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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 매층 형상변화에 따른 침식특성에 한 수치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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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N THE EROSION CHARACTERISTICS OF SCR CATALYST DUCT

BY VARYING ITS GEOMETRICA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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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R catalyst in coal-fired power plant is eroded by the collision of fly ash on the catalyst surface. 
However the erosion of SCR catalyst by the collision of fly ash has not been fully studied, especially in terms of 
fluid dynamics. Hence, in the present study, we focus on the gas and solid flows inside the SCR catalyst duct and 
their consequent effect on the erosion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two-phase flows and to evaluate the erosion rate for different flow and particle injection conditions. 
Also, the erosion rate and pressure drop of commonly used square shape are compared with equilateral triangle 
and hexagon shapes. The pressure drop of SCR catalyst is increased when SCR catalyst surface area per unit 
volume increases. The erosion rate of SCR catalyst is enhanced when the particle velocity, mass flow rate of 
particle, particle diameter and cell density of SCR catalyst are increased. From the results, the pressure drop and 
erosion rate at the catalyst surface can be minimized by reducing cell density of SCR catalyst to decrease particle 
velocity and number of particl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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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모니아에 의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선택

매환원)공정은 화력발 소,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와 같은 

연소설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하여 사용

된다. 이러한 SCR 공정은 배기 가스 에 환원제인 암모니아

를 주입하여 매상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시켜 무해한 질소

와 물로 환하는 배연처리 기술로써, 여러 종류의 매들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고 있다. 석탄화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CR 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fly ash의 충돌에 의하여 침식

(erosion)이 발생하며, SCR 매의 침식은 매의 활성도 감소

를 진시키기 때문에 석탄화력발 소 운 시 고려되어야 할  

                                                          
   

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fly ash에 의한 SCR 매의 침식률

을 측정하여 수명을 측하는 것은 장치의 효율 인 유지  

리를 하여 요하며, SCR 매의 침식 감소를 한 설계 

개선  체 소재 개발을 하여 필수 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입자 충돌에 의한 침식은 입자의 크기  형상, 충돌각도 

 속도 그리고 재료의 경도  형상 등에 향을 받는다. 
한 입자 침식 기구는 재료의 연성(ductility)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SCR 매의 내침식성 평가는 실제 field test를 수행하

는 것과, 침식환경을 재 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평

가 할 수 있지만, 두 방안의 경우 많은 비용과 기술 인 어려

움이 뒤따르고 장시간의 실험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자 충돌시 SCR 매 침식 특성에 한 산해석을 통하여 

침식률에 한 SCR 형상  침식 라미터(입자속도, 입자 

질량유량, 입자크기)의 향을 분석하여 SCR 매의 침식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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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덕트 내의 유동 해석을 하여 정상상태 비

압축성유동을 가정하 다. 계산 역 내의 정상상태 유동에 

한 지배방정식은 식 (1)의 연속 방정식과, 식 (2)의 운동량 방

정식이 사용되었으며, 난류 유동장의 해석을 하여 realizable 
 모델을 사용하 다. Realizable  모델의 난류 운동

에 지 와 난류 소산율 에 한 방정식은 식 (3)-(4)와 같

다.

- Continuity equation




  (1)

- Momentum equation




 




 

′′  (2)

- Turbulent kinetic energy, k,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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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ulent dissipation rate, ε, equation






 




 
 




 


(4)

난류 운동은 난류 강도를 나타내는 속도 스 일과 난류 크

기를 나타내는 길이 스 일의 두 가지 특성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식 (5)와 같이 이놀즈 응력이 평균 속도의 변형률

에 비례한다고 가정한 Boussinesq의 모델을 사용하 다. 식에

서 는 난류 성계수로써 식 (6)과 같이 정의되고, 는 난

류운동에 지, 는 Kronecker delta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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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7)

식 (3)에서 는 평균 속도 구배에 의한 난류 운동에 지의 

발생을 의미하며 식 (8)과 같이 정의되고, 모델 상수 은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8)

 max 
   (9)

그 외의 모델 상수들은 다음의 값들을 용하 다.

         (10)

본 연구에서는 realizable  모델과 Two-layer 벽면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수 역과 성 층 역으로 나 어 계

산하 다. 수 역과 성 층 역은 난류 Re수인 

   에 의해 구분된다. y는 벽으로부터 격자 까지의 

거리이며,   을 기 으로 수 역과 성 층 두 

역을 구분한다.     의 경우 수 역으로써 

realizable  모델을 용하고,    의 경우에는 

성 층 역으로 Wolfstein[1]의 one-equation 모델을 용한다.

2.2 Solid phase modeling
SCR 매의 침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배기가스 내에 

혼입된 fly ash 고체 입자들이 벽면에 충돌함으로써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lerian-Lagrangian 방법을 사용하여 유

체 유동장은 앞 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는 Eulerian 방법으

로 해석하고, 각 입자들의 궤 은 Lagrangian 방법을 사용하여 

입자의 거동과 벽면 충돌 상을 수치 으로 모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에 가해지는 힘과 성력을 같게 놓는 

Basset-Boussinesq-Oseen 방정식을 사용하여 입자의 거동을 해

석하 다. Basset-Boussinesq-Oseen 방정식은 입자의 성력과 

외력의 평형을 통해 입자의 거동을 측하는 Force Balance 
Method의 일종으로 입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기 의 입자의 농도가 을 경우 유효한 방법이다[2]. 본 

연구에서는 virtual mass force, basset force, pressure gradient 
force에 련된 항은 무시하고 공기역학  항력만을 고려하

고 입자는 구형이라고 가정하 다. 그 결과식을 표 하면 다

음과 같다.




 


 (11)

식에서 는 입자의 속도, 는 재 입자가 치한 지 에

서의 기체속도이고 는 항력계수이다. 구형에 한 입자의 

항력계수 는 Clift et al.[3]가 제시한 다음의 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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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에서 Reynolds numb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3)

본 연구에서는 난류 분산을 고려하기 하여 Goasman과 

Ioannides [4]등이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여 입자가 난류 eddy
와 작용하는 시간을 계산하 다. Gosman과 Ioannides 모델은 

난류 모델로부터 구한 난류 운동에 지와 소산율을 사용

하여 eddy life time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식 (14)와 같이 입자

와 eddy 사이의 상호작용시간 를 계산한다. 

 min  (14)

식에서 는 eddy life time으로   
이고, turbulent 

length scale  
 이다. 입자가 eddy를 지나는데 걸

리는 시간 는 선형화된 입자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식 (15)와 같다. 식에서 는 입자 이완 시간이다.

  ln
  (15)

2.3 Erosion modeling
입자 충돌에 의한 SCR 매 표면의 침식률()은 식 (16)

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식 (16)에서 는 충돌 표면의 면 , 
는 표면에 충돌하는 입자의 질량유량, 그리고 는 침

식비를 나타낸다.

 
 


 (16)

침식률은 유동 특성과 침식비에 의해 계산되어지며, 본 연

구에서의 침식비 계산은 식 (17)의 Oka et al.[5, 6]의 실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17)

Fig. 1 Collision of a particle with a wall surface

  sin si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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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입자 충돌로 인한 재료의 침식비는 식 (17)과 같이 입자의 

충돌각이 90°일때의 침식비()와 입자의 충돌각 함수 

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입자 충돌각은 재료의 경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는 식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의 

충돌각과 충돌면 재료의 경도()의 함수로 나타낸다. 은 

충돌입자가 충돌재료의 면과 90°로 충돌할 때의 침식비이며, 
식에서 와  ′는 입자의 충돌속도와 Oka et al.[5, 6]의 실

험값인 reference 속도, 와  ′는 충돌입자의 직경과 입자

의 reference 직경이다. 식 (18)-(20)에서 각 계수는 충돌면 재

료의 경도와 충돌 입자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SCR 
매의 경도와 충돌 입자 SiO2에 한 각 계수  reference 값

은    ,   ,   ,  , , 

 ,    ,  ′  ,  ′ 이

다.

2.4 Particle rebound modeling
입자는 화력 발 소에서 발생되는 fly ash의 주성분인 SiO2

로 설정하 으며, 입자를 입구 역의 면에 균일하게 분포시

켜 가스와 동일한 속도로 유동장내에 입사 하 다. 유동장 내 

입사된 고체 입자는 Fig. 1과 같이 입자의 충돌  속도와 각

도( )에 따라 충돌 후 입자의 속도  궤 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벽면에 충돌하는 입자는 비탄성 충돌하는 것

으로 모델링하여 입자의 충돌 속도에 의해 벽면의 침식률을 

계산하 으며, 벽면에 충돌된 입자는 벽면과 입자의 반발계수

(restitu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충돌 후 입자의 속도를 계

산하 다.
벽면 충돌 후의 입자 속도( )는 식 (21)-(22)와 같이 반발  



SCR 매층 형상변화에 따른 침식특성에 한 수치해석  연구 제16권, 제2호, 2011. 6 / 69

Cell 
geometry

Equilateral 
triangle Square Hexagon

  



 




 





 


  


 


 

 


  


     

     

Table 1 Geometric properties of SCR catalyst for the 
different cell shapes[9]

     (a) Equilateral      
    triangle (b) Square (c) Hexagon

Fig. 2 Configuration of the SCR catalyst

계수(R)와 충돌  입자 속도( )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하

첨자 1, 2는 입자 충돌 ․후를 의미하고 T, N은 선  수

직방향을 의미한다. 반발계수 R은 입자의 벽면 충돌 ․후

의 속도비이며, 입자와 벽면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결정된

다. 보통 반발계수 R은 0≤R≤1의 값을 가지며 반발계수가 1
인 경우 운동량과 운동에 지가 보존되는 완  탄성 충돌이

고, 0인 경우에는 완  비탄성 충돌로써 충돌 후 두 물체는 

하나가 되어 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  수직 방향 반

발계수를 Forder[7]의 실험식 식 (23)-(24)을 이용하여 충돌 후 

입자의 속도를 계산하 다.

 
 
 

  (21)
  

  
  (22)

  


 
(23)

  

  
(24)

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grid allocation

2.5 계산 역  격자 

SCR 매는 평행한 셀(cell)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ell 단면

은 square, equilateral triangle, diamond, hexagon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실제 형 화력발 랜트에서는 사각형 형태

의 honeycomb type과 삼각형 형태의 corrugate type SCR 매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ll 형상  크기에 

따른 압력강하  침식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Fig. 2와 같이 SCR 매를 equilateral triangle, square, hexagon 
형상으로 모델링하여 산해석 하 다. Table 1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갖는 SCR 매의 기하학  특성을 cell의 내부모서리 

길이 와 벽두께 의 함수로 나타낸 표이며, 원하는 cell의 

형상에 해 와 을 변화시켜 SCR 매의 수력직경( ), 

단  체 당 표면 (), cell 도()와 공극률()을 결정하

다. Cell의 주요 치수와 cell Re수는 Table 2와 같으며 각 형상의

공극률을 동일하게 하여 압력강하  침식률을 계산하 다.
입자 충돌에 의한 SCR 매의 침식률을 산해석 하기 

하여 Fig. 3과 같이 계산 역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

면체(polyhedron) 격자를 이용하여 계산 격자를 구성하 으며, 
벽 근처 경계층은 조 한 격자를 생성하여 y+<30를 만족하도

록 하 다. 수치해의 정확도는 계산 역내의 격자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계산을 수행하기  격자수 부족

으로 인한 계산 결과의 오차를 차단하기 하여 각 case별로 

격자 의존성 연구를 수행하 다. Fig. 4는 case1의 격자 의존

성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며, 압력강하와 침식률을 함수로 하

여 격자수를 증가하며 수치해의 격자 의존성 연구를 수행하

다. 압력강하와 침식률은 약 150만개 이상의 격자수에서 수

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압력강하와 침식률이 

수렴하는 최소 격자수를 선택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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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ell type 









Cell Re number
(VInlet=6m/s)

1
Equilateral 

triangle

0.64 4.09 0.046 0.667 2500
2 0.64 3.46 0.064 0.783 2110
3 0.64 3 0.086 0.898 1830
4

Square
0.64 6.03 0.027 0.429 3680

5 0.64 5.16 0.037 0.500 3150
6 0.64 4.52 0.049 0.572 2760
7

Hexagon
0.64 7.1 0.023 0.424 4350

8 0.64 6 0.032 0.491 3670
9 0.64 5.19 0.043 0.557 3170

Table 2 Dimensions of SCR catalyst

Fig. 4  Grid independence test

그리고 각 지배방정식의 수렴 척도는 나머지(residual)를 

10-4 이하로 설정하여 계산의 신뢰도를 높 다.

2.6 계산방법  조건

본 산해석연구는 상용코드인 STAR CCM+ Ver.5.02[8]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유한 체 법(Finite Volume Method)을 

이용하여 의 에 나열한 지배방정식들을 이산화

(discretization) 하 다. 이산화시 각 방정식들의 공간미분에 

한 항들은 이차 풍상 차분법(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하여 차분화 하 다. 압력장의 처리는 연속 방정식을 이

용하여 압력 보정 방정식을 유도하고 해를 구하여 그 결과를 

제어체 면(control volume)의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압력과 

속도를 연결시키는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입자 충돌로 인한 재료의 침식률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입자의 충돌 속도, 입자 크기  형상, 충돌각, 소재의 경도 

 형상 그리고 주변온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충돌

속도, 입자 질량유량, 입자크기를 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입자 충돌 조건에 따른 침식 특성을 악하기 하여 

입자 속도 6m/s, 입자 질량유량 6g/s, 입자크기 60㎛을 기 으

로 각각의 변수를 변화하며 해석을 수행 하 으며, 각 변수의 

계산 범 는 입자속도 3∼12m/s, 입자 질량유량 3∼12g/s, 입

자크기 30∼120㎛ 이다. 

3. 계산결과

3.1 압력강하 특성

매의 충진으로 인한 배기 덕트내 압력손실은 시스템 

체의 운 과 직결되기 때문에 SCR 설비 설치시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요 설계인자이다. 특히, 석탄화력발 소에서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fly ash로 인한 cell 막힘 상도 고려되어  

Fig. 5 Variation of pressure drop for various hexagon shapes

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당한 cell 크기 이상의 

매를 사용해야 하며 매층 길이에 따른 압력손실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압력손실은 cell 크기  형상 그리고 배기

가스 유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의 

cell 크기  형상에 따른 압력손실을 계산하 다.
Fig. 5는 육각형 형상의 SCR 매에 하여 입․출구 단면

에서의 압력을 면  평균하여 cell Re수 변화에 따른 압력손

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ell Re수는 cell의 수력직경( )과 

cell 내에서의 속도를 기 으로 계산 하 다. 각각의 경우 cell 
Re수가 증가 하면 ΔP가 증가하나, 동일한 입구속도 조건에서 

cell의 수력직경이 감소할수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ll 도 증가로 인해 단  체 당 표면 이 증가하기 때문

에 압력강하는 증가한다. Fig. 6은 cell 형상에 따른 압력강하

를 나타낸 것으로 덕트  단면에 걸친 총 유동 단면 이 동  

일한 조건일 때 즉, 공극률이 동일할 때 cell 형상에 따른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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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pressure drop for three different cell shapes

    Fig. 7 Comparison of erosion rate between experiment and the
present CFD

Fig. 8 Variation of erosion rate with increasing inlet velocity

력강하는 단  체 당 표면 ()이 큰 Case1이 압력강하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표면 이 작은 Case7이 가장 게 나타

난다. 이는 총 유동 단면 이 동일한 조건일 때 cell의 수력직

경이 클수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ll 도  단  

체 당 표면 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SCR시스템의 압력손실의 경우 시스템 운  비용과 

직결되므로 압력손실의 비용측면을 고려한다면 가  단  

체 당 표면   속도가 작게 설정되어야 하나, NO 환율

 미반응 암모니아 등 질소산화물의 환원 반응과의 역학

계가 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한 범 의 표면   속도

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3.2 침식 라미터 변화에 따른 침식율 특성

본 연구에서는 fly ash에 의한 SCR 매의 침식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침식 모델을 구성하고 산해석

을 통하여 침식 상을 모사하 으며, 본 연구에서 채택한 침

식 모델의 합성을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 다. 
Fig. 7은 침식시간 변화에 따른 SCR 매의 침식률을 Lee. et 
al.[10]의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석탄화력 발 소에서 사

용되는 SCR 매는 장기간 운 시 배기가스에 포함된 fly ash
에 의하여 매 cell이 막히는 cell plugging 상이 발생한다

[11]. 이 상에 의해 SCR 매의 유동 면 은 감소되고 압력 

강하  cell을 통과하는 입자의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11, 
12]. 입자의 속도는 재료의 침식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인자

로써 침식률은 입자 충돌 속도의 2.3~2.7승에 비례한다[13]. 
따라서 SCR 매 시스템의 운 시간이 경과할수록 cell 
plugging 상에 의해 SCR 매의 유동면 은 차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입자의 속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SCR 매의 침식

은 차 증가하게 된다[12].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결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침식이 차 가속화된다. Fig. 7에

서 계산치를 실험치와 비교해 보면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와의 

최  차이는 13%로 본 연구의 목 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침식 라미터  입자의 충돌 속도가 침식률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입구 유동 속도를 3∼12m/s로 변화 하

며, SCR 매의 침식률을 계산하 다. Fig. 8은 입자 질량유

량 6g/s, 입자크기 60㎛ 일 때 입구 유동 속도 변화에 따른 

SCR 매 단면에서의 침식률을 나타낸 것으로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입자의 운동에 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침식률은 

증가한다[9]. 유동 속도에 한 향은 NO 환률  속에 

따른 매표면의 입자 침  가능성과 고속에 따른 매의 침

식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SCR 시스템 설계시

는 비용과 성능의 계를 고려해서 매의 침식 특성에 따라 

입자 충돌속도를 고려하여 설계인자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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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Variation of erosion rate with increasing mass flow rate
of particle

Fig. 12 Variation of erosion rate with increasing particle size

(a) Case1(3m/s) (d) Case1(6m/s)

(b) Case4(3m/s) (e) Case4(6m/s)

(c) Case7(3m/s) (f) Case7(6m/s)

Fig. 9 Contours of erosion rate with increasing inlet velocity

(a) Fresh catalyst (b) Exposed for 2 months

Fig. 10 Erosion of SCR catalyst[15]

일 것으로 단된다. Fig. 9(a)∼(f)는 각 형상 단면의 침식

률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충돌에 

의해 침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10에  

 
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fly ash 충돌에 의한 매 단면에 실

제 침식이 Fig. 9와 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입자 충돌로 인한 침식률 분포는 덕트 벽면보다 유동속도

가 빠른 덕트 앙에서 침식률이 높게 나타난다. 
입자의 질량유량이 침식률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

여 질량유량을 3∼12g/s 까지 변화하며 SCR 매의 침식률을 

계산하 다. Fig. 11은 유동속도 6m/s, 입자크기 60㎛ 일 때 

입자 질량유량 변화에 따른 SCR 매의 침식률을 나타낸 것

으로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식률은 선형 으로 증가한

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입자의 질량유랑이 증가 할수록 SCR 
매의 단  면 당 충돌 입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CR 매는 배기가스에 포

함된 fly ash에 의하여 cell plugging 상과 침식이 발생한다. 
Fly ash는 미분탄(pulverized coal)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1∼200㎛ 크기의 고체입자로써, 주성분이 SiO2, Al2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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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Variation of erosion rate with cell varying cell density 
and cell shape

Fig. 14 Erosion rate along the streamwise direction

Fig. 15 Distribution of particles in a cell for case4

Fe2O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가 침식

률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입자 크기를 30∼120㎛

로 변화하며, SCR 매의 침식률을 계산하 다. Fig. 12는 유

동속도 6m/s, 입자 질량유량 6g/s 일 때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침식률을 나타낸 것으로 SCR 매의 침식률은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유량의 경우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한다

[14].

3.3 Cell 형상 변화에 따른 침식률 특성

Fig. 13은 cell 공극률과 유동 조건(입구 유동속도 6m/s, 입

자 질량유량 6g/s, 입자크기 60㎛)이 동일 할 때 cell 도 변

화에 따른 단면에서의 침식률을 나타낸 것으로 (Case1~ 
Case9) cell 도가 증가할수록 침식률은 증가한다. 형상에 따

른 침식률은 cell 도가 작은 Cases7~9가 낮으며, cell 도가 

큰 Cases1~3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SCR 매

의 cell 도가 높을수록 단면에 충돌하는 입자수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SCR 매의 침식을 감소하기 해서는 

입자 충돌 속도  단  면 당 충돌하는 입자수를 감소시키

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SCR 매 설계시 cell 도  

벽 두께를 작게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Fig. 14는 SCR 매 cell 내부 표면의 침식률 분포를 나타

낸 것으로 z*는 z축 방향의 SCR 매 길이를 매 체 길이

로 나 어 무차원한 수이다. SCR 매 cell 내부의 침식특성

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구 역(z*=0~0.2)에서 크게 나

타나며, 내부 유동이 발달 할수록 벽면에서의 침식률은 차 

감소한다. SCR 매의 cell 안으로 유입되는 입자는 매 

단면에 충돌 후 속도가 감소되어 유입되는 입자와, 단면에 

충돌하지 않고 유입되는 입자가 서로 혼합되어 유입된다. 따

라서 단면에 충돌하는 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cell 내부에 

유입되는 입자의 운동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Figs. 8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면에서의 침식률이 클수록 cell 내부의 

입구 역에서의 침식률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후류 역(z*≥0.2)에서 침식률  입자의 거동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 유동에서 유체 내의 입자는 

벽 부근에서 단응력에 의한 힘이 입자에 작용하기 때문에 

입자는 채 의 심부로 양력(lift force)을 받는다[16]. 이로 인

하여 부분의 입자는 채  심부에 많이 분포한다[16]. Fig. 
15는 Case4의 z*=0.2, z*=0.8에서의 cell 내부 입자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y*는 y축 방향 cell의 폭 길이를 체 폭 길이로 

나 어 무차원한 수이며, y축 방향으로 cell 단면을 10등분하

여 각 구간내의 입자분포를 N/Ntotal로 표시하 다. Ntotal은 cell
을 통과하는 체 입자 수이고, N은 해당 구간내 포함된 입

자 수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는 cell 벽에서 심

으로 갈수록 증가하며, 유동이 발달할수록 벽면에서의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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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감소하고 cell 심에서의 입자 수는 증가한다. 따라서 

cell 내부 유동이 발달 할수록 벽면에서 충돌하는 입자 수 감

소로 인하여 Fig. 14에와 보는 바와 같이 z*=0.2 이후에는 침

식률이 차 감소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탄화력 발 소에서 사용되는 SCR 매층

을 모델링하여 cell 형상에 따른 압력강하  침식률에 한 

향을 분석하여 SCR 매의 압력강하  침식 감소를 한 

기  자료를 아래와 같이 확보 하 다. 
(1) SCR 매는 단면에서의 침식률이 클수록 cell 내부에

서의 침식률은 감소하며, cell 내의 유동이 발달 할수록 벽면

에 충돌하는 입자 수의 감소로 인하여 침식률은 차 감소한

다. SCR 매 cell 내부의 침식은 단면 보다 크지 않기 때

문에 SCR 매 설계시 침식이 많이 발생하는 SCR 매 단

면 설계에 을 두고 설계해야 될 것으로 단된다.
(2) SCR 매의 압력 강하  침식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  체 당 표면   입자 충돌 속도 등을 감소시키는 것

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SCR 매 설계시 단  체 당 

표면 , cell 도  벽 두께를 작게 설계하는 것이 요구되나, 
cell 도가 감소할수록 단 체 당 SCR 매의 표면  감소

로 인하여 NO 환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 범 의 표

면   cell 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

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력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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