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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reach the Euro-6 regulations of PM and NOx for light-duty diesel vehicles, it will be necessary to apply 
the CDPF and the de-NOx catalyst . The described system consists of a catalytic configuration, where the CDPF is placed 
downstream of the diesel engine and followed by a urea injection unit and a urea-SCR catalyst. One of the advantages of 
this system configuration is that, in this way, the SCR catalyst is protected from PM, and both white PM and deposits 
become reduced. In the urea-SCR system, the injection control of reducta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rder to have 
good performance of NOx reduction. The ideal ratio of NH3 molecules to NOx molecules is 1:1 based on NH3 
consumption and having NH3 available for reaction of all of the exhaust NOx. However, under the too low and too high 
temperature condition, the NOx reduction efficiency become slower, due to temperature window of SCR catalyst. And 
space velocity also affects to NOx conversion efficiency. In this paper, rig-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NOx and NH3 concentrations, gas temperature and space velocity on the NOx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urea-SCR 
system. And vehicle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control strategy of reductatnt injection. The developed control strategy 
of reductant injection was improved over all NOx reduction efficiency and NH3 consumption in urea-SCR system. 
Results of this paper contribute to develop urea-SCR system for light-duty vehicles to meet Euro-5 emission regulations.

Key words : NOx(Nitric Oxidies, 질소산화물), CDV(Clean Diesel Vehicle, 클린디젤자동차),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  환원 매), Control strategy(제어 략)

1. 서 론1)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연비 향상  온실가

스 배출 감이다.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연비 특성이 우수하여 연비 규제에 응하기 한 

다양한 기술  상 으로 우수한 기술로 평가되

고 있다. 최근 디젤엔진은 커먼 일 기술이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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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기존의 디젤엔진에 비해 출력, 진동소음 특
성, 유해물질 배출 특성 등  부분에서 우수한 특징
을 보이고 있다. 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응하
기 하여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표  유해물질

인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을 감하기 
한 후처리장치의 개발  용이 확 되고 있다. 
연비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환경규제에 모두 

응할 수 있는 디젤엔진에 한 연구가 유럽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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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이며, 국내에서
도 친환경차 기술  가장 실 으로 력이 있

는 기술로 각 받고 있다.
재 디젤엔진의 표 인 환경규제인 EURO-5

의 경우 엔진 처리 기술과 매연여과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용으로 응이 가능하지만, 강
화되는 EURO-6 이상의 규제에 응하기 해서는 
엔진 처리 기술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NOx 감
장치의 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NOx 감기술  선택 환원 매(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는 암모니아(NH3)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NOx를 감하는 기술로 소형 디젤차량에 용하

기에 가장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1) 그러나 NH3를 

환원제로 사용할 경우, NH3 자체는 유독가스로 SCR
에서 반응하지 못한 NH3가 기 으로 그 로 배출

되는 문제인 NH3 slip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2)

본 연구에서는 Rexton D27DTP(EURO-4사양) 디
젤차량에 SCR을 장착하기 하여 환원제 분사량과 
NOx 감특성의 계를 살펴 SCR 매 특성을 악
하고, NEDC-2000 주행모드에서의 차량 특성을 분
석하여 효과 인 환원제 분사제어 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환원제 분사
량을 최 화하여, EURO-5 NOx규제를 만족하면서 

환원제 소모를 이고 NOx 감특성  NH3 slip특
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실험장치  방법

SCR 매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실제 디젤엔
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모사할 수 있는 리그

장치를 제작하여 매 실험을 진행하 으며, 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차량의 환원제 분사 

략을 수립하 다. 차 동력계에서 NEDC-2000 주행
모드를 운행하면서 앞서 수립한 환원제 분사 제어 

략을 검증하 다. 아래에 자세한 실험장치에 
한 설명을 나타내었다.

2.1 SCR 매 특성 실험 장치

2.1.1 SCR 매 시편

실험에 사용된 SCR의 매 시편은 희성 매에서 

제작한 zeolite 계열의 매를 사용하 으며, 담체의 

재질은 cordierite로 되어있다.  리그 시편은 실제 
크기의 SCR 매를 18 mm × 18 mm × 54 mm로 가공
하여 실험하 다. 아래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매 
시편의 모습과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Specifications of SCR

SCR type Cu-Zeolite

Substrate material Cordierite

Cell density 
(cell/in2) 400

Wall thickness 
(mm) 0.15

Fig. 1 Specifications of a modified Cu-SCR catalyst for 
rig-tests

2.1.2 SCR 매 실험장치

SCR 리그 실험장치는 유량계를 통해 N2, O2, CO2, 
HC, NO, NO2 등의 가스 성분을 실제 디젤기  배출

가스의 조성  유량 조건과 유사하도록 제어하

다. SCR 매로 유입되는 모사가스는 가열기를 사
용하여 온도를 제어하 다. 한 모사가스와는 별

도로 NH3를 가열기 후단에 유입시킨 후 모사가스와 

혼합되어 SCR 매를 지나도록 하 다. 그리고 
SCR 매로 유입되는 모사가스 온도를 측정하기 

해 SCR 매 단에 열 를 설치하 으며, 
SCR 매의 환원 반응 시 SCR 매 ･후단에서의 

배기가스 농도 변화를 악하기 하여 SCR 매 
･후단에서 샘 가스를 추출하고 NOx, NH3분석기

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 다. Fig. 2는 SCR 매 리
그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rig for the SC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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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실험방법

실험장치로 미리 설정된 모사가스의 유량을 조

하고 가열기를 통해 SCR 매 단의 온도  공간
속도를 조건에 맞추어 일정하게 유지한다. 가스 분
석기를 이용하여 각 조건이 정상상태에 이른 것을 

확인 후 NH3를 각 조건에 맞게 분사하여 모사가스

와 혼합되게 하 다. SCR 매 ･후단의 NOx, NH3

를 측정하 으며, 이를 통하여 NOx 감효율을 
악하 다.
본 연구에서는 NOx의 농도를 상 엔진의 NOx 발

생량을 고려하여 200, 350, 500 ppm으로 설정하고, 
SCR 매 단으로 유입되는 모사가스의 온도를 

200, 300, 400°C로 조 하고, 상 엔진의 배기가스 
유량과 매부피를 고려하여 공간속도를 30,000, 
60,000, 90,000 h-1으로 조 하 다. 한 환원제로 

사용되는 NH3의 분사량은 NOx와의 비율로 조 하

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NOx변환효율  SCR 
매 후단에서 발생하는 NH3 slip량을 악하 다. 
Table 1, 2에 실험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 Experimental composition of model gas
Composition of model gas

N2 Balance
O2 7%

CO2 12%

NOx
200, 350, 500 ppm
NO : NO2 = 9 : 1

C3H8 150 ppm C1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SCR system
Experimental condition

Inlet gas temperature 200, 300, 400°C
Space velocity 30,000, 60,000, 90,000 h-1

NH3/NOx ratio 0.8, 1.0, 1.2

2.2 차량 주행 실험

2.2.1 실험차량

실험에 사용된 차량은 2.7ℓ  소형경유차량

으로 자세한 차량 제원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3
은 실험을 해 SCR을 장착한 실험차량의 후처리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차량에서는 
환원제로 urea를 사용하 다. 배기 에 분사된 urea

Table 3 Specification of the test vehicle
Item Specification

General Weight 2,405 kg

Engine

Fuel injection I5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Bore × stroke 89.0 × 92.4 mm
Displacement volume 2,696 cc

Max. power 186 / 4,000 (ps/rpm)

Max. torque 41 / 1,600 ~ 3,000
(kg･m/rpm)

Fuel economy 10.7 km/ℓ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after-treatment system

는 열분해, 가수분해를 거치면서 NH3를 생성하게 

된다.

2.2.2 NEDC-2000 주행실험

유럽의 배출가스 시험모드인 NEDC-2000 주행모
드에서의 차량 특성을 확인하기 해서 차 동력계

에서 주행실험을 실시하 다. Fig. 4는 NEDC-2000 
주행모드를 나타낸다.

Fig. 4 NEDC-2000 driving mode



A Study on NOx Reduction in a Light Duty Diesel Vehicle Equipped with a SCR Catalyst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19, No. 5, 2011 121

3. 결과  고찰

3.1 SCR 매 리그 실험 결과

Fig. 5는 공간속도 30,000 h-1
에서 모사가스 온도 

 NH3 : NOx비율에 따른 NOx 감특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실험에 사용된 매는 매 물질의 개
선으로 온에서도 높은 수 의 NOx 감특성을 나
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론 으로 NH3 : NOx의 비

율이 1 : 1일 경우 모든 NOx의 감이 가능하지만, 
실제 매 실험에서는 화학반응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100%의 NOx 감을 기 하기 어렵다. 상
으로 NH3 : NOx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NOx 
감율은 증가하나, 반응하지 못한 NH3 양 역시 증가
하게 된다.3,4) 본 연구에서는 NH3 : NOx의 비율을 1.2
: 1까지 증가시킨 경우에도 NOx 변환효율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도한 환원제의 
공 은 오히려 NOx 환원 반응을 방해하여 SCR 성능
을 하시킬 수 있으나, 본 실험조건에서는 이러한 
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6, 7은 공간속도를 60,000, 90,000 h-1로 증가

시켰을 경우의 모사가스 온도  NH3 : NOx비율에 

따른 NOx 감특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모사가스
의 온도가 200°C인 낮은 온도 조 건임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높은 NOx 감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차량에 SCR 매가 장착되게 되면, 
DPF 후단에 SCR 시스템이 치하여 기 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치하게 된다. 매 성능에 가장 큰 
향을 끼치게 되는 배기가스 온도는 기 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아지므로, 이는 SCR 매의 NOx 
감특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SCR 시스템에서는 온 특성을 얼마나 효과 으로 

개선시키느냐가 매우 요한 과제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매는 이러한 에서 볼 때 매

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각 실험조건에 따라서 모사가스 온도가 200°C인 
경우에 NOx 변환효율은 60 ~ 90% 정도로 비교  높

게 나타났다. 일반 인 SCR 매의 온 성능은 

NOx 변환효율이 50 ~ 70% 정도인데 비해 약 15% 정
도의 성능 향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한 NH3 : NOx

비율을 0.8에서 1.2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NOx`변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H3의 비율이 증

Fig. 5 NOx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SCR system as a 
function of SCR inlet gas temperature with various 
NOx concentrations, space velocity : 30,000 h-1

Fig. 6 NOx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SCR system as a 
function of SCR inlet gas temperature with various 
NOx concentrations, space velocity : 60,000 h-1

Fig. 7 NOx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SCR system as a 
function of SCR inlet gas temperature with various 
NOx concentrations, space velocity : 90,000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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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NOx 변환효율은 개선되지만 환원제의 
사용량 역시 증가하게 된다.

3.2 환원제 분사 제어 략 수립

SCR 매 리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환원제 분
사 제어 략을 수립하 다. 상 으로 낮은 온도 

조건에서는 매 성능이 하되기 때문에 환원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기가스 온도
가 낮은 조건은 엔진 작동 조건이 낮은 부하에서 작

Fig. 8 Contour map of exhaust gas temperature and NOx 
concentration according to various engine operating 
conditions

Fig. 9 Contour map of reductant control strategy

동되고 있기 때문에 NOx 발생량이 많지 않아 배출
되는 NOx의 양도 많지 않게 된다. 반 로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NOx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SCR 매에서도 반응률이 개
선되기 때문에 환원제를 충분히 공 할 필요가 있

다. 환원제의 공 은 NH3 slip을 최소화 하면서 NOx 
감률을 극 화 할 수 있는 공 량을 설정하는 것

이 요하다. Fig. 8, 9는 상 엔진의 기  작동 조건

에 따른 배출가스 온도  NOx 배출량에 따른 환원
제 분사 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3.3 주행모드 결과 분석

Fig. 10은 NEDC-2000 주행모드에서의 차량실험
결과를 정리한 그래 이다. 상차량의 NOx발생 추

이를 분석해 보면 시동 기에 엔진이 열되지 않

아 연료분사량과 화지연기간의 증가로 NOx 발생

(a) Mass flux of NOx

(b) Cumulative mass flux of NOx

Fig. 10 Vehicle speed and accumulated NOx in NEDC-2000 
driv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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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as temperature variation at each point of after- 
treatment system during NEDC-2000 driving mode

량이 다소 높지만, 엔진이 열된 후에는 NOx 발생
량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엔진의 부하가 증가하여 NOx 발생량이 
격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NOx 
감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Fig. 11은 NEDC-2000 주행모드에서 후처리장치 
각 지 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SCR 
단 온도변화를 보면 시내 주행 구간에서는 배기

가스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구간에
서는 매 온도가 낮아 만족할만한 SCR 반응을 기
할 수 없다. 매 단 온도가 180°C 이상의 조건
에서 환원제를 분사하는 것이 만족할만한 NOx 감

률을 확보하면서 환원제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Fig. 12는 주행모드 구간에서 NO2/NOx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앞서 배기가스 온도 변
화에서 볼 수 있듯이 디젤산화 매(Diesel Oxidation 
Catalyst) 단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NO : NO2

의 비율이 변하게 될 것을 측할 수 있다. DOC에서
의 NO 산화반응은 SCR 특성과 같이 특정 온도 역

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이다, 온도 역 이외의 구간

에서는 반응률이 격히 하되는 특성을 갖고 있

다. 일반 으로 DOC의 온도가 250 ~ 350°C 구간에
서 NO의 산화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SCR 반응에서 가장 빠른 반응은 NO : NO2 = 1 : 1에
서 일어나게 된다.6) 따라서 SCR 온도를 기 으로 

200°C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는 SCR 매의 반응성

Fig. 12 Variation of NO conversion efficiency in NEDC- 
2000 driving mode

의 향상과 더불어 DOC에서 NO : NO2의 비율이 이

상 인 조건에 가깝게 형성되기 때문에 NOx 변환효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따라
서 환원제의 분사시기를 결정할 때, SCR 입구 온도
를 기 으로 분사하는 것이 환원제 소모  SCR 성
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3.4 환원제 제어 략 수립

3.3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NO : NO2의 비율이 

1:1을 만족할 수 있는 SCR 단 온도를 기 으로 환

원제 분사시기를 결정하고, 리그실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환원제 분사 제어 략을 용하여 상차량

의 NEDC-2000 주행모드에서의 NOx 배출특성을 확
인해 보았다.
환원제 제어 략을 평가하기 하여 상차량의 

환원제 분사량을 최 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의 결

과와 환원제 분사 제어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

았으며, 이  환원제 분사 제어를 실시하 을 때의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환원제 분사량을 최
값으로 고정한 경우는 환원제 분사 제어를 실시하

을 경우와 동일한 시 에서 환원제를 분사하 으

며, 배기가스 조건과 계없이 환원제 공 량을 

NH3 : NOx 값이 1.2가 되도록 설정하 다.
별도의 차량실험 결과 환원제 분사량을 최 로 

하 을 경우에는 NOx 배출량이 0.091 g/km 수 으

로 EURO-5 수 의 50%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과도한 환원제의 분사로 NH3 slip발생량이 규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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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umulative mass of NOx with control strategy of 
reductant in NEDC-2000 driving mode

를 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환원제 제어 략을 사용하 을 경우 NOx 배
출량이 0.104 g/km 수 으로 EURO-5 규제치(0.180
g/km)의 57%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NOx 감효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NH3 slip이 10 
ppm 이하로 규제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NOx 감특성과 NH3 slip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1) 리그 실험 결과 SCR 단 온도가 300°C부근에서 
가장 높은 NOx 변환효율(70 ~ 98%)을 나타냈으
며, 온성능 개선으로 200°C 부근에서도 우수
한 성능(60 ~ 90%)을 나타내었다.

2) NH3/NOx의 분사 비율을 1.2로 증가시킬수록 
NOx 변환효율은 높아졌으며, 공간속도가 30,000 
h-1
에서 90,000 h-1

으로 증가함에 따라 NOx 변환
효율은 하되었다.

3) SCR 시스템에서 환원제 분사 제어 략은 SCR 
매로 유입되는 NOx농도, 배기가스 온도  유
량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행 모드 상에
서 차량 특성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환원제 분사 제어 략을 수립하여 차량실험을 

수행한 결과 EURO-5 수 의 NOx 배출목표는 충
분히 달성이 가능하 다.

5) 추가 으로 EURO-6 NOx 배출 규제치(0.08 g/km)

를 달성하기 해서는 SCR 성능이 우수하게 나
타나는 배기가스 온도 역에서는 환원제 분사

량을 증가시켜 NOx 감 성능을 극 으로 끌

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상 으로 NOx 감 성
능이 좋지 않은 역에서는 정 수 의 NOx

감 성능을 확보하면서 환원제 소비를 최소화하

도록 제어하여 최 화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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