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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ackage type of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ystem that was proposed for removing the NOx found in flue 
gas from the small scale of air pollution sources was evaluated. The efficiency of the SCR system is determined by the proper 
utilization of catalytic media installed inside of the system, and the proper distribution of flow velocity and NH3 concentration in 
the flue gas is a crucial factor for using the catalytic media.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s of NH3 concentration were estimated under
the various arrays and shapes of AIG at the given gas flow condition. The value of RMS (%) in NH3 concentration is 95.3% at 
co-current flow (at 0°) injection but it is 90.1% at the condition of counter-current flow (at 120°) condition, which implies the 
counter-current injection is more favorable. By rearranging the NH3 injection flow rate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velocity and NH3

distribution in basic calculation, the value of RMS (%) in NH3 concentration was reduced to 62.8%. The enhanced effect of NH3

mixing by the combined effect of arrays and shapes are complied in the study.
Key Words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NH3 Concentration Distribution, AI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요약 : 소규모의 대기오염 배출원으로부터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패키지형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
tion) 시스템 내에서 암모니아 농도제어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SCR 시스템의 효율은 촉매층의 효율적인 활용에 좌우되
며 촉매층의 효율적인 사용은 시스템에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유동균일도와 암모니아 농도의 균일도에 의해 좌우된다. 본 연
구에서는 주어진 최적의 유동조건에서 SCR 시스템 내에 배치된 AIG 형상과 분사 유량 조정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를 
평가하였다. 기본 유동조건에서 분사구의 각도에 따른 전산해석 결과, 배가스 유동에 대해 동류방향(0°)으로 암모니아를 분
사한 경우의 농도분포의 RMS(%) 수치는 약 95.3%, 대향방향인 120°의 각도를 가지는 경우 90.1%로 파악되어 대향방향으로
의 분사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동박리영역에서 벗어나도록 분사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기초계산에서의 속도분
포와 농도분포를 기준으로 환원제 유량을 조정한 결과 RMS(%) 수치를 최대 62.8%까지 하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AIG 형
상 및 배치구조에 혼합증진의 효과를 정리하였다.
주제어 : 선택적촉매환원법, 암모니아 농도분포, AIG, 전산유체역학

1. 서 론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여러 발생원

으로부터 대기로 유입된다. 발생원별 분포에서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대형 열기관들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법적규제와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

리되어 왔고 그 결과 대폭적인 대기배출량 감소가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규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소형 대기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규제관리

측면이나 제어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감소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기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대

부분은 Thermal NOx이기 때문에 연소과정에서의 적절한 제

어를 통해 NOx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소과정에서

의 질소산화물 저감방법은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

기관 밖으로 배출되는 NOx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배기가스에 대한 후처리 기술을 적용

하는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상황의 소형 열기관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후처리를 위해 적용되는 SCR (selective ca-
talytic reduction) 시스템의 운전 변수에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질소산화물의 후처리시설로서는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시스템이 SCR 시스템과 경쟁적 관

계에 있다. SNCR 시스템의 경우 장치구성상 단순함이 있으

나 환원제와 배기가스 내의 질소산화물과의 효과적 반응을 

위해 고온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소로

에 비해 현격히 낮은 온도가 유지되는 배기관 내의 온도 조

건으로는 SNCR 기술의 적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1) 
SCR 시스템은 SNCR에 비해 장치운영이 복잡하나 질소산

화물에 대한 안정적 후처리시설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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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hematic of the SCR system: (a) dimension of the SCR system, (b) cut view of the SCR system.

대형배출시설 위주로 널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대기오염물 규제가 그동안 관리되지 못했

던 소형 대기오염배출시설까지 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기

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CR 시스템의 소형

화를 통한 소형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해 확대적용이 요구

되고 있다. SCR 시스템을 소형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상황에서 공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덕트를 따라 배기가스와 암모니아가 혼합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주어지는 대형 대기오염배출시설과 달리 최

소의 공간에서 배기가스와 암모니아가 혼합이 이루어져 촉

매층에 공급되어야하는 패키지(package) 형태의 SCR 시스

템의 운영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대형 대기오염배출시설 기준으로 개발된 기존의 

설계요소를 소규모 SCR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여

러 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SCR 시스템의 규모에 관계

없이 SCR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촉매층의 활용

문제로 주어진 열적조건에서 배기가스가 촉매층을 통과하

면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의 환원율이 최대가 되

도록 설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SCR 시스템에서 질

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촉매층의 효율적인 활용은 촉매

층으로 분산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속도 분포의 균일도가 높

아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촉매층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가 질소산화물과 양론적으로 균일하도록 혼

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크게 좌우된다. 즉 균일하지 않

은 유동은 촉매층을 통과하는 동안 촉매층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율을 나타내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암모니아 

농도의 편중은 암모니아 슬립(ammonia slip) 같은 치명적 문

제를 초래한다.2~4)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SCR 
시스템 내부의 촉매층에 대한 최적의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요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데 그 

중 첫 번째는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덕트(duct)에서 SCR 시
스템 본체로 유입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제어하여 균일한 

속도를 가지는 배기가스 유동이 촉매층에 유입되도록 하는 

유동속도에 대한 제어 조치이고 두 번째는 환원제로 주입

되는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에 균일하게 혼합되어 촉매층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내의 화학적 조성이 균일해지도록 하는 

조치이다. 패키지형 소형 SCR 시스템에서 유동을 제어하

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유동 유입부에서 여러 가지 형상으

로 설계된 배플(baffle)을 설치하여 유동제어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으나 촉매층에 도입되는 배기가스 중 암모니아

의 농도를 균일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SCR 시스템 내부의 

유동조건에 적합하게 설계된 특별한 형상의 암모니아 분사

장치의 구성이 필요하다.5)

본 연구에서는 패키지형 소형 SCR 시스템 내의 유동형

태가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SCR 시스템 내부를 흐

르는 배기가스에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균일한 농도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AIG (ammonia injection grid)의 배

치와 구조에 대하여 전산해석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전산

해석 대상의 SCR 시스템은 유동제어를 목적으로 수행된 선

행연구5)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AIG의 

배치 및 형상변화에 대한 암모니아 농도분포 특성변화만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기본해석모델

본 연구의 해석 대상 모델은 선행연구5)와 동일한 22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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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rray and angular position of ammonia gas injection holes of the AIG: (a) array of holes in case 0 and cases A (b) 
angular positions in cases A.

(75 MBtu/hr) 용량의 육상용 보일러에 장착되는 패키지형 

SCR 시스템으로 2.4(X) × 2.4(Y) × 3.1(Z) m3의 내부용적을 

가진다. Fig. 1에 해석 대상 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을 나타

내었다. SCR 시스템 내에는 2.4 × 2.4 × 0.28 m3 용적의 3단
의 촉매층이 설치되며 첫 번째 촉매층과 AIG의 거리는 

AIG의 중심으로부터 0.75 m (Z = 0.835 m)이다. AIG는 Z 
방향으로 Z = 0.085 m인 위치에서 XY 평면에 펼쳐진다. 원
통형인 덕트 입구에서 균일하게 유입된 배기가스는 SCR 
시스템의 하단에 설치된 가로 8개, 세로 8개의 격자형상의 

배플을 지나 1차적으로 균일화된 유동을 형성한다. 배플을 

지난 배기가스는 AIG로부터 분사된 환원제와 혼합되어 촉

매층에서 질소산화물이 제거 된 후 덕트의 출구 부분을 통

해 빠져나간다.
Fig. 2에 기본 AIG 형상을 나타내었다. 총 6개의 AIG가 

배플의 끝단부터 배기가스 흐름방향으로 0.135 m (Z = 0.085 
m) 위의 위치에 X축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기본해

석에서 AIG에 구성된 암모니아 분사구는 직경 4 mm로 각 

AIG에서 Y = 0.17 m인 지점부터 0.14 m (∆Y = 0.14 m)마
다 위치하며 분사구의 각 AIG에는 16개의 분사구가 배치

된다. 분사구출구 방향은 Z축 방향과 일치시켰으며 이 때 

출구각도 기준을 0°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해석의 경

우를 case A-0로 정하였다.

2.1.1. 분사구의 각도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

AIG의 배치 및 분사구의 위치가 Fig. 2의 형상을 유지하

는 구조에서 분사구의 각도를 변경했을 때 SCR 시스템의 

내부 유동에서 나타나는 암모니아 농포분포변화를 평가하

는 연구를 case A로 규정하였다. AIG에 설치된 분사구의 

각도를 Z축 방향과 일치하는 각도인 θ = 0°로 정했을 때 경

우가 case A-0가 되고 Fig. 2(b)에 보인 것처럼 AIG의 축 중

심에 θ = ±30°, θ = ±60°, θ = ±120°인 경우를 각각 case A-1, 
case A-2, case A-3으로 정하였다. 해석 시 배치된 분사구

의 위치는 θ =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그재그(zig-
zag) 형태로 배치하였는데 한 개의 AIG에 16개의 분사구

가 배치되므로 case A-1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AIG에서 θ 
= +30° 각도로 분사구가 8개, θ = -30° 각도로 분사구가 8
개가 배치됨을 의미한다. θ = ±120°의 경우는 분사구가 배

기가스 유동방향에 대해 대향방향으로 위치함을 나타낸다. 
Case A의 해석을 통해 파악된 바로는 유동분포 대비 농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위해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외곽에 있

는 AIG에 대해 분사구의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이 

파악되었는데 θ = ±120°인 경우인 case A-3의 경우에 대해 

다른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외곽에 있는 AIG, 
즉 첫 번째 및 여섯 번째의 AIG에 설치된 분사구를 지그

재그로 배치하지 않고 벽의 반대 방향으로 분사구의 각도

를 각각 θ = +120° 및 θ = -120°로 배치하여 해석하였다. 그
리고 이들 AIG에 설치된 분사구는 벽으로부터 발생되는 유

동박리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Y = 0.384 m가 되

Fig. 3. Array of ammonia gas injection holes of the AIG in 
case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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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Arrangement of AIG: (a) 4 AIG type, (b) lattice type, (c) donut type.

는 부분부터 0.126 m 간격으로 14개를 위치시켰다. 이렇게 

구성된 AIG를 case A-3*의 경우로 규정하였다. case A-3*
의 분사구 배치를 Fig. 3에 설명하였다.

2.1.2. AIG 분사량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

각 AIG에서 주입되는 암모니아 공급량을 변화시켜 가며 

이에 따른 SCR 시스템 내부유동에서의 암모니아 분포변화

를 평가하는 연구를 case B로 규정하였다. Case B는 case 
A-3*의 작업조건에서 결정된 분사구의 배치 및 각도를 고

정한 조건에서 AIG에 균등하게 공급되던 환원제의 유량을 

변경하면서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Case B-1에서는 AIG 
주위를 통과하는 배기가스의 속도불균일에 의해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암모니아 혼합의 불균일을 보정하기 위해 속도

분포를 기준으로 각 AIG에 공급되는 환원제의 유량을 교

정한 것으로 각 AIG에 공급되는 환원제의 유량은

  


× 

 (1)

의 관계식으로 교정하였다. 여기서 Qi는 i번째 AIG에 공급

되는 환원제 유량, 는 i번째 AIG의 표면에서 Z의 음의 

방향으로 전단 1 mm인 위치에서의 유체평균속도, QT는 SCR 
시스템에 공급되는 환원제 유량, v‾는 vi의 평균값을 나타낸

다. Case B에서 사용된 AIG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i는 

1에서 6까지 값을 가진다. Case B-1에서 유량조정의 개념

은 환원제의 유량이 고정되었을 때 AIG를 지나가는 배기

가스 속도가 빠를수록 AIG를 통과하는 배기가스에 섞이는 

암모니아 농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Case B-2는 case A-3*의 계산에

서 촉매 전단 5 mm (Z = 0.83 m)에서의 농도분포를 바탕으

로 각 AIG에 공급되는 환원제 유량 Qi를 교정하는 작업이

다. 즉 각 AIG의 중심축에서 Z 방향으로 촉매전단 5 mm 
위치까지 수직·이동하여 그 위치에서의 구해진 배기가스 

중 암모니아 평균농도를 로 규정하고 각 AIG로 공급되

는 환원제 유량 Qi를 식

Table 1. Corrections for ammonia gas injection in cases B

Injection amount (g/sec)

case B-1 case B-2

AIG 1 5.94 7.11

AIG 2 16.82 16.89

AIG 3 20.22 18.98

AIG 4 20.22 18.98

AIG 5 16.82 16.89

AIG 6 5.94 7.11

 


 


×




  (2)

로 보정하여 배기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 분포를 다시 해석

하는 것이다. 여기서 c‾는 ci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Table 1
에 식 (1)과 (2)에 의해 교정된 환원제의 유량을 나타내었다.

2.1.3. AIG 형상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

촉매층으로 공급되는 배기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분포가 

균일해지도록 하기위한 조치로서 AIG의 형상을 변경하여 

AIG 형상대비 암모니아 농도분포를 평가하는 작업을 case 
C로 규정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AIG 형상은 일렬, 격자형, 
도넛형의 배치가 사용되었다. Fig. 4에 각 AIG의 배치형상

을 나타내었다. Case C-1을 일렬로 6개의 AIG가 있던 기본 

형상에서 유동박리 영역에 위치하는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의 AIG를 제외한 것으로 분사구의 각도는 혼합에 가장 효

과적인 120°로 하였고 분사구의 위치는 유동박리 영역에서 

벗어난 Y = 0.384 m에서 시작하였다. 분사구는 0.126 m마

다 하나씩 두었으며 개수는 AIG당 14개이다. Case C-2는 일

렬로 위치하던 AIG의 형상을 격자형상으로 바꾸어 해석한 

것으로 AIG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각 3개씩 위치한다. 
AIG의 분사구는 case C-1과 동일한 형상으로 두었다. Case 
C-3은 분사구를 배기가스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유

동박리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덕트 입구 직경(1.314 m) 
부분에 위치시켰다. AIG의 형상은 덕트 입구와 같이 도넛 

형상으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각 AIG의 간격은 0.35 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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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으며 첫 번째 AIG의 도넛 직경은 1.4 m, 두 번째 AIG
는 1.05 m로 하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AIG의 분사구는 

18° 간격으로 각 AIG 당 20개씩 위치시켰다. 세 번째 AIG
의 경우의 도넛직경은 0.7 m, 네 번째는 0.35 m로 하였으

며 첫 번째와 두 번째 AIG보다 상대적으로 도넛직경이 작

기 때문에 분사구는 36° 간격으로 10개씩 위치시켰다. 분사

구는 120° 각도로 고정하여 배기가스의 속도가 빨라 상대

적으로 벽면보다 암모니아의 농도분포가 적을 것으로 예상

되는 덕트 입구를 향하도록 하였다.

2.2.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을 식 (3)에서 식 (6)에 나타내었다. 난류모델

은 급격한 유동변화와 재순환 유동이 발생되는 현상에서의 

난류특성을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알려

진 RNG k - ε 모델을 사용하였다.1,4) 난류특성길이는 수력학

적 직경(hydraulic diameter) 1.314 m를 사용하였으며 난류

강도의 경우 조용한 입구에서 2~3%, 혼합이 되거나 거친 

단면에서는 10~12%를 적용하므로, 이번 SCR 시스템의 형

상에서는 10%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촉매층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유동 및 속도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10% 이내로 가정하고 유동 해석만 수행하였다.6)

2.2.1. 난류 방정식(turbulence equation)
RNG k-ε 난류 모델은 난류 운동 에너지 k와 난류 운동 

에너지의 소산율 ε에 대한 수송 방정식(transport equation)
을 기초로 한 반경험적(semi-equation) 모델이다. 난류 운동 

에너지 k의 수송 방정식은 완전 방정식으로 도출되며, 소
산율 ε의 수송 방정식은 물리적 추론에 의해 도출된다. k
와 ε에 대한 수송방정식은 다음의 식 (3)과 (4)와 같이 표현

된다.













ε

(3)




ε


ε




ε

ε
ε

ε
εε

ε
ε

(4)

µeff는 유효점성계수이며, ρ는 유체의 밀도이고 Gb는 부력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난류 운동에너지이며, Gk는 평균속

도구배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이다. α k, α ε는 k와 ε에 

의한 난류 Prandtl Numbers의 역수이며, C1ε = 1.42, C2ε = 
1.68로 각각 경험적 상수이며 부력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

므로 C3ε는 사용되지 않았다.

2.2.2. 물질 전달 방정식(species transport equation)
AIG로부터 분사된 암모니아 기체는 시스템 내에서 암모

니아 농도구배에 의한 자체 확산과 암모니아 주변의 배기

가스가 가지는 난류에 의한 확산에 의해 이동한다. 유체 내

에 존재하는 물질이 물질 간 반응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가정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농도의 변화는 유체

운동에 의한 대류와 물질의 확산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식 

(5)로서 설명된다.




∇∙  ∇∙   (5)

Y i는 화학종의 질량분율, Ri는 화학반응에 의한 반응물 i의 

생성 속도, Ji는 i종의 확산플럭스(diffusion flux)이며 다음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6)

여기서 Di,m은 질량 확산 계수, DT,i는 열 확산 계수이며 µt

는 난류 점성계수이다. Sct는 난류 유동 계산 시 필요한 항

으로서 난류 Schmit 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

되는 값인 0.7로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2.3. 경계조건 및 해석 방법

SCR 시스템 내부 유동 및 농도 해석은 특성에 따라 두 

영역으로 나누어 해석이 가능하다.7) 첫 번째 영역은 AIG 
입구 부분을 통해 유입된 환원제가 각 분사구를 통해 분사

되는 AIG 내부 영역 해석에 해당하며 두 번째 영역은 분

사구에서 분사되어진 환원제가 외부 영역인 SCR 시스템에

서 배기가스와 상호교환을 하는 구간이다. 첫 번째 영역의 

AIG 내부 해석 결과로 AIG 형상에 따른 각 분사구에서의 

유량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결과값은 구간 2의 

SCR 시스템의 유동해석 시에 AIG 분사구의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내부의 전산해석은 CFD 상용프로그램

인 FLUENT를 이용하였다.8)

2.3.1. AIG 내부 영역 해석

AIG 내부 영역의전산 해석을 위해 AIG의 입구부분을 

mass flow inlet 조건으로 설정하여 질소산화물 제거용 환원

제가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AIG의 분사구는 pressure outlet
으로 설정하여 각 분사구로부터 환원제가 분사되는 양을 

해석 하였다. AIG의 입구부분에서는 몰분율로 0.37의 암모

니아와 99.63의 공기로 조성되는 환원제를 18.33 Nm3/hr의 

일정량으로 공급하며 환원제의 온도는 368.15 K이다. 해석

에 사용된 암모니아는 밀도 0.69 kg/m3과 1.02 × 10-5 kg/ 
m-sec의 점도를 가진다. 해석에서 수렴 판단은 온도장과 

농도장의 경우 잔차(residual)가 1 × 10-6 미만 일 시를 기준

으로 설정하였고 그 외 속도장, 난류장 등의 경우 잔차가 

1 × 10-3 미만의 값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반복계산을 

통한 결과값을 계산하였다. 모든 방정식은 하향이완법(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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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utational conditions of the SCR system

Numerical conditions Boundary conditions

SCR 

 Inlet 10.8 m/s, 573 K Velocity inlet

 Outlet 1 atm Pressure outlet

 AIG holes Air:99.63%+NH3:0.37% Mass flow inlet

 Catalyst - Porous media

 Wall - Adiabatic

AIG

 Inlet
14 g/sec , 368 K

Air:99.63%+NH3:0.37%
Mass flow inlet

 Outlet
(AIG holes)

- Pressure outlet

relax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반복 계산 사이 종

속 변수 값의 변화를 느리게 하여 수렴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9)

2.4.2. SCR 시스템 영역 해석

SCR 시스템 영역의 전산해석을 위해 덕트 입구부분을 

velocity inlet 조건으로 설정하여 배기가스가 덕트 입구를 

통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덕트의 출구 부분은 pre-
ssure outlet으로 설정하여 일정 압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시켰다. 각 AIG의 분사구는 mass flow inlet
으로 지정하여 환원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분

사구에서 분사되는 환원제의 양은 SCR 시스템의 해석 전 

AIG 형상에 따른 AIG 내부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적

용하여 사용하였다. 배기가스의 유량은 25,300 Nm3/hr이며 

질소와 산소가 각각 0.77와 0.23의 질량분율을 갖는 공기로 

간주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3) 촉매층은 다공성 물질

이므로 촉매에서의 유동 해석을 위해 투과율, 관성저항 등

의 특성 값을 가지는 다공판(porous media)을 적용하여 해

석하되 촉매에 관하여 유동의 방향만 설정하기 위해 관성

저항을 z방향은 10 m-1그 외 방향은 z방향의 10만 배를 설

정하였다.10) 또한 촉매층 영역은 유체 흐름 방향인 z축 방향

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으로의 물질 및 운동량 전

달은 무시하였고 모든 벽에는 점착조건과 단열조건을 부여

하였다. Table 2에 AIG 내부 해석 및 SCR 전체 해석에 사

용한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해석 격자 모델은 모델링 및 

격자 형성 프로그램인 GAMBIT을 사용하였으며 유동 흐

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격자를 조밀하게 형

성하였다.11) 생성된 격자는 hex와 tetrahedral의 형태로 약 

2,660,000 개로 구성되어 있다.

2.5. SCR 시스템의 유동 및 농도의 균일도 판단

AIG 형상에 따른 SCR 시스템의 유동 및 농도 균일도 판

단을 위해 RMS (root mean square)(%)를 이용하여 촉매층 

전단에서의 균일도를 수치화 했다. 촉매층을 통과할 시 암

모니아 농도분포의 균일도는 질소산화물의 저감률과 암모

니아 슬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RMS(%)는 

유체 균일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수로 배기가스 및 암모

니아가 촉매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과하는지를 나타내

며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 (7)

여기서 와 는 각각 주 유동 방향(Z방향)의 국부속도 및 

평균속도를 나타내며, A는 제어 체적의 단면적을 나타낸

다. 농도 균일도 판단 식을 식 (8)에 나타내었다.

  

 





× (8)

c와 는 국부농도 및 평균농도를 각각 나타내며, A는 제

어 체적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RMS(%) 수치가 낮을수록 

전 단면적에 걸쳐 들어오는 경우로 수록 촉매층에서 배기

가스와 암모니아가 고르게 분포하여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

이 좋고 촉매층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1,3,6)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AIG의 분사구의 각도와 AIG 형상, 분사

량 조절의 다양한 운전조건에 따른 촉매층 전단에서의 암

모니아와 배기가스 혼합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3.1. 기본 형상의 암모니아 농도분포

AIG 형상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Y
= 1.2 m의 시스템 중심과 첫 번째 촉매층 전단 5 mm의 단

면을 형성하여 첫 번째 촉매층 전단에서의 속도장 및 암모

니아 농도분포를 중심으로 배기가스와 환원제의 혼합정도

를 평가하였다. Fig. 5에 기본 형상인 각도 0°인 경우의 속

도분포와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5(a)는 X = 1.2 m의 

정면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Fig. 5(b)는 동일면에서의 

암모니아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에 대한 균일도

의 경우 식 (7)을 이용하였고 농도의 경우는 식 (8)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기본 형상의 촉매층 전단에서의 평균 속

도는 4.98 m/sec, 표준편차는 1.28 m/sec이며, 식 (5)에 의해 
계산된 RMS(%) 수치는 약 25.7%로 낮은 값을 나타내나, 
Fig. 5(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벽주위의 저점성층에 의해 

SCR 시스템의 중심보다 벽주위 속도분포가 상대적으로 낮

은 값을 나타내며, 덕트 입구를 통해 유입된 배기가스가 시

스템 내부에서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유동박리 영역이 발

생한다. Fig. 5(b)에서 확인 가능 하듯 이러한 영역에 환원

제가 분사되었을 시 환원제는 덕트 출구인 Z 방향으로 나

아가지 못하고 유동박리 영역에서 재순환하게 되며 그에 

따라 환원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영역이 발생된

다. 결과적으로 환원제인 암모니아 농도분포는 질량분율 

3.51 × 10-5, 표준편차는 3.35 × 10-5이며, 그에 따른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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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a) velocity and (b) NH3 mass fraction at case 0 at X = 1.2 m.

Fig. 6. Distribution of NH3 mass fraction at Z = 0.83 m in cases A.

수치는 약 95.3%로 속도분포와 관계없이 높은 수치를 나타

냄을 확인 가능하다. 높은 RMS(%) 수치는 암모니아가 일

정 영역에 집중되어 암모니아 슬립을 일으키며, 촉매의 활

용을 저하시키고 낮은 질소산화물의 저감 성능을 보일 가

능성을 나타낸다.3) 이는 혼합을 위한 1차적인 방법인 배플

만으로는 환원제의 농도분포의 균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AIG 형상변화를 통한 암모니아와 배기가스

의 균일한 혼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2. AIG 분사구의 각도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

Fig. 6에 분사구의 각도에 따른 촉매층 전단 5 mm에서의 

암모니아 농도분포의 전산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Case 0
은 기본 형상이며, case A-1은 30°의 각도를 준 경우이다. 
Case A-1에서의 RMS(%) 수치는 약 93.6%로 각도를 주지 

않은 case 0의 경우보다 균일도가 약 1.7% 개선된 것을 확

인 가능한데 각도 없이 바로 분사되었을 경우 덕트 입구에

서 10.8 m/sec로 빠르게 유입되는 배기가스와 환원제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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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ected distribution of NH3 mass fraction at Z = 0.83 in cases B.

합될 시간을 각도를 주는 경우보다 적게 가지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분사구의 각을 줌으로써 환원제가 혼합될 수 있

도록 시스템 내 공간이용률을 높여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역

할을 한다. Case A-2는 분사구의 각도를 60°로 변경시켰을 

때 촉매층 전단에서의 암모니아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RMS(%) 수치는 91.9%이다. Case A-3는 분사구의 각을 120°
로 하였을 때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20°는 유동이 흘

러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분사가 되는 경우로 이

때의 RMS(%) 수치는 가장 낮은 90.1%를 나타내었으며, case 
0의 기본형상과 비교할 경우 약 5.2%의 균일도가 개선되

었음을 확인 가능하다. 환원제가 분사되는 AIG와 질소산

화물의 저감반응이 이루어지는 촉매층 전단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대향방향으로 분사했을 경우 정방향으로 분사

했을 경우보다 SCR 시스템 내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혼합율 개선에 효율적임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가장 외곽의 분사구를 변경한 case A-3*의 RMS(%) 
수치는 77.7%로 유동박리 영역으로부터 분사구를 벗어나

게 함으로써 벽주위로 집중되던 암모니아 농도분포를 감소

시켜 균일도를 개선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AIG 분사량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

분사각에 따른 촉매전단에서의 농도분포를 살펴 본 결과 

소형시설의 SCR 시스템인 경우 공간상 제약으로 암모니아

가 분사되는 AIG와 촉매층 거리가 짧아 암모니아가 촉매

층 전단에서 고르게 혼합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분

사각과 분사구의 개수 조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 (1)과 (2)의 교

정조건을 적용하여 속도분포 및 농도분포 기준으로 환원제

의 유량을 조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속도분포를 

기준으로 유량을 조정 한 case B-1의 경우 평균 질량분율은 
2.75 × 10-5, 표준편차는 1.73 × 10-5, RMS(%) 수치는 62.8%
로 환원제의 유량을 조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유량을 주

었을 경우보다 약 14.9% 낮아진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입되는 속도가 10.8 m/sec로 빠르고 

배플을 통과한 배기가스 또한 촉매층 전단에서 평균 약 4 
m/sec의 속도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분포와 반

비례되도록 환원제의 유량을 조정하는 것은 고른 농도분포

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 
B-2의 경우 농도분포를 기준으로 유량을 조정한 경우이며 

이때의 평균 질량분율은 2.73 × 10-5, 표준편차는 1.72 × 10-5, 
RMS(%) 수치는 62.9%였다. 또한 Fig. 7(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벽주위에 높게 분포하던 암모니아의 양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시스템 중심에서

의 환원제 분사량을 배기가스의 속도가 느린 시스템의 외

곽부보다 많도록 조정하는 것이 고른 농도분포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3.4. AIG 형상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

Fig. 8에 각 AIG 형상에 따른 촉매층 전단에서의 암모니

아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세 가지 AIG 형상 중 도넛형상

의 AIG가 배기가스와 환원제의 가장 좋은 혼합을 나타내

었다. Case C-1의 일렬로 배치된 4개의 AIG 형상에서의 평

균 질량분율은 2.59 × 10-5, 표준편차는 1.37 × 10-5이며 RMS 
(%) 수치는 53%를 나타내었다. 일렬로 6개의 AIG를 위치

시켰을 시보다 약 37.1%의 유동 균일도가 개선된 것으로 

유동박리 영역에 위치하던 AIG를 제거함으로써 벽주위에 

집중되던 암모니아를 분산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ase 
C-2의 격자형상의 AIG의 경우 평균 질량분율은 2.78 × 10-5, 
표준편차는 1.58 × 10-5로 RMS(%) 수치는 56.8%로 일렬 형

상의 4개의 AIG보다 낮은 RMS(%) 수치를 보인다. Case C-3
의 도넛형상의 AIG의 경우 평균 질량분율은 1.85 × 10-5, 표
준편차는 0.82 × 10-5로 평균 농도 및 표준편차가 둘 다 감

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RMS(%) 수치는 44.2%로 가장 낮은 

RMS(%) 수치를 나타내었다. 유동 박리 영역에 위치하는 모

든 분사구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사구를 상대적으

로 배기가스 속도가 빠른 덕트 직경 부분을 향해 분사구를 

위치시킴으로써 벽주위로 집중되는 암모니아 농도를 최소

화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었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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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ribution of NH3 mass fraction at Z = 0.83 in cases C.

넛형상의 경우도 높은 RMS(%)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효

율적인 촉매층 활용을 위한 충분한 혼합을 이루지 못함을 

확인 가능하다. 이는 소형 SCR 시스템의 경우 공간상 제약

으로 인하여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덕트 입구와 질소산화물

의 환원반응이 이루어지는 촉매층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

에 SCR 시스템 내에 AIG를 설치하여 환원제와 배기가스

를 혼합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촉매층 활용을 위해서는 SCR 시스템 이전에 미리 배기가

스와 환원제를 혼합하여 시스템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촉매

층 활용에 효율적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CR 시스템 내 배플을 이용하여 1차적으

로 균일화 시킨 배기가스 상태에서 환원제가 분사되는 AIG 
형상 및 유량 조정이 촉매 입구에서의 암모니아 농도분포

에 미치는 영향을 전산해석을 통해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속도장의 RMS(%) 수치 확인 시 약 25.7%로 낮으나, 농
도장의 RMS(%) 수치는 약 95.3%로 속도분포와 관계없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배기가스와 암모니아의 

혼합은 배플만으로는 농도분포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에

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AIG 형상변화를 통해 균일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분사구의 각도에 따른 촉매층 전단에서의 암모니아 농

도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각도를 가지지 않는 0°에서 ±30°, 
±60°, ±120°로 변경시켰을 시 RMS(%) 수치는 분사구의 각

도를 증가시킬수록 낮아져 대향방향인 120°로 하였을 때 가

장 낮았다. AIG와 촉매층 전단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늘려 줄 수 있도록 대향방향으로 분사했을 때

가 혼합증진에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암모니아의 농도분포가 집중되는 영역을 없애기 위해 

분사구의 위치와 유량을 조정 한 결과, 속도분포를 기준으

로 AIG의 유량을 조정한 경우의 RMS(%) 수치는 62.8%을 

나타내었다. 농도분포를 기준으로 유량을 조정한 경우의 

RMS(%) 수치는 62.9%로 동일한 유량으로 분사했을 시보

다 약 14.9% 낮아진 수치를 보임으로써 촉매층 전단에서

의 고른 농도분포를 위해서는 적정한 유량 조정이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4) AIG 형상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분포의 확인 결과 축

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열시킨 경우보다 유동박리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AIG 수를 감소시킨 경우 RMS(%) 수치가 감소

하였다. 또한 일렬배열보다는 격자형상과 도넛형상이 혼합

에 더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가장 혼합이 좋은 도넛형상의 

경우도 RMS(%) 수치 44.2%로 높아 SCR 시스템 내에 AIG
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소형 SCR 시스템의 경우 배기가스가 유입되

는 곳과 촉매층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촉매층에서 배기가

스와 암모니아의 혼합을 위해서는 SCR 시스템 이전에 미리 
환원제와 배기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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