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및 시장동향1

있다. 또한, PM·NOx 저감 시스템의 우레아 분사나 믹싱 등의 최적화를 통하여 장
치의 성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후처리장치의 경우에 시스템화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핵심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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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차는 물론 완성차에도 적용이 가능한
국산화 개발을 통하여 2기 저감사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후처리 장치의 촉매 활성화 제고를

Ⅰ. 개 요

통한 정화효율 향상 및 열화 방지를 위한 Layout 최적화 설계, 캐닝기술 확보가 필
요하다. 또한, 대형 디젤엔진 DPF/SCR 후처리시스템은 정상 및 과도상태에서 엔진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운전 및 배출가스의 측정을 통하여 BPT(balance point temperature) 및 PM,
NOx, CO, THC의 저감 효과를 검증하면서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DPF 탈착부위 등 취약부의 매출가스 유출 등 전체 후처리

가. 추진배경

장치의 열/진동 내구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운행자동차 가운데 휘발유자동차나 LPG자동차는 오래전부터 배기 후처리장치인
삼원촉매가 장착되어 왔으나, 경유자동차는 EURO 5 이후에 디젤산화촉매(DOC:

Ⅱ. 동향 분석

Diesel Oxidation Catalyst) 및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가
도입되었고, De-NOx Catalyst는 최근의 EURO 6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
되고 있는 단계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후 적용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대응을 위해, 최종적으로

1. 국내외 기술동향

DPF/SCR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urbocharger, Cooled
EGR, DOC, DPF, SCR 및 AOC 기술들의 조합이 PM·NOx 저감 시스템의 유효한

가. 국내동향

솔루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1기 운행자

KIER, KIMM 등 연구소와 현대자동차, 화인, 삼성전기 등 다수 업체에서 촉매 개

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추진되어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저감에

발과 DPF 필터 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내 DPF 필터 연구는 소형 차량용

크게 기여하였으나, NO2의 저감에는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5년

5.66″제품의 국산화에 집중되어 있고 대형 차량용 후처리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촉

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행차(비도로 이동

매 지지체 및 DPF 필터는 양산되지 않고 있다.

오염원 포함)의 PM과 NOx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기술 등의 개발 및 보
급을 적극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후처리장치들은 모두, PM·NOx 동시저감이라는 목적을 완
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에 치중되어 있다. 즉, 기 상용화된 외산 요소기술의
조합에 의한 목표 달성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Urea

나. 필요성

SCR시스템은 대부분 Bosch사의 제품을 채용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국산화
개발 가능한 부품(펌프 및 탱크 등)에 대해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SCR

현재, 환경부에서는 PM·NOx 동시저감 후처리장치의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운행에서의 장치 가격은 약 1,800만원/대 정도이며, 업계에서는 향후 보급 예
상가로서 1,300만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보급대수의 증가에 따른 저가화로

의 각 요소부품(믹서, SCR시스템, 능동 배기제어밸브)에 대한 일부 개발이 진행되
고 있으나 촉매 및 분사시스템의 영향을 통합한 전체 배기시스템 개발은 설계 경험
이 부족한 상태다.

2∼3년 내에 1,000만원 전후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저감 후처리시스템에서 가격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DOC/DPF에 코
팅되는 귀금속계 촉매로 이를 저가금속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귀금속 사용량을 현
재 대비 70-80% 감소시킴으로써 구성 성분 중의 가격 비중을 크게 낮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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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동향
엥겔하드, 코닝 등 글로벌 촉매 회사는 하니컴에 촉매성분을 코팅하여 NOx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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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생을 효과적으로 하거나, 환원제로서 연료를 엔진에 주입하는 방법 등 NOx

가. 국내동향

trap 재생 관련 기술을 많이 발표하였다. 특히, Mn화합물을 알칼리금속과 알칼리토
금속과 함께 혼합한 촉매제조 기술 및 희토류 금속으로 lanthanum, neodymium,
niobium, praseodymium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2기 사업을 통해 PM/NOx 동시 저감장치 보급
을 추진하고 있으며, EURO 4 기준의 차량(제작차 및 개조차량)에 대해 SCR장치를

한편, PM·NOx 저감 관련 핵심 부품인 DPF, SCR, LNT 기술은 활발히 상용화되

보급하려고 하나 현재 개발된 장치가 없어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수도권 기준 차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DPF 소재는 내화학성, 내열성 등의 특성이 요구되어 코디

량 등록 현황을 보면, EURO 4 대형차량의 경우 승합, 화물, 특수차량이 각각

어라이트와 SiC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뮬라이트, 질화규소 등의 소

17,755대, 9,103대, 5,060대로 모두 약 32,000여대에 달한다.

재가 개발중에 있다.
Bosch, Emitec, Continental, Delphi 등 유럽 선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Urea

나. 해외동향

분사장치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포레시아, Eberspacher 등 배기시스템 공급사들은
Urea SCR 시스템을 포함하는 배기 장치들을 출시하고 있다.

2013년 중대형 상용차(Middle Duty & Heavy Duty Vehicle)의 시장 규모는

SCR 시스템을 포함한 배기계의 성능은 <그림1>과 같이 다양한 시스템의 조화의

약 2.7백만대이며, 2022년에는 약 4.6백만대로 연평균 5.9%의 성장률이 될 것으로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믹서 및 분사기의 위치, SCR 촉매의 입출구 형상, 배압

전망된다(그림2). 여기서, 전망되는 시장규모 순은 중국(153만대, 31.8%), 인도(55

제어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

만대, 11.4%), 미국(41만대, 8.5%), 일본(41만대, 7.8%), 브라질(27만대, 5.6%)순

다. 또한, NTE (Not To Exceed), RDE (Real Driving Emission) 등 실도로 조건

이다. 한국은 2020년 HCV 생산량을 10만대로 9위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점유율은

에서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하 조건에서의 배출가

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 저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후처리시스템의 올바른 작동 모니터링(OBD 규
제)의 강화에 따라서 후처리시스템 혹은 후처리 부품은 하나하나의 개별 장치가 아
닌 하나의 통합된 모듈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1> SCR 시스템을 포함한 배기시스템의 조화

<그림2> 2013~2020 중대형 상용차 시장 전망 (Frost & Sullivan)

KISTI 산업시장분석실에 따르면 디젤 매연여과장치의 시장 규모는 2012년 국

2. 국내외 시장동향

내 1조2천억원, 세계 334조원 규모에서 2017년 국내 3조2천5백억원, 세계 416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세라믹스에 대한 또 다른 시장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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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시장규모는 208.4억달러, 국내는 11,4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예
도 있다. 전체 시장성장률은 연간 7.2%에 달하고, 도심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매

경유자동차의 경우 유럽의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여 현재 EURO 6 규제가 적

연여과장치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중국 등 신흥 시장의 운행차 적용 시장이 확

용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 배출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도로용은 이미 Tier-4 기준이 적용 중이다.
또한,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1> 2017년 디젤 매연여과장치 잠재 시장규모 추정 (KISTI)

운행차(비도로 이동오염원 포함)의 PM과 NOx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기
술 등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2기 저감사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후처리장착 지원사업과 더불어 향후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각국의 배기규제 동향
유럽의 경우, EURO 6, Post EURO 6(EURO 7) 등 배출허용기준의 대폭적인
강화와 RDE(Real Driving Emission) 규제의 도입 예정 등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
에 있고 비도로용은 2019년 Stage-5 규제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최고 수준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LEV-3가 적용되고 있
으며, 비도로용 엔진은 Tier-4 (<56kW) 기준이 적용된다.
끝으로, 중국의 경우는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
위한(한화 310조원)의 대기오염 저감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4∼
5년간 중국에 자동차 후처리 사업 활성화가 예고된다. 현재 국내 Retrofit 후처리장
치 제작사의 일부가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진행 중이다.

4.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가. 핵심 부품 기술
V계 및 Z계 촉매 기술 및 캐닝은 선진국과 동급수준 기술을 확보하였는데, 촉
매를 지지하는 담체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레아 공급 펌프, 제어장치 및 센서(NOx센서, 우레아 품질 센서 등) 기술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유사기술을 아울러 보면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에 불과
<그림3> 2020년 환경세라믹스 시장규모 추정 (KISTI)

하다. 우레아 탱크, 연결호스, 전열 또는 냉각수 가열 호스 등은 일부 국산화가 이
루어졌으나, NOx 센서, 우레아 도징 유닛, DCU와 같은 핵심 부품의 경우 해외 도
입에 의지하고 있어 시장경쟁력이 낮은 상태다.

3. 국내외 정책동향

나. 시스템 기술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2기 사업으로 진행할 PM/NOx 동시저감장치의

가.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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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 수행중이며, 차량의 실차 운행 조건에서의 NOx 저감기술은 선진국 대
비 85%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엔진 및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의 협업을 통해 시
스템 패키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 기술과 시스템 기술의 최적화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5. 주요이슈 및 기술개발 방향
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촉매 및 최적코팅 기술 개발
환경부의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PM·NOx 동시저감 후처리장치의
귀금속(백금) 사용량을 기존 대비 70-80% 절감함과 동시에, 시스템 최적화에 의한
<그림4> PM·NOx 저감 시스템 기술개발의 범위

고성능화를 통해 적용차량의 제한조건(운행패턴)을 크게 완화하여 내구성 개선 등
문제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DPF 촉매의 NOx 분해력을 높여 SCR 부하를 경감시켜 환원제 사용량을
줄이고, 이와 더불어 환원제 제어를 통하여 NH3 슬립 제거용 AOC 배제 가능성을

III.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검토하고자 한다.

1. 기대성과

나. 대형엔진에서의 PM·NOx 저감 시스템 구현
12리터급 디젤엔진 DPF/SCR 후처리시스템은 국내에서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으
며, 개발품에 대한 BPT 및 PM, NOx, CO, THC의 저감 효과를 엔진 벤치 및 차량
레벨에서

모두

검증하면서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DOC/DPF/SCR/AOC에 대하여 랩스케일 벤치, 소형엔진 벤치, 최종 타겟엔진 벤치
를 활용한 촉매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우레아 분사, 믹서 등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소형엔진 벤치에서 DCU 제어로직을 점검할 것이다.
또한, 엔진벤치 시험을 통하여 Urea 균일도와 Deposit 발생 현상을 점검하고, 아
울러 전체 시스템의 엔진벤치 조건에서 내구성능 평가를 수행하며, 이후 타겟엔진
과 차량에서 개발된 PM·NOx 저감 시스템의 검증 및 최적화 기술개발을 수행할 것
이다. 이를 통하여 엔진 및 차량 기준 전체 시스템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내구데이
터를 확보하고자 한다.

가. 기술적 효과
이상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PM·NOx 저감 시스템의 저 가격, 저온 고활성, 고 내
황, 내구성 등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디젤차량 후처리촉매
조성 개발과 담체 코팅기술 개발을 통하여 귀금속 사용량을 대폭 줄여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촉매를 상품화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DOC/cDPF 성능의 상대비교 지표로 사용하는 BPT를 기존 290∼310℃에서
240-250℃ 낮추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차량에서 별도의 가열수단 없이 필터
의 자연재생 성능이 가능한 것으로 후처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한편, 핵심 촉매 기술 개발과 아울러 시스템 레이아웃, 우레아 분사, 믹싱 최적화
개발 등 PM·NOx 저감 성능 극대화를 구현하고, 본 기술을 검증 보급하게 되면, 운
행차 외에 완성차, 비도로 엔진/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경제적 효과
국내 후처리장치 산업의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경유자
동차 후처리장치의 귀금속 사용량을 대폭 줄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므로 수출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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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RO 6 또는 Post EURO 6 규제 대응 디젤자동차용 후처리시스템의 원
천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들의 배기규제 강화 시 시장 개척 거점 확보 가능할 것이다.
다. 환경적 효과
PM·NOx 동시저감 후처리시스템의 요소기술 개발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2기 운행차 배출가스 대책에 활용하여 국가 대기환경 개선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건설기계, 농기계 등)에 대한 기술 확대로 국가 대기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저온 고활성 촉매기술의 상용화로 현행 1종 복합재생 후처리장치를 1종 자연
재생 후처리장치로 변환하여, 낮은 후처리장치 비용으로 동일한 환경 개선 효과 달
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온 고활성 촉매기술에 의한 자연재생 후처리장치의 보급
확대로 복합(강제) 재생을 위한 연료 사용량을 저감하여 자동차 연비 개선 및 CO2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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