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가 급속히 치솟고 있

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의 저연비 저공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저연비 고출력 고효율 그리. , , ,
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는 디젤엔

진이 각광받으며 최근 유럽에서는 버스나 트럭,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인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로 인해 환경오염과

인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결

과에 따라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량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디젤자동.
차의 배출가스 규제 수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엔진연소기술과 연료첨가제등으로는 규제를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배기가스 후처리 기

술로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입자상 물질은. DPF
를 장착함으로써 이상(Diesel Particlate Filter) 90%

을 저감시킬 수 있지만 질소산화물은 가솔린에

삼원촉매사용만큼 저감 효율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후처리 기술이 있는데 현재, LNT
(Lean NOx Trap), LNC (Lean NOx Catalysts), SCR

등의 질소산화물(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관련 후처리 기술들이 소개 되었으며 이미(NOx)

NH3 반응기 내에서의-SCR NH3 및 촉매 온도가/NOx SCR
성능에 미치는 영향De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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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technology is well-known to be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NOx emission. So car manufacturers has adopted Ures-SCR system to be satisfied with emission
regul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ive of NH3/NOx ratio and SCR catalyst temperature in the
NH3-SCR reactor on DeNOx performance. So it is shown the characteristic of NOx conversion and
ammonia slip using the NH3 instead of Urea-Solution.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found to
optimize NH3/NOx ratio to have the best case of high NOx conversion and low ammonia slip at
variable SCR catalyst temperatures. Lastly, it is also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NOx conversion and
ammonia slip with compared with 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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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선진 각국에서는 를 이용한 시Urea SCR
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4)

이들 중 시스템은 향후의 배기규제Urea-SCR
및 소형엔진 에서 요구되는 수준으Euro-5 Tier 2

로 디젤 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NOx
촉매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5)-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시스템에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Urea-SCR
여 촉매 온도 까지 범위에서SCR 150 ~350℃ ℃

NH3 비율에 따른 질소산화물 전환효율과 암/NOx
모니아 슬립량을 정량화 하였다 또한 실제 엔진.
운전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액상의 우레아 용액

을 분사 하였을 때 촉매 온도에 의 질소산SCR
화물 전환효율과 암모니아 슬립량을 정량화 하여

암모니아 가스만을 공급하였을 때의 현상과 비교

하였다.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2.

실험 장비2.1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장비를 나Fig 1

타낸 사진이다 촉매 온도에 따라서 암모니. SCR
아와 질소산화물의 비율 변화가 성능에DeNOx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는 Flow meter
를 통해서 의 유량을modal gas Flow control unit
과 배기온도를 모사할 수 있는 및Pre-heater SCR
촉매온도를 제어하는 전기로 암모니아를 공급해,
주는 곳인 로 구성되어 있다Injection chamber .
실험에 필요한 로는modal gas N2 의balance NOx

과 암모니아 을 사용하였다1,000ppm 1,000ppm .
본 연구의 목적인 저감 거동 특성을 파악NOx

하기 위해 전 후단에 와 후단의SCR , NOx sensor
를 장착하여 실CLD (Chemiluminescence Detector)

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석기. CLD
는 샘플링 된 질소 산화물 가스와 오존 발생기에

서 발생된 오존을 에서 반응시켰Reaction chamber
을 때 발생되는 빛의 세기가 질소 산화물의 농도

에 비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로 빛Photo detector
의 세기를 감지함으로서 질소 산화물 농도를 측

정하며 응답속도는 이다 센서는, 4 ms . NOx ECM
사의 모듈과 함께 사용하였고 응답속NOx 5210
도 이다 그리고 암모니아 슬립량은 검지799 ms .
관 가스 측정기로서 화된 가스텍샘플러를[JIS]
사용하여 배기가스 정용량을 샘플링하여 검지관

에 표시된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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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micro reactor system

실험 방법2.2
는 본 실험의 개략도를 나타낸 그림이다Fig 2 .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여 를 장치에modal NOx rig

공급해 주며 을 이용해서 암모니, flow control unit
아의 유량을 제어하여 인젝션 챔버에 공급해 준

다 촉매 전 후단에 장착된 와. SCR , NOx sensor
로 농도를 측정하고 장비를 통해서 모니CLD DAQ

터링을 한다 암모니아 슬립은 후단에서 측. SCR
정하도록 했다.

은 본 연구의 실험조건을 나타낸 것으Table 1
로 NH3 의 비율은 로 변화해 나/NOx 0.5, 1, 2, 3.5
가며 전환효율과 암모니아 슬립의 특성을NOx
확인하였다.

Item Value

NH3/NOx ratio 0.5, 1, 2, 3.5

Temperature 150 , 350

Ammonia measuring
duration time

5(s), 20(s), 40(s)
60(s), 80(s)

Table 1 Test condition



mat

D = 25mm

L = 63mm

Fig. 3 Catalyst of zeolite type

NH3 반응기의 온도를 로 하-SCR 150 , 350℃ ℃

여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NH3와 NOx
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은 실험에 사용된. Fig. 3

계 촉매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촉Zeolite SCR
매 체적은 0.0309cm2 이다.

결과 및 고찰3.

반응 이론3.1
우레아가 고온의 배기관에 분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분해된 암모니아가.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서 배출된다 다음은 우레.
아의 열해리와 주요한 반응을 나타낸Urea-SCR
것이다.

우레아 열해리 :

O

C

H2N NH2

heat
HNCO + NH3

Heat
H2O CO2 + NH3

O

C

H2N NH2

heat
HNCO + NH3

Heat
H2O CO2 + NH3

(1)

(2)

질소산화물 반응식 :　

 4NO+4NH3+O2          4N2 + 6H2O      
6NO2+8NH3            7N2 + 12H2O
2NH3+NO+NO2         2N2 + 3H2O   

(3)
(4)
(5)

우레아는 촉매 반응표면에 도달하기 전까SCR
지 암모니아로 전부 열해리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는 암모니아의 유량

을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암

모니아 가스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조건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3.2 NH3 비율에 따른 저감 특성/NOx NOx
와 는 배기관 온도와Fig. 4 5 NH3 반응기-SCR

온도가 인 상태에서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150℃
의 비율이 에서 까지 변화시켰을 때 분사개0.5 3.5
시 및 반응시간경과에 따른 저감거동을 보NOx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구역 는 암모니아를 공. A
급하기 위하여 유량계로 유량을 설정한 후 밸브

를 작동시켰을 때 유량계의 응답성으로 인해 설

정유량에 도달하는데 시간지연이 생기며 순간적

으로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공급되면서 상대적으

로 높은 저감을 나타낸다 구역 는 설정유NOx . B
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의 저감을 나타NOx
낸 것이고 구역 는 암모니아 슬립양을 정량적, C
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암모

니아 분사 후 초 후에 초기측정을 수행한 후5 20
초 간격으로 총 회에 걸쳐 암모니아 슬립양을5
측정하였다.

Fig. 4 Effect of ammonia on NOx reduction at
NH3/NOx, NH3-SCR reactor 150 (up:0.5,down:1.0)℃

Fig. 5 Effect of ammonia on NOx reduction at
NH3/NOx, NH3-SCR reactor 150 (up:2.0,dow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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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mmonia on NOx conversion and
ammonia slip at NH3-SCR reactor 150℃

에서Fig. 4 NH3 비율이 인 경우가 에/NOx 1.0 0.5
비해 저감량이 수준 우수하지만 시NOx 200ppm
간이 증가함에 따라 센서검지능에 오차가NOx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고속 분석기인. NOx CLD
와 센서가 암모니아 분사 직후 차이가 나는NOx
것은 응답성의 차이로 인해서 응답속도가 빠른

의 측정값이 센서의 측정값보다 큰 값CLD NOx
을 가지며 저감 도달 시간도 빠르게 진행, NOx
되는 것이다 는. Fig. 5 NH3 비율을 에서/NOx 2.0

까지 증가시킨 경우로 에 비해 암모니아3.5 Fig. 4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저감량을 보이NOx
게 되고 센서의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NOx .

는 배기모사온도와Fig. 6 NH3 반응기 온도-SCR
가 에서150 NH℃ 3 비율에 따라 전환효/NOx NOx
율과 암모니아 슬립양을 나타낸 것으로 암모니아

비율이 증가 할수록 전환효율은 증가하지만NOx
많은 양의 암모니아 슬립양을 보이고 있다 암모.
니아 분사 후 초기의 초 동안은 암모니아 슬립20
양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암모니아 비율이 높은

조건 즉 NH3 가 인 조건에서는 초/NOx 2.0, 3.5 20
이후부터 암모니아 슬립이 발생되고 있다. Fig. 5
에서 구역 를 보면 센서가 처음에 저감되B NOx
는 수준보다 약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300ppm
때 암모니아 슬립이 발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것은 누적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센. NOx
서가 감지하는 측정오류 발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 은Fig. 7 8 NH3 반응기 온도가 인-SCR 350℃

조건에서 암모니아 비율에 따라 저감 거동NOx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 비율이 높을수.
록 저감 폭이 커졌으며 반응 시간이 지날NOx ,
수록 센서의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NOx .

Fig. 7 Effect of ammonia on NOx reduction at
NH3/NOx, NH3-SCR reactor 350 (up:0.5,down:1.0)℃

Fig. 8 Effect of ammonia on NOx reduction at
NH3/NOx, NH3-SCR reactor 350 (up:2.0,dow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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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ammonia on NOx conversion and
ammonia slip at NH3-SCR reactor 350℃

촉매 온도 에서 암모니아 비율에 따른350℃
전환효율과 암모니아 슬립양은 에 나NOx Fig. 9

타난 것처럼 암모니아 비율이 증가 할수록 NOx



전환효율이 증가하며 암모니아 슬립양 역시 증,
가 하였다 암모니아 분사 후 초까지는 슬립양. 20
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까지, 40ppm
검출되었다 에서 구역 를 보면 센서. Fig. 8 B NOx
의 신호가 크게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암모니아 슬립이 발생하는 구간으로써 암모니

아 분사 후 반응하고 남은 암모니아 가스가 누적

되어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 은 반응기 온도와Fig. 10 11 NH3 의 비율/NOx

에 따른 전환효율과 암모니아 슬립양을 나NOx
타낸 것이다 반응기 온도가 보다. 150 350℃ ℃

일 때 높은 전환효율을 나타냈으며 이는NOx ,
고온에서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 촉매 사용zeolite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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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비율이 높을 때 역시 전환효율이 증가 하였

다 하지만 질소산화물과 반응하고 남은 암모니.
아가스 누적되어 암모니아 슬립이 발생되는데 암

모니아 비율이 높을수록 슬립양이 증가 하였다.
따라서 가장 최적의 암모니아 비율은 높은 NOx
전환효율과 낮은 암모니아 슬립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효과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NH3 비율이 인 경우 즉 암모니/NOx 1.0
아와 질소산화물이 인 경우 암모니아 슬립양1:1
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높은 전환효율을 보, NOx
였다.

우레아 사용에 따른 전환효율과 암모3.3 NOx
니아 슬립 특성 비교

와 은 암모니아 대신 우레아를 공급하Fig. 12 13
여 저감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우레아 공NOx .
급은 암모니아 공급방식과는 다르게 pulse width
와 의 신호를 가해줌으로써 소량의 일정량을duty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레아 분사 후 최대 NOx
저감량으로써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경우와 비교

를 하였다.
NH3 반응기 온도 인 경우 암모니아-SCR 150℃

를 공급해줬을 때 보다 저감되는 양이 현저NOx
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와는 다르게,

인 경우의 저감량은 비슷한 결과를 얻350 NOx℃

었다 우레아는 높은 온도 일수록 암모니아로 열.
해리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해 주긴 위해서는 우레아가 암모

니아로 생성될 수 있도록 높은 온도 조건을 만들

어줘야 한다.8)-9)

Fig. 12 Effect of urea on NOx reduction at NH3-SCR
reactor 150℃



Fig. 13 Effect of urea on NOx reduction at NH3-SCR
reactor 350℃

결 론4.

본 연구는 시스템에서 우레아 대신Urea-SCR
암모니아를 공급하여 NH3 반응기의 온도를-SCR
변경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전환효율과NOx
NH3와 가 반응 후 누적되는 암모니아 슬립NOx
량 특성 그리고, NH3 의 비율이 저감과/NOx NOx
암모니아 슬립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레아를 통해,
가 저감되는 경우와 비교하였다NOx .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의 비율이 저감1) NOx
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그 비율은 높은 전환효율과 낮은 암모, NOx
니아 슬립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NH3 가 인/NOx 1
경우 즉 일 때 가장 우수하였다1:1 .

질소산화물과 반응하고 남은 암모니아가 누2)
적되어 나오는 암모니아 슬립의 생성 시기는 분

사 후 여초 후에 발생되었다 또한 센서20 . NOx
의 측정 오류로 인해 암모니아 슬립 발생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또는 에, OBD close-loop control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레아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많3)
은 양의 암모니아가 우레아로부터 열해리가 활발

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높은 전환효율을NOx
확보 할 수 있도록 고온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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