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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ventional method to estimate mass of particulate matter accumulated in diesel particulate filter is to us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filter. Then measured pressure difference should be 
compared that of clean condition which is no particulate matter accumulated in DPF. During regeneration soot 
oxidation is also estimated by same method. This methodology, however, has demerit on accuracy because of pressure 
difference deviation of clean DPFs and pressure difference caused by non-carbon based PM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caused by carbon based PM. This study suggests new methodology to estimate accumulated soot oxidation rate 
through exhaust gas characteristics during regeneration. Results, more high accuracy of soot oxidation was obtained by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fuel mass and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and oxygen.

Key words : 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 포집 필터), Particulate matter(입자상 물질), Soot oxidation(매연의 산
화), Carbon based PM(탄소계 입자상 물질)

1. 서 론1)

디젤 기 은 가솔린 기 보다 높은 압축비에서 

운 되고 출력 제어를 한 흡기 쓰로틀이 없으며 

연소  노킹으로 인한 연소 제어의 제한이 고 희

박 공연비 조건의 운 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열

효율과 연료 소비율이 우수하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기후 변화 약  온실 가스 배출 규제의 일

환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에 응할 유력
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디젤 차량의 보  

한 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그러나 디젤 기 은 가솔린 기 에 비하여 질소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2507@khu.ac.kr

산화물(NOx)과 입자상 물질(PM) 발생량이 매우 높
고, 이  NOx는 배기 가스 에 산소(O2)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솔린 기 과 같이 삼원 매를 이용

하여 감할 수 없으며 PM은 성분 의 용해성 유기 

화합물(SOF)만을 산화 매를 이용하여 제한된 

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 인 감을 하여 물

리 으로 포집하 다가 주기 으로 재생 시키는 매

연 포집 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용하
고 있다.2)

DPF에 포집되는 PM은 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발
생되는 탄소 계열의 입자상 물질인 soot외에 기 을 

구성하는 속 성분이 엔진 마모에 의해 발생되어 

윤활유에 섞여 연소실로 유입되었다가 배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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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of diesel particulate matter4,5)

Fig. 2 Composition of metallic ash from diesel particulate 
matter6)

배출되는 철(Fe), 구리(Cu), 크롬(Cr), 알루미늄(Al)
등의 산화물과 윤활유에 첨가되는 화제, 산화방
지제, 부식방지제, 내마모제 등의 첨가물질의 산화
에 의하여 칼슘(Ca), 아연(Zn), 망간(Mg) 산화물 그
리고 연료 내의 황(S)이 산화되어 발생하는 황산화
물(Sulfate)과 같은 비탄소 계열의 입자상 물질로 구
성된다.3) Fig. 1과 2는 PM을 구성하는 입사상 물질
의 종류와 속성 재(ash)의 구성을 나타낸다. 
포집되는 PM 에 탄소 계열의 입자상 물질만 재

생 과정을 통하여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탄소 

계열의 입자상 물질은 계속 퇴 되어 필터 후단

의 차압 증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생 과정 
에 soot의 산화 여부도 필터 후단의 차압을 이용
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상기의 비탄소 계열에 의한 

차압 증가분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으면 재생  soot
의 산화율 산출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재생  soot의 산화율을 비탄소 계열의 
입자상 물질 퇴 량에 무 한 필터 후단의 배기 

가스 성상을 이용하여 soot의 산화율을 산출하기 
한 연구를 시도하 다.

2. 실험 장치  방법

2.1 실험 장치

커먼 일 연료 분사 장치가 용되고 연료 분사 

련 제어 인자, 과  압력  배기 가스 재순환

(EGR)등을 포함한 기  운  변수의 자 제어가 

가능한 2L  디젤 기 을 사용하 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 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후처리 장치로는 1.2L의 디젤 산화 매(DOC)와 

3.9L 용량의 SiC 타입의 DPF를 사용하 다. Table 1
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 과 후처리 장치의 상세 

사양을 나타내었다. 재생 과정  DOC의 후단과 
DPF의 후단에서 CO, CO2와 O2의 농도 측정을 하

여 하여 H사(社)의 가스 분석기를 사용하 다. 
Table 2에 가스 분석기의 상세 사양을 나타내었다.

① Air Filter ⑤ EGR By-pass Valve
② Compressor ⑥ Turbine
③ Intake Throttle ⑦ DOC
④ EGR Valve ⑧ DPF

Fig. 3 Specific diagram of test engine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engine & aftertreatment

Engine

Displacement / Cyl. No  2,000 cc / 4 cyl.
Valve No. 4 valves / cyl

Fuel injection system Common rail
Emission capability EU-5

DOC
&

DPF

DOC volume [L] 1.2
DPF volume [L] 3.9

DPF material SiC
Soot capacity [g/L] 8

2.2 실험 방법

우선 DPF내에 입자상 물질이  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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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gas analyzer
Items Specification
Model MEXA-554JKNR (HORIBA)

Target gas CO/HC/CO2/O2/NOx/λ

Range

CO 0.00 ~ 10.00% vol
HC 0 ~ 10,000 ppm
CO2 0.00 ~ 20.00% vol
O2 0.000 ~ 25.00% vol
NOx 0 ~ 5,000 ppm
λ 0.50 ~ 2.50

은 크린(clean) 상태에서 기 을 DPF 재생 모드로 작
동시키면서 DOC의 후단과 DPF의 후단에서 배기 
가스를 측정하 다. 이후 DPF에 soot을 강제로 퇴  

시키고 이에 따른 DPF 후단의 차압을 측정하기 

하여 별도의 기  운  조건을 설정하 다. Soot
의 강제 퇴 을 해서는 인테이크 스로틀 밸 를 

이용한 흡기 교축, 배기 가스 재순환율 증 , 과  

압력 하등을 용하여 공기과잉률을 매우 낮은 

조건(최하 1.2[-] 수 )으로 설정하 고 여기에 연료 

분사 압력 하, 주분사 시기 지각, 분사 연료량 
 분사 시기 등을 조정하여 연소시 soot의 생성을 
증 시켰다. 한 엔진의 회 수를 공회 (800rpm)
에서 2000rpm으로 격히 상승시켰다가 다시 공회
으로 복귀 하도록하여 과도 운  조건을 모사하

다. 상기한 soot 퇴 을 한 운  모드(soot 
feeding mode)는 5 로 구성하 으며 총 40회를 반
복한 후 150°C 이상의 온도에서 정  울을 이용하

여 무게를 실측한 결과 0.15g의 soot의 퇴 됨을 확

인하 다. 퇴 된 soot의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배기 가스의 온도는 300°C를 넘지 않도록 하 다.

Soot의 퇴 에 따른 DPF의 차압 측정을 하여 
별도의 기  운  조건을 설정하 다. 우선 기 의 

회 수는 공회 에서 3500rpm으로 서서히 상승시
켜 ,고 배기 유량에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공회 , 2000, 3500rpm에서 기  회  속도

를 유지하여 정상상태에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

록 하 다. 차압 측정 운  모드 동안에 기 에서 생

성된 soot으로 인하여 차압 측정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운  변수를 조정하여 공기과

잉률을 평균 8[-] 수 으로 증 하 다. Fig. 4는 상
기한 soot 퇴 과 DPF의 차압 측정을 한 기  운

Fig. 4 Engine operation mode for soot feeding and pressure 
drop measurement

 조건을 나타낸다.
상기한 방법으로 DPF에 25g의 soot을 퇴  시킨 

뒤 재생시키면서 DPF 후단에서의 배출 가스를 측정
하여 DPF내에 soot의 퇴  여부에 따른 배출 가스의 

변화를 분석하 다. 
DPF 재생을 한 운  모드는 기 의 회  속도

를 1800rpm을 유지하 으며, 배기 가스의 온도를 
DOC의 활성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기 하여 흡
기 교축, 주분사 시기 지각(retard), 과  압력 하, 
제 1 후분사 등을 통하여 약 100 간 배기 가스 온도

를 가열하 다. 이후에는 배기 밸 가 열리는 시  

직 에 제 2 후분사를 용함으로써 기상의 탄화수
소를 DOC에 공 하여 매에서의 산화열을 이용

하여 배기 가스의 온도를 soot의 산화 온도 이상으
로 유지하 다. DPF 재생시에 DOC 후단에서의 배
기 가스 온도는 soot의 격한 산화 반응을 억제하
고 재생 기간을 길게 하여 soot이 퇴  되지 않은 경

우와의 분별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일반 인 재

생 목표 온도 보다는 다소 낮은 500°C로 설정하
고, DPF 내에 포집된 soot의 산화에 의한 일산화 탄
소(CO)의 생성을 억제하여 CO2를 이용한 산화율 산

출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재생시 공연비는 일반

인 목표 수  비 다소 높은 31 : 1 수 으로 설정

하 다. 

3. 실험 결과

우선 DPF내에 soot이  퇴 되지 않은 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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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difference of DPF according to accumulated 
soot mass

Fig. 6 Fuel injection quantity & exhaust gas temperature

(clean) 조건에서 상기한 차압 측정 운  모드로 배

기 가스의 체  유량에 따른 DPF 후단의 차압을 
측정하 으며, 이후 기 에서 강제로 25g의 soot을 
퇴 시킨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차압을 측정하

다. Fig. 5는 크린 상태와 25g의 soot이 퇴 된 조건

에서의 DPF 후단의 차압을 나타낸다. 
Fig. 6은 정상 운  조건, DOC 가열 운  조건 그

리고 DPF 재생 운  조건에서 행정당 연료 분사량

과 DPF 단에서 배기 가스의 온도를 나타낸다. 보
이는 바와 같이 25g의 soot이 퇴 된 조건에서 소폭

으로 연료 분사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

기 가스의 온도도 재생 모드 기에 soot퇴  조건

이 50°C 정도 높은 것으로 찰되었다. 이는 soot 퇴
량에 따른 연료 분사량의 증가와 soot 퇴 에 따

Fig. 7 CO, CO2, O2 Concentration before DOC & after DPF 
under different Soot Mass

른 배압의 증가가 원인으로 단된다.
Soot 25g 퇴  조건과 soot이 퇴 되지 않은 조건

에서 DPF를 재생 시키면서 DPF의 후단과 DOC 단

에서 CO, CO2, O2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우선 O2의 농도는 DOC의 산화 작용으로 DOC

단의 O2 농도가 DPF 후단 비하여 약 2% 수 으로 

높은 것으로 찰되었고, soot 25g 퇴  조건의 O2 
농도는 배기 가스의 온도가 400°C에 도달하는 120
 시 에서 500°C에 도달하는 400  시 까지 낮

게 찰되었다. 이는 포집된 soot이 약 400°C부터 산
화가 이 지기 시작하여 soot이 없는 조건의 O2 배
출 농도와 동일해지는 400  시 까지 산화가 진행

되는 것으로 단된다. 
CO2의 농도 변화는 O2와는 반 의 경향으로 퇴

된 soot의 산화가 이 지는 구간에서 soot이 퇴 되

지 않은 조건 보다 높게 찰되었다. 한 재생 모드
로 인한 제2 후분사 연료가 분사되는 120  시  이

후에도 DOC 단에서의 CO2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은 분사된 연료가 연소실 내에서 연소에 가담하

지 않고 탄화수소의 형태로 배출되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CO의 거동은 DOC 가열 기간과 재생 기간 동안에 

DOC 단에서 0.16% 수 으로 매우 낮은 수 으로 

찰되었고, DPF 후단에서는 soot 0g, 25g 퇴  조건

에서 모두 DOC가 활성화되기 이 에 최  0.12% 
수 을 보이다 이후의 재생 기간에는 검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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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의 매우 낮은 배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상기한 CO2와 O2의 체  농도는 배기 가스 체  

유량과 연료 분사량  배기 가스의 온도의 미소한 

차이에 의해 그 농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오차 요인을 배제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CO2와 O2의 배출량을 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배출 

질량으로 변경하고 이를 분사된 연료 질량과의 비

를 산출하여 비교하 다.
Fig. 8은 상기 조건에서 CO2와 연료 분사량과의 

비를 타나낸다. 보이는 바와 같이 배기 가스 온도가 
400°C에 도달하는 120  시 에서 soot이 퇴  되지 

않은 조건인 2.5[-]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400  시

에서 다시 동일해 지는 상이 찰되었다. 이는 
이 구간 동안에 분사된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

된 CO2 외에 포집된 soot의 산화에 의한 CO2 배출이 
원인으로 단된다.

Fig. 9는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O2와 연료 분사

량과의 비를 나타낸다. 배기 가스 온도가 400°C에 
도달하는 시 부터 soot이 없는 조건 비하여 다소 
낮게 찰되었으나 CO2의 경우 보다는 그 차이가 

게 찰되었다. 이는 포집된 soot이 산화되는 과
정에서 NO2와 같은 산화 물질이 여한 결과로 사

료된다.7)

Fig. 10은 상기한 CO2/연료 질량비를 이용하여 산
출한 soot의 산화율을 나타낸다. 재생 기에 격
한 산화가 진행되어 최  0.23g/s의 산화율을 보

Fig. 8 CO2 / Fuel Mass Ratio before DOC & after DPF under 
different Soot Mass

Fig. 9 O2 / Fuel Mass Ratio before DOC & after DPF under 
different Soot Mass

Fig. 10 Estimated soot oxidation rate by CO2/Fuel Mass Ratio

으며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여 400  시 에서 산

화가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1은 25g의 soot을 포집한 경우와 soot이 포집

되지 않은 경우에 재생시의 배기 가스의 체  유량

과 DPF에서의 차압 거동을 나타낸다. 배기 가스의 
체  유량은 상기한 바와 같이 soot 퇴  조건에서 

높은 연료 분사량과 이에 따른 높은 배기 가스의 온

도로 인하여 soot 퇴  조건에서 높은 것으로 찰

되었고, 이후 50[l/s] 수 으로 동일해 지는 경향을 

보 다. DPF의 차압은 soot퇴  조건이 soot이 없는 
조건 보다 높은 값을 보이다 약 600  시 에서 soot
이 없는 조건과 동일해 지는 상이 찰되었다. 이
는 DPF 후단에서 분사된 연료의 양과 CO2  O2 배
출량의 비를 이용하여 포집된 soot의 산화 종료 시
을 산출한 방법보다 약 200  긴 수 으로 soo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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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essure drop of DPF according to accumulated Soot 
Mass during regeneration

퇴 된 경우가 DPF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
하여 배기 가스의 성이 증가한 원인으로 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PF내 포집된 soot의 산화 여부를 
종래의 DPF 차압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식과는 달
리 배출 가스 성분을 분석하여 산출하는 연구를 시

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DPF 후단에서의 CO2와 O2의 농도는 soot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CO2는 증가하고 O2는 감소하

는 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포집

된 soot의 산화 여부 단  산화율 산출이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2) 연료 분사량의 차이로 인한 오차 요인을 이기 
하여 연료와 배기 가스의 질량비를 이용하여 

포집된 soot의 산화 여부를 산출한 결과 CO2/연료 
질량비는 soot의 산화에 따른 매우 뚜렷한 검출도
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시간 
soot의 산화율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2/연료 질량비를 이용하여 soot의 산화 여부  
산화율을 산출하는 경우는 검출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배기 가스 에 NO2

와 같은 산화물이 soot의 산화에 여했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된다.

4) DPF 후단의 차압을 이용하여 포집된 soot의 산
화 여부  산화율을 산출하는 경우는 배출 가스

를 분석하여 soot의 산화를 산출하는 경우보다 
긴 산화 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1년도 산
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

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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