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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 재료의 하니컴 모노리스 구조(honeycomb 

monolith structure)(1,2)는 지난 10년 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의 오염 물질 저감에 대한 효율적이

고 경제적인 해법으로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응용의 대부분은 가솔린 엔진의 삼원촉매변환기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TWC)인 세라믹 촉매 

담체(ceramic catalyst substrate)와 디젤 엔진의 입자

상 물질(particulate matter)의 포집과 산화용인 필터

(filter)로 많이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적용에서, 고

온용 세라믹은 구조적인 물성이 그 사용 온도에 

만족되어도 취성파괴 거동이 나타난다. 취성파괴 

저감을 위해 고온용 세라믹 구조물은 강도와 내열

성간의 균형의 최적화를 통한 열적 기계적 내구성

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분야의 많은 보고들 중에, Gulati 등,(3~5) 백석

흠 등(6)은 세라믹 촉매 담체에 대해 동적피로상수

Key Words : Fluid-Structure Interaction(유체-구조상호작용), Service Boundary Condition(실동경계조건), Response 

Surface Optimization(반응표면최적화), Inverse Analysis(역문제해석), Thermal Fatigue(열피로) 

초록: 이 논문은 촉매 담체에서 열유동 및 구조해석의 실동경계조건에 대한 역문제 해법을 나타낸다. 

촉매 담체의 배기가스 정화효율은 열유동 매개변수와 촉매 성분 등에 영향을 받고 열유동 균일도에 의

해 평가된다. 역문제의 정식화-열유동 매개변수(입구 온도, 속도, 반응열, 대류열전달계수)를 얻고-와 직

접 문제-주어진 출구 온도 분포로부터 평가-를 설명하였다. 실험계획법과 반응표면 최적화 기법은 제안

된 역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였다. 촉매 담체의 온도 분포는 예측된 열유동 매개변수에 대한 열유동 

해석에 의해 얻었다. 열응력과 내구성 평가는 이 온도 분포에 기반해서 수행하였다. 역문제 접근 방법의 

유효성과 정확성은 반응표면모델과 측정된 실차 시험과 좋은 일치를 달성함으로써 설명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olution to the inverse problem for the service boundary conditions of thermal-flow and structure 

analysis in a catalyst substrate. The exhaust-gas purification efficiency of a catalyst substrate is influenced by the shape parameter, 

catalyst ingredients and so on and is estimated by the thermal flow uniformity. The formulations of the inverse problem of obtaining 

the thermal-flow parameters (inlet temperature, velocity, heat of reaction, convective heat-transfer coefficient) and the direct problem 

of estimating from a given outlet temperature distribution are described. An experiment was designed and the response-surface 

optimization technique was used to solve the proposed inverse problem.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catalyst substrate was 

obtained by thermal-flow analysis for the predicted thermal-flow parameters. The thermal stress and durability assessments for the 

catalyst substrate were performed on the basis of this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inverse approach 

have been demonstrated through the achievement of good agreement between the thermal-flow response surface model and the 

results of experimental vehicle tests. 

† Corresponding Author, sscho394@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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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fatigue constant) n 과 와이블 강도(Weibull 

strength)에 기반한 단기적 강도(short-term strength)
 

fσ 를 아래 식 (1)과 같은 멱급수(empirical power 

law) 형태로 표현하는 관계식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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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hσ 는 하한계 응력(threshold stress), 

lt 은 

세라믹 담체의 사용 수명(보증 기간)을 나타낸다. 

Gulati 등(3,5)은 
lt =106 s 에서 일반적인 세라믹 촉매 

담체의 고온조건에 대한 동적피로상수는 n=21 로 

정의해서 식 (2)와 같은 실험적 경험식을 얻었다. 

 

fth σσ 5.0=                                (2) 

 

식 (2)의 경험식은 세라믹 담체의 인장응력이 

단기적 강도 값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열피로 

손상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라믹 부품

의 응용을 위한 공학 설계를 위해서는 하한계 응

력(또는 일축인장의 모드Ⅰ영역)에 대해 주로 강

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취성거동을 가지는 구조 

세라믹 부품이 대부분 수명을 이 영역에서 소비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 (2)의 접근은 이방성 재료

인 세라믹 담체 내부의 다양한 온도 구배에 대한 

각 방향의 열응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어렵다.(7) 

더욱이 세라믹 담체의 높은 기계적 신뢰성을 보증

하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을 보다 실동환경하의 열

응력 분포를 재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접근에 대해, 결과적으로 TWC는 

고온의 배기가스, 열유동과 온도 구배가 발생하므

로 실동경계조건(service boundary condition)이 복잡

하고 이 실동경계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행착오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험계획

법(design of experiment)을 이용한 역문제 해석

(inverse analysis)으로 접근(8,9)해서 TWC용 세라믹 

담체의 유체-구조 상호작용(fluid-structure interac-

tion: FSI)을 가지는 실동경계조건을 효율적으로 구

하고 열응력 및 열피로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결과로부터 실동경계조건하의 열적 내구성 

평가에 대한 과정과 유효성을 설명하였다. 

2. 세라믹 촉매 담체의 온도측정실험 

2.1 삼원촉매변환기의 구조 

Fig. 1은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삼원촉매변환기 

  
(a) (b) 

t w
t w

t s

 
(c) 

Fig. 1 (a) Structure of the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and (b) macroscopic view, (c) schematic 
illustration of 3-layer coated cell wall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Data logging system

: Velocity, pressure drop, 

temperature

Pitot tube (debimo)

K type

thermocouple

Pressure tube

Inlet

Outlet

 
(a) 

 
(b) 

Fig. 2 (a) Schematic of the test equipment for temper-
atur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b) temperature 
measurement locations in the three-way catalys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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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ested gasoline engine 

Item Specification 

Engine type SOHC, 4-Cylinder 

Displacement volume 1997cc 

Bore×Stroke 58 mm×88 mm 

Compression ratio 8.6 : 1 

Max. power 115 PS/5000 rpm 

Max. torque 177 Nm/4500 rpm 

Firing order 1-3-4-2 

Idle engine speed 750±100 rpm 

 

Table 2 Indoor vehicle test conditions 

Engine speed (rpm) Wind speed (m/s) 

1000~5000 0 5 10.3 16.5 

 
의 구조와 촉매의 셀 구조(cell structure)를 나타낸 것

이다. 삼원촉매변환기는 세라믹 촉매 담체, 매트 및 

스테인레스 캔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라믹 촉매 담체

(400/6.5 cpsi/mils)는 기하학적으로 하니컴 구조의 다공

성과, 하니컴 구조를 형성하는 담체 벽(코디어라이트 

세라믹과 알루미나의 영역)이 다공성을 가지는 2중의 

하니컴 모노리스 형태의 다공성 구조체이다. 일반적

으로 세라믹 촉매 담체는 축방향의 과도한 온도 구배

를 억제하기 위해 두 개의 담체로 분리되어 설치된다. 

 

2.2 온도측정실험과정 

Fig. 2(a)는 실험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가솔린 엔진(Hyundai, SONATA II SOHC 2000cc, Korea), 

삼원촉매변환기(Mobis, converter assy. No. 28950-33430, 

Korea), 온도-유속-마노메터(Kimo, MP200, France), 데

이터로거장치(Graphtec, GL200, Japan)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2(b)는 열유동  해석에서 사용하기 위한 

세라믹 촉매 담체의 온도 측정위치를 나타낸다. 입

구 및 출구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이 4 mm

인 구멍을 뚫고 각 구멍 당 1개-2개를 열전대

(thermocouple)를 설치하였다. 직경이 1 mm 스테인리

스 강철사를 이용하여 삼원촉매변환기 스틸 캔에 고

정하였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솔린 엔진 

제원이고 Table 2는 실차 시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3. FSI문제에 대한 실동경계조건의 동정 

3.1실동경계조건의 평가방법 

Fig. 3은 삼원촉매변환기의 실동경계조건에 대한

세라믹 담체의 열피로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예비 열유동 해석에 의하여 촉매 반응 

CFD analysis: selection of variables and response

Thermal flow parameters measurement

by vehicle engine test

Selection of variables range

Inverse analysis using design of experiment (DOE)

Unknown parameters

Repeated simulations

CFD analysis

yopt

Response surface

Boundary conditions prediction using TWC outlet

temperature

Thermal stress analysis with FSI using thermal 

flow parameters conditions

Thermal fatigue estimation of ceramic honeycomb 

substrate by strength reduction factors

Yes

No

Comparison between field data and analysis results

( ) ( )[ ]∑
=

−=
n

i

fa ixixy
1

2

: Sum of squares of error

: Analysis results

: Field data

: Variable numbery

( )ixa

( )ix f

i

 

Fig. 3 Flowchart for thermal fatigue estimation of three-
way catalytic converter 

 

열을 구하고 이것을 기초로 열유동 매개변수를 선

정한다. 열유동 해석에 사용할 매개변수의 범위를 

실차 시험에 의해 결정한다. 각 매개변수와 그 범

위에 대해 D-optimal 실험계획을 구성하고 역문제 

해석의 접근으로 실동경계조건을 평가한다. 반응

표면최적화(response surface optimization)(6,10) 방법을 

이용해서 실차 시험의 출구 온도의 목표값에 적합

한 열유동 해석의 경계조건을 구한다. 실차 시험

과 열유동 해석의 결과를 비교해서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되는 열유동 경계조건의 반응표면모델을 작

성한다. 각 출구 온도에 대한 열유동 경계 조건이 

동정(identification)되면 얻은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

여 FSI가 포함된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

의 온도 분포를 이용하여 열응력을 구한다. 세라

믹 재료의 확률적 인자(probability effect factor), 치

수 인자(size factor)와 피로 인자(fatigue factor)를 고

려하여 4점 굽힘시험에서 구한 파단계수(modulus 

of rupture: MOR)(6)에 대한 설계강도를 제시한다. 

실차 시험에서 구한 온도 분포를 기반으로 열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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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ordinate system of ceramic monolithic substrate 

 

해석에 의해 각 방향에 따른 설계강도를 제시하고 

촉매 담체의 열적 내구성을 검토한다. 

 

3.2 세라믹 촉매 담체에 대한 FSI 해석 

구조 세라믹을 위한 사출 성형제품은 제조 방법

상 기계적 특성치에 이방성이 나타난다. Fig. 4는 

세라믹 모노리스 담체의 이러한 물리적 특성치를 

반영하기 위한 좌표계를 나타낸 것이다. 좌표계는 

원통 좌표계(cylindrical coordinate system)를 적용하

였으며 반경과 접선방향, 축방향으로 각각 설정하

였다. FSI 결과에 대한 세라믹 촉매 담체의 열응력

은 담체의 형상이 타원형인 것을 고려하여 반경과 

접선방향, 축방향 모두를 검토하였다. 

세라믹 촉매 담체의 열유동과 구조해석의 FSI는 

CFX와 ANSYS Multiphysics를 이용하였다. FSI의  

 

 

 

전체 해석과정은 CFX에 의한 열유동 해석결과는 

Thermal70 요소를 이용해서 *.cdb파일로 저장되고 

이 파일의 정보를 읽어서 ANSYS Multiphysics에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다.(11) 열전달 해석 결과는 

열응력 계산을 위해 Solid185 구조 요소로 변경하

고 열응력을 계산하였다. Fig. 5(a)는 열유동 해석을 

위한 열유동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5(b)는  

ANSYS ICEM CFD를 이용한 계산 격자를 생성한 

것으로 절점은 217,495개이고 요소는 784,117개이

다. 구체적인 FSI 조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삼원촉매변환기의 배기관 내에 흐르는 3차원 정

상상태의 압축성 난류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지배방정

식으로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

였다. 난류모델은 k-ε(k-epsilon)을 기반으로 한 SST 

(shear stress transport) 모델, 대류항은 upwind biased 접

근에 기초한 high resolution을 이용하였다.(12~14) 이 방

법은 식 (3)으로 표현되는 유동영역에서 계산된 대류

값의 2차의 정확도를 위해 β 를 최대화한다. 
 

( ) rupip

�

∆⋅∇+= φβφφ                       (3) 

 

여기서 φ∇ 는 대류값의 구배, r
�

∆ 는 적분점과 업

스트림 절점(upstream node) 사이의 벡터를 나타낸

다. 대류값 
ipφ 는 upwind 절점값 

upφ 에 적분점(ip) 

위치에서 업스트림 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기초한 1차 미분 수정항에 r
�

∆ 을 곱해서 구한다. 

β는 0에서 1까지 범위를 가지고 upwind에서 2차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ideal air 

Molar mass (kg/kmol) Dynamic viscosity (kg/ms) Specific heat (J/kgK) Thermal conductivity (W/mK) 

28.96 1.831×10-5 1004.4 0.026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ceramic substrate 

Longitudinal elastic modulus 

E (GPa) 

Shear elastic modulus 

G (GPa) 
Poisson’s ratio 

Radial 

Er 

Tangential 

Eθ 

Axial 

Gz 

Radial 

Gr 

Tangential 

Gθ 

Axial 

Gz 
xyν  yzν  zxν  

2.5 2.5 4.3 0.6 0.6 1.4 0.22 0.3 0.3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ceramic substrate 

Properties Radial direction Axial direction 

Density ρ (kg/m3) 513 513 

CTE α (1/℃) 6×10-7 6×10-7 

Thermal conductivity k (W/mK) 0.3 0.5 

Specific heat C (J/kgK) 1047.2 1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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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 Schematic of boundary conditions for the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b) Computational 
gr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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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6 (a) Schematic of channel boundary conditions for 
pressure drop model; (b) Comparison of pressure 
drop of CFD simulation and experiment results 
for 400/6.5 cpsi/mils monolith 

항까지 변환된다. 

(2) 변환기의 입구 속도와 온도 분포는 Fig. 2의 

실험결과를 적용하고 출구는 대기압 0 Pa로 설정

하였다. 입구 및 출구 단면을 제외한 벽면은 벽경

계(wall boundary)를 설정하고 점착(no-slip) 조건을 

적용하였다. 

(3) 하니컴 셀 구조를 가진 모노리스 담체는 압력

강하(pressure drop)를 고려한 다공성 매질(porous 

media)로 정의하였다. 담체 내부의 유동은 반경방

향에 비하여 축방향의 속도가 지배적이므로 1차원 

층류 유동으로 가정한다.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는 소스항(source term)을 추가하고 유체가 흐를 수 

없는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큰 소스항을 적용

하여 유동을 억제하였다. 압력강하는 Darcy 법칙(12)

으로부터 아래의 식 (4)와 (5)로 나타낼 수 있다. 
 

ilossi

permi

vvKv
Kx

P

2

ρµ
+=

∂
∂

−                 (4) 

iRiR

i

vvCvC
x

P
21 +=

∂
∂

−                       (5) 

 

여기서 µ는 동점성(dynamic viscosity), Kperm는 투과

성계수(permeability coefficient), Kloss는 손실계수(loss 

coefficient) 이다. 이를 저항계수(resistance coeffici- 

ent)로 대체하면 1차저항계수 CR1는 µ/Kperm이며, 2

차저항계수 CR2는 Kloss×ρ/2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 (5)에 대하여, CR1과 CR2 값은 하니컴 모노리스

형태의 담체 중 1개의 셀을 선택하여 3차원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압력강하 값(See Fig. 6)을 

적용하였다. 촉매 담체의 화학반응에 대한 반응열

은 Table 6의 조건에 대해 소스영역(source domain)을 

설정하여 총 에너지로 적용하였다.(9) 

(4) 구조해석은 정상상태의 열유동 해석을 기반

으로 열응력을 평가하였다. 경계 조건은 세라믹 

담체의 축방향 단면에 대해 대칭 경계조건을 설정

하고, 반경방향 외곽 벽면은 단열로 가정하고 축

방향 벽면은 대류열전달계수를 적용하였다. 

Table 3은 열유동 해석에 사용된 이상기체의 물

리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와 5는 세라믹 

담체의 기계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

다. 다공성 구조체인 세라믹 담체의 기계적 물성

치는 코디어라이트와 알루미나를 기초로 백석흠 

등(15,16)에 제시된 결합계수 γ 를 이용하여 얻었다. 

 
3.3 열유동 반응표면모델을 이용한 역문제 해석 

Fig. 6은 열유동 반응표면모델에 대한 설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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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anges of design parameters 

Design parameter Low value High value 

Tinlet (K) 373 1300 

vinlet (m/s) 5 52.5 

Qf ( W/m3) 0 6×105 

Qr ( W/m3) 0 6×105 

h ( W/m2K) 5.55 38.85 

 

 
Fig. 7 Response and design parameter of TWC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설계 매개변수는 입구 온

도와 유속, 전방 및 후방의 촉매 반응열, 대류열전

달계수이고 반응변수는 출구 온도로 설정하였다. 

Table 6은 열유동 반응표면모델에 사용할 설계 

매개변수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와 최소 

유속은 각 실차 실험에서 나온 최대 유속의 150%

최소 유속의 50%로 각각 설정하였다. Table 7은 D-

optimal 실험계획을 이용한 26회 전산 실험에 대

한 삼원촉매변환기의 출구 온도를 나타내었다. 

Table 8은 Table 4의 각 반응변수에 대한 출구 

온도의 반응표면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낸 것이다. 

P-값이 10-4 으로 가장 유의한 모델은 선형회귀모

델이다.(17,18) 따라서 출구 온도에 대한 반응표면모

델은 선형회귀모델로 결정하였다. Table 8의 결과로

부터 선형 항만을 이용하여 각 설계 매개변수에 

대한 출구 온도의 반응표면모델은 식 (6)와 같다. 
 

y=48.45+0.95Tinlet+8.41×10
-5Qf+7.32×10

-5Qr 

–1.54h–0.77vinlet                          (6) 
 

Table 9는 Table 7의 실차 시험에서 측정한 출구 

온도 데이터를 기초로 Design-Expert에서 제공하는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10,20)를 이용하여 

출구 온도 데이터의 명목치에 적합한 열유동 해석

의 경계조건을 구한 결과이다. 실제 경계조건과 

반응표면모델에 의한 경계조건과의 차이를 평가하

기 위해 실제 경계조건으로 나눈 상대 오차를 나

타내었다. 경계조건들이 최대 0.26%정도 아래에 

있어 공학적 오차 범위내에 충분히 있으므로 열유

동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 Layout and D-optimal design for thermal flow 
boundary prediction 

Exp. 
Design parameter Response 

Tinlet  

(K) 

Qf 

( W/m3) 

Qr 

( W/m3) 

h 

(W/m2K) 

vinlet 

 (m/s) 
Toutlet (K) 

1 1300 0 600000 38.85 52.5 1231 

2 1300 300000 600000 38.85 5 1319 

3 1300 600000 0 38.85 5 1266 

4 373 0 300000 5.55 5 389 

5 1300 0 0 38.85 5 1101 

6 373 0 0 5.55 52.5 372 

7 373 0 600000 38.85 5 402 

8 1300 0 0 5.55 52.5 1279 

9 373 0 0 38.85 5 382 

10 1300 600000 600000 5.55 52.5 1309 

11 836.5 600000 0 38.85 52.5 817 

12 1300 600000 600000 38.85 28.75 1241 

13 373 300000 600000 38.85 52.5 376 

14 373 0 0 38.85 52.5 370 

15 1300 600000 600000 5.55 5 1492 

16 373 600000 0 5.55 28.75 380 

17 1300 600000 0 5.55 5 1353 

18 836.5 600000 300000 22.2 28.75 827 

19 1300 0 600000 5.55 5 1321 

20 373 0 600000 5.55 52.5 376 

21 373 600000 600000 38.85 5 451 

22 373 600000 600000 22.2 52.5 379 

23 373 600000 600000 5.55 5 459 

24 373 600000 0 38.85 5 412 

25 836.5 300000 0 22.2 28.75 810 

26 836.5 0 0 5.55 5 789 

 

Table 8 Analysis of variance for response surface model 

Model 
Sum of 

squares 
DOF 

Mean 

square 
F-value P-value 

Mean 16805208 1 16805208 - - 

Linear 4420693 5 884138.6 326.9377 <0.0001 

2-factor  

interaction 
42665.53 10 4266.553 3.735862 0.0246 

Quadratic 5333.943 5 1066.789 0.876344 0.5558 

Cubic 6086.59 5 1217.318 - - 

Residual 0 0 - - - 

Total 21279987 26 818461 - - 

 

따라서 이러한 경계조건을 기초로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열응력 해석에 필요한 온도 분포를 구하

였다. 이 온도 분포를 기초로 ANSYS Multiphysics

에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세라믹 담체의 각 

반경과 접선방향, 축방향 열응력을 구하였다. 

Fig. 8은 D-optimal 실험계획에서 출구 온도가 가

장 높은 조건인 Table 9의 5000rpm, 5 m/s의 경계조

건에 대해 세라믹 담체의 열유동 해석결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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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배기관을 

통과한 배기 가스는 확대관으로 인한 유동 단면적

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박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배기가스의 넓은 재순환 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재순환 영역은 유입 유동을 

방해하여 빠른 유속을 촉매 담체 중심부로 집중시

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기가스는 빠른 유속으

로 중심부를 통과한다. 따라서 배기가스 유속이 

운반하는 대부분의 대류 열유속이 중심부를 통과

하므로 촉매 담체의 상류 중심 부분에서 높은 온

도 상승을 보인다. 온도 구배는 축방향 구배보다 

반경방향의 온도 구배가 훨씬 더 크다. 이러한 결

과는 촉매 담체 외곽 부분을 통과하는 유속이 중

심부 유속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의한 

유입 열유속이 작고, 촉매 담체의 표면은 중심부

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열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Fig. 9는  최대  열응력을 나타내는  Table 9의 

5000rpm, 5 m/s에서 반경과 접선방향, 축방향 열응

력의 해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모든 방향

에서 전방과 후방 촉매 담체 입구 끝단에서 응력

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열응력은 축방향 후방 촉

매 담체가 전방 촉매 담체에 비하여 대략 3.8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방 

 

촉매 담체는 전방 촉매 담체보다 더 큰 열응력이 

발생되어 촉매 담체의 조기파손 원인이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방향의 열응력에 대한 세

라믹 촉매 담체의 설계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보증 응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촉매 담체의 열적 내구성 평가 

구조 세라믹 부품의 내구성은 하한계 응력과 인

장하중양식에 의한 모드Ⅰ파괴 거동에 대해 주로 

강조되었다. 또한, 세라믹 촉매 담체는 고온 환경

에 따른 산화와 건조에 대한 강도의 방향성과 시

간 의존성을 가지는 응력부식균열이 나타난다. 이

러한 접근의 평가를 위해 응력 속도 함수로 강도

를 측정하고 멱급수(empirical power law)로 표현하

는 동적피로손상모델(dynamic fatigue damage model)

을 이용하여 설계강도 Sth와 내구수명 사이의 관계

를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Sth=MORa

( )

n

l

s

nt

t
/1

1









+
                      (7) 

 

여기서 st 는 축방향 파단계수 MORa의 시험 시간, 

Table 9 Thermal flow boundary conditions for indoor vehicle test 
 

Test conditions Design parameter Response 
Relative 

Error 

(%) 

Radial 

Stress 

(kPa) 

Tangential 

Stress 

(kPa) 

Axial 

stress 

(kPa) 

Engine 

Speed 

(rpm) 

Wind 

Speed 

(m/s) 

Tinlet 

 (℃) 

vinlet  
(m/s) 

Qf  

( W/m3) 

Qr  

( W/m3) 

h 

( W/m2K) 

Toutlet  

(℃) 

1000 

0 242 12 42724 529418 12.7 278 0.14 6.41 10.85 12.05 

5 160 26 266614 304158 36.2 155 0.07 3.34 8.87 11.75 

10.3 127 49 489729 540088 38 139 0.26 1.86 5.77 7.88 

16.5 145 21 343594 555448 38.1 167 0.16 3.04 8.21 10.23 

2000 

0 399 48 41695 529961 7.3 407 0.15 41.98 117.45 149.38 

5 310 22 495330 536486 36.8 336 0.06 54.36 138.21 160.22 

10.3 285 8 517459 415850 9.1 359 0.11 32.26 132.16 126.96 

16.5 295 17 65553 439313 8.2 327 0.17 11.68 30.34 18.35 

3000 

0 466 45 399699 213171 13.2 471 0.17 88.98 273.55 377.89 

5 422 47 408844 401210 28.2 419 0.17 128.99 343.76 467.3 

10.3 400 10 54911 409494 12.9 421 0.17 201.01 302.04 330.37 

16.5 406 45 482002 72174 12.8 411 0.15 52.76 189.1 269.92 

4000 

0 540 34 201791 489450 7.7 562 0.17 118.69 292.99 377.83 

5 536 41 186661 467202 22.8 527 0.1 243.01 539.08 714.31 

10.3 541 44 69185 265151 28.8 495 0.16 286.2 609.56 814.94 

16.5 501 21 422811 309049 27.4 510 0.06 329.59 593.5 761.99 

5000 

0 680 39 467844 107524 24 661 0.1 331.05 691.79 954.74 

5 683 32 203352 67162 29.6 635 0.06 456.62 805.31 1090 

10.3 577 20 537840 442025 21.1 612 0.15 383.37 693.66 879.2 

16.5 606 38 422747 274579 19 607 0.16 259.08 578.67 790.42 



백석흠 · 조석수 
· 김현수 

 

1168 

 
(a) 

 
(b) 

 
(c) 

Fig. 8 Thermal flow analysis results in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a) distribution of velocity vector, (b) 
pressure, (c) temperature (engine speed 5000rpm, 
wind speed 5 m/s) 

 

lt 는 세라믹 담체의 사용 수명(보증 기간), n 은 코 

디어라이트 세라믹의 동적피로상수를 각각 나타낸

다. Gulati 등(20,21)은 다양한 코디어라이트 세라믹의 

피로상수를 실험 데이터의 평균값인 n=25~28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세라믹 촉매 담체의 

경우 하중 속도에 따른 4점 굽힘강도시험을 이용

한 피로상수를 구한 결과 n=18.4로서 국내 엔진용 

촉매 담체는 국외 엔진용 촉매 담체에 비하여 내

구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20) 식 (7)에서, 

ts=30s, n=18.4이고 tl은 차량속도를 80km/h로 가정

하여 촉매 담체의 보증기간을 120,000km로 할 때

의 촉매 담체 사용수명은 tl=1,500hrs=5,400,000sec

이다. 또한, 축방향 파단계수 MORa 값은 온도에 

 
(a) 

 

 
(b) 

 

 
(c) 

Fig. 9 Stress distributions in ceramic substrate at vehicle 
driving test; (a) thermal stress in radial direction, 
(b) thermal stress in tangential direction, (c) 
thermal stress in axial direction 

 

따른 4점 굽힘강도시험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는 

150℃에서의 값으로 MORa은 2700 kPa이고, 반경

과 접선방향 MOR은 축방향 MORa의 42%이며 그 

값은 1134 kPa이다. 따라서 식 (7)에 의한 세라믹 

촉매 담체 각 방향의 열응력에 대한 설계강도 Sth

는 축방향 열응력이 MORa의 44%이므로 축방향 

설계강도 Sthz는 1188 kPa이고 반경방향과 접선방향 

설계강도 Sthr, Sthθ는 476 kPa이다. 

Fig. 10은 엔진 회전수와 주행풍 속도에 대한 반

경과 접선방향, 축방향 열응력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각각의 엔진 회전수와 주행풍 속도에 대

한 설계강도를 동시에 표시하였다. 멱급수 동적피

로손상모델은 접선방향 열응력의 일부분 고속 엔

진 회전수 영역과 고속 주행풍의 시험조건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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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mal stress in radial direction 

 
(b) Thermal stress in tangential direction 

 
(c) Thermal stress in axial direction 

 

Fig. 10 Estimation of thermal durability at indoor vehicle 
test 

 

하고는 120,000km 의 내구수명을 보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주행조건이 가혹한 

4000rpm 이상에서는 접선방향 열응력이 설계강도

를 초과하고 있으며 5000rpm 영역에서는 반경방향

과 축방향 열응력이 설계강도의 92%에 도달하는 

실험조건이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 주행조건이 되

면 실내 실차 시험 조건보다 외부로부터 열전달계

수가 높게 되어져 현재 수준보다도 더 높은 온도 

구배가 발생하여 열응력이 증가되므로 촉매 담체

의 열피로 파손을 방지하기에는 낮은 안전율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조 

세라믹 압출 부품은 이방성 재료로서 대표적 강도

로 축방향 강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

의 부품의 경우 축방향 열응력보다 접선방향 열응

력이 덜 가혹한 조건에서 설계강도를 초과하고 있

어 촉매 담체의 설계강도는 접선방향 열응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백석흠 등(7,22)이 수행한 촉매 담체의 탄성

론에 기반한 단순 열응력 모델을 이용한 평가에서

는 축방향 열응력만 5400rpm 에서 설계강도의 

85%에 접근하고 있고, 반경방향과 접선방향 열응

력은 5400rpm 에서 설계강도의 50%에 있어 대체

적으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 되었다. 이것은 본 논문의 실험 및 해석 결과

와는 상이하다. 단순 열응력 모델은 반경과 축방

향 온도를 가지고 응력을 측정하는 원형모델로서 

반경과 접선방향 열응력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

다. 그러나 본 논문의 촉매 담체 모델은 타원형 

유한요소모델로서 반경과 접선방향 열응력이 반경

방향과 접선방향 온도 구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반경과 접선방향 열응력은 다르게 계산된다. 이러

한 이유로 이전 연구의 탄성론에 기반한 단순 열

응력 모델에서는 열적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어졌으나, 본 논문의 평가방법에 의해서

는 촉매 담체의 접선방향 열응력이 열적 내구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삼원촉매변환기용 세라믹 촉매 담체

의 고온 열피로의 고정도화를 위해 FSI 문제를 가

진 열유동구조 연성해석과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역문제 해석으로 실동경계조건을 동정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실동경계조건으로부터 얻은 열응력은 

멱급수 동적피로손상모델을 이용하여 촉매 담체의 

설계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보증 응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유동 해석을 위한 설계 매개변수로 입구 

온도와 유속, 전방 및 후방의 촉매 반응열, 대류열

전달계수를 설정하고 실차 시험의 후방 촉매 담체 

온도의 측정결과에 대한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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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삼원촉매변환기의 실동경계조건을 효율

적으로 동정하였다. 

(2) 전방과 후방 촉매 담체 입구 끝단에서 열응

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후방 촉매 담체가 전방 촉

매 담체에 비하여 열응력이 대략 3.8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므로 후방 촉매 담체가 삼원촉매변환

기의 조기파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 

(3) 접선방향 열응력은 4000rpm 이상의 영역에

서 설계강도를 초과하고 있어 120,000km 의 내구

수명을 보증할 수 없다. 

(4) 촉매 담체의 경우 축방향 열응력보다 접선

방향 열응력이 더 가혹한 조건에서 설계강도를 초

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촉매 담체의 설계강도는 

접선방향 열응력으로 설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1) Shamim, T., Shen, H., Sengupta, S., Son, S. and 

Adamczyk, A. A., 2002, “A Comprehensive Model to 

Predict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Performance,” 

ASME J. Eng. Gas Turbines Power, Vol. 124, No. 2, 

pp. 421~428. 

(2) Pontikakis, G. and Stamatelos, A., 2006, “Three-

Dimensional Catalytic Regeneration Modeling of SiC 

Diesel Particulate Filters,” ASME J. Eng. Gas 

Turbines Power, Vol. 128, No. 4, pp. 421~433. 

(3) Gulati, S. T., 1983, “Thermal Stresses in Ceramic 

Wall Flow Diesel Filters,” SAE Paper No. 830079. 

(4) Gulati, S. T., 1985, “Long-Term Durability of 

Ceramic Honeycombs for Automotive Emissions 

Control,” SAE Paper No. 850130. 

(5) Gulati, S. T. and Sherwood, D. L., 1991, “Dynamic 

Fatigue Data for Cordierite Ceramic Wall-Flow Diesel 

Filters,” SAE Tech. Paper No. 910135. 

(6) Baek, S. Cho, S. S., Shin, S. G. and Joo, W. S., 2006, 

“Size Effect on the Modulus of Rupture in Automotive 

Ceramic Monolithic Substrate using Optimization and 

Response Surface Method,” Trans. of the KSME(A), 

Vol. 30, No. 11, pp. 1392~1400. 

(7) Baek, S. H., Kim, S. Y., Seung, S. S., Yang, H., Joo, 

W. S. and Cho, S. S., 2007, “Experimental Estimation 

of Thermal Durability in Ceramic Catalyst Supports 

for Passenger Car,” Trans. of the KSME(A), Vol. 31, 

No. 12, pp. 1157~1164. 

(8) Hayasaka, Y., Sakurai, S. and Takehara, I., 2002, “A 

Method to Estimate Service Boundary Conditions for 

Hot-Gas-Path Components of a Gas Turbine by Using 

a Design of Experiments,” Trans. of the JSME(A), Vol. 

68-671, No. 7, pp. 145~150. 

(9) Baek, S. H., Choi, H. J., Kim, K. H. and Cho, S. S., 

2010, “Identification of Thermal Flow Boundary 

Conditions for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Using 

Optimization Techniques,” Trans. of KAIS, Vol. 11, No. 

9, pp. 3125~3134. 

(10) Castillo, E. D., Montgomery, D. C. and McCarville, 

D. R. 1996, “Modified Desirability Functions for 

Multiple Response Optimization,” J. Qual. Technol., 

Vol. 28, pp. 337~345. 

(11) ANSYS, 2007, ANSYS Theory Reference Release 

11.0, SAS IP, Inc. 

(12) ANSYS CFX, 2007, User Manual Release 11.0, 

SAS IP, Inc. 

(13) Barth, T. J. and Jesperson, D. C., 1989,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Upwind Schemes on Unstructured 

Meshes,” AIAA J., Vol. 89, No. 89-0366, pp. 1~12. 

(14) Menter, F. R., 1994, “Two-equation Dddy-viscosity 

Turbulence Mode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IAA J., Vol. 32, No. 8, pp. 1598~1605. 

(15) Baek, S. H., Park, J. S., Kim, M. G. and Cho, S. S., 

2010, “A Study on Thermal Shock of Ceramic 

Monolitic Substrate,” Trans. of the KSME(A), Vol. 34, 

No. 2, pp. 129~138. 

(16) Baek, S. H. and Cho, S. S., 2011, “An Effective 

Approach of Equivalent Elastic Method for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Ceramic 

Honeycomb Substrates,” Trans. of the KSME(A), Vol. 

35, No. 3, pp. 223~233. 

(17) Baek, S. H., Cho, S. S., Kim, H. S. and Joo, W. S., 

2006, “Trade-off Analysis i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Using Chebyshev Orthogonal 

Polynomials,” J. Mech. Sci. Technol., Vol. 20, No. 3, 

pp. 366~375. 

(18) Baek, S. H., Cho, S. S. and Joo, W. S., 2009, 

“Response Surface Approximation for Fatigue Life 

Prediction and Its Application to Multi-Criteria 

Optimization With a Priori Preference Information,” 

Trans. of the KSME(A), Vol. 33, No. 2, pp. 114~126. 

(19) Design-Expert Version 6, 2001, User Guide: Manual 

with tutorials, Stat-Ease, Inc. 

(20) Helfinstine, J. D. and Gulati, S. T., 1985, “High 

Temperature Fatigue in Ceramic Honeycomb Catalyst 

Supports,” SAE Paper No. 852100. 

(21) Gulati, S. T., Williamson, B., Nunan, J. and 

Anderson, K., 1998, “Fatigue and Performance Data 

for Advanced Thin Wall Ceramic Catalysts,” SAE 

Tech. Paper No. 980670. 

(22) Baek, S. H. and Cho, S. S., 2010,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for Durability 

Design Criteria in Ceramic Catalyst Substrate,” J. 

KSPE, Vol. 27, No. 9, pp. 5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