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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Cooler 내부 형상에 따른 Fouling이 냉각 성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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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derstanding the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cooler fouling in diesel engine is important factor in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 of a EGR system. We develope a test rig and PM feeder using carbon black to examine the 
effect of fouling on EGR cooler devices those were consisted of flat and shell & tube type. The EGR cooler fouling 
process is a complex interaction involving heat exchanger shape, boundary condition, constitutes, chemistry and 
operating mode. As the soot deposited to EGR cooler, these formed a thin deposit layer that was less heat exchange than 
the fresh status of tube enclosing the exhaust gas, resulting in lower heat exchange effectiveness in both type coolers. 
But these deposits caused different results in pressure drop, it is increased in flat type, but decreased in Shell & tube 
type of EGR cooler. A cause was estimated from a change of the flow structure and a decrease of contact area as the 
EGR cooler fouling. 

Key words : 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 EGR cooler(EGR 냉각장치), Fouling( 울링),  PM(입자
상 물질), Effectiveness(효율), Cooler type(쿨러 타입)

1. 서 론1)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 을 이용하는 자

동차의 유해가스 감  연비 향상은 경제 인 이

유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 인 측면에서도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강화
된 배기규제1)를 진 으로 시행하기 시작하 으

며,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에 한 규제강화에 처
하기 한 후처리 장치  디젤 엔진의 연소 개선 등

과 같은 배기 감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우수한 연비에 의해 CO2 배출이 은 디젤 엔진

은 CO2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지  다시 재조명되

*Corresponding author,  E-mail: kcoh@katech.re.kr

고 있다. 과거 디젤 엔진은 연소 방식의 한계 때문에 
연소 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 물
질(PM, Particulate Matters)을 동시에 감하기는 어
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PM과 같은 입자상 물질은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s),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등과 같은 후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획기
인 감을 이루었다. 한 질소 산화물은 배기가스 
재순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시스템2-6)을 

이용하여 엔진 연소 단계에서 감하는 기술이 일

반화 되었고 근래에는 EGR cooler를 이용하여 배기
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재순환시키는 cooled EGR 시
스템 기술

2,3,7-13)
이 상용화되었다.

그러나 배기규제의 강화에 따라 높은 EGR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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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연소 방식으로 인하여 탄화수소(HC, Hydro 
Carbon)/유기성 용해 물질(SOF, Soluble Organic 
Fraction), 입자상물질 등의 증가와 냉각에 따른 수분 
 탄화수소 등의 응결, 입자상 물질 등의 표면 퇴
에 따른 울링(fouling), 열교환 효율 하  유동 
항의 증가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 으로 안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열교환 효율  유동 항
을 이기 하여 유동 해석을 통한 최 화14,15)와 높

은 EGR을 이용한 연소 방식으로 인한 EGR 밸 와 

EGR cooler에 매연 퇴 (deposit)에 따른 장치의 내
구성  fouling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
다.2,3,5,7-13) Fouling이란 디젤 엔진의 운  조건에 따

라 발생되는 PM, SOF, SO4 등과 같은 물질이 EGR 
cooler 내부에 부착되어 열교환 효율 하  부식 시
키는 상을 말한다. EGR cooler의 fouling이 생기는 
원인은 cooler 형상에 따른 cooler의 디자인, 작동 상
태에 따른 운  모드, 입출구 가스 온도, 배기 유량 
 냉각수 온도에 따른 주  조건, 유기성 용해 물질 
 산 등에 의한 부식, 매연 입자 등과 같은 성분에 
의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9-11) R. Zhang et al.10)의 

연구에서는 EGR 유량  냉각수 온도에 의한 PM  
HC의 퇴 에 따른 EGR cooler의 특성 변화에 한 
실험 결과, 낮은 냉각수 온도  냉각수 유량에 따라
서 매연의 퇴 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EGR 
cooler의 성능이 하된다고 보고 하 으며, M. J. 
Lance et al.13)의 연구에서는 퇴 된 입자상 물질의 특

성에 의해서도 fouling이 일어날 수 있으며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엔진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물질은 운

조건마다 다르고 엔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이 재  이지 못하고, 실험 조건에 향을 
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엔진 다이나모에서 

fouling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디
젤엔진의 배기가스를 모사할 수 있는 테스트 리그 

 입자상 물질을 모사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

다. 한 상용화 되어 있는 shell & tube 형태와 flat 형
태의 EGR cooler를 이용하여 형태에 따른 유동 
항, cooler의 열교환 효율의 특성  fouling 특성을 
분석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실험장치의 체 시스템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의 배기가스 생성을 한 덤  연소기  

콘트롤러 부분, PM 입자를 일정하게 공 할 수 있

는 PM feeder 와 SOF 성분을 조 할 수 있는 soot 
generator, 냉각수 온도 조  장치, 차압계, thermal 
mass flow meter로 이루어진 EGR cooler 평가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의 배기가스를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하여 

테스트 리그의 체 공기 유량은 동일하게 유지하

고, 화염을 형성하는 덤  연소기는 당량비 약 0.7
로 유지시켰다. 배기가스의 온도는 덤  연소기로 

공 되는 공기  연료 유량과 2차 공기를 조 하여 

변화시켰다. 테스트 섹션에 공 되는 유량은 가변 

밸 를 이용하여 제어하 다. 덤  연소기를 이용

하여 고온의 배기가스를 만들어내는 테스트리그 장

치  SOF 성분을 조 할 수 있는 soot generator는 
Nam 등의 연구16,17)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Fouling 
상을 모사하기 하여 PM입자의 특성과 유사한 

carbon black을 사용하 다. Carbon black(HIBLACK 
10)은 평균 입경이 약 30 nm이며 우더 형태를 이루
고 있는 것을 사용하 다. 이를 PM feeder를 이용하
여 테스트 섹션에 일정하게 공  할 수 있었다.

EGR cooler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EGR 
cooler 후단의 차압을 측정하기 한 차압계

(differential pressure meter, ABB)를 설치하 다. 배
기가스의 고온을 측정하기 하여 약 1372°C까지 
측정이 가능한 K-type 열 를 사용하 다. 한 

EGR cooler의 냉각수 온도를 측정  조 하기 하

여 낮은 온도 범 (400°C이하)에서 측정 불확도가 
낮은 T-type 열 를 이용하 다. 냉각수 입출구에 
차압계를 설치하여 유량 변화에 따른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EGR cooler에 공 되는 냉각

수 온도를 조 하기 하여 상온에서 95 ± 2°C까지 
조 이 가능한 냉각수 온도 콘트롤러(TWL-60S)를 
이용하 다. 공 되는 냉각수 유량을 조 하기 

하여 니들 밸   유량계(RT-500M1-LPM, Blue- 
white industries)를 설치하 다. EGR cooler의 질량 
유량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450 kg/h까지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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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test rig system setup

Photo. 1 Pictures of experimental setup

가능한 thermal mass flow meter(FTM500-iG, ABB)를 
사용하 다.
모든 조   측정 장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어  모니터링을 하 으며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

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다. 실험장치의 
체 인 모습  구성은 Photo. 1과 같다.

2.2 실험방법

EGR cooler의 fouling을 모사하기 하여 배기가
스 온도  유량, PM 공 량, 냉각수 온도  유량 등

Table 1 EGR cooler variant

을 조 하 고, 이에 따른 EGR cooler의 열교환 효
율을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EGR cooler는 상용
화 되어 있는 shell & tube type과 flat type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 고, 두 가지 형태의 특징을 간략
히 Table 1에 도시하 다.
실험 조건에 따른 EGR cooler의 열교환 효율(heat 

exchange effectiveness)은 식 (1)을 이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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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8)

 max

×

    

    
× 

 (1)

실험조건에 따라 배기가스의 온도를 300 ~ 500°C 
범 에서 변화시켰으며, EGR cooler의 배기 유량을 
최  110 kg/h 범  내에서 수행하 다. EGR cooler
의 fouling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EGR cooler의 튜
 내부에 PM feeder를 이용하여 carbon black을 

0.7g/min씩 배기가스 내에 공 하 다. Cooler에 공
되는 냉각수의 온도는 설정온도에서 ±2 °C를 유
지하도록 하 으며, 냉각수의 유량은 약 25 L/min을 
유지시켰다. 공 되는 배기가스 온도, 냉각수 온도 
등의 변수를 모두 재 성 있게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스템을 이용하
여 EGR cooler fouling 상에 한 모사 실험을 진행
하 고, 측정되는 데이터는 Fig. 2와 같이 수집하여 
분석하 다.

Fig. 2 Test results of EGR cooler

3. 실험결과  고찰

3.1 Flat 형태의 EGR cooler 특성

PM 공 에 따른 flat 형태의 EGR cooler의 질량 흐
름율(kg/h), 차압 변화  열교환 효율을 Fig. 3에 나
타내었다. C. S. Sluder et al.9)의 연구에서는 냉각수

Fig. 3 The change in pressure drop and heat exchanger effec-
tiveness for flat type EGR cooler on PM loading

온도  유량을 40, 70, 85°C와 5, 15, 30 SLPM인 상
태에서 매연의 퇴 량을 측정하여 fouling 상을 

분석하 으며, 낮은 냉각수 온도  유량에서 EGR 
cooler 내의 매연 퇴 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험16)과 실제 차량의 

운 조건 범 를 고려하여 배기가스의 온도는 

300°C, 냉각수 온도는 95°C로 하 으며, 냉각수 유
량은 25 L/min으로 설정하여 실험하 다. 배기가스 
 냉각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뒤에 PM 

feeder를 이용하여 carbon black을 0.7 g/min으로 공
하여 fouling 상을 모사하 다. Carbon black이 

EGR cooler에 공 되는 동안에는 thermal mass flow-
meter의 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측정장치로 들어
가는 배기가스의 경로를 변경하 고, EGR cooler 
fouling모사 후에 경로를 변경하여 EGR 밸 의 계

도량에 따른 EGR mass 량을 측정하 다. PM feeder
를 통해 carbon black을 약 90분 동안 공 하 을 경

우, EGR cooler의 차압은 약 17 mbar가 증가하고, 열
교환 효율은 약 15 %가 감소하 다.

Fouling이 일어나는 기 구간에서 열교환 효율
이 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후 구간에서는 열교환 효율의 구배가 낮아지기 

시작하 다. Carbon black의 퇴 양이 증가함에 따

라서 EGR cooler 내의 체 이 어들고 이에 따라 

차압이 증가하 고, 퇴 된 carbon black의 층(layer)



The Effect of Cooling Efficiency on Fouling by EGR Cooler Internal Shape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19, No. 1, 2011 105

이 증가함에 따라 열 항도 증가하여 열교환 효율

이 떨어진 것으로 단된다.

3.2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 특성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는 원형  형태의 

구조에서 냉각수와 배기가스의 열교환을 잘 이루어

지도록 하기 하여 면 을 증가시키기 해 고안

된 형태이다. L. Charny et al.2)  Sohn14)의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표면 의 증가  난류 유동이 층류유

동보다 열 달 성능을 향상시켜 EGR cooler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flat 형태와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의 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Shell & tube 형태  상용 제
품 형상은 Photo. 2와 같다.

Fig. 4에서는 flat 형태의 EGR cooler의 실험조건

Photo. 2 The Shell & tube type in EGR cooler

Fig. 4 The change in pressure drop and heat exchanger 
effectiveness for shell and tube type EGR cooler on 
PM loading

과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
일한 조건에서 carbon black을 공 하 을 경우, 
기 퇴  구간에는 격한 효율의 감소 후에 구배가 

어들었고,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의 열효
율은 약 38%가 감소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 다. 그
러나 차압은 약 17 mbar가 감소하여 flat 형태의 EGR 
cooler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EGR 질량 변

화에 따라 carbon black의 퇴   후의 차압과 열교

환 효율을 추가 으로 측정하 고 이를 flat 형태도 
같이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lat 형태의 경우에는 EGR 질량 변화에 따라 
fouling  후의 차압은 최  35 mbar가 증가하고, 
과 열교환 효율은 약 8 %정도 감소함을 나타내었
다. 반면에 Shell & tube 형태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
건에서 차압과 열교환 효율은 각각 약 23 mbar, 38 
%가 감소하 다. Carbon black 입자가 퇴 되기 

Fig. 5 Comparison of the change in pressure drop and heat 
exchanger effectiveness on the different EGR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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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erical result of pressure drop according to shape of corrugation

의 기 상태에서는 Shell & tube 타입보다 flat 형태
의 EGR cooler가 낮은 차압과 열교환 효율이 더 좋
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flat 형태의 EGR 
cooler가 배기가스와 하는 표면 의 차이로 인

하여 차압  열교환 효율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Carbon black이 EGR cooler에 퇴 됨에 

따라서 flat 형태의 경우에는 차압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반면에 Shell & tube 형태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열교환 효율에 
있어서도 carbon black이 퇴 에 따라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가 flat 형태보다 큰 효율의 하
가 발생하 다.

Fouling이 일어나면서 EGR cooler의 열교환 효율
이 떨어지는 경향은 기존의 연구 결과

9-11,14)
와 동일

하 으나 차압이 증가하는 flat 형태와는 달리 Shell 
& tube 형태의 경우에는 차압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
었다. 이는 Shell & tube 부분에 PM이 퇴 됨에 따라

서 Shell & tube 부분에 의해 생성되는 난류 유동의 
감소로 인하여 차압이 어드는 것으로 단되며 

이를 Fig. 6에 도시화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lat 형태의 내부 열교환기를 가진 경우에는 PM이 
열교환기 표면에 부착되어 PM 층에 의한 열 달율

의 감소에 의해 열교환 효율이 감소한다. 이때에는 
PM의 부착에 의한 유로의 감소로 압력손실이 증가
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Shell & tube 타입의 경
우에는 PM이 표면에 부착뿐만 아니라 나선 골의 재
순환 역에 과도하게 쌓이면서 나선 구조를 평탄한

(a) Flat type

(b) Shell & tube type

Fig. 6 Illustration of the inner EGR cooler

구조로 바꾸어 PM 층에 의한 열 달율의 감소와 유

동구조의 변경에 따른 면  감소에 의해 열교

환 효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이때의 
압력 손실 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Fig. 7
의 PM 퇴  모사 형상의 수치 해석 결과(2D axi-
symmetric, Fulent이용) 에서 보듯이 나선 구조의 평
탄화에 의한 향으로 압력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 계획

디젤엔진의 EGR 장치의 cooler의 울링(deposit)



EGR Cooler 내부 형상에 따른 Fouling이 냉각 성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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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냉각 효율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테스트 

리그  PM feeder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상용화 되어 있는 Shell & tube 형태와 flat 형태의 차
압  열교환 효율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 다.

EGR cooler의 fresh 상태에서 fouling이 일어나는 
기 구간에서 열교환 효율이 격히 감소하 으

며, 이후 구간에서는 기구간보다 낮은 기울기를 
유지하며 선형 으로 어드는 경향 나타내었다. 
추후 이런 상에 한 추가 인 이해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Flat 형태의 EGR cooler의 경우 fouling이 발생함

에 따라 차압은 33% 증가하 고, 열교환 효율은 
17% 정도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의 경우 차압과 열교환 효율이 각
각 28%, 49%가 감소하 다. Fresh 상태의 경우, flat 
형태의 EGR cooler가 약 12% 정도의 높은 효율을 나
타내었지만, fouling이 발생한 이후에는 동일한 
EGR 유량에 해 flat 형태의 EGR cooler가 Shell & 
tube 형태보다 약 82%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Shell & tube 형태의 경우에는 fouling이 발생하면서 
퇴 된 PM으로 인한 재순환 유동의 감소가 주된 원
인으로 사료된다.

Shell & tube 형태의 EGR cooler fouling에서 나타
나는 차압의 감소는 Shell & tube 부분에 carbon black
이 퇴 됨에 따라서 나선부분의 골에서 생성되는 

재순환 역의 감소에 인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flat 형태의 EGR cooler는 퇴 되는 PM의 두께에 
종속 인 반면에 Shell & tube 형태는 PM 퇴 층

(deposit layer) 뿐만 아니라 유동형태의 변화에도 기
인함을 알 수 있었다.

EGR cooler의 열교환 효율의 감소는 매연 입자의 
퇴 에 따른 퇴 층의 두께(deposit layer)  유동형
태 뿐만 아니라 PM의 열 물질 특성(thermal property)
의 변화에도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를 평가
하기 하여 디젤엔진의 PM, SOF 등이 조  가능한 

soot generator를 이용하여 여러 상태의 매연 입자를 
모사하여 매연 입자의 성분  층량에 따른 효율

의 변화를 측할 정이며 이를 통해 최 의 설계

를 가져올 수 있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기거 사업의 “Euro-6 
응 차세  EGR/후처리 복합시스템 특성  합
성 평가”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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