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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in and side reactions of the thre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reactions with ammonia over a 
vanadium-based catalyst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synthetic gas mixture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70~590°C. 
The three SCR reactions are standard SCR with pure NO, fast SCR with an equimolar mixture of NO and NO2, and NO2 
SCR with pure NO2. Vanadium based catalyst has no significant activity in NO oxidation to NO2, while it has high 
activity for NO2 decomposition at high temperatures. The selective catalytic oxidation of ammonia and the formation of 
nitrous oxide compete with the SCR reactions at the high temperatures. Water strongly inhibits the selective catalytic 
oxidation of ammonia and the formation of nitrous oxide, thus increasing the selectivity of the SCR reactions. However, 
the presence of water inhibits the SCR activity, most pronounced at low temperatures.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nalyzed by means of a dynamic one-dimensional isothermal heterogeneous plug-flow reactor (PFR) model 
according to the Eley-Rideal mechanism.

Key words : SCR(선택  매환원), Ammonia(암모니아), NOX reduction(질소산화물 감), Water(수분), 
Mathematical modeling(수학  모델링)

Nomenclature1)

ci : concentration of species i, mole fraction
Ci : concentration of species i, mol/m3gas
dh : hydraulic diameter of a channel of the monolith, m
Di : binary diffusion coefficient of species i in the 

mixture, m2/s
Ea,k : activation energy of reaction k, J/mol

*Corresponding author,  E-mail: wskim@hanyang.ac.kr

hm,i : mass transfer coefficient of species i in the 
mixture, m/s

k0,k : pre-exponential factor of rate constant k, 
varies

Kp : chemical equilibrium constant
Mi : molecular weight of species i, kg/mol
NR : number of reactions
P : pressure, bar
Re : Reynolds number, Re = udh/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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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 rate of reaction k, mol/m3/s
Rg : universal gas constant, J/mol/K
S : adsorption site of NH3

S : geometric surface area per unit monolith volume, 
m2/m3

Sc : Schmidt number, Sc=μ/(ρDi)
Sh : Sherwood number, Sh=hm,idh/Di

t : time, s
T : temperature, K
u : gas velocity, m/s
νik : stoichiometric coefficient of species i in the 

reaction k
x : axial coordinate, m

Greek symbols

β : O2 reaction order
γ : parameter for surface coverage dependence
ε : void fraction of the monolith
θ : ammonia surface coverage
ν : kinematic viscosity, m2/s
Σv : summation of atomic and structural diffusion 

volumes, cm3

Ω : ammonia capacity, mol/m3

Subscripts

g : gas
i : species index
k : reaction index
s : solid
x : axial coordinate

1. 서 론

형 는 소형 디젤엔진의 NOX 배기 규제 응
을 해 요소(urea) 는 탄화수소(HC)를 이용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LNC(lean NOX cat- 
alyst), 그리고 LNT(lean NOX trap) 등과 같은 매 기
술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urea-SCR은 NOX 배
출을 향후 배기 규제 이하의 수 으로 감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후처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Urea를 이용한 SCR DeNOX 매에는 각각 다른 활

성온도창(operating temperature window)을 가진 백
(platinum, 약 175~250°C), 바나듐(vanadium, 약 250~ 
450°C), 그리고 제올라이트(zeolite, 350~600°C) 등이 
다양한 운반제(carrier, Al2O3 는 TiO2)  진제

(promoter, WO3 는 MoO3)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바나듐1-4)과 제올라이트5,6) 계열의 SCR 매에 
한 수 많은 수치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NOX의 SCR 반응속

도에 수분이 미치는 향에 한 많은 연구가 V2O5- 
WO3/TiO2

2), V2O5/TiO2
3), CuZSM56), Cr2O3/TiO2

7), 
Fe/Zeolite8), V2O5-WO3/TiO2

9) SCR 매를 통해 수행
되어 왔으나, 상당히 제한 인 작동조건( 매 온도, 
화학종  반응) 하에서 이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
다. 기존 연구 결과는 배출가스 내 수분이 온 역
에서는 NOX 감효율을 하시키는 반면, 고온 
역에서는 이를 향상시킴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나듐계 매상에서 NOX의 SCR 

반응에 한 반응속도 모델 개발을 수행하 으며, 
배출가스 내 수분이 NOX의 SCR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분석하 다. 일반 으로 SCR 
매의 온도가 상 으로 온일 경우, 배출가스 내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NOX 감효율은 수분의 
반응 억제 효과에 의해 수분이 없을 때보다 크게 감

소된다. 그러나 매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고
온이 되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NOX의 감효율

은 수분이 없을 때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고온에
서 수분이 암모니아에 비해 매 표면에 강하게 흡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온에서 암모니아의 산화반
응은 감소하게 되고, NOX와 반응할 수 있는 암모니

아의 농도는 상 으로 증가하게 된다.2,3,6-9)

이러한 NOX의 SCR 반응속도에 수분이 미치는 
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해 모사 배기가스

를 이용한 test-rig 실험을 수행하 다. 바나듐계 
매상에서 NOX의 SCR 반응에 한 반응속도는 1차
원 등온 PFR(one-dimensional isothermal plug flow 
reactor) 모델과 연계하여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반응속도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해 모사 

배기가스를 이용한 test-rig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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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Reaction kinetics

R.1 NH S→NH S     exp
 NHNH

R.2 NH S →NH S     exp


NHNH
R.3 NH NOO → N HO   exp

 NONH
O  



R.4 NH NONO → N HO   exp
 NONO NH

R.5 NH NO → N HO   exp
 NO NH

R.6 NOO → NO   exp
 NOO  

  
NOO 

NO 

R.7 NO → NOO   exp
 NO 

  
R.8 NH O → N HO   exp

 NH
R.9 NH O → NOHO   exp

 NH
R.10 NH O → NOHO   exp

 NH
R.11 NH NOO → NOHO   exp

 NONH
R.12 NH NO → NOHO   exp

 NO NH
ln 


ln×  × × 

Table 1 Reaction rates used in the numerical model

2. 수치  모델

2.1 반응 매 모델

본 연구에서는 채  벽면과 채  내 가스의 열  

물질 달을 고려하기 하여 1차원 등온 PFR 모델
을 사용하 다. 채  벽  채  내 가스의 물질 달

을 나타내는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2,10)




    ±







 NO NO NOO
 (1)



NH


NH NH NH   
 (2)







   

 NHNO NO NOO
 (3)

 식에서 채  벽면과 채  내 가스의 물질 달

을 결정하는 계수()는 다음의 Sherwood 수의 

계식으로부터 계산된다.11)

Sh     (4)

Sh  Sh  Sh  Sh   (5)

Sh≈ to  dependent on the cell shape (6)

Sh  
ReS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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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emistry of nitrous oxide (N2O) formation

Sh  Sc
 




ReSc 



 (8)

여기서, 는 화학종 i의 확산계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Fuller 식12)을 사용하 다.

 
∑ ∑ 
   (9)

여기서,   


매 표면에서 NH3의 질량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NH
  





NH (10)

편미분 형태의 지배방정식 (1)~(3)과 (10)은 공간 
 시간에 하여 1차 정도의 후진차분법을 용하
여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변환한 후, 변환된 지배
방정식을 동시에 계산하여 해를 구하 다.

2.2 반응속도식

SCR 매 내 총 5개의 화학종(NH3, NO, NO2, N2O, 
O2)의 비정상 거동을 측하기 해서 매 표면에
서 NH3의 흡･탈착 반응과 주요 SCR 반응  NH3의 

산화반응식을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반
응식과 각각의 반응식에 한 반응속도식을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반응속도식에 포함된 반응상수
(kinetic parameter)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최 화 

기법을 용하여 구하 다.10)

반응식 (R.1)과 (R.2)는 NH3의 흡･탈착 반응, 반응
식 (R.3), (R.4)와 (R.5)는 각각 standard-, fast-, 그리고 
NO2-SCR 반응, 반응식 (R.6)과 (R.7)은 NO의 산화 
 NO2의 해리반응, 그리고 반응식 (R.8) ~ (R.11)은 
각각 N2, NO, N2O를 생성하는 NH3의 산화반응을 나

타낸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나듐 계열의 
SCR 매상에서 N2O의 생성은 크게 세 가지 반응온
도 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메커니즘에 의해 일

어난다.9) 약 350°C 이상의 고온 역에서는 반응식 
(R.10)과 (R.11)에 의해 N2O가 생성되고, 약 250 ~ 
350°C의 매 온도 역에서는 반응식 (R.12)와 
(R.13)에 의해 N2O가 생성된다.

R.13: NH NO O → NOHO
그리고 상 으로 온 역인 180~250°C에서

는 반응식 (R.14)를 통해서 N2O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14: NH NO → NON HO
 반응식에서 최종 생성물인 N2O는 간 생성물

인 질산암모늄(NH4NO3)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것으
로 추정되며, 빠른 가열과 함께 NOX 내 NO2의 농도

가 높고 가스 내 수분이 없을 경우 N2O의 생성은 보
다 진된다.  두 가지 반응식은 본 연구에서 수행
한 실험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단하여 본 연

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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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SCR DeNOX 매의 해석모델과 반응 메커니즘의 
타당성 검증  NOX의 감 효율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사 배기가스를 이용한 

test-rig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에는 바나듐 계열
의 매가 담지된 400 cpsi 모노리스를 직경 2.25 cm, 
길이 3.23 cm로 가공한 샘 이 사용되었다.13)

먼 , 가스 내 H2O를 공 하지 않고 NH3의 흡･탈

착 반응, NO의 산화  NO2의 해리반응, NH3의 산

화반응, 그리고 standard-, fast-  NO2-SCR 반응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가스의 공간속도는 

40000 h-1, O2 농도는 5%인 조건 하에서 매 온도를 
170°C에서 590°C까지 70°C 간격으로 변화시키며 
SCR 매의 NOX 감효율 특성을 분석하 다. 
한 가스 내 H2O의 농도(5%)가 매의 SCR 반응  
NH3의 산화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SCR DeNOX 매의 1차원 해석모델

은 가스 내 H2O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하
여 고려하 으며, 비정상 상태에서 NH3의 흡･탈착 

반응, 정상 상태에서 NO의 산화  NO2의 해리반응, 
NH3의 산화반응, 그리고 standard-, fast-  NO2-SCR 
반응에 따른 NOX의 감효율을 측함으로써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3.1 SCR 매의 NOX 감 특성
(가스 내 H2O 미포함)

SCR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의 NH3 흡･탈착 실험 
 해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가스의 공간속
도는 40000 h-1

로 유지하고, NH3의 유입 농도는 최  

500 ppm을 유지하다가 856 sec에서 유입을 단하
는 계단형태의 입력을 가하 다. 매 온도가 높을
수록 표면에 흡착되는 총 NH3의 양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매 표면이 보다 빨
리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이 흡착할 수 있는 NH3의 최  흡착량이 어

지기 때문이다.
Fig. 3은 NO의 산화반응에 의한 매 출구에서 

NO와 NO2의 농도를 온도에 하여 나타낸 것이다. 
유입 가스 내 NO와 O2의 농도는 각각 500 ppm, 5%

Fig. 2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NH3 
adsorption and desorption experiment performed at 
different temperatures; Feed: 500 ppm NH3, GHSV 
40000 h-1

Fig. 3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NO oxi-
dation; Feed: 500 ppm NO, 5% O2, GHSV 40000 h-1

이다. NO의 최  변환효율은 660°C에서 4.4%로, 바
나듐계 매는 NO의 산화반응에 한 활성(activity)
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14) 그리고 NO2의 해리반

응에 의한 NO와 NO2의 농도 변화를 Fig. 4에 나타내
었다. 이 반응을 통해 약 300°C부터 NO가 생성되며, 
NO2의 최  변환효율은 660°C에서 약 43%로 NO의 
산화반응에 비해 상 으로 높다.

Fig. 5는 유입 가스의 공간속도가 40000 h-1, NH3

의 농도가 500 ppm, O2의 농도가 5%일 때 NH3의 산

화반응에 의한 매 출구에서 NH3, NO, NO2  N2O
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약 250°C 이상에서 NH3의

산화반응(R.8, R.10, R.11)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N2  N2O가 생성된다. 그리고 NO와 NO2는 각각 

450°C, 520°C 이상에서 반응식 (R.9)와 (R.6)에 의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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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NO2 
decomposition; Feed: 500 ppm NO2, GHSV 40000 h-1

Fig. 5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ammonia 
oxidation; Feed: 500 ppm NH3, 5% O2, GHSV 40000 h-1

Fig. 6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tandard- 
SCR reaction; Feed: 500 ppm NH3, 500 ppm NO, 5% 
O2, GHSV 40000 h-1

유입 가스 내 NH3와 NO의 농도가 각각 500 ppm
이고, O2의 농도가 5%일 때 온도 변화에 따른 NOX

Fig. 7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ast-SCR 
reaction; Feed: 500 ppm NH3, 250 ppm NO, 250 ppm 
NO2, GHSV 40000 h-1

Fig. 8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NO2-SCR 
reaction; Feed: 500 ppm NH3, 500 ppm NO2, GHSV 
40000 h-1

의 감 특성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약 450°C보다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감효율은 격

히 감소하며, 380°C 이상의 고온에서는 standard- 
SCR 반응(R.3)의 활성화로 NO의 감효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450°C 이상에서 감효
율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NH3의 산화반응

(R.8~R.11)에 의해 NO와 반응할 수 있는 NH3가 감

소하기 때문이다.
Fig. 7은 유입 가스 내 NH3가 500 ppm, NO와 NO2

의 농도가 모두 250 ppm일 때 fast-SCR 반응에 의한 
매 출구에서 NH3, NO, NO2  N2O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Fast-SCR 반응에 의한 NOX의 감효율은 

상 으로 낮은 온도 역(240~450°C)에서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이는 NO와 NO2가 같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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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반응하는 fast-SCR 반응이 SCR DeNOx 매 내
에서 지배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80°C 
이상에서 NH3, NO  N2O의 농도가 상 으로 크

게 증가하여 NOX의 감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
는 NO2의 해리반응(R.7)에 의해 생성된 O2가 NH3의 

산화반응(R.8~R.11)에 참여하여 NO와 N2O를 생성
시킬 뿐만 아니라, fast-SCR 반응에 필요한 NO2의 

농도를 크게 감소시켜 fast-SCR 반응을 억제하기 때
문이다.
유입 가스 내 NH3와 NO2의 농도가 각각 500 ppm

일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매 출구에서 화학종의 배

출 특성을 Fig. 8에 나타내었다. Standard-  fast- 
SCR 반응에 비해 반응속도가 매우 느린 NO2-SCR 
반응은 약 310°C 이상에서 일어나며, 450°C 이하에
서 NOX 감효율은 상당히 낮다. 하지만 520°C 이
상에서 NOX 감효율은 fast-SCR 반응과 크게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O2의 해리반응에 의해 

생성된 NO가 fast-SCR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standard-  fast-SCR 반응과 달리 온 역
에서 N2O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NH3와 NO2가 반

응하여 N2O를 생성하는 반응식(R.12)에 의한 것으
로 단된다. 한 240°C 이하에서 실험과 해석 결
과와의 오차는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온 
역에서 질산암모늄이 생성되는 반응식 (R.15)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R.15: NH NO → NHNO N HO
 반응식에서 질산암모늄(NH4NO3)은 가열 조건

과 가스 내 수분의 포함 유무에 따라 “HNO3+NH3” 
는 “N2O+2H2O”로 열분해 된다고 알려져 있다.9) 
후자의 경우가 앞서 언 한 N2O의 생성반응식
(R.14)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반응은 본 실험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단되며, 이는 170°C에서 
N2O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 출
구에서 NH3와 NO2의 동일한 농도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질산암모늄으로부터 “HNO3+NH3”의 생성 
한 화학양론 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질산암
모늄이 생성되어 가스분석기인 FT-IR(Fourier trans- 
form infrared spectroscopy, AVL SESAM4 FT-IR-218)
에서 미검출 되었다고 단되어진다.

3.2 SCR 매의 NOX 감 특성
(가스 내 H2O 포함)

NO2의 해리반응, NH3의 산화반응, 그리고 standard-, 
fast-  NO2-SCR 반응에 의한 NO2/NOX 비와 NH3 
 NOX의 변환효율에 가스 내 H2O의 농도(5%)가 
미치는 향을 Figs. 9~13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s. 9와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된 체 온
도 역에 하여 가스 내 H2O가 포함됨에 따라 
NO2의 해리  NH3의 산화반응은 억제되며, 이러한 
억제 효과는 NH3의 산화반응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Figs. 11과 12는 각각 standard-  fast-SCR 반응속
도에 H2O가 미치는 향을 나타내며, 특정 온도를 
기 으로 SCR 매의 NOX 변환효율에 상반되는 
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다. 즉, standard-SCR 반응의

Fig. 9 NO2 fraction in NOX of the NO2 decomposition in the 
absence and in the presence of water; Feed: 500 ppm 
NO2, 5% H2O (humid feed), GHSV 40000 h-1

Fig. 10 NH3 conversion of the ammonia oxidation in the 
absence and in the presence of water; Feed: 500 ppm 
NH3, 5% O2, 5% H2O (humid feed), GHSV 40000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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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X conversion of the standard-SCR reaction in the 
absence and in the presence of water; Feed: 500 ppm 
NH3, 500 ppm NO, 5% O2, 5% H2O (humid feed), 
GHSV 40000 h-1

Fig. 12 NOX conversion of the fast-SCR reaction in the 
absence and in the presence of water; Feed: 500 ppm 
NH3, 250 ppm NO, 250 ppm NO2, 5% H2O (humid 
feed), GHSV 40000 h-1

경우, 매 온도가 470°C 이하일 때 H2O가 5% 포함
되어 있을 때의 NOX 감효율은 H2O의 standard- 
SCR 반응 억제 효과에 의해 H2O가 없을 때보다 크
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온도가 470°C 이상
이 되면, H2O가 5% 포함되어 있을 때 NO의 감효
율은 H2O가 없을 때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온에서 H2O가 NH3에 비해 매 표면에 강하게 흡착

하여 NH3의 산화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온에서 NH3의 산화반응은 감소하게 되고, NO와 
반응할 수 있는 NH3의 농도는 상 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향은 fast-SCR 반응에서도 약 380°C
의 매 온도를 기 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Fig. 13 NOX conversion of the NO2-SCR reaction in the 
absence and in the presence of water; Feed: 500 ppm 
NH3, 500 ppm NO2, 5% H2O (humid feed), GHSV 
40000 h-1

Fig.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NO2-SCR 반응의 경
우 H2O는 거의 모든 온도 역에서 SCR 매의 

NOX 감효율에 악 향을 미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나듐계 매상에서 NOX의 SCR 
반응에 하여 보다 자세한 반응속도 모델 개발을 

수행하 으며, 배출가스 내 수분이 NOX의 SCR 반
응속도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분석하 다.
1) NO의 NO2로의 산화반응속도는 660°C에서 4.4%
의 최  변환효율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NO2의 해리반응에 의한 최  변환효율은 660°C
에서 약 43%로 NO의 산화반응에 비해 상당히 높
다. 한 약 250°C 이상에서 N2와 N2O를 생성하
는 NH3의 산화반응은 활성화되고, NO와 NO2는 

각각 450°C, 520°C 이상에서 NH3와 NO의 산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2) Fast-SCR 반응에 의한 NOX의 감효율은 상

으로 낮은 온도 역(240~450°C)에서 90% 이
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380°C 이상에서 NH3, NO 
 N2O의 농도는 상 으로 크게 증가하여 

NOX의 감효율은 감소된다. 이는 NO2의 해리

반응에 의해 생성된 O2가 NH3의 산화반응에 참

여하여 NO와 N2O를 생성시킬 뿐만 아니라, 
fast-SCR 반응에 필요한 NO2의 농도를 크게 감소

시켜 fast-SCR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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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ndard-  fast-SCR 반응에 비해 반응속도가 
매우 느린 NO2-SCR 반응은 약 310°C 이상에서 
일어나며, 450°C 이하에서 NOX 감효율은 상당
히 낮다. 하지만 520°C 이상에서 NOX 감효율은 
NO2의 해리반응에 의해 생성된 NO가 fast-SCR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fast-SCR 반응에 의한 
NOX 감효율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

4) 고려된 체 온도 역에 하여 가스 내 H2O가 
포함됨에 따라 NO2의 해리  NH3의 산화반응

은 억제되며, 이러한 H2O의 반응 억제 효과는 
NH3의 산화반응에서 보다 크다.

5) Standard-  fast-SCR 반응의 경우, 특정 매 온도
(각각 470°C, 380°C) 이하일 때, H2O가 5% 포함
되어 있을 때의 NO 감 효율은 H2O의 반응 억
제 효과에 의해 H2O가 없을 때보다 크게 감소된
다. 하지만 특정 매 온도 이상이 되면 H2O가 
5% 포함되어 있을 때의 NO 감 효율은 H2O가 
없을 때보다 향상된다. 이는 고온에서 H2O가 
NH3에 비해 매 표면에 강하게 흡착하여 NH3의 

산화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NO2-SCR 
반응의 경우, H2O는 거의 모든 온도 역에서 
SCR 매의 NOX 감효율에 악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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