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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디젤엔진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를 저감하기 위

선행의 연구에서 가시화 기법으로 측정한 환원제의 공간

하여 DeNOx 촉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후처리 시스템을 주

분포와 열전대를 이용하여 환원제의 기화 반응 온도 분포

로 채택하고 있다. DeNOx 촉매 시스템은 환원제를 필요로

를 비교한 결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열전대로

하게 되는데, 환원제의 분포에 따라서 촉매의 성능이 현저

환원제의 기화 반응 온도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환원제의

히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환원제의 미립화 기술과 함께 액

공간분포를 유추할 수 있었다.

적의 분포 측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

환원제의 공간 분포 유추와 동시에 환원제가 기화되면서

온의 디젤엔진 배기관에 분사된 환원제의 액적 분포에 관

반응열에 의한 온도 변화 폭을 측정함으로써 환원제의 농

한 연구이다.

도를 유추할 수 있었다. 다만, 온도 측정에 있어서 온도 센
서의 반응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동일 seize를 사용한 온
도센서이므로 오차율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원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35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히

터를 이용하여 공기의 온도를 높이고, 송풍기로 디젤엔진의
배기관을 모사한 시스템에 공급하였다. 고온의 배기관에
NOx를 저감시키기 위한 Urea-SCR catalyst를 연결하였고,
환원제(urea 수용액, reductant)을 분사하기 위한 인젝터
(injector)를 전단에 설치하였다.
인젝터에서 분사된 환원제가 고온의 배기관을 지나면서
Urea-SCR catalyst에 유입되는 환원제의 기화 반응을 측정하
기 위하여 열전대를 공간에 분포시켰다.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 분포된 열전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환원제의
공간 분포를 예측하고 기화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제 액적의 공간 분포 및 기화 반응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열전대를 이용하여 Urea-SCR catalyst의 반응에 필요한 환
원제 액적의 공간상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었다.
환원제의 반응열에 의한 온도 변화 폭을 측정함으로써
환원제의 농도 분포를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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