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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OWERTM를 이용한 Lean NOx Trap 매 성능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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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designed a lean NOx trap (LNT) model with GT-POWERTM program and then the LNT 
model was compared to the bench flow reactor test results. This model consists of 9 kinetic reactions to represent the 
main steps of NO oxidation, NOx adsorption, NOx release and then its reduction.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on the 
operating conditions at the space velocity of 50,000 1/hr and 80,000 1/hr with the temperature range of 200°C ~ 500°C 
with the even spaced temperature step of 50°C.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NOx conversion efficiency was 
enhanced by the temperature up to 350˚C and then decayed at higher temperatures. The LNT model predicts the similar 
trend of the NOx conversion efficiency to the experimental results below 350˚C, but overestimates above 350˚C. This 
overestimation comes from the higher reduction efficiency which was obtained by the different reduction gas 
composition such as C3H6 in the model to replace CH4, C2H4 in the bench test. 

Key words : Lean NOx trap(흡장형 NOx 매), NOx conversion efficiency(NOx 환 효율), NOx storage efficiency 
(NOx 흡장 효율), NOx reduction efficiency(NOx 환원 효율)

1. 서 론1)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과 비교하여 열효율이 

높고 CO2배출이 으나 상 으로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NOx)과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이 많이 발생한다.1) 이러한 PM  NOx 
감을 하여 고압 연료분사, 다량의 배기가스 재
순환(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등을 최 화하

여 PM  NOx를 동시에 감시키는 온디젤 연소 

등의 연구가 진행 이다.2-4) 2014년부터 시작되는 
EURO-6 배기 규제를 응하기 하여 EURO-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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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비교하여 승용 차량의 경우 약 45% 정도의 
NOx를 더 감시켜야 한다.
이러한 NOx 감을 하여 주로 사용되는 후처리 

기술로는 NOx 흡장형 매(lean NOx trap, LNT)와 유
아(urea)를 이용한 선택  매 환원(seletive cata-

lytic reduction, SCR)방법 등이 있다. LNT는 정상 운
 조건(lean 구간)에서 NOx를 흡장하고 환원조건을 

만들어 NOx를 N2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Urea-SCR
은 유 아를 분사하여 열분해 되어 암모니아(NH3)
를 생성하고 이를 NOx 환원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5-8)

기존 LNT 매 모델을 제시한 표 인 논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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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i et al.과 Sampara et al.이 있으며, Koci et al의 논
문은 Pt/Ba/CeO2/Al2O3으로 이루어진 매를 이용하

여 LNT 매 모델 성능을 증명하 으며, Sampara et 
al은 DOC(Diesel Oxidation Catalyst)와 LNT 매를 

이용한 통합 후처리 시스템의 NOx 감 모델을 증
명하 다.10,13)

본 논문에서는 매 샘 을 이용한 공간속도와 온

도에 따른 벤치테스트 실험결과와 GT-POWERTM
을 

이용한 Pt/Ba/Al2O3로 구성된 LNT 매 모델 성능을 

비교하여 LNT 매의 화학반응식에 하여 정의 하

으며, 정량 인 비교를 하여 NOx 환 효율(con-
version efficiency), NOx 흡장 효율(storage efficiency), 
NOx 환원 효율(reduction efficiency)를 계산하 다.

2. 실험 방법  모델링

2.1 벤치테스트 실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벤치테스트의 실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MFC(Mass Flow Controller)와 
온도 조 기를 이용하여 NO, THC, CO, O2 모사가스
를 N2와 혼합하여 매 샘 에 유입시켰다. 벤치테스
트에 사용한 LNT 매는 가장 기본 인 Pt/Ba/Al2O3

로 구성되었으며, 체  3.8 cc, 셀 도 62 cell/cm2이

다. 매에 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공간속도(space velocity, SV) 50,000 1/hr  80,000 

1/hr에 하여 샘  입구 온도 200 ~ 500°C 범 로 

50°C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매 후단에 외선 
분 기(FT-IR)를 설치하여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bench flow test

Table 1 Bench test LNT catalyst specification
Catalyst variables Values

Volume (cc) 3.8
Diameter (mm) 22
Length (mm) 10

Cell density (cell/cm2) 62
Al2O3 (g/cm3) 0.056 

Ba (g/cm3) 0.016
Pt (g/cm3) 0.0018

Table 2 Inlet gas concentrations for an LNT catalyst bench 
flow test for lean and rich phase

Gas Lean phase
(storage phase) Rich phase

NO (ppm) 650 ppm (SV 50k)
700 ppm (SV 80k) 0 ppm

N2 (%) Balanced Balanced
O2 (%) 8% 0%

THC (ppm) 0 ppm
CH4 1200 ppm
C2H4 600 ppm

CO (ppm) 0 ppm 3600 ppm
CO2 (ppm) 0 ppm 2670 ppm
H2 (ppm) 0 ppm 2450 ppm

하 다. 흡장구간에서는 NO와 N2를 매 샘 에 유

입하 으며, NO 흡장이 완 히 끝나서 매  후

단의 NO 농도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환
원제를 공 하 다. 환원구간에서는 환원 반응 시
간을 길게 하기 하여 SV를 각각 25,000 1/hr, 40,000 
1/hr으로 다. 환원구간에서는 N2, THC(CH4, C2H4), 
CO, CO2, H2를 유입하 다. 보다 자세한 벤치테스트 
가스 조성은 아래의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LNT 모델링

본 연구에서 상용 해석 로그램인 GT-POWERTM

을 이용하여 LNT 매 성능 측을 한 모델링을 
실시하 다. GT-POWER시뮬 이션 제어환경에서

는 LNT 매의 입/출력되는 가스농도를 찰하기 
해 LNT 매의 /후단에 NOx, CO, O2, CO2, C3H6

센서를 장착하 다. GT-POWERTM의 제어환경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성능 모델에 사용한 매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이 벤치테스트에 사용한 매 샘 과 동일하게 

하 으며, 한 SV와 배기가스 온도도 벤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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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T-POWERTM environment for the LNT Simulation

의 실험 포인트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매 성능 모델에 사용한 배기가스 조
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벤치테스트시의 실험 
조건과 부분 동일하게 하 나, 흡장구간에서는 
THC를 C3H6로 체하 고 CO2는 제외하 다. 실험
시 CO  THC는 미량의 CO2 가스와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사용하여 CO2 농도가 일반 실험 조건보다 
(일반 으로 10% 수 ) 낮으므로 모델링을 단순화
하기 하여 CO2는 제외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한 THC의 경우 C3H6의 Langmuir Hinshelwood 메

Table 3 Inlet gas concentrations for the LNT simulation with 
GT-POWERTM

Gas Lean phase
(storage phase) Rich phase

NO (ppm) 650 ppm (SV 50k)
700 ppm (SV 80k) 0 ppm

N2 (%) Balanced Balanced
O2 (%) 8% 0%

THC (ppm) 0 ppm C3H6 800 ppm
CO (ppm) 0 ppm 3600 ppm
H2 (ppm) 0 ppm 2450 ppm

카니즘이 많이 연구되었으므로 이를 표 THC로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LNT 매 모델에 사용한 화학반응식은 NOx 산화
(o x id a t io n ) /흡장( s to r ag e ) /탈착( r e le a se ) /환원
(reduction)으로 Koci et al.10)의 화학 반응식 에서 

총 9개를 선택하 다. Table 4에 이러한 9개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Table 4 Main kinetic reactions for the LNT modeling
Reaction No. Reactions

NO Reduction reactions
R1 CO + NO→ CO2 + 0.5N2

R2 H2 + NO→ H2O + 0.5N2

R3 C3H6 + 9NO→ 3H2O + 3CO2 + 4.5N2

NO Oxidation reactions
R4 NO + 0.5O2⇄ NO2

NOx Sorption reactions
R5 BaCO3 + 2NO2 + 0.5O2→ Ba(NO3)2 + CO2

R6 BaCO3 + 2NO + 1.5O2→ Ba(NO3)2 + CO2

NOx Release reactions
R7 Ba(NO3)2 + 3CO→ BaCO3 + 2CO2 + 2NO
R8 Ba(NO3)2 + 3H2 + CO2→ BaCO3 + 3H2O + 2NO
R9 Ba(NO3)2 + 1/3C3H6→ BaCO3 + H2O + 2NO



A Performance Modeling of the Lean NOx Trap Catalyst with GT-POWERTM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1, No. 6, 2013 67

반응식 R1 ~ R3는 NO가 환원제(CO, H2, C3H6)에 
의하여 N2로 환원되는 환원반응식이다. 반응식 R4
는 NO의 O2에 의한 산화반응식이다. 반응식 R5, 6은 
NOx가 Ba 표면에 흡장되는 반응으로 NO와 NO2가 

바륨질산염(Ba-nitrate, Ba(NO3)2) 형태로만 흡장된
다고 가정하 다. Ba 표면에 흡장되는 가스는 이외
에 CO2로 바륨탄산염(Ba-carbonate, BaCO3) 형태로 
흡장된다. 이를 흡장률(coverage fraction, )로 명명하
으며    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한, NOx의 흡장 속도는 Koci et. al10)
의 연구 결과와 

같이 평형 값인 와 국소 와의 차

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 다. 는 

350°C에서 최 값을 갖는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R7 ~ R9는 Ba(NO3)2가 환원제 공 에 

따른 NOx 탈착 반응식을 나타낸다.10) 특히 반응식 
R1 ~ R3에서 Koci et al.10)에서는 의 지수는 0.5이

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계산의 수렴 안정성을 하여 

1.0으로 변경하 다. 반응식 R4는 Sampara et al.13)의 

식을 이용하 다. 반응식 R5, R6는 Koci et al.10)의 연

구 결과를 이용하여 두 값의 차이에 의하여 흡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두 값의 차이에 한 값에 

지수 n을 첨가하여 실험결과와 계산결과와의 오차
를 최소화 하 다. 각각의 반응에 사용된 속도반응
식(reaction rate)은 참고문헌 [10-13]을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이 최종 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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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mole fraction of individual species
 : pre-exponential factor of reaction j = 1, 2, …, 9

  : activation energy of reaction j = 1, 2, …, 9

 : kinetic constant of reaction j = 1, 2, …, 9

   : inhibition constant i = 1, 2, …, 5


  :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

 : Ba-nitrate coverage fraction

  : Ba-nitrate equilibrium coverage fraction

LNT 매 모델 시뮬 이션을 하여 LNT 차분화 
길이는 (discretization length) 2.5mm로 4 등분하 다. 
한 수치계산방법은 RK(Runge-Kutta)와 BDF(Back-

ward Difference Formula)법을 혼합한 RK-BDF법을 
사용하여 계산 속도와 정확도를 증가시켰다. 한 
각종 계수들은 존재하는 변수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여 실험계획을 제시하는 DOE(Design of Experi-
ment)와 변수에 따라 실험결과를 악하여 최 의 

변수를 도출하는 시행 착오법(trial and error)을 
히 이용하여 실험결과와 가장 합한 값을 도출

하 다.

3. 벤치테스트와 모델 비교･분석

Fig. 3  Fig. 4는 실험 포인트 SV 50,000 1/hr  

80,000 1/hr에 하여 표 으로 배기가스 온도 

250°C, 350°C, 450°C에 하여 벤치테스트의 결과
와 시뮬 이션과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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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c) (c)

Fig. 3 Comparison of bench test to the simulation results at SV 
50,000 1/hr, (a) exhaust temp. 250°C, (b) 350°C, (c) 450°C

Fig. 4 Comparison of bench test to the simulation results at SV 
80,000 1/hr, (a) exhaust temp. 250°C, (b) 350 °C, (c) 450 °C

뮬 이션 결과와 벤치테스트 결과를 정량 으로 비

교하기 하여, NOx 환 효율, 흡장 효율, 환원 효
율을 계산하 다.

3.1 NOx 환 효율(Conversion Efficiency)
시뮬 이션의 정확성을 단하기 해 벤치테스

트와 시뮬 이션의 NOx 환 효율을 비교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NOx 환 효율의 범 는 환원 시작 

구간부터 흡장이 완료되어지는 구간으로 아래의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1)

벤치테스트의 NOx 환 효율을 계산한 결과 

350°C에서 8.7% (SV 50,000 1/hr), 6.1% (SV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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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NOx conversion efficiency with regards 
to SV (50,000 1/hr and 80,000 1/hr) and exhaust 
temperature

1/hr)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온도에 따라 종 모
양(bell shape)가 나타났으며 SV가 낮을 경우 더 높
은 환 효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반응시간이 상

으로 크기 때문으로 악된다. 벤치테스트 실
험결과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할 경우, Fig. 5에
서 보듯이 350°C 이하에서는 실험과 유사한 경향
을 보 으나, 그 이상에서는 상 으로 높은 

환 효율을 보 다. 이는 벤치테스트와 시뮬 이션

의 환원가스 조성에 의한 차이  환원반응에 사

용된 반응식이 정확히 환원 상을 기술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350°C 이상에서 실험과 
시뮬 이션간의 환 효율 결과 차이를 다음의 

흡장 효율과 환원 효율을 계산하여 원인을 분석

하 다.

3.2 NOx 흡장 효율(Storage Efficiency)
술한 NOx 환 효율이외에 흡장구간에서의 

흡장 효율을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하여, 흡장구간
에서의 실험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에 한 흡장 

효율을 계산하여 Fig. 6에 비교하 다. 벤치테스트
와 시뮬 이션의 NOx 흡장 효율을 비교한 결과 각 
SV  온도에 따라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여 이는 흡장 부분의 모델링은 실험결과를 잘 반

하는 것으로 단하 다.

 


 


 


 (2)

Fig. 6 Comparison of NOx storage efficiency with regards to 
SV (50,000 1/hr and 80,000 1/hr) and exhaust tempe-
rature

3.3 NOx 환원 효율(Reduction Efficiency)
NOx 환원 효율은 환원구간에서 배출되는 NOx량

과 흡장되는 NOx량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여 실험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여 Fig. 7에 나타내었다.

 





 


 (3)

벤치테스트에 한 NOx 환원 효율은 SV에 계
없이 450°C, 500°C에서 격히 감소하나, 시뮬 이

션 결과는  온도범 에서 약 80%로 일정하게 계
산 되었다. 이러한 NOx 환원구간에서의 차이가 
체 으로 350°C 이상 역에서 NOx 환 효율의 차
이의 원인으로 악된다.

Fig. 7 Comparison of NOx reduction efficiency with regards 
to SV (50,000 1/hr and 80,000 1/hr) and exhau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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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벤치테스트와 시뮬 이션 수행시의 환원구

간에서 사용한 가스 종류가 다른 것이 원인의 하나

로 단된다. CO2는 환원구간에서 NOx 환원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뮬 이션(CO2 
미포함)에서 상 으로 높은 환원 효율을 보인 것

으로 단된다. 한 시뮬 이션에서는 THC로 
C3H6를 사용하여 (벤치테스트:CH4, C2H4 사용) 상
으로 낮은 활성화 에 지로 시뮬 이션에서 환원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악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소 트웨어인 GT-POWERTM

를 이용하여 NOx산화/흡장/탈착/환원반응으로 구
성된 총 9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를 NOx 환 효
율, 흡장 효율, 환원 효율로 나 어 벤치테스트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1) 시뮬 이션 결과 NOx 환 효율은 350°C 이하에
서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350°C 
이상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가 높은 환 효율

을 보 다.
2) 시뮬 이션 결과가 350°C 이상에서 높은 환 
효율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기 하여 흡장 효

율과 환원 효율을 계산하 다. 그 결과, 흡장 효
율은 시뮬 이션과 실험결과가 유사하 으나, 
환원 효율은 시뮬 이션의 경우 과도 측하여 

NOx 환 효율의 차이가 발생하 다. 이는 환원
반응식을 단순하게 하기 하여, 시뮬 이션에

서 환원구간에서 사용한 가스와 실험시의 그것

과의 차이가 주 원인으로 악된다.
3) 향후 환원구간에서의 오차 발생을 이고,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모델을 엔진 실험결과 비교 검증

할 계획이다.

후    기

이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No. 10039673)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J. B. Heywood, Internal Combustion Engine 
Fundamentals, McGraw Hill, New York, 1988.

 2) A. Shoji, S. Kamamoshita, T. Watanabe and T. 
Tanaka, “Development of a Simultaneous Re-
duction System of NOx and Particulate Matter 
for Light-duty Truck,” SAE 2004-01-0579, 2004.

 3) P. Eastwood, Critical Topics in Exhaust Gas 
Aftertreatment, Research Studies Press Ltd., 
Philadelphia, 2000.

 4) M. Yao, Q. Zhang, H. Liu, Z. Zheng and P. 
Zhang, “Diesel Engine Combustion Control: 
Medium or Heavy EGR,” SAE 2010-01-1125, 
2010.

 5) B. West, S. Huff, J. Parks, S. Lewis, J. S. Choi, 
W. Partride and J. Storey, “Assessing Reduc-
tant Chemistry during In-cylinder Regeneration 
of Diesel Lean NOx Trap,” SAE 2004-01-3023, 
2004.

 6) I. Hachisuka, T. Yoshida, H. Ueno, N. Taka-
hashi, A. Suda and M. Sugiura, “Improvement 
of NOx Storage-reduction Catalyst,” SAE 2002- 
01-0732, 2002.

 7) K. Nguyen, H. Kim, B. G. Bunting, T. J. Toops 
and C. S. Yoon, “Rapid Aging of Diesel Lean 
NOx Traps by Hight-temperature Thermal Cyc-
ling,” SAE 2007-01-0470, 2007.

 8) C. Park, C. Kim, Y. Choi and K. Kang, “Lean 
NOx Trap Catalyst for Passenger Diesel Engine,” 
KSA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KSAE08- 
A0084, 2008.

 9) J. Parks, B. West, M. Swartz and S. Huff, 
“Characterization of Lean NOx Trap Catalysts 
with In-cylinder Regeneration Strategies,” SAE 
2008-01-0448, 2008.

10) P. Koci, M. Schejbal, J. Trdlicka, T. Gregor, M. 
Kubicek and M. Marek, “Transient Behavior of 
Catalytic Monolith with NOx Storage Capacity,” 
Catalysis Today, Vol.119, pp.64-72, 2007.

11) A. Guthenke, D. Chatterjee, M. Weibel, N. 
Waldbuber, P. Koci, M. Marek and M. Kubi-
cek,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odel 
for a NOx Storage and Reduction Catalyst,”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62, pp.5357- 



A Performance Modeling of the Lean NOx Trap Catalyst with GT-POWERTM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1, No. 6, 2013 71

5363, 2007.
12) K. Ramanathan and C. S. Sharma, “Kinetic 

Parameters Estimation for Three Way Catalyst 
Modeling,”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Vol.55, pp.9960-9979, 2011.

13) C. S. Sampara, E. J. Bissett and M. Chime-
lewski, “Global Kinetics for a Commercial 
Diesel Oxidation Catalyst with Two Exhaust 
Hydrocarbons,” Industrial & Engineering Che-
mistry Research, Vol.47, pp.311-322,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