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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diesel particulate filter with five partitioned electric heaters is numerically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regenerating ceramic filter. The commercial code STAR-CCM+Ⓡ is 
utilized to simulate multi-dimensional steady hot air flow in DPF. In order to verify the computational results, 
thermocouples are used to measu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DPF. Computational results agree well 
with experimental on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in DPF is lowered as the mass flow 
rate of exhaust gas increases, which means that the more power in heater will be necessary as the engine 
speed increases. Compared with heater placed at center, heater at circumference has the higher maximum 
temperature in DPF. The maldistribution of flow field in front of heater has the main influence on the tem-
perature distribution in 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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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관

심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동차 

산업체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주범

으로 알려진 CO2를 줄이기 위해 가솔린 엔진에 비

해 연비면에서 우수한 디젤 차량의 보급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디젤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연소 

특성상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의 배출

량이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PM은 치명적인 

폐질환 원인으로 규명되어 있다[1,2].
디젤엔진에서는 발생하는 PM을 저감하기 위하

여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주로 채용하고 있

다. DPF 기술은 배기관에 설치된 필터에 매연을 포

집하는 과정과 포집된 매연을 태워서 제거하는 재

생(regeneration)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재생기술

이 가장 핵심기술이며, 재생기술에 따라 제1세대 강

제재생방식, 제2세대 자연재생방식, 제3세대 강제재

생과 자연재생을 결합한 복합재생방식으로 발전되

어 왔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DPF 시스템의 재생방

식은 대부분 자연재생 방식이며, 커먼레일과 전자제

어 분사시스템을 장착하여 정밀한 후분사(post injec-
tion) 제어가 가능한 디젤 차량의 경우 복합재생 방

식을 적용하고 있다[3]. 그러나 처음부터 DPF를 장

착하지 않고 출시한 운행 차량의 경우 연료분사 펌

프가 기계식이어서 후분사 기술에 의한 강제재생방

식의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재생 효율이 뛰어난 전

기 히터형 재생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히터 방식에 의한 DPF 재생과 관련된 연구

는 Kitagawa 등[4]이 전기히터를 가열하였을 때 배기

가스의 질량유량에 따른 세라믹 필터 내의 온도 분

포를 측정하여 매연 재생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Ku-
magai 등[5]은 도시형 버스에 전기히터 재생형 DPF
를 장착하여 가열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필터 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필터의 재생 특성을 연

구한 바가 있다. 또한 Ohno 등[6]은 DPF 재생시 전

기히터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였다. 앞의 연구들이 히터 전체단면을 가열하는 전

기히터를 사용하여 매연 재생특성을 연구한 반면

에, Lee 등[7]은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가열면

이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분할형 전기히터를 순차

적으로 가열하였을 때 DPF의 세라믹 필터 내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 연구에서 공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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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필터 내 온도구배가 크게 

나타났으며, DPF의 입구 속도가 균일할수록 세라믹 
필터 내부의 온도분포가 균일함을 보여주었다. Lee 
등[7]의 실험에서는 입구 공기의 온도를 상온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엔진의 배기가스는 매우 높고 매연의 

재생온도는 약 550~600℃로 알려져 있다[4,6]. 엔진

의 여러 가지 작동조건, 즉 회전수 및 부하에 따라 

배기가스의 질량유량 및 온도가 변화하며 이에 따

라 전기히터의 가열에 의한 매연 재생조건이 다를 

것이다. 특히 자동차에서는 전기히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각 작동영역

에서 각각의 분할된 전기히터에서 최적의 전력소모

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배기가스 온도 조건에서 분할형 전기히터의 가

열에 따른 DPF 내부의 온도분포를 수치적으로 연구

하였다. 먼저 수치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온 공기 입구조건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하고, 
실제 엔진 운전 조건에서 가열면 및 배기가스 질량

유량 등의 변화에 따른 필터 내 온도분포를 계산하

여 매연 재생특성을 예측하였다.

2. 실험 방법

세라믹 필터의 재생을 위하여 전력 제어 모듈을 

이용하여 DPF 입구에 장착된 분할형 전기 히터를

Fig. 1. Thermocouple locations at DPF for measuring 
temperature.

가열하였다. 분할형 히터는 중앙 히터(H#0)와 원주

방향에 4개의 히터(H#1, H#2, H#3, H#4)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1에 나타내었다.

송풍기를 사용하여 상온 상태의 공기 질량을 일

정하게 유지하여 공급하였다. 공급된 공기는 전기히

터를 지나며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는 필터를 통과

하게 된다. 이 때 필터 내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

였다. Fig. 1에 DPF 세라믹 필터 내부의 온도 측정

을 위해 열전대를 장착한 위치를 나타내었다. 히터

에 표시된 숫자 1~10은 DPF 세라믹 필터 출구로부

터 아래쪽 30 mm 지점에 장착한 열전대 위치이다. 
열전대 1~7은 반경방향으로 일직선상 위치이며, 두 

개의 히터 경계선에 위치한다. 8~10은 또 다른 반

경 방향 위치이며, 히터의 한가운데를 반경방향으

로 가로지르는 선상에 위치한다. 또한 출구로부터 

152 mm, 275 mm 위치에 30 mm 지점의 반경방향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10개씩 총 30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 분포를 측정 하였다.
매연 필터의 최소 재생온도와 전기히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공급 능력을 고려하여 공기의 질량 유

량은 571 kg/h, 히터의 전기 공급량은 2.8 kW를 유

지하며 실험하였다. 자세한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은 이전 논문[7]에 설명하였다.

3. 수치해석 방법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6.0 L 디젤엔진에서 사용하는 DPF
를 모델로 하였다. CFD 해석을 위하여 상용 열유체 

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을 이용하였다. 난류

모델은 k-ε 모델을 채택하였고, 지배방정식의 차분

화는 이차정도(Second Order Accuracy)의 선형 상류차

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압력과 속도의 연결은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8].

본 연구에서 해석한 모델 형상의 단면을 Fig. 2(a)
에 나타내었다. 전기히터 안의 숫자 1~7은 실험에

서의 열전대 위치를 반경방향으로 표시를 한 것이

다. 중형 디젤 엔진에서 DPF의 입구관은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곡관 형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입구

관을 곡관으로 하였다.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DPF 
입구관에서 전 유입단면에 걸쳐 균일한 속도분포를 

가정하였다. 필터 전면에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히
터 바로 뒤에 세라믹 필터 코어가 조립되어 있다.

세라믹 필터의 직경과 길이는 각각 230, 305 mm
이며 셀밀도는 200 cpi이다. 전체 형상은 Pro-EngineerⓇ

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격자는 해석프로그램 

안에서 생성하였다. 격자는 대략 57만여 개가 생성

되었으며, 생성된 격자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세
라믹 필터는 수많은 채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압

력손실이 큰 다공성 물질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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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FD model of a diesel particulate filter (a) cross- 
sectional views (b) computational grids.

필터 내부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려면 필터의 열전

도도(thermal conductivity) k가 필요하다. 다공성 필

터의 열전도도는 필터 재질의 고체 열전도도와 필

터의 기공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필터 재질

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물성치를 연구한 논문[10]
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rdierite 재질의 경

우 열전도도가 500℃에서 2 W/mK 정도이다. 필터

의 구조 상 고체 면이 x, y 및 z 방향으로 이어져 있

기 때문에 열전도도는 등방성으로 가정하여 전술한 

실험값 2 W/mK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모델의 전체 외벽은 자연대류조건

을 적용하였다. 히터에 공급되는 열량과 시스템 입

구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실험의 경계조건과 동일

한 2.8 kW와 571 kg/h로 가정하여 계산결과를 검증

하였고, 이후 공기의 질량유량을 변화시키면서 필터 
내 온도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수치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기의 질량

유량을 571 kg/h, 히터의 열량을 2.8 kW로 두고 실험

값과 수치해석값을 비교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히터 
H#0과 원주방향에 위치한 히터 H#3을 가열하였을 

경우, 히터로부터 z-축 방향으로 30 mm, 152 mm, 275 
mm 떨어진 곳에서 열전대 센서 1~7번이 위치한 지

점에서의 온도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실선과 

점선은 히터 H#0과 히터 H#3을 가열한 경우 해석 값

이며, ■와 ▲는 히터 H#0과 히터 H#3을 가열한 경

우의 실험값을 나타낸다. 입구관으로 유입된 공기는 
가열되고 있는 히터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

승한다. 히터 H#0을 가열한 경우의 해석 및 실험 결

과를 보면 z = 30 mm에서 가열된 히터 영역에서 온

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히터가 가열되지 않은 원주

방향의 온도는 여전히 상온에 가깝다. 공기가 필터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원주방향으로 열전달

이 일어나서, z = 153 mm에서는 중앙의 최고 온도는 
낮아지고 원주방향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필터 

끝부분인 z = 275 mm에서는 최고온도는 더 낮아지

고 원주방향 온도는 상승하여 반경방향의 온도구배

가 줄어들게 된다. 원주 방향에 위치한 히터 H#3을 

가열한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경향은 계산값이 실험값과 정성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H#0을 가열한 경우, 필터 윗부분의 온도

Fig. 3.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s and computation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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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 부분에 비하여 높게 되어 반경방향으로 비

대칭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비대칭 온도분포

를 갖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4에 히터 전면

에서의 속도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입구관이 곡관이기 때문에 유입된 공기가 원심력에 

의하여 히터 입구에서 속도분포가 한쪽 방향으로 치

우쳐 필터 중심의 아래 부분에서 속도가 크게 된다. 
공기의 속도가 크면 질량유량이 많아지고 동일한 

발열량에서는 질량유량이 많으면 공기의 온도상승

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래 부분이 윗부분보다 온도

가 낮게 된다. 이러한 온도의 비대칭 현상은 Fig. 3
의 중앙히터를 가열한 실험값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험값과 수치해석값은 정량적으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 온도에서 실험값과 계산

값의 온도차이가 약 20℃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수치계산에서는 필터를 다공성 물질로 가정하여 그 

위치에서 다공성 물질의 온도를 계산한 반면에, 실
제 실험에서는 필터 내의 위치에서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필터

를 모델링할 때 다공성 물질의 물리적인 물성값들

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필터를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수치해석에서 열전도도를 2 W/mK
로 놓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값은 500℃일 때의 

열전도도 값인 반면에 실험에서의 필터온도는 500℃
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값은 다를 것으로 판단

된다. 비록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값에 비하여 정량

적으로 최고 온도값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정성적

으로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온도분포가 매우 잘 일

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변화시켜 해석한다

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엔진에서 필터 내 매연이 축적되면 전기히

터를 가열하여 가열된 배기가스가 필터 내 매연을 

연소시켜 재생을 하게 된다. 이 때 가열된 배기가스

의 온도가 매연을 태울 만큼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

면 재생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열된 배기가스의 온

도가 너무 높으면 매연이 연소되면서 세라믹 필터

의 한계 허용온도를 넘어 필터가 녹아내릴 수 있다. 
따라서 운전 조건에 따라 재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온도를 입구 
온도로 설정하여 분할형 전기히터에 의한 필터 내 

온도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엔

진의 운전조건은 엔진의 회전수와 부하로 표시할 수 
있다. 엔진의 회전수가 변하면 DPF로 유입되는 배

기가스의 질량유량이 변하며, 엔진의 부하가 변하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PF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질량유량과 온도를 변

화시키면서 필터 내 온도분포를 계산하고 재생 조건

을 예측하였다.

Fig. 4. Velocity distribution in the front of heater at mass 
flow rate of 571 kg/h.

Fig. 5에 중앙 히터 H#0을 가열하였을 때, 배기가

스의 질량유량이 변화함에 따라 필터 내부의 온도

분포를 도시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질량유량과 배

기가스 온도는 본 해석과 동일한 엔진 및 매연 저

감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

다. 실험 논문[11]에 의하면 엔진회전수 1,667 rpm, 
2,085 rpm, 2,500 rpm 75% 부하율에서 질량유량이 

각각 500 kg/h, 600 kg/h, 700 kg/h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위 세 가지 질량유량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DPF의 입구 배기가스온도는 실험에서 측정된 

재생평형온도(Balance Point Temperature), 즉 필터 전

단의 압력변화가 없이 재생이 이루어지는 배기가스

의 온도를 사용하였고, 350℃로 놓았다. 각 히터의 

발열량은 4.2 kW로 가정하였다. 전체적인 온도는 질

량유량이 작은 경우가 큰 경우에 비하여 높다. 이
는 일정한 발열량을 갖는 히터에서 공기의 질량유

량이 많으면 공기의 최고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전기히터나 버너를 사용한 강재재생 
방식 DPF의 PM 점화온도는 550~600℃[4,6]이므로 

매연의 재생가능 온도를 550℃로 본다면 500 kg/h
의 질량유량에서는 재생이 가능하지만 이 보다 큰 

질량유량인 600 kg/h, 700 kg/h에서는 똑같은 발열

량에 대해서 재생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질량유

량이 큰 것은 엔진의 회전수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

므로 높은 회전수에서 재생을 할 경우에는 낮은 회

전수보다 히터의 발열량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결과[11]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실
험에 의하면 엔진의 회전수가 높아짐에 따라 히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량이 증가하여 발열량이 커짐을 보

여주었다. 또한 곡관인 입구관의 영향 때문에 속도

분포가 불균일하게 되어 전체적인 온도분포는 속도

분포가 낮은 위쪽 필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필터 내부의 온도분포가 비대칭이 되어 국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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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DPF with heating H#1 or H#3 heater for different mass flow rates of exhaust gas.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DPF with heating 
H#0 heater for different mass flow rates of ex-
haust gas.

으로 온도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
Fig. 6에는 원주방향 히터 H#1과 H#3을 가열하였

을 때, 배기가스의 질량유량이 변화함에 따라 필터 

내 온도분포를 도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앙 히터 

H#0을 가열하였을 때 보다 원주방향의 히터를 가

열하였을 때 온도가 높다. 중앙 히터를 가열하였을 

때는 필터내의 열전달은 중앙에서 원주 바깥을 향

한 반경방향으로 열이 전달된다. 반면에 원주방향의 
히터를 가열할 경우에는 필터 외부의 자연대류에 의

한 열전달보다 필터 중심으로의 열전달이 커서 필

터 외부로 열전달량이 작다. 따라서 중앙 히터를 가

열한 경우보다 원주 방향의 히터를 가열한 경우 온

도가 높게 된다. 특히 입구관이 곡관이기 때문에 속

도분포가 치우치는 영향은 원주방향 히터 H#1과 H#3
을 가열하였을 때 온도분포를 보면 보다 뚜렷이 나

타난다. 원주 방향 아래쪽에 설치된 히터 H#1을 가

열한 경우 최고 온도는 질량유량 500 kg/h에서 약 

590℃ 정도이나 위쪽 방향에 설치된 히터 H#3을 가

열하였을 경우에는 약 630℃로 히터 H#3 가열의 경

우가 높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구관이 곡관이

기 때문에 속도가 아래로 치우쳐 아래 부분의 공기 

질량유량이 윗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히터 H#1을 가

열하였을 때 온도가 낮다. 또한 질량유량에 따른 온

도분포는 중앙 히터를 가열한 경우와 동일하다. 즉 

질량유량이 클수록 필터 내 온도는 낮아진다.
가열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질량유량이 변화할 때 필터 내부 중간부

분인 z = 152mm 위치에서 지름을 따라 반경방향의 

온도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모든 가열위치에

서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터 내부 온도가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량유량이 같을 때, 중앙 

히터를 가열한 경우에 비하여 원주방향 히터를 가

열한 경우 필터 내 온도 분포가 높다. 이는 같은 질

량유량일 때, 즉 엔진의 회전수가 같을 경우,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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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DPF at z=152 mm.

온도 550℃로 올리는데 필요한 원주방향 히터의 발

열량이 중앙 히터의 발열량 보다 더 작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11]에서 모든 엔진 회전수에서 

중앙 히터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원주 방향의 히터에 
공급되는 양에 비해 항상 높은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본 해석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엔진 회

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히터의 발열량을 크게 공급

하여야 하며, 중앙 히터의 발열량을 원주 방향 히터

보다 크게 해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분할형 전기히터 가열면

의 변화에 따라 DPF의 필터 내 온도분포를 상용 해

석 프로그램인 STAR-CCM+Ⓡ을 이용하여 수치적으

로 계산하였다. 수치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엔진의 배기가스 조건

에서 전기히터의 가열면과 질량유량을 변화시키면

서 필터 내 온도분포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1) 히터의 발열량이 같은 조건에서 배기가스의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필터 내 최고온도가 감소하였

다. 질량유량의 증가는 엔진의 회전수 증가를 의미

하므로, 높은 엔진 회전수에서 매연을 재생하기 위

해서는 히터의 발열량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
2) 히터의 발열량이 동일할 때, 필터 내부와 외부

로의 열전달 차이로 인하여 중앙 히터를 가열한 경

우에 비하여 원주 방향 히터를 가열한 경우가 필터 

내 최고 온도가 높았다. 따라서 매연 재생 시 원주 

방향의 히터를 가열할 때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협소한 공간 때문에 입구관이 곡관일 경우 히

터 전면부에서 속도 분포가 불균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할된 각 히터를 통과하는 질량유량이 다르게 
되어 같은 히터 가열량에 대해서 필터 내 온도 분포

가 달라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면부의 속도를 균

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공간상 제약 때문

에 속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균

일한 속도분포를 고려하여 히터의 발열량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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