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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Because flow uniformity affects the life cycle and performance of the catalyst, it 

is an important design factor fo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systems. We 

examined how the diffuser angle and the area ratio of the inlet of the SCR reactor 

to the front of the catalyst affect flow uniformity. For the numerical analysis, we 

used STAR-CCM+, a common CFD software program.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arger the area ratio was, the less the flow uniformity was, and that the 

longer the diffuser length was, the greater the flow uniformity was. When the area 

ratio was greater than 1:5, the flow uniformity appeared very similar at the front 

of the catalyst. As a result, the spread time of the exhaust gas increased and the 

flow velocit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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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젤엔진은 주로 시간당, 마력당 비교  낮은 소비율로  연

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으로 약 5,000마력의 장치

에 사용되는 주요산업의 동력원이 되었다. 그  소형 선박을 제외

하고 형 선박 이상인 경우 아주 큰 토크와 마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능상 디젤엔진을 거의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디젤엔진은 

연료분사방식과 연소 과정의 특성 때문에 비교  비 정제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선박의 운 비용을 일 수 있다. 이 게 디젤 

엔진은  연료 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료비가 게 드는 장

이 있다. 반면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은 디젤엔진이 가솔

린엔진보다 최  100배 이상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 명 이후 무차별 인 화석 연료의 사용으

로 환경오염 문제가 두가 되면서 환경규제 한 강화 되었다. 환

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이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에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이기 한 방법을 제시하여 환경보호를 

해 힘쓰고 있다. 환경오염 물질  질소 산화물(NOx)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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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 Date
NOx Limit, g/kWh 

n(rpm)＜130 130≤n＜2000 n≥2000

Tire I 00.1.1 17.0 45 · n
0.2

9.8

Tire II 11.1.1 14.4 44 · n
-0.23

7.7

Tire III 16.1.1 3.4 9 · n
-0.2

1.96

Table 1 MARPOL annex VI NOx emission limits (IMO regulation)

Fig. 1 Schematic diagram of SCR system Fig. 2 Basic CAD model

스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물질로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재 세계 으로 환경규제가 차 엄격해지기 때문에 

육상용 수송차량의 경우 이에 극 으로 처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는 Table 1에서 Tire I, II 같이 차량에서 처하는 것

과 달리 NOx 배출량이 많이 느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제

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양오

염 방지 약(MARPOL 73/78) 부속서 VI에 의해 선박 배기가스

에 포함된 NOx와 SOx의 배출 제한을 강화한 기  IMO Tier  

III가 2010년에 발효되어 NOx의 양을 Tire II에서 NOx 허용 배

출량의 75%를 감을 목표로 하는 Tire III를 2016년 1월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재 기 에서 Tier III를 만족하기 해서 디젤엔진 자체의 성

능향상과 연소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제범 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엔진연소를 직  제어하여 질소산화물을 제어하는 방식과 

배기시스템에 부가 인 시스템을 설치하여 질소산화물을 제어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 NOx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배기후처리 시스

템으로 Fig 1과 같은 시스템으로 효율이 높고 상업 으로 리 활

용되어지고 있는 선택  매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이 재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CR은 배기가스 에 포함되어있는 NOx를 매층(catalyst 

layer)을 통과 시킨 후 암모니아(NH3)와 반응시켜 무해한 질소

(N2)와 물(H2O)로 환하는 기술로 높은 탈질율과 안정화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1]
. 매의 우수성이 보장된 경우라면 

SCR의 반응성능은 매층으로 유입되는 유동균일도에 의해 

좌우된다[2,3]
.

유동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매 단에 편류가 발생하게 될 것

이며 일정 매만 사용하게 되어 매 사용주기 감소  SCR 성능

하를 래한다[3,4]
. 그래서 본 연구는 SCR 반응기에서 우수한 

유동균일도를 가지는 조건을 알아보기 해 입구와 매의 면 비

와, 디퓨 (diffuser) 각도를 변화시켜 유동균일도의 경향을 알아

보는 것이다. SCR시스템에 한 산유체역학(CFD: computa- 

tional fluid dynamics)을 통한 수치해석 기법을 통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두 변수(입구면 , 디퓨  각도)에 의한 유동균일도 경향

을 분석하고 설계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SCR 시스템에 한 유동장은 일반 으로 CFD를 많이 용하

고 있다. 일반 으로 SCR시스템의 확 , 축소   입, 출구 배기

 내를 흐르는 유동을 3차원 정상상태의 난류유동으로 가정하고, 

매담체 부분은 완  발달된 층류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매변환 기에서의 속도분포  압력을 계산하기 

해서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이 사용

되었으며, 난류모델은 이미 공학 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은 모델 κ-

ε계열을 사용하고 있다[5]
. 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기 때문

에 온도에 따른 도변화가 유동장에 일부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 지 방정식을 도입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Fig. 2는 선박용 SCR시스템에서 반응기에 한 3차원 기본 

CAD 모델로 입-출구를 제외한 SCR 반응기의 길이는 772 mm이

고, 0.182 m
3
의 체 과 매 유입면 은 0.235 m

2
을 가지며 입구

의 반경은 임의 반경 R이며 디퓨  각도는 임의 각도 θ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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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FD model and boundary condition

Fig. 4 Detail view of Polyhedral mesh

Fig. 5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pressure

drop measurement

모델이다. Fig. 3은 CFD 볼륨 메시(volume mesh)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경계조건으로 입구조건은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유

입단면에 유동의 방향이 일정한 균일 유동 조건을 사용하며, 난류 

운동에 지(κ)는 평균 입구유속의 5%로 가정하고, 난류소산율(ε)

은 난류혼합거리를 10%로 설정하 다. 반면 출구조건의 경우 

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기압 조건을 부여하 다. 벽면에서의 경계

조건은 모두 착(non-slip) 조건을 용하여, 벽면에서의 난류 운

동에 지의 확산은 zero가 되며, 난류에 지의 생성률과 소산율에 

지배를 받게 된다.

반응기 입-출구는 유동 안정성을 해 수력 반경의 20배를 확보

하여 CATIA V5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한 후, IGS 표  일

로 변환하여 상용 CFD 코드인 STAR-CCM+ Ver.6.04를 사용하

여 Fig. 4와 같이 폴리헤드랄 메시(polyheral mesh)를 약 100만개

를 생성하여 CFD모델을 완성하 다.

2.2 유동균일도

SCR 반응기는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담체 표면에서의 유속에 

한 균일성은 정화효율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는 요한 지표로서 

일반 으로 유동균일도(flow uniformity)가 사용된다. 이 지표는 식 

(1)과 같이 Weltens
[4]가 제안한 균일도 지표를 일반 으로 사용하

고 있다.

  
  






  
(1)

여기서 S는 담체의 단면 , Si와 vi는 담체격자 i에서의 단면 과 

국부유속을 나타내며, v는 평균유속이다. 따라서 균일도의 단

는 무차원이 되며, 1(100%)에 가까울수록 효과 으로 매와 배

기가스가 반응이 일어나 환원율을 높이게 된다. 즉, 유동 균일도

가 SCR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요한 설계 인자가 

된다.

2.3 촉매의 수학적 모델링

일반 으로 선박용 SCR 시스템에서 세라믹 담체(ceramic 

monolith) 매를 허니컴(honeycomb)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이 매는 다공성 물질로 상사되어 모델링 되고 있다. 담체에 

의한 배압의 증가를 구 하기 해서 일반 으로 다음 식 (2)와 같

은 압력증가 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6]

.











(2)

여기서 ξi(i=1, 2, 3)은 유동방향, Ki는 투과율, ui는 ζi에서의 면

속도, 투과율 Ki는 식 (3)과 같은 형태의 면 속도 크기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3)

담체 내부에서의 유동은 길이방향에 하여 작용하고 나머지 

방향에 해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ζi는 배기가스 배출방

향인 xi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의 식 (3)을 식 (2)에 입하

여 정리하면 식 (4)와 같이 담체 내에서의 압력강하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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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ometry of catalyst cell and pressure drop for CFD

Sort

Model

Catalyst

area

(mm)

Inlet

radius

(mm)

Inlet

area

(mm)

Area ratio

(inlet :

catalyst)

model-1 235,225 195 119,459 1:2

model-2 235,225 160 80,425 1:3

model-3 235,225 125 49,087 1:5

model-4 235,225 105 34,636 1:7

model-5 235,225 90 25,447 1:9

model-6 235,225 82 21,124 1:11

model-7 235,225 60 11,310 1:21

Table 2 The specifications of each model

(a) 40° (b) 50° (c) 60°

(d) 70° (e) 80°

Fig. 7 Reactor’s shape according to diffuser angle

Fig. 8 Comparison of flow uniformity on whole models





 


 


(4)

의 식 (4)는 매장치에 의한 배압의 증가가 유속에 비례하는 

항과,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으로 나 어지게 된다. 실제 실험

에서는 Fig. 5와 같이 장치를 설치해서 유속과 압력강하 값을 측정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FD를 통하여 Fig. 6과  같이 매담체 내

의 속도와 압력강하 값을 측정하여 1차 투과계수 α (kg/m
4
)와 2차 

투과계수 β (kg/m
3
·s)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1차 투과계수 α는 다공성 성 항을 나타내며 2차 투과

계수 β는 다공성 성 항이며, 매의 단  셀(unit cell)에 하

여 실험과 CFD 셀(cell)에 한 압력강하를 측정하 으며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오차가 거의 없었으며 이를 2차 곡선으로 수식을 

정리하여 식 (4)와 같이 나타내었을 때 α값은 0.419 (kg/m
4
), β값

은 2.9934 (kg/m
3
·s)로 선행연구

[6]
에서 검증하 다.

매담체는 허니컴(honeycomb) 형태의 칭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 셀 하나에 하여 모델링한 후 유입부인 입구와 

유출부인 출구를 각각 모델링 하 다. 작동 유체는 공기이며 경계

조건으로는 입구는 유속으로 설정하 고 출구는 기압을 설정한 

후 벽면에 해서는 칭조건을 부여하 다. 입구  출구부의 유

로는 경계조건으로 부터의 유동간섭을 최소화하기 하여 각 단면

의 5배 길게 하 다. 한 매 셀의 채 (channel) 내의 벽면은 

착(non-slip) 조건을 부여하고, 채  내의 유동은 층류로 가정하

여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3. 수치 해석결과 및 토의

3.1 모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입구와 매의 면 비와 디퓨  각도가 유동균일

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여러 가지 모델을 기



Hongseok Seong et al.

398

Fig. 9 Flow uniformity distribution on area ratio and diffuser 

angle

 

(a) model-2 (60°)        (b) model-2 (80°)

Fig. 10 Velocity distribution in front of the catalyst

으로 CFD를 통해 그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Table 2와 같은 8가지 

모델을 통해 알아보았다. 모델 구분 기 은 면 비로 나 었고, 각 

모델에 해서 디퓨  각도의 변화를 40°, 50°, 60°, 70°, 80°로 

주어서 총 35번의 경우(case)를 거쳐 유동균일도의 경향성을 악

하고자 했다. 각도에 따른 형상은 Fig. 7을 보면 디퓨  각도가 커

질수록 디퓨  길이 한 길어졌으며, 80° 일 때의 디퓨  길이는 

40° 일 때의 길이에 약 5배 만큼 길어져 체 인 형상의 크기 

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디퓨저 각도와 면적비가 유동균일도에 미치는 영향

먼  각 모델의 각도별 유동균일도를 CFD를 통해 알아보았

다. Fig. 8은 체 모델의 유동균일도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Fig. 9는 기존 데이터를 기 로 matlab을 통해 3차원 스 라인 

보간법(cubic spline interpolation)으로 유동균일도와 디퓨  

각도, 면 비를 3D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 를 보면 체

으로 디퓨  각도가 클수록 유동균일도의 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각 그림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입구와 매 단

의 면 비가 작을수록 유동균일도는 높고, 낮을수록 유동균일도

는 낮은 값을 가졌다. 하지만 면 비가 1:5 이상인 모델 모두 

디퓨  각도가 40°인 경우 유동균일도가 비슷한 수치를 보 다. 

한 유동균일도는 디퓨  각도가 커질수록 증가했는데 Fig. 10

을 보면 같은 모델이라도 60°일 때와 80°일 때 속도 차이가 많

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디퓨  각도가 커질수록 디퓨  

길이 한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가 디퓨  에서 확산 시간이 길

어지며, 확산이 일어남에 따라 체 인 속도가 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디퓨  각도가 커질수록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a) model-2 (60°)의 경우 유동균일도는 78.30% 으며, (b) 

model-2 (80°)의 경우 83.33%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CR 시스템 반응기 내부 유동에 하여 수치해

석 기법을 통하여 기본 인 유동특성을 악해 보았는데 디퓨  

각도가 증가하면 디퓨  길이도 증가하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정

체 시간이 증가하면서 유동이 확산되어 유동이 매 단에 도달

할 때 유동균일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80% 이상의 

유동균일도를 얻기 해서는 SCR 반응기에서 혼합증발 의 직

경이 매단의 단면 에 1/5 미만 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디퓨  각도를 크게 한다면 유동균일도 값이 높게 나타나겠지만 

반응기의 입구속도에 하여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최 설계에 

한 추가 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의 일부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 ‘해양안   해양교통

시설 기술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References

[1] Lee, J. W., Choi, H. K., Yoo, G. J., 2010, Numerical Study on the Mixer 

Type of Uear-SCR System for Flow Mixing Improvement,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15:4 9-16. 

[2] Ryu, C. K., Shim, K. B., Choi, S. M., 1999, Flow Optimization Study of 

Selective Catalytic Reactor by Reduced Scale Model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B, 23:4 548-55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4:4 (2015) 394~399

399

[3] Seo, J. W., Lee, K. I., Oh, J. T., Choi, Y. H., Lee, J. H., Park, J. I, 2008, 

The Study on the Effects of Mixer Configurations on Fluid Mixing 

Characteristics in SCR Systems,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B, 16:6 192-199. 

[4] Weltens, H., Bressler, H., Terres, F., Neumaier, H., Rammoser, D., 

1993, Optimisation of Catalytic Converter Gas Flow Distribution by 

CFD Prediction, Society of Automobile Engineers, 0780 930780. 

[5] Launder, B. E., Spalding, D. B., 1974, The Numerical Computation of 

Turbulent Flows,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3:2 269-289. 

[6] Tsinoglou, D. N., Koltsakis, G. C., Missirlis, D. K., Yakinthos, K. J., 

2004, Transient Modelling of Flow Distribution in Automotive 

Catalytic Converters, Applied Mathematical Modelling, 28:9 775-794. 

[7] Lee, C. S., Jeong, I. G., Jeong, S. S., Park, C. D., Jeong, G. R., 2012, A 

Numerical Analysis on Flow Uniformity of SCR Reactor for 5,000 PS 

Grade Marine Engine, KSMPE, 11:6 2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