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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rket demand for diesel engine tends to increase in general passenger cars as well as commercial 
vehicles because of its advantages. However, to meet the vehicle emissions regulation which will be more string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lurally apply all after-treatment technologies such as diesel oxidation catalyst (DOC), 
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 (CDPF), lean NOx trap (LNT) and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and so on. 
Accordingly, the exhaust after-treatment system for diesel vehicle requires the technology of minimizing the numbers 
of catalysts by integrating every individual catalys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hybrid exhaust 
after-treatment device system which simultaneously uses LNT/DPF and SCR/DPF catalyst concurrently reducing NOx 
and particulate matter (PM). As the results, the hybrid system with NH3 generated at LNT/DPF working as a reducing 
agent of SCR/DPF catalyst, improving NOx conversion rate, was found to be more excellent in de-NOx performance 
than that in LNT/DPF alone system.

Key words : Catalyst( 매), After-treatment system(후처리 시스템), SCR(선택  환원 매), DPF(디젤입자상물
질필터), LNT(질소산화물 흡장 매)

1. 서 론1)

압축착화 방식의 디젤엔진은 연소특성상 가솔린

엔진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Nitrogen Oxides)과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의 배출이 많아 강
화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해서는 de-NOx 
매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같은 후처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으로 디젤자동차와 

같이 희박운 조건에서 NOx를 감하기 한 기술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KSAE 2015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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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소산화물흡장 매(LNT, Lean NOx Trap)와 선
택  환원 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가 
표 이다. 이  LNT는 urea-SCR과 다르게 추가
인 환원제가 필요하지 않고 공연비를 제어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환원제를 분사하기 한 별도의 장치

가 필요 없고 시스템이 단순하여 설치비용이 렴한 

편이며, NOx 흡장물질의 종류에 따라 넓은 작동온
도구간을 가지는 장 이 있다. 따라서 공간 인 제

약이 많고 작동온도 범 가 넓은 승용 디젤 차량에 

주로 LNT가 사용되고 있다. Urea-SCR은 요소수를 
배기 에 분사하여 열분해  가수분해 시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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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NOx를 감시킨다. 
Urea-SCR은 재까지 개발된 de-NOx 장치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디
젤자동차 PM은 일반 으로 DPF를 사용하여 약 80
% 이상 제거하고 있다.2,3) DPF는 입자상물질(PM)을 
필터에 포집하고 재생하는 기술로 PM 제거기술  
가장 효과 이다. 최근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하여 이들 후처

리장치가 복합 으로 장착되는 추세이다.4-7) 이러한 
추세로 체 귀 속 사용량이 격히 증가하여 디젤

자동차의 배기 후처리장치의 가격은 상승하고, 
차량 무게 증가로 연비 악화  차량 장착성에도 문

제를 래한다. 따라서 디젤자동차용 배기후처리장
치는 각각의 개별  배출가스 감용 매를 최소의 

수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8,9) 재 DPF와 SCR
을 통합한 2-way 방식의 SCR/ DPF10-13)에 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내구성  PM 산화력 
향상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 이 남아있다.14,15) 한
편, LNT와 DPF를 통합한 매16)와 LNT/DPF + 
SCR/DPF 복합시스템에 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의 목 은 SCR과 DPF의 
기능을 복합한 일체형 SCR/DPF 매와 LNT와 DPF
의 기능을 복합한 일체형 LNT/DPF 매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 리드 배기후처리 장치를 개발하여 

단기통 디젤엔진에서 LNT/DPF + SCR/DPF 하이
리드 시스템의 배출가스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Fig. 1은 하이 리드 배기후처리 장치가 장착된 

단기통 엔진의 성능실험, 후처리장치 성능평가, 배
출가스 특성  입자상 물질을 악하기 해 구성

된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이 연구의 실험 장치는 
단기통 디젤엔진,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배출가스 분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한 엔진은 498 cc의 배기량을 갖는 커먼 일 방

식의 단기통 디젤엔진이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엔
진의 자세한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조건
은 연료분사압력 100 MPa, 엔진회 속도 1,500 rpm, 
LNT/DPF, SCR/DPF 각각의 공간 속도(44,000 1/h), 
희박/농후 당량비(Φ=0.4/Φ=1.0 ~ 1.3)로 변화하며 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ngine and after-treatment 
system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engine
Description  Specifications

Type of engine Single cylinder, DOHC, CRDI
Bore/stroke (mm) 83/92
Displacement (cc) 498

Connecting rod length (mm) 145.8
Compression ratio 17.7

Fuel supply CRDI/Bosch-D
I.V.O/I.V.C (deg) 7°BTDC/43°ABDC

E.V.O/E.V.C (deg) 52°BBDC/6°ATDC

험하 고, 분사주기는 연료가 희박/농후한 상태를 
55 /5  조건으로 반복하 다. 

LNT 매의 경우 엔진에서 주기 으로 연료가 

희박(lean)한 상태와 농후(rich)한 운 조건이 반복

되어야만 희박한 상태에서 흡장된 NOx가 운 조건

이 농후한 조건으로 바 면서 흡장된 NOx가 탈착
되고 귀 속 물질에 의해 환원제와 반응하여 N2, 
CO2,  H2O로 환원된다.

Table 2는 실험에 사용한 DPF 담체의 사양을 나
타낸 것이다. LNT/DPF, SCR/DPF 매 체 은 단기

통엔진의 배기량 (498 cc)을 기 으로 각각 500 cc 
로 설정한 후 총 1,000 cc를 갖는 매 시스템으로 실
험하 고, 매 체 에 따른 매 성능 평가에서는 

시스템의 총 체 은 1,000 cc로 동일하게 하고, LNT/ 
DPF+SCR/DPF의 조합을 500 cc 매를 1로 하여 
1+1, 1.5+0.5, 0.5+1.5 3가지 조합으로 매 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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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catalytic diesel particulate filter
Parameter  Feature/Size
Substrate SiC

Cell density (cells/in2) 200
Porosity (%) 49
Volume (cc) 750, 500, 250

Table 3 Specifications of SMPS and diluter
Parameters Specifications

SMPS

Particle size range (nm) 10 ~ 1000
Upper concentration limit

(particles/cm3) 106

Scanning time (s) 30 ~ 300

Diluter
Diluter Dilution ratio

1 st Diluter 1 : 12
1 nd Diluter 1 : 11

달리하 다. 실험  처리과정은 LNT/DPF와 SCR/ 
DPF 매를 500 °C에서 30분간 H2 5 %를 공 하면

서 환원 처리하 다.17,18) 배출가스는 Horiba사의 배
기가스 분석장치(MEXA-9100DEGR)와 자동차 배
기가스 분석용 FT-IR(MEXA-6000FT- E)로 측정/분
석하 다. 입자상물질(PM)의 입경별 수 분포는 자
체 제작한 ejector 형식의 2단 희석장치로 샘 가스

를 희석 후 SMPS (Model 3080, TSI Inc)로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한 SMPS와 Diluter의 자세한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의 데이터 취득은 
엔진이 안정화된 후에 LNT/DPF 매 단온도 350 °C
기 으로 약 10분간 데이터를 취득하 으며, ±10 °C 
정도의 온도편차는 존재하 다.
실험 시 입경별 수 분포는 10 nm에서 385 nm까지 

측정하 으며, 10 nm의 입경까지 측정하기 하여 
선택된 값이다. 모든 실험값은 연속 3회 측정한 값
을 평균하여 사용하 다. PM 입자의 총 제거율은 
매를 거치지 않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PM 총 입자
수에 비하여 LNT/DPF 후단과 SCR/DPF 후단에서 
검출한 PM 입자수를 비교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디젤 엔진의 연소 특성  배출가스 
배출특성

Table 4는 희박/농후 당량비 조건에서 측정한 배

Table 4 Exhaust gases concentration and BSFC according to 
air-fuel ratios

Exhaust 
gases

NOx
(ppm)

CO
(%)

HC
(ppmC1)

O2

(%)
CO2

(%)
BSFC

(g/min)

Lean
(φ=0.4) 1300 0.04 60 14 6 10.1

Rich
(φ=1.0) 600 3.5 490 3 12.5 27.4

Rich
(φ=1.1) 550 5 800 2.6 11.5 30.6

Rich
(φ=1.2) 500 6 1200 2.2 11 33.4

Rich
(φ=1.3) 450 8.1 1200 2 10 35.8

출가스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은 10분간 
당량비(Φ) 0.4로 운 하면서, 후처리시스템을 경유
하지 않고 엔진에서 생성된 배출가스의 농도의 평

균값이다. 이 때 배출가스 농도는 NOx가 약 1,300 
ppm, CO 0.04 %, CO2 6 %, THC 60 ppmC1, O2 14 %
이었다. 한 당량비(Φ) 1 이상의 농후조건에서 운
하는 동안 생성된 배출가스 농도는 입자상물질이 

배출되는 등 연소 시 산소 가 충분하지 않은 향으

로 인해 희박 당량비에 비해 다량의 CO  THC가 
발생하 고, CO2 발생량은 어졌다.

Fig. 2는 당량비를 0.4에서 1.3까지 변화시켰을 경
우의 연소특성을 분석하기 해 열발생율과 연소실 

압력을 나타낸 그래 이다. 당량비가 0.4일 때 열발
생율 값이 가장 높고 격하게 연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Combus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quivalence 
ratio



Characteristics of Simultaneous Removal of NOx and PM over a Hybrid System of LNT/DPF + SCR/DPF in a Single Cylinder Diesel Engine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4, No. 2, 2016 155

그러나 당량비가 1이상인 1.1과 1.3일 때는 연소 
시 에서 열발생율값은 낮지만, 연소기간이 당량비
가 0.4인 경우보다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
일한 분사압력하에서 농후한 당량비 제어를 한 

인젝터의 통 시간이 길어진 향이다. 한 당량
비가 1.3일 때 NOx 농도는 450 ppm 수 까지 감소

되고 있으며, 당량비가 높을수록 NOx의 배출량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량비가 
높아질 경우 연소실내에 국부 으로 농후한 역이 

발생하여 NOx가 감소한 것으로 단한다.
HC의 경우, 열발생율이 가장 높은 당량비가 0.4

일 때 가장 게 배출되었다. 이는 연소실 내 혼합기
가 농후해질수록 공기가 부족하여 불완  연소로 

인해 HC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단한다. CO는 연
료와 산소의 혼합비 변화에 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박 조건의 경우 CO가 거의 배출되지 
않지만, 농후한 역으로 갈수록 배출량이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소 과정에서 산소공 이 

충분하지 못해 불완 연소로 인한 CO의 발생량이 
증가하며 반 로 CO2 발생량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델가스 조건에서 모사한 주요한 환원제
의 실험조건은 선행연구의 2.7 L CRDI 엔진에서 배
출되는 환원제 값19)과 비슷한 수 이다.

3.2 하이 리드 시스템의 de-NOx 특성

하이 리드 시스템은 LNT/DPF+SCR/DPF로 구
성되어 매의 de-NOx 효율과 PM제거율을 높이기 
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Fig. 3은 희박  농후 당량비 주기를 55 /5 (Φ

=0.4/Φ=1.1)로 운 하는 동안 매를 거치기 단인 

Engine out과 LNT/DPF 그리고 SCR/DPF 매 후단
에서의 NOx 거동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LNT/DPF
는 55  동안 바륨 사이트에 NOx를 흡장한다. 55
가 지나고 5  동안 환원제가 공 되면 바륨 사이트

의 NOx는 약 850 ppm 수 이 되었다. 매사이트에 
흡장되어있던 NOx의 탈리와 환원량이 많을수록 다
음 사이클의 NOx 흡장량은 많게 되므로 NOx 정화
율은 향상된다.20) Fig. 3(a)를 보면 농후구간  엔진
에서 배출되는 NOx는 약 1300 ppm에서 550 ppm 수
으로 감되고, Fig. 3(b)의 LNT/DPF 후단에서

Fig. 3 NOx emissions in the front and rear of catalysts during 
lean/rich spike

NOx가 감되는 농도는 약 300 ppm 수 까지, 그리
고 Fig. 3(c)의 SCR/DPF 후단에서는 약 200 ppm 까
지 감되고 있다. SCR/ DPF 후단에서 NOx 농도가 
감되는 것은 LNT/DPF 후단에서 H2 환원제로 인
해 발생한 NH3가 SCR/DPF의 환원제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LNT/DPF+SCR/DPF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 가

장 요한 메커니즘은 LNT/DPF 매의 후단에서 

생성되는 NH3를 이용하는 것이다. Fig. 4는 엔진에 
장착된 LNT/DPF와 SCR/DPF 매의 후단에서 측정
한 NH3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Fig. 3과 
마찬가지로 55 /5 (Φ=0.4/Φ=1.1)로 운 하는 동

안 LNT/DPF와 SCR/ DPF 매 후단에서 측정한 

NH3 농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NT/ DPF 
후단에서는 약 30 ppm의 농도에서 희박/농후조건 
반복에 의해 농도의 변동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NH3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SCR/DPF의 
후단에서 측정된 NH3 농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만 LNT/DPF에 비해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났다. 한 
반 으로 NH3의 농도가 반에 비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험 시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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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H3 concentration in the rear of each catalysts during 
lean/rich spike

Fig. 5 Temperature behavior at LNT/DPF+SCR/DPF system 
during 55/5s lean/rich spike condition

로 인해 매의 활성온도가 높아진 향으로 NH3 
농도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생성된 NH3는 SCR/DPF에서 감되지만 
SCR/DPF를 거친 후에도 슬립(slip)되는 NH3가 확인

되었다.
Fig. 5는 희박/농후 공연비를 Φ=0.4/Φ=1.1 조건으

로 운 하는 동안 후처리 시스템 각부에서의 온도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조건은 LNT/DPF 단
의 온도를 350 °C 기 으로 하 고 SV=44,000 h-1, 희
박/농후 주기를 55/5s (Φ=0.4/Φ=1.1)로 운 하는 동

안 LNT/DPF와 SCR/DPF 매의 후단  후처리 시
스템 각부에서의 온도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배출
가스 후처리 시스템은 열손실의 최소화를 해 단

열재를 감싸 열손실을 최소화시켰다. 엔진출구
(LNT/DPF 단)의 배출가스 온도는 희박  농후 
공연비를 반복함에 따라 약 380 °C에서 최고 440 °C

(a) NOx conversion

(b) NH3 generation
Fig. 6 NOx conversion with various catalysts volume between 

LNT/DPF and SCR/DPF

까지 온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 때 온도상승은 농후 
공연비일 때 연료 분사량이 많아져 연소온도가 상

승하기 때문이다. LNT/DPF 단에서의 온도는 엔
진 출구보다 낮은 약 340 °C ~ 370 °C에서 등락을 반
복하고 있다. LNT/DPF 후단의 온도는 LNT 단에 
비해 산화  환원반응의 반응열로 인해 약 5 °C 이
상 높고, 온도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 SCR/DPF 후
단의 온도는 LNT 단의 평균온도 350 °C에 비해 
30 °C 감소하고 있다. 이는 LNT/DPF 매 후단에서 
생성되는 소량의 NH3 환원제가 NOx와 반응하는 동
안 흡열반응이 일어나고 기로 열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Fig. 6은 NH3 생성량과 NOx 정화율과의 상 계 

 하이 리드 시스템의 최  체 비를 찾기 한 3
가지 체  조합에 따른 NOx 정화율과 NH3 생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희박/농후 주기는 5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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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희박 조건 분사주기의 당량비는 Φ=0.4, 농후조
건 분사주기의 당량비는 Φ=1.1로 하 으며, 엔진 회
속도는 1500 rpm, LNT/ DPF 단온도는 350 °C로 
고정하여 실험하 다. Fig. 6(a)의 0.5 (250 cc LNT/ 
DPF)+1.5 (750 cc SCR/DPF) 조합에서 LNT/DPF의 
NOx 정화율은 23 %, 하이 리드 시스템의 정화율은 

34 %로 나타났다. 반면, 매 체 비가 동일한 1.0 
(500cc LNT/DPF)+1.0 (500 cc SCR/DPF) 조합에서는 
LNT/DPF의 NOx 정화율은 37 %, 하이 리드 시스

템의 정화율은 39 %로 나타나 정화율이 향상되었
다. LNT/DPF의 매체 이 가장 큰 1.5 (750cc LNT/ 
DPF)+0.5 (250 cc SCR/ DPF) 조합에서는 LNT/DPF
와 하이 리드시스템의 NOx 정화율은 각각 54 %, 
59 %를 나타내었다. 하이 리드 시스템  0.5+1.5
조합의 NOx 정화율이 가장 낮은 것은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 NOx 감에 큰 향을 미치는 LNT/DPF
의 매 체 이 작아지므로 NOx 흡장량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0.5+1.5조합의 하이 리드 시

스템은 LNT/DPF 단독시스템에 비해 약 10 % 이상 
정화율이 향상된다. 이것은 Fig. 6(b)에 나타낸 NH3 
생성 농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NH3 생성 농도는 
1.0+1.0 조합과 비슷한 반면 SCR의 체 비율이 가

장 크기 때문에 생성된 NH3의 환원제 이용율이 높

았던 것으로 단된다.
한편 1.0+1.0의 체 조합을 가지는 하이 리드 

시스템의 경우 LNT/DPF 매의 체 이 증가하면서 

0.5+1.5 조합에 비해 LNT/DPF 단독시스템은 약 15 %,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는 약 5 % 정도 NOx 정화율
이 향상된다. 한 LNT/DPF의 체 이 가장 큰 

1.5+0.5 조합의 경우 LNT/DPF 단독시스템의 NOx 
정화율은 54 %, 하이 리드 시스템의 경우 59 %의 
정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LNT/DPF 단독시스템의 경우 NOx 정화성능은 
LNT/DPF의 매체 에 비례하여 증가하 지만 하

이 리드 시스템의 NOx 정화성능은 LNT/DPF에서 
생성되는 NH3 농도에 의하여 복합 으로 작용하

다. 디젤엔진에서 평가한 하이 리드 시스템의 실

험결과는 공간속도, 실험온도  DPF 내 축척된 PM 
등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LNT/DPF
의 후단에 생성된 NH3 농도 차이로 인해서 하이

리드 시스템의 NOx 정화성능이 다르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3 하이 리드 시스템의 De-PM 특성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 감 특성은 SMPS를 이
용하여 알아보았다.

Fig. 7은 LNT/DPF+ SCR/DPF 하이 리드 시스템

을 거친 PM의 제거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LNT/ 
DPF와 SCR/DPF의 크기가 다른 3 가지 체  조합에 

따른 PM의 제거율을 나타낸 그래 이다. 이때 엔진
실험 조건은 엔진 회 속도 1500 rpm, 엔진사양 기
 약 15 % 부하인 9 N.m에서 LNT/DPF 단 온도 

350 °C를 기 으로 엔진이 안정화된 후 측정을 시작

하 다. PM 측정을 한 배출가스의 희석비는 

132:1이다. PM 입자 총 제거율은 매를 거치지 않
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PM 총 입자수에 비하여 각각
의 하이 리드 매시스템의 PM 제거율을 LNT/ 
DPF 후단과 SCR/DPF 후단에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LNT/DPF의 크기가 가장 큰 체 비율 1.5+0.5 조
합의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 제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LNT/DPF 후단에서는 PM이 87 % 제거
되고,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는 PM이 90 % 제거되
었다. 이것은 LNT/DPF의 백  사이트에서 NO가 
NO2로 산화되어 바륨 사이트에 흡장되고 이때 바륨 

사이트에 흡장되지 못한 NO2도 발생하지만 LNT/ 
DPF에서 생성된 모든 NO2는 PM의 산화 반응에 참
여하기 때문에 LNT/DPF의 체 이 큰 매의 PM 제

Fig. 7 The total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with various 
catalysts volume between LNT/DPF and SCR/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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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2 concentration according to LNT/DPF size

거율이 높은 것이다.
일반 으로 NO2에 의한 산화는 40 kJ/mol ~ 80 kJ/mol

로 산소에 의한 산화인 100 kJ/mol ~ 250 kJ/mol 보다 
PM 활성화 에 지가 낮아 PM 제거에 효과 이다.21)

Fig. 8은 LNT/DPF 크기에 따른 NO2 생성량을 나
타내고 있다. LNT/DPF 체 이 가장 작은 0.5+1.5 조
합에서는 NO2 생성량이 200 ppm 미만으로 발생하
지만, LNT/DPF 매의 크기가 큰 조합에서 NO2 생
성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2 발생량이 
가장 많은 1.5+0.5조합의 NO2 최  생성량은 220 ppm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FTIR에서 측정할 수 있
는 NO2 최  피크로서 그 이상의 농도는 측정되지 

않았고 220 ppm으로 표시된 것으로 실제로는 220 
ppm 이상의 NO2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1.5+0.5 체  조합의 LNT/DPF 단독 시스템 PM 제
거율은 87 %,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 제거율은 90 %
이다. LNT/DPF 단독 시스템에 비하여 하이 리드 

시스템의 각각의 체  조합별 PM 감은 추가로 평
균 4 %를 더 감시키고 있다. 비록 부분의 PM이 
단의 LNT/DPF에서 제거됨으로써 후단의 SCR/ 

DPF의 PM 제거효율은 낮았지만, PM의 입자수를 
규제하는 EURO 6 이후의 규제에서는 본 연구에 용
된 하이 리드 시스템이 효과 일 것으로 단한다.

Fig. 9는 체 별 LNT/DPF 시스템과 LNT/DPF+ 
SCR/DPF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의 입경별 입자
수를 알아보기 하여 각 매 후단에서 측정한 PM 
입경별 입자수 측정결과이다. 입자수 농도분포는 
SMPS를 이용하여 10 nm ~ 385 nm까지 측정하 다. 
이 때 엔진실험 조건은 Fig. 7의 조건과 동일하다.

(a) PM size-number distributions

(b) PM mass distributions

(c) PM size-number distribution of LNT/DPF

Fig. 9 PM size-number distributions of LNT/DPF and hybrid 
system

Fig. 9(a)는 LNT/DPF의 크기별 PM의 입경별 입자 
수를 알아보기 하여 LNT/DPF 후단에서 측정한 
PM 입경별 입자수 측정결과이다. 디젤엔진에서 발
생한 입자상물질  질량의 부분은 입경의 크기

가 50 nm ~ 250 nm인 모드(accumul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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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 에 있으며, 탄소 입자와 흡착한 유기물질이 
주성분이다. 입자수 분포에서 입경 50 nm 이하는 핵
모드(nuclei mode)로 불린다.22,23)

Fig. 9(a)에서 매를 거치지 않은 엔진에서 연소 
후에 생성된 입자상 물질의 수 농도를 보면 핵모드에 

해당하는 20 nm ~ 30 nm 사이의 입경분포가 가장 많다.
한편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 LNT/DPF를 거친 

배출가스의 입자 수 농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엔진

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던 핵모드에 해당하는 20 nm 
~ 30 nm 크기의 PM 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LNT/DPF 후단의 PM 입경별 분포는 크기가 가장 큰 
1.5 체  비율의 LNT/DPF가 NO2 생성량에 기인하
여 10 nm ~ 100 nm 입경에서 입자 수 농도가 가장 낮
았을 뿐 아니라 입경이 120 nm 이상인 PM은 나타나
지 않았다.

Fig. 9(b)는 입자수농도 분포를 질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의 농도
분포는 주로 50 ~ 1000 nm 사이의 모드에 해당

하는데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입자수농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질량농도 결과도 

LNT/DPF의 크기가 가장 큰 매의 PM 제거율이 높다.
Fig. 9(c)는 LNT/DPF 단독 시스템과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 입도 분포를 알아본 결과이다. 실험 
조건은 Fig. 9(a)의 LNT/DPF 단독 시스템 평가와 동
일하며, 이 때 사용한 체  조합은 1.5+0.5이다. 하이
리드 시스템의 경우 LNT/DPF 단독 시스템에 비
하여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 입경  범 에서 입

자 수농도가 더 낮고, PM의 입경이 약 100 nm 이상
인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4. 결 론

단기통 디젤 엔진에서 SCR/DPF 매와 LNT/DPF 
매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 리드 배기후처리 시

스템의 배출가스 특성을 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CR/DPF와 LNT/DPF의 하이 리드 시스템에서 

농후 당량비 운 조건(φ=1.1, 5 )로 운 하는 

동안 NOx는 LNT/DPF 후단에서 H2 환원제로 인
해 발생한 NH3가 SCR/DPF의 환원제 역할을 하
여 SCR/DPF 후단에서는 약 200 ppm까지 감되

었다.
2) SCR/DPF와 LNT/DPF의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 제거율은, PM 산화력이 우수한 NO2 생성량
이 많은 LNT/DPF의 크기가 가장 큰 1.5+0.5 하이
리드 시스템이 가장 높았다. 이는 LNT/DPF 단
독시스템과 비교하여 하이 리드 시스템의 PM 
제거율은 추가로 평균 4 % 향상된 것이다.

3) 연구용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PM의 수농도는 
핵모드 범 의 20 nm ~ 30 nm 사이의 입경분포가 
가장 높았고, LNT/DPF를 거친 후 20 nm ~ 30 nm 
크기의 PM 수농도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하이 리

드 시스템의 경우 LNT/DPF 단독 시스템에 비하
여 입경별 수농도가 더욱 낮아졌고, 특히 100 nm 
이상의 PM 입자는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

4) 디젤 엔진 실험에서 하이 리드 시스템의 최  

체 비는 de-NOx 특성과 de-PM 특성으로부터 
체 비 1.5+0.5 조합임을 알았다. 이 특성은 모두 
LNT/DPF의 크기에 비례하여 생성된 NH3와 NO2

의 농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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