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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후처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효율성 향상  
미국환경보호국(EPA)은 모든유형의 디젤차량에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차량에 요소수(Urea)를 

비치하며 후처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SCR 

inducement 는 요소수탱크에 적합한 용액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OBD 규제에 의해 엔진에 토크제한을 거는 등 성능측면의 

패널티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소수의 양이 부족해지거나 잘못된 용액이 요소수 탱크에 

들어갔을 경우 계기판 경고등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SCR 시스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SCR 

inducement 가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SCR inducement 테스트의 자동화 
이타스 INCA-FLOW 는 SCR inducement audit 테스트를 자동화 

합니다. INCA-FLOW 스크립트 [그림 1]가 시작되면 관련 차량기능이 

경고체인에 삽입됩니다. 이후 해당체인의 모든 메시지를 실행하고 

SCR inducement 체인에 들어가 테스트가 끝날 때 종료됩니다. 

 

INCA-FLOW 가 자동차의 캘리브레이션 엔지니어를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CA-FLOW 가 캘리브레이션 엔지니어에게 

엔진을 가동하도록 하면, 스크립트가 엔진을 시작한 것을 감지하고, 

차량속도가 50mph 로 제한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클러스터에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엔지니어가 엔진을 끄고 ECU 리셋을 기다린 후, 

엔진을 다시 켭니다. INCA-FLOW 는 자동으로 ECU 리셋을 감지하고, 

속도가 다시 50mph 로 제한되는지 엔지니어에게 묻습니다. 그런 다음 

엔진이 공회전되고 주차 브레이크를 켜거나, 엔진이 공회전되고 

설명서를 보고 캘리브레이션 엔지니어를 안내하는 일련의 경고 

메시지를 감지합니다. [그림 2] 테스트가 끝나면 INCA-FLOW 는 

레퍼런스 페이지를 ECU 메모리의 워킹 페이지로 복사하고 모든 

클러스터 경고가 리셋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변경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취소합니다 

 
 

[그림 1] INCA-FLOW SCR indu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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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FLOW 는 완전한 SCR inducement 테스트 시리즈를 자동화합니다. 이는 모든 테스트가 올바른 사전설정으로 

실행되고 필요한 전체문서가 병렬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사용자가 제공한 Excel 템플릿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경고 및 inducement 상태의 각 변경사항도 여기에 기록됩니다. 인증 프로세스 자체는 INCA-

FLOW 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또는 기타 관계자가 테스트 준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결과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그림 2] INCA-FLOW 를 이용한 SCR inducement 실차량 테스트 

 

 
INCA-FLOW 의 이점 
계속적인 차종의 증가, 광범위한 진단 요구사항, 시험 차량의 감소, 엄격해지고 있는 품질목표를 위해서는 디젤 

시스템의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동화, 수치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방법은 

캘리브레이션 및 검증작업을 간소화 시켜줍니다. INCA-FLOW 는 차량 캘리브레이션 및 유효성 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계측 및 캘리브레이션 과정의 자동화, 교정 및 문서화에 대한 

요구에 간단한 그래픽적 사양을 통해 대응하기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CA-FLOW 는 캘리브레이션을 수동으로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제어기능 및 

변형을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INCA-FLOW 를 이용한 자동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된 카운터, Boolean 값 및 타이머와 

같은 사용자 정의 변수는 INCA Experiment 에서 XC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 이 메커니즘을 통해 

INCA-FLOW 의 사용자 정의값은 INCA 로 획득한 ECU 데이터와 동일한 MDF 파일에 저장됩니다. XCP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MDF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INCA-FLOW SCR indu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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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엔지니어는 사무실에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계획하여 시험차량의 사용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차원에서는 신입 캘리브레이션 엔지니어의 캘리브레이션 스킬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최적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INCA-FLOW 는 SCR 테스트 외에도 포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제어, 온보드 진단(OBD, 

onboard diagnostics) 및 운전 가능성과 같은 기타 자동 캘리브레이션 및 검증 테스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3] INCA-FLOW 에 통합된 XCP 게이트웨이는 INCA 가 시간의 함수로 INCA-FLOW 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 값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INCA-FLOW 가 ASAP3 또는 CAN 을 통해 테스트 벤치에 연결된 경우, 로드 또는 속도와 같은 테스트 벤치 

파라미터의 값은 XCP 게이트웨이를 통해 INCA 에서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INCA 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측정 파일에 

통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