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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V 대응 건설기계 엔진의 표준시험모드에 따른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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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of diesel engine on the construction equipment has been rapidly increased

because of thermal efficiency and power. But some of the construction equipment is

imported from other country, since the their demands are not so large as compared with

the other construction equipment. The imported construction equipments will be tested

for emission with standard measurement mod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equipment with changed standard

measurement experi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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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디젤 기

관을 장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규제

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기계

엔진에 대한 제작차의 배출 허용 기준은 ‘08년부

터 시행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TierⅢ와 유럽 EC지침(Di

rective 97/68/EC)의 EuroⅢ에 맞추어 강화된 기

준을 ’09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시험모드는

ISO-8178 C1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1].

건설기계용 엔진은 작업 특성상 출력이 높은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하며, 배기량과 부하율, 연

료 소비율이 타 목적의 엔진에 비해 높아, 배출

가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다. 국토교통부에

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3년 말 국내에 등록

된 건설기계는 총 27 종 414,658 대로 국내 총

차량 등록 대수인 1,940만 대의 2%에 불과하지

만,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타 목적의 엔진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계

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기

준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엔진 제어 기술의 발달과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인하여 전자제어엔진이 널리 보급되면서,

커먼레일(Common-rail) 제어 시스템과 SCR(Sel

ective Catalytic Reduction) 촉매 등이 장착된 엔

진이 건설기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제어 엔진은 배출가스 시험을 위해서는 EC

U의 기능을 일부 제한하거나, 엔진동력계를 이용

한 시험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 엔진이라

하더라도 운행 차량용의 엔진과 건설기계 엔진은

사용목적이 달라 엔진 회전수 및 부하 조건 등의

운전 영역에 차이가 발생하며, 건설기계가 제작

된 국가에 따라 적용된 표준시험모드가 각기 다

르기 때문에 엔진의 사용 목적 및 용도, 지역에

따라 ECU 데이터가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외국에서 수입된

엔진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시험 모드에 따른 배

출가스 특성을 검토하고 국내 건설기계 엔진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ECU 데이터를

조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엔진은 EuroⅤ 배출허용 기준

을 만족하는 7L 급 디젤 엔진으로 고압 연료 분

사 시스템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SCR 촉매

가 장착되어 있고, ECU에서 통합 제어하고 있

다. Fig. 1∼2는 ESC 모드 시험의 측정 방법과

ISO8178 C1 모드 시험의 측정 방법에 따른배출

가스 농도를 질량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우선 ESC 모드 시험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 결

과는 EuroV-EEV (Enhanced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 규제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ISO8178 C1 모드 시험 결과를 살펴보

면,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기준치

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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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ission Test Result by ESC test cycle

Fig. 2 Emission Test Result by ISO8178 C1

test cycle

설기계용 엔진의 표준시험모드에 대응이 가능하

도록 엔진 동력계에서 ECU 맵핑(Mapping) 작

업을 진행하였다. Fig. 3은 ECU 재맵핑(Re Ma-

pping)을 통한 ISO8178 C1 모드의 각 구간에 대

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결과적으

로 ECU 재맵핑을 수행한 결과, 모드의 전 구간

에서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가 200 ppm 미만으

로 저감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4와 같이

이를 최종 배출가스 질량으로 계산한 결과, 국내

건설기계용 엔진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의 50%

이하 수준으로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uro V 규제를 만족하는 엔진을 사용하여 국

내 건설기계용 엔진의 표준시험모드인 ISO8178

C1 모드와 ESC 모드로 배출가스 측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엔진의 사용용도에 따라 배출가스 표준시험

모드가 변경되기 때문에, Euro V 규제를 만족하

는 엔진이라 하더라도 국내 건설기계 엔진의 배

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2) 국내 건설기계용 엔진의 표준시험모드인 IS

O8178 C1 모드는 운행 차량용 대형 디젤 엔진의

표준시험모드인 ESC와 ETC 모드와 엔진의 회

전수 및 부하 등의 시험 조건에 따른 운전 영역

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의 사용 용도에 따라 EC

U 데이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ig. 3 Compression of Emission characteristic

after ECU Re-Mapping by ISO8178 C1

test cycle

Fig. 4 Emission Test Result by ISO8178 C1

test cycle

3) 2015년부터 국내 건설기계 엔진에 대한 배

출허용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고, 표준시험모드

또한 NRSC (Non-road Steady test cycle, 정속

운전) 외에 NRTC (Non-road Transient test

cycle, 과도 운전) 모드 시험을 동시에 만족하여

야 한다.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수입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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