량이 늘어나는 반면, NO2는 엔진의 부하와는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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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NO의 배출량은 엔진의 부하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NO2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DOC와 DPF는 산화촉매로서 SCR까지 도달하는 NO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이기 때문에 DOC와 DPF를 지날 때 NO에서 NO2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분석했다.

(a)

(b)

Fig. 4-5 배기가스 온도에 따라 DOC에서의 NO가 NO2로 전환되는 량(a)과 
DPF에서의 NO가 NO2로 전환되는 량(b)

배기가스 온도는 엔진의 부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DOC와 DPF에서 NO가 

NO2로 전환되는 양을 엔진의 부하대신 배기가스 온도를 기준으로 Fig. 4-5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같은 엔진속도에서도 토크가 증가할수록 DOC와 DP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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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토크가 증가할수록 DOC와 DPF에서 산화되는 

NO의 양이 증가했다. DOC를 통과하는 배기가스 온도가 약 430°C일 때 NO

가 NO2로 가장 많이 전환 되었고, DPF를 통과하는 배기가스 온도가 약 

350°C일 때 NO가 NO2로 가장 많이 전환되었다. 엔진이 고부하로 갈수록 

배출하는 전체 NOx 량이 증가하므로 전체 NOx 대비 NO에서 NO2로 전환되

는 량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NO와 NO2의 량을 비교하는 

것보다 상대적인 DOC/DPF 후단의 NO, NO2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Fig. 4-6 DPF 후단에서 배기가스 온도에 따른 NO/NO2 비율

Fig. 4-6은 배기가스 온도에 따른 전체 NOx에서 NO와 NO2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그래프에서 값이 1보다 크면, NOx 내부에서 NO가 NO2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반대로 NO2가 NO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배기가스 온도가 약 250°C 이하 일 때 NO가 NO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250°C 이상에서부터 NO와 NO2 비율이 비교적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약 360°C이상부터 다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O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와 NO2의 비율은 온도가 

낮을 때는 크게 차이를 보이다 DOC/DPF가 활성화 되는 온도에 맞춰 NO와 

NO2의 비율이 비슷해지지만, 어느 온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다시 NO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NO와 NO2 비율은 SCR 내부의 촉매의 

반응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설명될 SCR 장착 후 

배출가스 측정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되어야 할 중요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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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CR 장착 후 요소수 분사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 결과

앞서 DPF를 장착한 후 배출가스에 데이터에서도 NOx 값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지만, 실제 주 운전 영역이라 판단되는 엔진속도와 SCR의 온도 

영역을 다시 분석했다. SCR의 목적은 NOx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NOx량만을 분석해 보았다. 

Fig. 4-7 주 운전영역에서의 엔진속도를 기준으로 한 배기가스 온도에 따른 NOx 배출량

Fig. 4-7은 온도에 따른 NOx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적인 엔진 

속도에서 배기가스 온도가 증가할수록 NOx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를 통해 온도가 높을수록 NOx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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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주 운전영역에서의 배기가스온도를 기준으로 한 엔진속도에 따른 NOx 배출량

Fig. 4-8은 엔진속도에 따른 NOx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선 온도에 따른 

NOx 배출량의 결과와는 다르게 엔진속도에 따른 NOx 배출량의 결과는 1,500 

rpm부터 엔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Ox 배출량이 감소하다 2,000 rpm과 

2,500 rpm 사이를 기점으로 다시 NOx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앞서 

온도에 따른 NOx량과 엔진속도에 따른 NOx량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NOx 배출량은 엔진속도보다 배기가스 온도, 즉 엔진 부하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엔진의 변화에 따른 NOx 전체 배출량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SCR의 

정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NO와 NO2의 비율이므로 주 운전 영역의 

범위에서 NOx가 DOC, DPF, SCR을 지나면서 NO와 NO2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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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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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4-9 엔진조건(1,500 rpm (a), 2,000 rpm (b), 2,500 rpm (c), 3,000 rpm (d))에 따라 
DOC/DPF 전단, DPF와 SCR 사이, SCR 후단에서 측정한 NO, NO2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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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실험의 결과로 활성화 된 DOC/DPF를 지나면서 NOx의 대부분을 차지

하던 NO가 어느 정도 NO2로 산화되어 SCR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SCR에 진입하는 NO와 NO2의 비율을 분석해보았다.

Fig. 4-9는 DOC/DPF전단, DPF와 SCR 사이, SCR 후단에서 각 엔진조건에 

따라 측정한 NO와 NO2의 데이터이고, 엔진 직후단에서 배출된 NO들이 

DOC/DPF를 지나면서 상당량 NO2로 산화되어 NO의 양과 비슷해지거나 오히

려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데이터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다

음과 같이 정리했다.

Fig. 4-10 주 운전영역에서의 NO/NO2 비율

Fig. 4-10은 주 운전영역에서의 배출되는 전체 NOx 량에서 NO와 NO2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 운전영역 중 저부하 구간에서는 NO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고부하 구간으로 갈수록 NO와 NO2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CR의 정화율이 저부하 구간보다 고부하 구간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NO와 NO2 비율이 

SCR의 NOx 정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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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주 운전영역에서의 NOx 정화율

Fig. 4-11은 주 운전영역에서 SCR 전후단의 NOx 값을 측정하여 정화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CR의 온도가 350°C이하일 때는 1,500 

rpm과 2,000 rpm에서의 NOx 정화율이 비교적 낮았지만, 350°C이상일 때는 

모든 엔진속도에서 90% 이상의 NOx 정화율을 보였다. 또한, Fig. 4-10에서 

나타난 NO와 NO2의 비율이 1이하인 경우, 즉 NOx내에 존재하는 NO와 NO2

중 NO2가 많았을 때, Fig. 4-11의 같은 구간에서 NOx의 정화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엔진속도가 1,500 rpm과 2,000 rpm일 때, 300°C에서 

NO와 NO2의 비율은 약 0.5 로 NO2의 양이 NO의 2배정도 되고 이러한 

혼합비는 SCR 반응 중 NO2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Slow SCR reac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화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정화되지 않고 

배출된 NOx 대부분이 NO2인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로 앞에 설명한 실험 방법에 따라 요소수를 분사하면 SCR 

후단에서 다음과 같은 NH3 slip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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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2 엔진 조건과 SCR 온도에 따른 요소수 분사 후 나타나는 NO,NO2량(a)과
NH3 slip 량(b)

Fig. 4-12는 엔진 조건과 SCR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NO, NO2 그리고 NH3

slip 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앞의 그래프는 SCR 후단에서 정화되지 

못한 NOx량 중 NO와 NO2를 각각 점선과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뒤의 

그래프에 굵은 선은 요소수를 NOx를 모두 정화하고 100 ppm의 NH3 slip이 

일어날 수 있게 분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선을 넘는다는 것은 NOx의 

정화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실제 NOx 배출량에 따라 Urea를 

분사했을 때 선을 넘는 양만큼의 NH3 slip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얻은 NOx 정화율 데이터와 NH3 slip량의 데이터를 비교해보았을 때, 실험이 

잘 이루어졌고 배출된 NH3 slip양과 NO2의 양이 같은 것으로 보아 NO2의 

비율이 높을수록 SCR에서 환원되지 않고 배출되는 NOx 양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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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존 제어 로직을 이용하여 운전모드에서 실험한 결과

세계적으로 엔진의 규제를 위해 만든 시험모드인 WHSC와 WHTC를 

이용하여 기존제어로직을 테스트해보고 NOx 정화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험결과를 분석해보았다.

WHSC는 World Harmonized Stationary Cycle의 약자로 steady한 상태의 

엔진을 테스트하는 모드이다. 실험은 Cold start한 경우와 Hot start한 경우를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a)

(b)

(c)

(d)

Fig. 4-13 Cold WHSC 모드일 때 SCR 전후단에서 측정한 엔진rpm, 토크, 요소수 분사량(a) 
및 NOx량, 엔진 직후단, DPF, SCR 온도(b) & 

Hot WHSC 모드일 때 SCR 전후단에서 측정한 엔진rpm, 토크, 요소수 분사량(c) 
및 NOx량, 엔진 직후단, DPF, SCR 온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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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은 Cold WHSC일 때와 Hot WHSC일 때, SCR 전후단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엔진회전수, 토크, 요소수 분사량, NOx량, 엔진직후단, 

DPF, SCR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Cold WHSC와 Hot WHSC의 

실험데이터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요소수 분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Hot 

WHSC에서는 엔진이 시험모드에 들어서자마자 NOx량에 따라 요소수를 

분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Cold WHTC에서는 NOx가 측정되어도 요소수를 

분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SCR에 활성화 온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화 온도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요소수를 분사하면 NOx가 

거의 저감되지 않고, NH3 slip이 발생할 뿐 아니라 SCR 내부에 고체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old WHSC와 같이 SCR이 활성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요소수를 분사하지 않게끔 제어했다. 제어로직에 따라 

요소수를 분사했을 때, Cold WHSC와 Hot WHSC의 실시간 NOx 저감율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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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14 Cold WHSC 모드일 때, NOx 정화율(a)과 
Hot WHSC모드일 때, NOx 정화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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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은 Cold WHSC일 때와 Hot WHSC일 때, SCR 전후단에서 측정한  

NOx 값을 토대로 계산한 NOx 정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시험모드의 

NOx 저감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니 운전 초반의 요소수 분사유무가 확연하게 

나타났고, 이는 평균 NOx 저감율의 차이로 이어졌다. 각 조건에서의 평균 

NOx 저감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Cold WHSC의 평균저감율은 47.54%이고 

Hot WHSC의 평균저감율은 68.98%로 약 22%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Cold 상태에서는 SCR이 활성화 온도에 다다르기 까지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아 워밍업 단계에서의 NOx 저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SCR의 활성화 

온도가 NOx 저감과 NH3 Sli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엔진이 작동되는 조건은 steady한 조건이 아니므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구간을 시험하는 모드 중 하나인 WHTC 모드를 사용하여 

Transient하게 작동하는 엔진에 적용하여 변화하는 NOx량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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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15 Cold WHTC 모드일 때 SCR 전후단에서 측정한 NOx량, 요소수 분사량(a)과 

Hot WHTC 모드일 때 SCR 전후단에서 측정한 NOx량, 요소수 분사량(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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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는 Cold WHTC 모드일 때와 Hot WHTC 모드일 때, SCR 

전후단에서 실시간 측정한 NOx량과 요소수 분사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Cold WHTC의 경우, 초반에 SCR 전후단 사이의 NOx 값의 차이가 

전혀 없다가 1800 초 이후부터 요소수가 분사되어 NOx량을 감소시키는 데, 

이는 WHSC때와 마찬가지로 SCR의 활성화온도를 고려하여 SCR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요소수를 분사하지 않게끔 제어했기 때문이다.

Hot WHTC의 경우, Cold WHTC와는 달리 요소수 분사가 초반부터 

이루어졌고, 구간 전체적으로 SCR 전후단의 NOx 값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다. 1800 초 이후에 분사되는 요소수량은 Cold WHTC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Cold WHTC와 Hot WHTC의 차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NOx 정화율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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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16 Cold WHTC모드일 때, NOx 정화율과 SCR 온도 곡선(a)과 
Hot WHTC모드일 때, NOx 정화율과 SCR 온도 곡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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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는 Cold WHTC 모드일 때와 Hot WHTC 모드일 때, SCR 

전후단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NOx 값을 토대로 계산한 NOx 정화율과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그래프는 SCR의 온도 변화를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SCR의 활성화온도가 그래프 상의 녹색선(약 

230°C) 부근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NOx 정화율에서도 Cold WHTC 보다 Hot WHTC에서 

더 NOx의 저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Cold WHTC에서는 

52.02%의 평균정화율을 보인 반면, Hot WHTC에서는 69.66%로 약 17.5% 

정도 더 나은 평균정화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Hot WHTC 일 때, SCR이 활성화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이를 

근거로 요소수의 분사를 제어하면, NOx의 저감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NH3 slip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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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CR 내부의 NH3 흡착량 실험

4.3.1 엔진 조건에 따른 SCR 내부의 NH3 흡착량 결과

SCR 내부의 NH3 흡착량을 분석하기 위해 흡착량 분석 실험을 따로 

실시하였고,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는 요소수 분사에 

따른 NOx, NO, NO2, NH3 양이고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그래프이다. 

Fig. 4-17 요소수 분사에 따른 NOx, NO, NO2, NH3의 변화량

Fig. 4-17은 SCR에 요소수를 분사하고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NOx, NO, 

NO2, NH3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 화살표는 요소수를 

분사하기 시작한 지점이고, 파란색 화살표는 요소수를 분사 중지시킨 

지점이다. 이번 실험결과를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NH3의 흡착량을 

측정하고 계산해보았다. 먼저, 요소수 분사 직후부터 NH3 량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측정을 하였다. 이때, 빨간 구역 B와 노란 구역 A의 넓이만큼을 SCR이 

흡착되는 총 NH3 량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짙은 노란색 구역은 NH3이 

아예 검출되지 않는 영역으로 실제 제어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 요소수 분사 중지 직후부터 NOx량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측정하였다. 파란 구역의 넓이만큼을 SCR에 흡장된 NH3가 NOx를 정화한 

량이기 때문에 SCR 내부에 흡장되어 있던 총 NH3 량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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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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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4-18 서로 다른 엔진조건(1,500 rpm (a), 2,000 rpm (b), 2,500 rpm (c), 3,000 rpm (d))일 
때,  SCR 내부에서 나타나는 NOx, NO, NO2, NH3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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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는 SCR 내부에서 각 엔진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NOx, NO, NO2, 

NH3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를 토대로 NH3 흡착량 실험결과 데이

터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온도와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요소수를 

분사했을 때, NOx가 감소하는 반응과 NH3가 흡착되는 속도가 빨랐으며, 마

찬가지로 요소수의 분사를 중지했을 때 역시, NOx가 증가하는 반응과 NH3가 

탈착하는 속도도 빨랐다. 

Fig. 4-19 각 엔진조건에서의 NH3 흡착량

Fig. 4-19는 NH3 흡착량 실험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선으로 된 부분은 요소수를 분사한 후 나타나는 NH3의 

경향을 이용하여 SCR의 NH3 흡착량을 계산한 것이고, 점선은 Urea 분사를 

중지한 후 나타나는 NOx의 경향을 통해 SCR의 NH3 탈착량을 통해 흡착량을 

역으로 계산한 것이다. 흡착량을 직접 계산한 값과 탈착량 계산을 통해 

흡착량을 역으로 계산하는 값이 크게 다르지 않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 모두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흡착된 NH3를 계산한 

결과로는 엔진속도에 따른 변화량은 크지 않지만, SCR 온도가 증가할수록 

NH3가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CR에서 NH3가 탈착되는 

량으로 흡착량을 역으로 계산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NH3

흡착량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NH3 흡착량의 변화는 SCR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될 수 있는 NH3 량이 



- 49 -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바나디움 촉매들이 나타내는 

경향과 비슷했다.36)

실제로 SCR의 요소수 분사를 제어할 때는 NH3 slip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NH3 slip이 일어난 이후에도 흡착된 전체 NH3량과 NH3 slip이 

일어나기 전에 흡착된 NH3량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

(b)

Fig. 4-20 SCR의 전체 NH3 흡착량(a)과
NH3 Slip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SCR의 NH3 흡착량(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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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은 SCR에 흡착될 수 있는 전체 NH3량과 NH3 slip이 일어나기 

전까지 흡착되는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SCR에 흡착될 수 있는 전체 

NH3 량과 NH3 slip이 일어나지 않을 때 까지 흡착된 NH3 량이 보여주는 

경향성은 비슷하다. 하지만, 흡착된 NH3량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저부하일 때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고, 고부하로 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Transient 운전을 대비하여 NH3 slip이 

일어나지 않게끔 urea 분사를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SCR 내부의 NH3가 흡착되는 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는 쉽

지 않기 때문에, 더 정밀한 요소수 분사제어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실제로 

NH3가 흡착되는 속도와 탈착되는 속도를 각 엔진조건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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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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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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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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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4-21 서로 다른 엔진조건(1,500 rpm (a), 2,000 rpm (b), 2,500 rpm (c), 3,000 rpm (d))일 
때, NH3의 흡착속도와 탈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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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는 엔진 속도와 SCR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NH3의 흡착 속도와 탈

착 속도를 비교해본 것이다.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NH3의 

배기가스 내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 선은 NH3의 변화 속도를 기울기

로 나타내었다. 각 엔진조건에서 배출되는 NH3 slip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NH3 slip 양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울기를 엔진속도와 SCR 온도별로 비교해 

보았다.

  

(a)

    

(b)

Fig. 4-22 엔진속도에 따른 흡착 및 탈착속도(a)와 SCR 온도에 따른 흡착 및 탈착속도(b)

Fig. 4-22는 엔진속도와 SCR 온도에 따른 흡착속도와 탈착속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흡착속도는 엔진속도와 SCR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

소하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탈착속도는 운전영역에서 온도와 엔진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NOx의 저감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요소수의 분사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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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엔진의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들이 DOC, DPF, SCR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와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PM, NOx 같은 유해배출가스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DOC와 DPF는 CO, 

HC, PM을 저감시키기 위한 촉매로서 활성화 되면, 산화반응을 거쳐 

배출가스들을 CO2와 물로 젼환시킨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활성화온도에 

도달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엔진의 운전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위해 엔진의 운전조건에서 주운전영역을 추정하고, 촉매활성화에 

필수요소인 온도를 측정하여, DOC와 DPF의 활성화 온도를 파악하였다.  

실험 결과, DOC와 DPF의 온도가 약 240°C에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촉매는 대부분의 CO, HC, PM을 저감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OC와 

DPF가 CO, HC, PM을 저감시키는 반응은 산화반응으로 또다른 배출가스인 

NOx의 성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엔진의 

연소 직후 생성되는 NOx 중 대부분은 NO이지만, 활성화 된 DOC와 DPF를 

지나면서 일부가 NO2로 전환되어 SCR로 진입하게 되고 이는 이후 설명할 

SCR의 NOx 저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험한 DOC/DPF의 특성 상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NOx 대부분은 NO이지만 활성화 된  

DOC/DPF를 지나면서 NO2의 비율이 증가했고, 이 때, NO보다 NO2의 양이 

많으면, SCR의 정화율이 감소하고, 이러한 현상은 저부하 구간에서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NO2가 지나치게 적으면 SCR에서 NOx가 100%정화 

되지 않았다. 

실제 운전 모드에서는 엔진이 steady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NOx의 양을 측정하여 요소수를 분사해야 하는데, Cold 상태의 엔진에서는 

SCR의 온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때, SCR에 요소수를 분사하더라도  

NOx를 저감하는 반응을 하지 못한 채 모두 NH3 slip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실제 운전 시에 NOx의 저감율을 증가시키고 NH3 slip을 줄이기 

위해서는 SCR의 실시간 온도를 파악하고 SCR의 온도를 빠르게 활성화 

온도에 도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CR에서 NH3의 흡장-배출 메커니즘은 SCR의 제어에 있어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엔진 조건에서 SCR 내부의 NH3 흡착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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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NH3 흡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Urea 분사 직후부터 NH3 량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측정하는 방법.

② Urea 분사 중지 직후부터 NOx량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측정하는 방법.

그 결과, NH3의 흡착량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NOx 정화량을 

통해 NH3 흡착량을 역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NH3 흡착량은 온도와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NH3 슬립이 

일어난 후와 NH3 슬립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NH3 흡착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온도와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NH3 흡착량은 감소했다. 이 

때 NH3 흡착량이 감소하는 차이 역시 온도와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또한, 실제 운전 시 SCR이 흡장할 수 있는 총 NH3양 까지 

도달하기 전에 NH3 슬립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 총 NH3 흡착량과 슬립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흡착량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촉매 회사에서는 SCR의 총 흡착량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만, 실제 운전 시에는 슬립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흡착량을 알 필요가 있다.

실제 천이운전영역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엔진의 조건으로 인해 SCR이 

최대로 흡착할 수 있는 양에 맞춰 요소수를 분사를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 조건에 따른 SCR 내부의 NH3

흡착속도와 탈착속도를 분석해보았다. SCR 내부로의 NH3 흡착속도는 

엔진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SCR 내부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CR 내부온도가 증가할수록 SCR에 

흡착되는 NH3 량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속도로 NH3가 SCR에 

흡착되는 것이다. 요소수 분사를 중지한 후 SCR에서 NH3가 탈착되는 속도는 

엔진속도와 온도 모두 증가할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NH3

흡착속도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달리 탈착속도에서는 엔진속도에 따라서 

탈착속도가 영향을 받았는데, 탈착속도는 흡착속도와는 달리 SCR 내부의 

공간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실제 엔진에서 배출되는 NOx량을 측정하고 해당 

온도에서 SCR의 NH3의 슬립이 일어나기 전의 흡착량을 계산한 후 요소수 

분사제어 전략에 대하여 맵핑해야 한다. 엔진이 저부하인 경우에는 NO와 

NO2의 비율과 SCR 온도를 고려하여 요소수를 NSR 1보다 낮은 값으로 

분사하고, 엔진이 고부하인 경우에는 SCR에 흡착되는 NH3량이 적지만 이 

구간에서의 SCR NOx 저감율은 상당히 높으므로 NSR 1에 가깝게 분사하는 

방식으로 SCR 시스템에서의 요소수 분사 전략을 구성하여 적절한 요소수 

양을 분사하면 NH3 slip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SCR의 정화율을 최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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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rea Injection Strategy of PM-NOx 
Simultaneous Reduction System using cDPF-SCR of 

Diesel Engine

Hyun Jo
Dep.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In this thesis, we studied the urea injection strategy of SCR for NOx

reduction optimized for cDPF, which starts regeneration at lower 
temperature than conventional DPF. For this purpose, the activation 
temperature of cDPF was analyzed by changing of CO and PM in the 
exhaust gas before and after cDPF when the engine speed and load were 
changed. In the SCR system the urea water was injected into NSR 1 which 
called NH3 and NOx were changed to 1:1. After that, we analyze the real 
time NOx reduction rate and NH3 adsorption amount of the SCR system.
The DOC and the DPF activate at a low load of the engine, it means low 

exhaust gas temperature. In this situation NO, which the majority of the 
NOx after the engine, convert to NO2. This phenomenon directly effects to 
NOx reduction efficiency of the SCR, and it can be seen that the total 
amount of NOx depends on the engine load rather than the engine speed. 
The higher the engine load, the greater the overall NOx emissions and 
hence the greater the amount of urea to be injected. However, the amount 
of NOx reduced by the ratio of NO and NO2 was different. The amount of 
NH3 adsorption inside the SCR is not greatly influenced by the engine 
speed, but the adsorption amount of NH3 decreases as the SCR temperature 
increases. The NH3 adsorption rate and the desorption rate are important 
factors for determining the injection quantity of urea water. The adsorption 
rate is not greatly influenced by the engine speed, but increases as the 
SCR temperature increases. The desorption rate increases with increasing 
engine speed and SCR temperature.
Through the results, when the engine is low load condition, the urea 

should be injected less than the NSR 1 value considering the ratio of NO 
to NO2 and the SCR temperature. If the engine is high load condition, the 
amount of NH3 adsorbed on the SCR is small. The SCR NOx reduction rate 
in the section should be very high and the urea water injection strategy in 
the SCR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such a way that the adsorption 
rate and the desorption rate are both fast and close to NS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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