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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촉매 부착 입자 필터의 온도 상승을 제어하여, 필터의 열 열화를 방지한다.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를 담지하여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자를 포획하는 입자 필터(18)와, 이 필터(18)에 상

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으로서의 ECU(9)와, 상기 촉매가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촉매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

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상기 흡수한 SO X 의 양을 소정치와 비교하여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으

로서의 ECU(9)와, S 피독으로부터 상기 촉매를 회복시키는 S 피독 회복 수단으로서의 ECU(9)를 구비하고, S 피독 

상태에 상기 촉매가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 재생 수단에서 미립자를 제거하

고 나서 상기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해 S 피독으로부터 상기 촉매를 회복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촉매 부착 입자 필터, 미립자, 필터 재생 수단, S 피독 판정 수단, S 피독 회복 수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를 적용한 내연기관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Ⅱ-Ⅱ선 단면도.

도 3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엔진의 배기 정화 장치의 작동 제어 실행 루틴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플로

우 챠트.

도 4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엔진의 배기 정화 장치의 작동 제어 실행 루틴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

도 5는 도 4를 보충하는 플로우 챠트.

도 6은 도 4를 보충하는 플로우 챠트.

도 7은 도 4를 보충하는 플로우 챠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엔진 2: 흡입 매니폴드(intake manifold)

3: 흡기관 4: 공기 청정기(air cleaner)

5: 공기 유량계(airflow meter) 6: 터보 차저(turbo charger)

6a: 압축기(compressor) 6b: 터빈

9: ECU(S 피독 판정 수단, S 피독 회복 수단,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 필터 승온 제어 수단, 환원제 공급량 제어 수단,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

10: 인젝터 11: 공동 레일

12: 연료 펌프(환원제 공급 수단)

13: 배기 포트 14: 배기 매니폴드(exhaust manifold)

15: 접속관 16: 배기관

17: 흡장 환원형 NO X 촉매(NO X 흡수제)

17a: 배기온 센서

18: 촉매 부착 입자 필터(필터) 19: 연료 첨가 노즐(환원제 공급수단)

20: 연료 파이프(환원제 공급 수단) 21: 연료 통로(환원제 공급 수단)

22: 제어 밸브(환원제 공급 수단) 23: EGR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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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GR 냉각기(EGR cooler) 25: EGR 밸브

26: 액셀러레이터 개도 센서 27: 크랭크각 센서

30: 실린더 헤드 100: 배기 재순환 장치

20, 130: 압력 센서 141, 142, 143, 144: 분기 통로

Ep: 미립자의 퇴적량과 미립자의 단위당 발열량의 곱으로부터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가 전부 연소하였을 때의 총발열

량

Gp: 입자 필터에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의 퇴적량

Ga: 흡입 공기량 Ne: 엔진 회전수

Pd: 입자 필터의 전후 차압 Pd': 입자 필터의 전후 차압

Pd: 입자 필터의 실측 전후 차압

Qad: 최종 목표 온도(Tf)가 되기까지의 사이에 입자 필터를 승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 첨가 노즐로부터의 연료 

첨가량

Qad': 연료 첨가량 Tc: 필터 하류측 배기 온도

Te: 엔진 부하 Tf: 최종 목표 온도

Tu1: Qad의 첨가에 의해 상승할 입자 필터의 전망 온도

Td: 총발열량에 의한 촉매 승온

Tf: 최종 목표 온도

Ti: 입자 필터가 열 열화하지 않는 한계 온도(순간 승온 목표 온도)

Tm: 필터에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도인 한계 온도

Tu2: 순간 승온 목표 온도로부터 최종 목표 온도로까지 입자 필터를 승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

#1: 1번 기통 #2: 2번 기통

#3: 3번 기통 #4: 4번 기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배기 중의 질소 산화물(이하, 특히 한정하지 않는 한 「N

O X 」라고 한다.)을 제거하는 수단과 배기 중의 미립자를 제거하는 수단을 갖는 배기 정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배기 정화 장치로서, 희박(lean) NO X 촉매, 3원 촉매 등의 촉매를 케이스 내에 포

함시키는 촉매 컨버터나, 배기 중의 매연이나, 미연 연료 성분 등의 입자 형태 물질인 소위 입자 매터(Particulater M

atter; 이하 특히 한정하지 않는 한 「P.M.」이라고 한다.) 등의 미립자를 제거하는 입자 필터 등이 알려져 있다.

희박 NO X 촉매는, 디젤 엔진 등의 압축 착화식 내연기관이나 린번(lean burn) 가솔린 엔진 등의 희박 연소식 내연기

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를 정화 가능한 촉매이고, 이것으로는 선택 환원형 NO X 촉매나 흡장 환원형 NO X 촉매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희박 NO X 촉매 중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에 대하여 설명하면,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는, 예를 들면 알루미나(Al 2

O 3 )를 담체로 하고, 이 담체상에 예를 들면 칼륨(K), 나트륨(Na), 리튬(Li), 세슘(Cs)과 같은 알칼리 금속과, 바륨(B

a), 칼슘(Ca)과 같은 알칼리 토류와, 란탄(La), 이트륨(Y)과 같은 희토류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와, 백금(Pt)과 같

은 귀금속을 담지하여 구성한다.

또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는, 유입 배기의 공연비가 희박(lean)일 때는 NO X 를 흡수하고, 유입 배기의 산소 농도

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한다는 NO X 의 흡방출 작용을 행한다.

상기 압축 착화식 내연기관이나 희박 연소식 내연기관에서는, 통상의 운전 시에 있어서의 배기의 공연비(이하 「배기

공연비」라고 한다.)가 희박이므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를 이들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에 적용하면 배기 중의

NO X 가 NO X 촉매에 흡수된다. 그러나, 그 흡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포화하여, 그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어 NO X 가 누설(leak)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누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NO X 흡수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때까지 흡장 환원형 NO 

X 촉매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시켜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를 NO X 흡수 전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

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가 상기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유입 배기 가스의 공연비를 소정 타이밍으로 

농후(rich)하게 하고 산소 농도를 극도로 저하시켜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로부터 NO X 를 방출시키는 것에 의해 

그 NO X 흡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이하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의 재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NO X 의 방출을 행하는 것만으로서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의 재생은 가능하더라도 NO X 촉매의 

원래의 기능인 NO X 정화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이미션(emission)의 악화로 연결된다. 그래서 배기 포트에 구비된 노

즐로부터 내연기관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기관 연료를 분사하여 해당 기관 연료를 환원제로

서 NO X 흡수제에 첨가하는 것으로 방출된 NO X 를 N 2 로 환원하고, 따라서 NO X 정화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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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관 연료에는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하면 유황 산화물(이하, 특히 한정하지 않는 한 「SO X

」라고 한다.)을 생성한다. 그리고, SO X 는 NO X 와 같은 메카니즘으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흡장 환원형 NO X 촉매가 SO X 를 흡수한 만큼,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의 NO X 정화율이 저하되고, 

흡장 환원형 NO X 촉매가 그 원래의 기능인 NO X 정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 소위 S 피독을 발생한다. S 피독 상

태에 있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는 회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처리를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의 S 피독 회복

처리라고 한다.

S 피독 회복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연비 또는 농후 공연비의 배기를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에 흘려보내고 

촉매 온도를 예를 들면 600 내지 700℃ 정도의 고온으로 하는 것으로써 행한다. 이러한 고온도로까지 흡장 환원형 N

O X 촉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SO X 가 NO X 보다도 방출되기 어렵다는 특질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압축 착화식 내연기관인 디젤 기관에 있어서는, 배기 중에 포함되는 상기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관 배기 

통로 내에 미립자를 포집하는 입자 필터를 배치하는 것이 주지이다.

포집한 미립자를 그대로 두면 입자 필터가 눈 막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립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원래의 상태로 입자 필터를 되돌리는(필터의 재생) 처리를 입자 필터의 재생처리라고 한다. 입자 

필터의 재생처리는 미립자를 연소하는 것으로 행한다. 미립자는 예를 들면 500℃ 정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한다.

그런데 미립자의 제거와 동시에 배기 중의 유해 성분인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 산화물(NO X )도 동시

에 정화하는 기술로서 입자 필터에 촉매를 담지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 촉매를 담지한 입자 필터를 촉매 부착 입자 

필터라고 한다.

그러나, 미립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500℃ 정도 이상의 고온이 아니면 착화연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촉매 부착 입자 

필터에서 미립자를 포집하더라도, 촉매 부착 입자 필터는 단순히 촉매와 입자 필터를 조합한 것만에 불과하므로, 미

립자가 착화하는 상기 온도에 촉매 부착 입자 필터가 없으면 미립자는 필터 표면상에 서서히 퇴적될 뿐이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상기한 바와 같은 눈 막힘을 일으켜 촉매 부착 입자 필터는 기능 부전 상태가 된다.

그런데 디젤 기관의 배기 온도는, 통상, 상기 500℃보다도 낮다. 따라서 해당 입자 필터를 기관 배기열에 의한 승온과

는 별도의 승온 수단을 사용하여 500℃ 이상의 온도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디젤 엔진의 배기 온도로

서는, 600 내지 700℃ 정도의 높은 온도를 요하는 피독 회복 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배기 온도를 피독 회복 처리를 할 수 있는 온도로까지 상승시키 는 기술이 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 10-306

717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촉매 부착 입자 필터에 미립자가 퇴적되어 있을 때에 배기 공연비를 농후 공연비로 하고 S 피독 회복을 위한 

고온도의 배기 온도로 하면 , 피독 회복에 필요한 온도보다도 저온도에서 연소하는 미립자는 단숨에 연소하여 버리고

더군다나 그 양은 퇴적하고 있는 만큼 많기 때문에, 다량의 열 에너지를 발생하여 필터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상승시

켜 버리는 것이 고려된다. 이 온도 상승은 필터의 열 열화를 유발하며, 따라서 NO X 환원 능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촉매 부착 입자 필터로부터 미립자를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 매연 등의 미립자의 연소를 억제하고, 촉매 부착 입자 필터의 열 열화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는 다음 수단을 채용하였다.

(1)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는,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며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

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

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 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

독으로부터 상기 NO X 흡수제를 회복시키는 S 피독 회복 수단을 구비하고, S 피독 상태에 상기 NO X 흡수제가 있다

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 재생 수단에서 미립자를 제거하고 나서 상기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해 S 피독으로부터 상기 NO X 흡수제를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여기서, 내연기관 전체의 제어를 행하는 ECU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함과 동시에, 본 발명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

한다.

EC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쌍방향성 버스에 의해서 서로 접속한, 중앙 처리 제어 장치

인 CPU, 판독 전용 메모리인 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RAM, 입력 포트, 출력 포트 등으로 이루어진다.

입력 포트는, 내연기관이 차량에 설치된 각종 센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이들 각종 센서의 출력신호가 입력 포트를

통하여 ECU 내에 들어가면, 이들 각 센서에 걸리는 파라미터는 일시적으로 RAM에 기억된다.

그리고, CPU는 쌍방향성 버스를 통하여 RAM에 기억하여 둔 상기 파라미터를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고, 이들의 파라

미터에 근거하여 CPU가 필요로 하는 연산처리을 행하며, 이 연산처리의 결과, 출력 포트를 개재시켜 내연기관의 각

종 구성부재가 기능한다.

「NO X 흡수제」로서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를 예시할 수 있다.

「미립자」로서는, 주로 매연이나 P.M.을 예시할 수 있다.

「필터」로서는 입자 필터를 예시할 수 있다.

「필터 재생 수단」으로서는, 필터의 재생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지만, 적합한 예로서는, 입자 필터가 포

집한 미립자를 내연기관의 배기가스열이나 내연기관에 구비한 전기 히터의 열 이용에 의해서 소각하는 수단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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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기 가스열이나 전기 히터열을 어떠한 타이밍으로 입자 필터에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운전상태

에 따라서 다르다.

「S 피독 판정 수단」으로서는, NO X 흡수제에 의한 SO X 흡수량을 소정치와 비교하여, NO X 흡수제가 S 피독 상

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S 피독 판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 피독 회복 수단」으로서는, NO X 흡수제의 온도를 예를 들면 600 내지 70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하면서 이론

공연비 또는 농후 공연비의 배기를 NO X 흡수제에 흘릴 수 있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S 피독 회

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내연기관」으로서는, 희박 연소식 내연기관인 린번 가솔린 엔진이나 압축 착화식 내연기관인 디젤 엔진을 예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에서는, S 피독 판정 수단 에 의해서 상기 NO X 흡수제가 S 피독 

상태에 있다고 판정된 경우, 필터 재생 수단에서 미립자를 우선 제거한다. 그리고 이 제거가 종료한 후에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해서 NO X 흡수제를 S 피독으로부터 회복시킨다.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NO X 흡수제를 S 피독으로부터 회복시킬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미립자가 제거된 상태에

있으므로 미립자를 연소하고자 하더라도 미립자의 연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립자의 연소에 기인한 입자 필터의 

온도 상승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필터는 열 열화하지 않는다.

(2)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는,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며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

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과, 상기 NO X 흡수

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독 상태에 상기 NO X

흡수제가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 재생 수단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상태에 근

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 제어를 행하는 필터 승온 제어 수단을 갖는다.

여기서 「NO X 흡수제」,「미립자」,「필터」,「필터 재생 수단」,「S 피독 판정 수단」 및 「내연기관」은, (1)항

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필터 승온 제어 수단」으로서는, 필터 재생 수단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 상태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기 때문에, ECU를 필터 승온 제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NO X 흡수제가 S 피독 상태에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되면, 상기 필터 재생 수단

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상태에 근거하여 필터 승온 제어 수단에 의해 필터의 승온 제어를 한다. 이 결과, 상황에 따른 

미립자의 연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립자의 급격한 연소에 의한 필터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따라서 필터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는,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며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

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

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독

상태에 상기 NO X 흡수제가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

의 양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율을 변화시키는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을 갖는다.

여기서, 「NO X 흡수제」, 「미립자」, 「필터」, 「필터 재생 수단」, 「S 피독 판정 수단」 및 「내연기관」은, (1)

항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으로서는, S 피독 상태에 NO X 흡수제가 있다고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필터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의 양에 근거하여 필터의 승온율을 변화시키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

를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터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의 양을 고려하여 필터의 승온율을 변화시켜 가면, 서서히 미립자를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도 이상으로는 되기 어렵다.

(4) 그리고 상기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은, 상기 필터의 승온율을 미립자의 양에 비례시키는 승온 제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꿔 말하면, 필터에 퇴적한 미립자의 퇴적량이 많을 때는 적을 때와 비교하여 승온율을 작게 한다.

필터에 미립자가 많이 퇴적되어 있으면 미립자는 단숨에 불타버린다. 그러나 필터의 승온율을 미립자의 양에 맞추어

서 가감하면 미립자가 연쇄적으로 단숨에 연 소하여 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

도이상으로 되는 것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5)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는,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며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

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

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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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X 흡수제를 담지하는 상기 필터로 향하여 NO X 환원용의 환원제를 공급하는 환원제 공급 수단과, 상기 NO X 흡

수제에 상기 소정치 이상의 SO X 가 흡수되어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의 온도

가 소정 온도가 될 때까지는 상기 환원제 공급 수단으로부터 특정량의 환원제를 공급하지만 상기 소정 온도에 필터의

온도가 도달한 후에는 상기 특정량보다도 많은 환원제를 공급하는 환원제 공급량 제어 수단을 갖는다.

여기서, 「NO X 흡수제」,「미립자」,「필터」,「필터 재생 수단」, 「S 피독 판정 수단」 및 「내연기관」은, (1)항

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환원제 공급 수단」으로서는, 기관 연료를 분출하는 노즐 및 그 관련 부재 인 연료 펌프, 연료 파이프,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기관 연료량을 제어하는 제어 밸브를 예시할 수 있다.

「환원제 공급량 제어 수단」으로서는, NO X 흡수제에 상기 소정치 이상의 SO X 가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 판정된 경우, NO X 흡수제의 온도가 소정 온도가 될 때까지는 상기 환원제 공급 수단으로부터 특정

량의 환원제를 공급하지만 상기 소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상기 특정량보다도 많은 환원제를 공급하도록 설정한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환원제 공급량 제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원제 공급 수단에 의해 필터에 공급된 환원제의 양이 많으면 해당 환원제의 연소에 의해서 단숨에 미립자

가 불타버려 급격하게 필터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필터의 열 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환원제가 적으면 

환원제의 연소도 적기 때문에, 미립자가 단숨에 타는 것을 억제하고, 미립자는 점차 연소하여 가기 때문에 필터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소정 온도에 필터의 온도가 도달하였을 때에 타이밍 좋게 미립자의 연소를 종료

할 수 있도록 하여 두면 이미 미립자는 필터에 퇴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기 특정량보다도 많은 환원제, 즉 NO X

의 환원정화에 원래 필요한 환원제를 공급하더라도 미립자가 단숨에 타는 것에 기인한 필터의 열 열화는 생기지 않는

데다가, 필터의 재생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필요한 온도보다도 고온의 피독 회복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필요한 온도 

로까지 촉매 부착 입자 필터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결과, S 피독 회복 처리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6)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는,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고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

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퇴적한 미립자의 양을 검출하는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과, 상기 NOx 흡수제가 상

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x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한 경우에 S 피독으로부터 상기 NO X 흡수제를 회복시키는 S 피독 회복 수단과, 상기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이 소정량 이상으로 미립자가 퇴적하고 있는 것을 검출한 경우, 상기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한 S 

피독 회복 처리를 정지하는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을 갖는다.

여기서, 「NO X 흡수제」, 「미립자」, 「필터」, 「S 피독 회복 수단」 및 「내연기관」은, (1)항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으로서는 기관 운전 상태의 이력으로부터 NO X 흡수제에 흡수된 NO X 량을 추정하도

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

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소정량」이란, 미립자의 퇴적량이 해당 소정량 이상으로 퇴적한 상태에서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한 S 피독 회복 처

리를 실행하면, 필터의 열 열화를 유발하고, 따라서 NO X 환원 능력 저하의 요인으로 될 수 있는 한계량을 의미한다.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으로서는 소정량 이상으로 미립자가 퇴적하고 있는 것을 상기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

단이 검출한 경우, 상기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한 S 피독 회복 처리를 정지하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를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

를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이 소정량 이상으로 미립자가 퇴적하고 있는 것을 검출한 경우에는 S 피독 회복 처

리 정지 수단에 의해 S 피독 회복 처리를 정지하기 때문에, 해당 정지 후, 미립자가 산화제거되고 나서 S 피독 회복 수

단에 의해서 S 피독 회복 처리를 행하면 S 피독 회복을 위한 높은 온도로 배기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립자의 연

소에 기인한 필터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 1 실시예)

우선, 도 1을 참조하여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의 전체 구성을 설명한다.

엔진(1)은 압축 착화식 내연기관인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을 예시한다. 그리고 이 엔진(1)의 각 기통의 연소실에는, 흡

기관(3), 및 흡입 분기관인 흡입 매니폴드(2)를 통하여 흡기가 도입된다.

흡기관(3)의 개시단에는 공기 청정기(air cleaner; 4)를 설치하고, 흡기관(3)의 중도에는, 공기 유량계(airflow meter;

5), 터보 차저(turbo charger; 6)의 압축기(6a), 인덕터 냉각기(7), 흡기 스로틀 밸브인 스로틀 밸브(8)를 설치하고 있

다.

공기 유량계(5)는 공기 청정기(4)를 통하여 흡기관(3)에 유입되는 새로운 기체의 공기량에 따른 출력신호를 ECU(9)

에 출력한다. ECU(9)는 디지털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버스에 의해서 서로 접속된 ROM(리드온리 메모리), RA

M(랜덤 액세스 메모리), CPU(센트럴 프로세서 유닛), 입력 포트, 출력 포트 등을 구비하며, 엔진(1) 전체의 제어를 행

한다.

그리고 공기 유량계(5)의 출력신호가 입력 포트를 통하여 ECU(9)에 들어 가면 그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CPU가 흡입 

공기량(Ga)을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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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엔진(1)의 각 기통의 연소실에는 각각 연료 분사 밸브인 인젝터(10)로부터 연료(경유)가 분사된다. 이 연료는, 

도시하지 않는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 펌프(12)에 의해서 펌프 업되고, 공동 레일(11)을 통하여 인젝터(10)에 공급된

다. 인젝터(10)에 의한 연료 분사량도 내연기관의 운전 상태에 근거하여 CPU가 산출한다.

연료 펌프(12)는 엔진(1)의 도시하지 않는 크랭크 샤프트에 의해서 구동된다. 또한 각 인젝터(10)의 개방 밸브 시기 

및 개방 밸브 기간은, 엔진(1)의 운전상태에 따라서 ECU(9)에 의해서 제어된다.

또한, 엔진(1)의 각 기통의 연소실에서 생긴 배기가스는, 각 기통의 배기 포트(13)를 연결하는 복수의 분기 통로를 합

친 형태의 배기 집합관인 배기 매니폴드(14)에 배출된다. 여기서, 엔진(1)의 기통 번호를, 도 1중 우단에 배치된 기통

을 1번 기통(#1)으로 하고, 좌측으로 차례로, 2번 기통(#2), 3번 기통(#3)으로 하며, 도면중 좌단에 배치된 기통을 4

번 기통(#4)이라고 한다.

또한, 기통(#1 내지 #4)의 배기 포트에 대응하는 상기 분기 통로를 각각 부호(141 내지 144)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배기 매니폴드(14)에 있어서 4번 기통(#4)에 대향하는 부위 즉 배기 매니폴드(14)의 일단 부분에는, 해당 부분 및 배

기관(16)상에 설치한 과급기인 터보 차저(6)를 접속하는 접속관(15)을 배관하고 있다. 접속관(15)에 의해서 배기가스

를 터보 차저(6)의 터빈(6b)으로 유도한다. 터빈(6b)은 배기가스에 의해서 회전하여 터빈(6b)과 연결되어 있는 압축

기(6a)를 작동하여 흡기를 승압한다. 또한, 배기 포트(13)로부터 배기관(16)의 종단까지를 기관 배기 통로라고 한다.

배기가스는 터빈(6b)을 경유하여 배기관(16)에 있어서의 터빈(6b)의 설치 개소보다도 하류측에 배출된 도시하지 않

는 머플러(muffler)를 경유하여 대기에 배출된다. 배기관(16)의 도중에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NO X 흡수제; 17)

를 담지한 촉매 부착 입자 필터(이하 특히 한정하지 않는 한 간단히 「입자 필터」라고 한다; 18)를 구비하고 있다. 흡

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배기관(16) 중 입자 필터(18)의 상류측 근방에는, 입자 필터(18)의 직전의 배기 압력을 검출하는 압력 센서(1

20)를 설치하고 있고, 입자 필터(18)의 하류측 근방에는 입자 필터(18) 직후의 배기 압력을 검출하는 압력 센서(130)

를 설치하고 있다. 압력 센서(120)와 압력 센서(130)로부터 입자 필터(18)의 전후 차압(Pd)을 실측한다. 또 Pd를 이

후 실측에 의한 입자 필터(18)의 전후 차압이라고 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의 대신에 선택 환원형 NO X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좋다.

또한, 엔진(1)의 실린더 헤드(30)에는, 4번 기통(#4)의 배기 포트(13)에 임하여 연료 첨가 노즐(19)을 설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연료 첨가 노즐(19)을 배기 매니폴드(14)의 일단 부분에 가장 가까운 일 기통인 4번 기통(#4)의 배기 

포트에 설치하고 연료 첨가 노즐(19)에는, 연료 펌프(12)에서 펌프 업된 연료가, 연료 파이프(20) 및 실린더 헤드(30)

에 설치한 연료 통로(21)를 통하여 공급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연료 파이프(20)의 중도에 설치한 제어 밸브(22)에 의

해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 토출되는 연료의 양을 제어한다. 또, 제어 밸브(22)는 ECU(9)에 의해 그 개폐 및 개도 

제어를 행한다.

도 2는 도 1의 Ⅱ-Ⅱ선 종단면도이고, 도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료 첨가 노즐(19)은 그 토출구로부터 분사

하는 연료가 접속관(15)으로 향하도록 장착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연료 펌프(12), 연료 파이프(20),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 분사되는 기관 연료량을 제어하는 

제어 밸브(22), 연료 통로(21), 연료 첨가 노즐(19)은, 환원제 공급 수단을 구성한다. 또, 환원제로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원제 공급 수단은 연료 첨가수단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

는 내연기관이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연료인 예를 들면 경유를 환원제로서 사용한다.

그리고, 제어 밸브(22)의 작동 제어 나아가서는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의 연료 분사는, 주지의 어플리케이션 프로

그램에 의해서 실행되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 따라서, ECU를 환원제 공급량 제어 수단이라고 한다.

상기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 환원제가 토출하기 때문에 연료 첨가 노즐(19)을 환원제 공급 수단의 토출구라고 할 

수 있다. 환원제 공급 수단의 토출구인 연료 첨가 노즐(19)은, 기관 배기 통로 중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의 설치 

개소보다도 상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연료 첨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상기 환

원제 공급 수단에 의한 연료 첨가의 필요와 불필요는 다음에 언급하는 연료 첨가 판단 수단에 의해서 판단한다.

연료 첨가 판단 수단이란, 기관 운전 상태의 이력으로부터 NO X 흡수제에 흡수된 NO X 량을 추정하고, 그 추정 NO 

X 량이 미리 설정한 소정치에 도달하였을 때에 연료 첨가시기라고 판단하도록 설정된 주지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을 들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CPU의 속성은 ECU(9)에 있다. 따라

서, ECU(9)를 연료 첨가 판단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연료의 첨가량을 얼마만큼으로 할지는 추정 NO X 량에 따라서 다르고, 그 추정 NO X 량에 맞추어서 소정 시간만

큼 환원제 공급 수단을 작동하여 소정량의 연료 를 배기가스 중에 공급하며,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유입하는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키고,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흡수된 NO X 를 방출시키며, N 2 로 환원한

다.

또한, 배기 매니폴드(14)에 있어서 1번 기통(#1)에 대향하는 부위인 타단부분에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계로 되돌

리기 위한 배기 환류관(이하, EGR 관이라고 약기한다; 23)의 일단 입구인 배기 흡입구(23a)를 접속하고 있으며, EGR

관(23)의 타단은 흡기계를 구성하는 흡입 매니폴드(2)에 접속되어 있다. 이 타단 부분에 배기 흡입구(23a)를 접속하

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각 기통으로부터 유입된 배기가스가 집합된다.

또한 EGR 관(23)의 도중에는 EGR 냉각기(24)와 EGR 밸브(25)를 설치하고 있다.

EGR 냉각기(24)는 EGR 가스와 기관 냉각액 사이에서 열교환을 행하는 열교환기이고, 그 내부에는 기관 냉각액이 통

과하는 도시하지 않는 기관 냉각액 관로와 이 기관 냉각액 관로에 EGR 가스가 바로 접한 상태에서 EGR 가스를 통과

시키는 도시하지 않는 EGR 가스 통로관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냉각액이 상기 기관 냉각액 관로를 흐르고 있

을 때에 EGR 가스가 기관 냉각액 관로에 접하는 것으로 EGR 가스의 온도를 흡수하여 EGR 가스의 온도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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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밸브(25)는, 엔진(1)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ECU(9)에 의해서 개도 제어되어, EGR 율을 제어한다. EGR 관(23)

과 EGR 냉각기(24)와 EGR 밸브(25)는 배기 재 순환 장치(EGR; 100)를 구성한다.

또한, 배기관(16)에 있어서 입자 필터(18)의 바로 하류에는, 입자 필터(18)로부터 유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이하 「

필터 하류측 배기 온도」라고 한다; Tc)에 대응한 출력신호를 출력하고, 이 출력신호를 입력 포트를 통하여 ECU(9)

에 넣는 배기온 센서(17a)를 설치하고 있다. 배기온 센서(17a)에 의해 입자 필터(18)에 담지되어 있는 촉매가 유효하

게 기능하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목표가 되는 활성 온도 등,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관한 온도나 입자 필터(18)

의 온도를 검출한다. 또, 배기온 센서(17a) 대신에 입자 필터(18) 자체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흡장 환원형 N

O X 촉매(17)에 관한 온도를 검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리고, CPU는, 엔진(1)의 운전 상태{엔진 회전수(Ne) 및 엔진부하(Te) 등으로부터 특정}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S 

피독 회복에 필요한 온도(이하 「최종 목표 온도」라고 한다; Tf)가 되기까지의 동안 입자 필터(18)를 승온시키기 위

해서 필요한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의 연료 첨가량(Qad)이나 필터 하류측 배기 온도(Tc)를 구한다. Qad의 첨가에

의해 상승할 입자 필터(18)의 전망 온도를 부호(Tu1)로 나타낸다. 또한 필터 하류측 배기 온도(Tc)와 상기 흡입 공기

량(Ga)으로부터 입자 필터(18)의 전후 차압(Pd')을 연산에 의해서 예측한다. 이 차압(Pd')을 이후 「예측 차압(Pd')」

이라고 한다. 입자 필터(18)의 예측 차압(Pd')과 상기 필터 하류측 배기 온도(Tc), 흡입 공기량(Ga) 및 입자 필터(18)

의 실측 전후 차압(Pd)을 기본 요인으로 한, 입자 필터(18)로의 미립자의 퇴적량 맵(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입자 필

터(18)에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의 퇴적량(Gp)을 추정한다. 미립자의 퇴적량(Gp)과 미립자의 단위당 발열량의 곱으로

부터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가 전부 연소하였을 때의 총발열량(총 에너지량; Ep)을 구할 수 있다. 이 총발열량(Ep)을 

입자 필터(18)의 열 용량으로 나누면 총발열량(Ep)에 의한 촉매 승온(Td)을 연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총발열량(Ep

)에 의한 촉매 승온(Td)을, 필터에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도인 한계 온도(Tm)로부터 빼는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서 입자 필터(18)에 순차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가 전부 연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입자 필터(18)의 승온량

으로, 바꾸어 말하면, 입자 필터(18)에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가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흡장 환원형 NO X 촉매의

승온량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입자 필터(18)가 열 열화하지 않는 한계의 온도(이하 「순간 승온 목표 온도」라고 한

다.; Ti)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로부터 최종 목표 온도(Tf)로까지 입자 필터(18)를 승온시키기 위해서 요하는 온도(Tu

2)는, 상기 Qad의 첨가에 의해 상승하는 전망 온도(Tu1)로부터 최종 목표 온도(Tf)와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를 빼

는 것으로 구해진다. 상기 Tu2를 구하면 상기 연료 첨가량(Qad)을 바탕으로 계산한 순간 승온 파라미터(Qad')를 구

한다. 순간 승온 파라미터(Qad')는, 연료 첨가량(Qad)과, 온도(Tu2)를 상기 전망 온도(Tu1)로 나눈 것을 곱하는 것으

로 구하는 연료 첨가량을 말한다.

입자 필터(18)의 예측 차압(Pd')과 상기 입자 필터(18)의 실측 전후 차압(Pd)과의 차압이 어떤 일정치를 넘으면 입자 

필터의 열 열화 등의 이상 출현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 상기 일정치란, 입자 필터(18)에 열 열화 등의 이상을 출현시

키는 한계치를 말한다.

또한, ECU(9)의 입력 포트에는, 액셀러레이터 개도 센서(26)로부터의 입력신호와, 크랭크각 센서(27)로부터의 입력

신호가 들어간다. 액셀러레이터 개도 센서(26)는 스로틀 밸브(8)의 개도에 비례한 출력전압을 ECU(9)에 출력하고, E

CU(9)는 액셀러레이터 개도 센서(26)의 출력신호에 근거하여 엔진부하(Te)를 연산한다. 크랭크각 센서(27)는 크랭

크 샤프트가 일정 각도 회전할 때마다 출력 펄스를 ECU(9)에 출력하고, ECU(9)는 이 출력 펄스에 근거하여 엔진 회

전수(Ne)를 연산한다.

이들 엔진부하(Te)와 엔진 회전수(Ne)에 의해서 엔진(1)의 운전상태가 판별되고, ECU(9)는 그 운전상태에 따라서 

인젝터(10)의 개도 시기, 개도 기간을 제어한다.

입자 필터(18)에 수용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는, 예를 들면 알루미나(Al 2 0 3 )를 담체로 하고, 이 담체상에 

예를 들면 칼륨(K), 나트륨(Na), 리튬(Li), 세슘(Cs)과 같은 알칼리 금속, 바륨(Ba), 칼슘(Ca)과 같은 알칼리 토류, 란

탄(La), 이트륨(Y)과 같은 희토류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와, 백금(Pt)과 같은 귀금속이 담지되어 이루어진다.

이 NO X 촉매(17)는, 배기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보다도 희박일 때는 NO X 를 흡 수하고, 배기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

또는 그것보다도 농후하게 되어 유입 배기 가스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되면 흡수한 NO X 를 NO 2 또는 NO로서 방

출하는 NO X 의 흡방출 작용을 행한다. 그리고, NO X 촉매(17)로부터 방출된 NO X (NO 2 또는 NO)는 즉시 배기가

스 중의 미연 HC나 CO와 반응하여 N 2 로 환원된다.

따라서, 배기 공연비를 적당히 제어하면 배기가스 중의 HC, CO, NO X 를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여기서는 배기 공연비는, 배기관(16) 중 NO X 촉매(17)를 포함하는 입자 필터(18)의 상류측 개소나 엔진 연

소실, 흡기통로 등에 각각 공급된 공기량의 합계와 연료(탄화수소)량의 합계의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입자 필터(18)보다도 상류 개소의 배기관(16) 내에 연료, 환원제 또는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기 공연비는

엔진 연소실 내에 공급되는 혼합기의 공연비와 일치한다.

그런데, 디젤 엔진의 경우는, 스토이키(stoichiometric; 이론 공연비: A/F = 14 내지 15)보다도 훨씬 희박 영역에서 

연소를 행하기 때문에, 통상의 기관 운전 상태에서는 NO X 촉매(17)에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공연비는 매우 희박하고

, 배기 가스 중의 NO X 는 NO X 촉매(17)에 흡수되며, NO X 촉매(17)로부터 방출되는 NO X 량은 극히 적어진다.

한편 가솔린 엔진의 경우는, 연소실에 공급하는 혼합기를 스토이키 또는 농 후 공연비로 하는 것에 의해 배기가스의 

공연비를 이론 공연비 또는 농후 공연비로 하며,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 NO X 촉매에 흡수되어 있는 

NO X 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나, 디젤 엔진에 있어서는 그 연소실에 공급하는 혼합기를 스토이키 또는 농후 공연비

로 하면 , 연소 시에 매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으로써 가솔린 엔진과 같은 공연비로서의 사용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젤 엔진에서는, NO X 촉매의 NO X 흡수 능력이 포화하기 전에 소정의 타이밍으로, 배기가스 중에 환원제

를 공급하여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저하하여, NO X 촉매(17)가 흡수하고 있는 NO X 를 방출하여 환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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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때문에, 이 실시예에서는, ECU(9)에 의해 엔진(1)의 운전상태의 이력으로부터 NO X 촉매(17)가 흡수하고 있는 N

O X 량을 추정하고, 그 추정 NO X 량이 미리 설정하여 둔 소정치에 도달하였을 때에, 소정 시간만큼 제어 밸브(22)을

개방하여 소정량의 연료를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 배기가스 중에 분사하며, NO X 촉매(17)에 유입하는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 NO X 촉매에 흡수되어 있던 NO X 를 방출하고, N 2 로 환원한다. 즉 엔진(1)의 작동상

태에 따라서 상기 환원제 공급 수단에 의한 연료 첨가 실행의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한다.

이 판단은, ECU의 ROM에 기억되고, 환원제 공급 수단의 작동 제어를 실현하는 도시하지 않는 주지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채용에 의해서 실현한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엔진 회전수(Ne)와 엔진부

하(Te)의 함수로서 미리 ROM 내에 기억되어 있는 엔진 회전수-부하 맵을 적용한다.

상세하게는, 엔진(1)의 작동 상태에 근거하여 엔진 회전수-부하 맵으로부터 EGR 관을 통한 재순환 가스의 순환 비율

인 EGR율을 구하고, 구한 EGR율이 어떤 원하는 범위에 있는 경우는 CPU가 연료 첨가 실행 시라고 판단하여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 경유 등의 환원제를 배기가스 중에 분사하며, 해당 원하는 범위에 없을 때는 연료 첨가 비실행 

시라고 판단하여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의 환원제의 분사를 멈춘다. 이러한 연료 첨가 실행 판단은 CPU나 ROM

에 속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상기 맵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CPU나 ROM의 속성은 ECU에 있기 때문에, 

ECU(9)를 연료 첨가 판단 수단이라고 하기로 한다.

연료 첨가 판단 수단인 ECU(9)에 의해 연료 첨가요의 판단이 된 경우에는 연료 첨가 노즐(19)이 방출하는 환원제의 

토출력을 연료 펌프의 펌프압을 높이는 것으로 증대함과 동시에 연료 첨가 노즐(19)은 연료를 접속관(15)으로 향하여

분사한다. 상기 연료 첨가 판단 수단인 ECU(9)에 의해서 연료 첨가의 실행 시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연료 첨가 노즐(1

9)의 동력(토출력)을 높이는 장치로서, 상기 연료 펌프(12) 및 이 펌프(12)의 작동 제어를 행하는 ECU(9)를 환원제 

토출력 증대 수단이라고 하기로 한다.

엔진(1)에는 촉매 부착 입자 필터(18)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종래 기술에서 언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제 1 실시예에서는, 다음의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촉매 부착 입자 필터(17)로부터 미립자를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 미립자의 연소를 억제하여, 촉매 부착 입자 필터(18)의 열 열화를 방지한다.

즉, 입자 필터(18)에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입자 필터(18)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과, 입자 필

터(18)가 담지하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

만큼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상기 흡수

한 SO X 의 양을 소정치와 비교하여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독으로부터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를 회

복시키는 S 피독 회복 수단을 구비하고, S 피독 상태에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있다는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

한 판정이 된 경우, 필터 재생 수단으로 미립자를 제거하고 나서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해 S 피독으로부터 흡장 환원

형 NO X 촉매(17)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있다.

상술한다.

필터 재생 수단으로서는, 입자 필터(18)의 재생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것이 좋은지, 적합하게는, 입자 필터(18)가 포집

한 미립자를 엔진(1)의 배기 가스열이나 내연기관에 구비한 전기 히터의 열 이용에 의해서 소각하는 수단을 들 수 있

다. 배기 가스열이나 전기 히터열을 어떠한 타이밍으로 입자 필터에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엔진(1)의 운전상태에 따

라서 다르다.

S 피독 판정 수단으로서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의한 SO X 흡수량을 소정치와 비교하여,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S 피독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S 피독 판정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S 피독 회복 수단으로서는,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의 온도를 예를 들면 600 내지 70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

하면서 이론 공연비 또는 농후 공연비의 배기를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흘릴 수 있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져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S 피독 회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소정치란,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S 피독을 발생하는 한계치를 의미한다. 즉, 해당 소정치 이상으로 흡장 환원

형 NO X 촉매(17)가 SO X 를 흡수하면 S 피독을 발생할 수 있는 값이다.

이러한 구성의 본 발명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에서는, S 피독 판정 수단인 ECU(9)에 의해서 상기 흡장 환원형 N

O X 촉매(17)가 S 피독의 상태에 있다고 판정된 경우, 필터 재생 수단에서 미립자를 우선 제거한다. 그리고 이 제거가

종료한 후에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해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를 S 피독으로부터 회복시킨다.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를 S 피독으로부터 회복시킬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미립자가

제거된 상태에 있으므로 미립자를 연소하 고자 하여도 미립자의 연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립자의 연소에 기인한 

입자 필터의 온도 상승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필터는 열 열화하지 않는다.

다음에 도 3의 플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제 1 실시예에 따른 엔진(1)의 배기 정화 장치의 작동 제어 실행 루틴을 실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하에 언급하는 스텝(101) 내지 스텝(104)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

그램은, ECU(9)의 ROM에 기억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호출된다. 상기 각 스텝에 있어서의 처리는, 모든 ECU(9)

의 CPU에 의한다. 또, 기호(S)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스텝(301)이면 S301이라고 약기하여 나타낸다.

〈S301〉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S 피독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S 피독 회복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

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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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S 피독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는, 엔진(1)의 부하(Te)와 회전수(Ne)에 근거하여 단

위 시간당의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로의 SO X 와 NO X 의 흡수량을 미리 ECU(9)의 ROM에 격납한 수치 맵(도

시하지 않음)으로부터 산출한다. 이 산출치가 소정치 이상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로 S 피독 상태의 유무를 판정한다. S

301에서 긍정 판정한 경우는 S302로 진행하며, 부정 판정한 경우는 이 처리를 종료한다.

〈S302〉 필터의 재생처리를 실행한다.

〈S303〉 필터의 재생처리가 종료하였는지의 여부, 즉 미립자가 연소하여 미 립자의 퇴적이 해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긍정 판정하면 S304로 진행하고 부정 판정한 경우는 S302로 되돌아가서 이 처리를 반복한다.

〈S304〉 S 피독 회복 처리를 실행한다.

(응용예 1)

필터 재생 수단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상태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 제어를 행하는 필터 승온 제어 수단을 구비

하도록 하여도 좋다.

필터 승온 제어 수단으로서는, 필터 재생 수단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상태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시하지 않음)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

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기 때문에, ECU를 필터 승온 제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상기 NO X 흡수제가 S 피독 상태에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되면, 상기 필터 재생 수

단에 의한 미립자의 제거상태에 근거하여 필터 승온 제어 수단에 의해 입자 필터(18)의 승온 제어를 한다. 이 결과, 상

황에 따른 미립자의 연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립자의 급격한 연소에 의한 필터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따라서 

입자 필터(18)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응용예 2)

입자 필터(18)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의 양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율을 변화시키는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을 

갖도록 하여도 좋다.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으로서는, S 피독 상태에 NO X 흡수제가 있다고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입자

필터(18)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의 양에 근거하여 필터의 승온율을 변화시키도록 설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시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CPU의 속성은 ECU에 

있다. 따라서, ECU를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입자 필터(18)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의 양을 고려하여 입자 필터(18)의 승온율을 변화시켜 가면, 서서히 

미립자를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자 필터(18)가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도 이상으로는 되기 어렵다. 따라서 입자 

필터(18)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은, 상기 입자 필터(18)의 승온율을 미립자의 양에 비례시키는 승온 제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입자 필터(18)에 퇴적한 미립자의 퇴적량이 많을 때는 적을 때와 비교하여 승온율을 작

게 한다.

입자 필터(18)에 미립자가 많이 퇴적하고 있으면 미립자는 단숨에 불타버린다. 그러나 입자 필터(18)의 승온율을 미

립자의 양에 맞추어서 가감하면 미립자가 연쇄적으로 단숨에 타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 필터(18)가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도 이상으로 되는 것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응용예 3)

상기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에 상기 소정치 이상의 SO X 가 흡수되어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 판

정된 경우, 상기 입자 필터(18)의 온도가 소정 온도가 될 때까지는 상기 환원제 공급 수단으로부터 특정량의 환원제를

공급하지만 상기 소정 온도에 입자 필터(18)의 온도가 도달한 후는 상기 특정량보다도 많은 환원제를 상기 환원제 공

급량 제어 수단으로 공급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경우, 환원제 공급 수단에 의해 입자 필터(18)에 공급된 환원제의 양이 많으면 해당 환원제의 연소에 의해서 단숨

에 미립자가 불타버려 급격하게 입자 필터(18)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입자 필터(18)의 열 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

다. 그러나, 환원제가 적으면 환원제의 연소도 적기 때문에, 미립자가 단숨에 타는 것을 억제하여, 미립자는 점차 연소

하여 가게 된다. 따라서, 입자 필터(18)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소정 온도에 입자 필터(18)의 온도

가 도달하였을 때에 타이밍 좋게 미립자의 연소가 종료할 수 있도록 해두면 이미 미립자는 입자 필터(18)에 퇴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기 특정량보다도 많은 환원제, 즉 NO X 의 환원정화에 원래 필요한 환원제를 공급하더라도 미립

자가 단숨에 타는 것에 기인한 필터의 열 열화는 생기지 않는 데다가, 입자 필터(18)의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필

요한 온도보다도 고온인 피독 회복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필요한 온도로까지 촉매 부착 입자 필터(18)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결과, S 피독 회복 처리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다음에,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를 설명한다.

이 제 2 실시예에 따른 엔진가 제 1 실시예에 따른 엔진(1)과 다른 점은, 입자 필터(18)의 재생처리를 행할 때에, 입자

필터(18)가 포집하여 퇴적한 미립자의 양(이하 「퇴적 미립자량」이라고 한다.)을 추정하고, 해당 퇴적 미립자량에 

근거하여 미리 ECU(9)의 ROM에 기억하고 있는 수치 맵을 사용하여 연료 첨가량을 산출하고 있는 점에 있다.

따라서, 다른 구성에 대해서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 1 실시예를 참조하고

자 한다.

도 4의 플로우 챠트 및 이 플로우 챠트를 보충하는 도 5 내지 도 7의 플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제 2 실시예에 따른 엔

진(1)의 배기 정화 장치의 작동 제어 실행 루틴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도 4의 플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이하에 언급하는 S401 내지 S407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

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ECU(9)의 ROM에 기억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호출된다. 상기 각 스텝에 있



등록특허  10-0417750

- 11 -

어서의 처리는, 전부 ECU(9)의 CPU에 의한다.

〈S401〉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S 피독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S 피독 회복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

부를 판정한다.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가 S 피독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는, 엔진(1)의 부하(Te)와 회전수(Ne)에 근거하여 단

위 시간당의 흡장 환원형 NO X 촉매(17)로의 SO X 와 NO X 의 흡수량을 미리 ECU(9)의 ROM에 격납한 수치 맵(도

시하지 않음)으로부터 산출한다. 이 산출치가 소정치 이상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로 S 피독 상태의 유무를 판정한다. S

401에서 긍정 판정한 경우는 S402로 진행하며, 부정 판정한 경우는 이 처리를 종료한다.

〈S402〉 미립자 퇴적량 (Gp)을 추정한다.

미립자 퇴적량(Gp)을 추정함에 있어서, 도 5의 플로우 챠트를 참조하여 미립자 퇴적량(Gp)을 추정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설명한다.

도 5의 플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이하에 언급하는 S501 내지 S505의 처리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ECU(9)의 ROM에 기억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서 호출된다. 상기 각 스텝에 있

어서의 처리는, 전부 ECU(9)의 CPU에 의한다.

〈S501〉 입자 필터(18)의 상하류에 설치한 압력 센서(120, 130)에서 입자 필터(18)의 전후의 압력을 실측하고, 실

측에 의한 입자 필터(18)의 전후 차압(Pd)을 산출한다.

〈S502〉 온도 센서(17a)에서 계측한 필터(촉매) 온도(Tc) 및 공기 유량계(6)에서 계측한 흡입 공기량(Ga)으로부터 

필터 전후의 예측 차압(Pd')을 구한다.

〈S503〉 예측 차압(Pd')과 실측 차압(Pd)의 차(Pd'-Pd)가 0보다도 큰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예측 차압(Pd')의 

쪽이 실측 차압(Pd)보다도 큰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긍정 판정하면 S504로 진행하고, 부정 판정하면 S505로 

진행한 다.

〈S504〉 필터 하류측 배기 온도(Tc), 흡입 공기량(Ga), 예측 차압(Pd'), 실측 차압(Pd)에 근거하여 미리 ECU(9)의 

ROM에 기억하여 둔 미립자의 퇴적량 맵을 사용하여 입자 필터(18)에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의 퇴적량(Gp)을 추정한

다. 따라서 S504를 퇴적한 미립자의 양을 검출하는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504를 포함하는 프

로그램은 ROM에 기억되어 ROM의 속성은 ECU에 있기 때문에 ECU를 퇴적한 미립자의 양을 검출하는 퇴적 미립자

량 검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505〉 S503에서 구한 Pd'-Pd의 값이 영 이하로 또한 소정치보다도 큰 경우는 입자 필터(18)의 열화 등의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S 피독 회복 처리를 정지한다. 따라서 S505를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한 S 피독 회복 처

리를 정지하는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505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ROM에 기억되어 ROM의

속성은 ECU에 있기 때문에 ECU를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소정치는 입자 필터(18)의 열화 등의 이상을 야기하는 한계치를 의미하는 수치이다.

다시, 도 4를 참조한다.

S402에서 미립자 퇴적량(Gp)을 구하면 다음의 S403으로 진행한다.

〈S403〉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를 계산한다.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를 추정함에 있어서, 도 6의 플로우 챠트를 참조하여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를 산출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도 6의 플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이하에 언급하는 S601 내지 S604의 처리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ECU(9)의 ROM에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호출된다. 상기 각 스텝

에 있어서의 처리는, 전부 ECU(9)의 CPU에 의한다.

〈S601〉 입자 필터(18)에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량의 퇴적량(Gp)을 구한다(도 5 참조).

〈S602〉 S601에서 구한 미립자의 퇴적량(Gp)과 미립자의 단위당 발열량의 곱으로부터 퇴적하고 있는 미립자가 전

부 연소하였을 때의 총발열량(총 에너지량; Ep)을 구한다.

또한, 미립자의 발열량은 미리 실험에 의해 구하여 둔다.

〈S603〉 S602에서 구한 총발열량(Ep)을 입자 필터(18)의 열 용량으로 나누어 촉매 승온(Td)을 연산한다.

또한, 입자 필터(18)의 열용량은 미리 실험에 의해 구하여 둔다.

또한, 플로우 챠트에서는 입자 필터를 P.F.라고 약기한다.

〈S604〉 S603에서 구한 촉매 승온(Td)를 필터에 열 열화를 유발하는 온도인 한계온도(Tm)로부터 빼서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를 구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한다.

〈S404〉 승온 파라미터(Qad')를 계산한다.

승온 파라미터(Qad')를 산출함에 있어서, 도 7의 플로우 챠트를 참조하여 승온 파라미터(Qad')를 산출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설명한다.

도 7의 플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이하에 언급하는 S701 내지 S704의 처리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ECU(9)의 ROM에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호출된다. 상기 각 스텝

에 있어서의 처리는, 전부 ECU(9)의 CPU에 의한다.

〈S701〉 엔진(1)의 운전 상태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S 피독 회복에 필요한 최종 목표 온도(Tf)가 될 때까지 입자 필

터(18)를 승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 첨가 노즐(19)로부터의 연료 첨가량(Qad)을 구한다.

〈S702〉 S701에서 구한 연료 첨가량(Qad)의 첨가에 의해 상승할 입자 필터(18)의 전망 온도(Tu1)를 구한다.

〈S703〉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로부터 최종 목표 온도(Tf)로까지 입자 필터(18)를 승온시키는 데 필요한 온도(Tu

2)를 연료 첨가량(Qad)의 첨가에 의해 상승하는 전망 온도(Tu1)로부터 최종 목표 온도(Tf)와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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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빼는 것으로 구한다.

〈S704〉 S703로 구한 Tu2를 구하면 이 Tu2를 상기 전망 온도(Tu1)로 나눈 값을 상기 연료 첨가량(Qad)과 곱하는

것으로 순간 승온 파라미터(Qad')를 구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한다.

〈S405〉 순간 승온 목표 온도(Ti)와과 최종 승온 목표 온도(Tf)가 같은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긍정 판정인 경우는 S

407로 진행하며, 부정 판정한 경우는 S406으로 진행한다.

〈S406〉 일정 기간 입자 필터(18)를 승온한 후에 S402로 되돌아가고, S405 에서 긍정 판정할 때까지 이것을 반복

한다.

〈S407〉 미립자는 모두 연소하고 이후는 미립자의 연소에 의한 입자 필터(18)의 승온은 없는 것으로 하여 S 피독 

회복 제어를 행하여 이 루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인 ECU(9)가 소정량 이상으로 미립자가 퇴적하고 있는 것을 검출한 경우에는 S 피

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인 ECU(9)에 의해 S 피독 회복 처리를 정지하기 때문에, 해당 정지후, 미립자가 산화제거되고

나서 S 피독 회복 수단인 ECU(9)에 의해서 S 피독 회복 처리를 행하면 S 피독 회복을 위한 높은 온도로 배기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립자의 연소에 기인한 입자 필터(18)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출원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에 따르면, 촉매 부착 입자 필터로부터 미립자를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 매연 등의 

미립자의 연소를 억제하여, 촉매 부착 입자 필터의 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

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고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

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독으로부터 상기 NO X 흡수제를 회복시키는 S 피독 회복 수단을 구비하고,

S 피독 상태에 상기 NO X 흡수제가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 재생 수단에서 

미립자를 제거하고 나서 상기 S 피독 회복 수단에 의해 S 피독으로부터 상기 NO X 흡수제를 회복시키는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

청구항 2.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 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고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

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독 상태에 상기 NO X 흡수제가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 재생 수단에 의

한 미립자의 제거상태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것을 승온 제어를 행하는 필터 승온 제어 수단을 갖는 내연기관의 배

기 정화 장치.

청구항 3.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

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고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

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S 피독 상태에 상기 NO X 흡수제가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서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에 퇴적되어 있는

미립자의 양에 근거하여 상기 필터의 승온율을 변화시키는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을 갖는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

.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승온율 제어 수단은, 상기 필터의 승온율을 미립자의 양에 비례시키는 승온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

청구항 5.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

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고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상기 미립자가 퇴적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여 상기 필터를 재생하는 필터 재생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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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여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

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S 피독 판정 수단과,

상기 NO X 흡수제를 담지하는 상기 필터를 향해서 NO X 환원용의 환원제를 공급하는 환원제 공급 수단과,

상기 NO X 흡수제에 상기 소정치 이상의 SO X 가 흡수되어 있다고 상기 S 피독 판정 수단에 의해 판정된 경우, 상기

필터의 온도가 소정 온도가 될 때까지는 상기 환원제 공급 수단으로부터 특정량의 환원제를 공급하지만 상기 소정 온

도에 필터의 온도가 도달한 후는 상기 특정량보다도 많은 환원제를 공급하는 환원제 공급량 제어 수단을 갖는 내연기

관의 배기 정화 장치.

청구항 6.
배기 공연비가 희박일 때에 배기 중의 NO X 를 흡수하여 배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하면 그때까지 흡수하고 있던 N

O X 를 방출하는 NO X 흡수제를 담지하고 또한 배기 중에 포함되는 미립자를 포획하는 필터와,

이 필터에 퇴적한 미립자의 양을 검출하는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과,

상기 NO X 흡수제가 상기 NO X 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 배기 중의 SO X 를 흡수하며 그 흡수만큼 상기 NO X 흡수

제에 의한 NO X 정화율을 저하시키는 S 피독을 발생한 경우에 S 피독으로부터 상기 NO X 흡수제를 회복시키는 S 

피독 회복 수단과,

상기 퇴적 미립자량 검출 수단이 소정량 이상으로 미립자가 퇴적하고 있는 것을 검출한 경우, 상기 S 피독 회복 수단

에 의한 S 피독 회복 처리를 정지하는 S 피독 회복 처리 정지 수단을 갖는 내연기관의 배기 정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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