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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ystem is highly-effective technique for NOx reduction from exhaust gas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direction and size of nozzle and the ammonia injection concentration on the performance of SCR 
system are analyzed by using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When the nozzle is arranged in zigzaged direction 
which is normal to exhausted gas flow, it is shown that the uniformity of gas flow and the NH3/NO molar ratio is improved 
remarkably. With the change of the ammonia injection concentration from 0.2 vol%(wet) to 1.0 vol%(wet),  the uniformity of 
gas flow shows a good results. As the size of nozzle diameter changes from 6 mm to 12 mm, the uniformity of gas flow is 
maintained well. It is shown that the uniformity of the NH3/NO molar ratio becomes better with decreasing the ammonia 
injection concentration and the size of nozz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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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국내외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법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수도권에 건설되는 발

전시설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기오염

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KMOE, 2013)
에 의하면 발전 시설에 적용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허

용 규제는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NG 

연료를 이용한 가스터빈은 연소 후 토출되는 배기가

스 중에 포함된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고체연료나 

액체연료를 이용한 발전설비로부터 토출되는 그것보

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어 수도권 발전시설

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체연료 사용시설에 적

용되는 NOx 허용 배출 기준의 경우 10∼20 ppm으로 

전보다 매우 엄격해짐으로서 NOx 저감을 위한 방안 

도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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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시설에서는 폐열회수 보일러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내부에 배기가스와 환원제

를 혼합하여 촉매층을 통과시킴으로써 배기가스 중 질

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촉
매층 전단에서 암모니아를 공기로 희석하여 노즐을 

통해 분사하면 배기가스가 촉매층을 통과하면서 암모

니아와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와 물로 전환되는 암모

니아를 환원제로 이용하는 SCR 방식은 높은 NOx 제
거 효율 때문에 규모가 큰 보일러와 발전설비 등에 적

용되어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Cho 등, 
2009; Lee 등, 2001; Moon, 1998) 이를 대신하여 환

원제로 물로 희석한 요소를 미세한 액적 상태로 분사하

는 SCR 시스템이 이용되기도 한다(Ottaviani 등, 2009).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SCR 시스템의 성능은 촉매

층으로 유입되는 혼합가스의 유동 균일도와 NH3/NO 
몰비의 분포에 의하여 결정된다. 배기가스와 암모니

아 희석가스의 농도가 촉매층으로 공급될 때 촉매층 

전단에서 균일하게 분포되면 NOx 제거가 원활해지므

로 유동 균일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SCR 설비를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경우, 

암모니아와 배기가스 간의 혼합 균일도 제어를 위해 

암모니아 분사격자 (ammonia injection grid, AIG) 후
단에 정적믹서 (static mixer)를 설치하거나 촉매층 전

단에서 유동균일화 장치로서 안내깃 (guide vane) 등
을 설치하는 방법들이 제안된다. Seo 등(2012), Park 
과 Chang(2009)은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노즐

의 배열 및 각도가 분사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으며 Park 등(2010)은 SCR 내부에 설치된 배플 

형상 및 구조가 유동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하여 별도 공간에 설치되는 SCR 시스템의 성능 향상

을 도모하였다. 
반면에 HRGS 내부에 SCR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적 믹서나 유동균일화 장치

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HRSG의 설계 초기에 SCR 
설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HRSG 본체와 가스 

터빈을 연결하는 확장 덕트 구간이 SCR 설치 공간이 

되어 NH3 분사를 위한 AIG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NH3는 매우 불균일한 분포를 갖게 되어 촉매층에 유

입될 때 NH3의 균일한 농도 분포 형성을 기대하기 어

렵다. 촉매층에서 NH3 농도 분포가 불균일해지면 설

계 기준에 주어진 NOx 저감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므로 촉매층에서 균일한 NH3 농도 분포를 나타내

는 NH3 분사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시운전 과정에서 많

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Oh, 1995).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수평형 HRSG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SCR의 주 구성 요소인 AIG와 촉매층

의 위치를 고압증발기 후단과 고압 절탄기 사이에 배

치되도록 암모니아 주입 그리드의 설치 공간과 촉매

층 공간을 고려하여 HRSG를 시공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 경우 SCR 설치를 위한 HRSG 내부의 공간이 

협소한 것을 감안하여 SCR 설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병합발전시설의 신설되는 수평형 

HRSG내에 탈질설비 SCR 장치의 최적 설계 및 성능 향

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AIG의 

설계인자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HRSG 내부에 설치되는 배연탈질 

설비의 유동 특성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수행

하기 위하여 상용 CFD 소프트웨어인 CFD-ACE+ 
2013을 사용하였다.

배기가스 중에 암모니아의 확산현상을 계산하기 

위하여 질량 보존방정식, 운동량 보존방정식, 화학종 

보존방정식과 난류방정식 등을 적용하였다. 난류유동

을 계산하기 위하여 Launder와 Spalding(1972)에 의

해 정의된 표준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난류운동에너지  및 난류에너지 소산율 을 

기본으로 하여 난류량을 예측하는 반경험 모델이다. 
수치해석에서 계산 영역을 수치모델의 적용에 적합하

도록 여러 개의 작은 영역으로 분할된 격자를 이용하

였다. 모든 물리량들은 이 제어 체적들의 중심에 저장

되며 이렇게 각 제어 체적에 보존법칙을 적용한 유한

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 FVM)을 이용하였다.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CFD-ACE+ 2013은 SIMPLE 

계열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으며 속도항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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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SCR system in horizontal HRSG.

의 성분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대
류항의 차분화 기법으로 1차 상류차분도식을 사용하

였으며, 수렴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변

수에 대하여 하향 이완을 수행하였다. 수렴판정은 각 

변수의 잉여값이 10-4이하이면 수렴한 것으로 판정하

였다. 

2.1. 해석 개요

본 연구에 적용되는 폐열회수보일러에서 배기가스

는 Fig. 1과 같이 가스터빈에서 배출되어 2차 고압과

열기→2차 재열기→1차 고압과열기→1차 재열기→고

압증발기를 통과하여 SCR 촉매층으로 유입된다. 배
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한 희석된 암

모니아 환원가스는 고압증발기 후단에 설치된 암모니

아 분사격자에서 분사되어 SCR 촉매층으로 유입된다. 
Fig. 1은 LNG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배기가스

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거치는 경로를 나타낸 것으

로 촉매층이 설치된 SCR 해석구간에 대하여 배기가스

와 암모니아 환원제의 유동 특성을 해석하였다. 
Fig. 1의 수평형 HRSG 내부의 SCR 해석 구간에서 

암모니아 주입 노즐 각도 및 환원가스 중 암모니아 농

도의 변화가 촉매층 전단에서의 혼합가스의 유속과 

NH3/NO 몰비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Fig. 2와 같은 해석모형으로 적용하였다. 촉매층의 

길이는 450 mm이고, 암모니아 주입 그리드는 촉매층 

전단면에서부터 1,210 m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며 

암모니아 주입 노즐의 간격은 380 mm(W) x 570 
mm(H)로 고정하였다. 

2.2. 수평형 HRSG SCR 모형의 격자

고압증발기를 거쳐 유입되는 배기가스와 환원 암

모니아의 확산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해석영역인  

Fig. 2를 Fig. 3과 같은 계산격자로 구성하였다. 해석

구간은 structured zone 128개, unstructured zone 12
개로 구성되며 계산격자는 총 5,883,552개의 셀을 적

용하였다. 

2.3. 해석을 위한 가정

HRSG 내부의 SCR 해석구간에서 배기가스의 유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Seo 등, 2012).
(1) 배기가스는 정상 비압축성 뉴턴 유체이다.



1484 김경숙․이경옥

Fig. 2. Computational domain of SCR system in horizontal HR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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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ational  grid of SCR system in horizontal HRSG.

(2) 가스터빈 후단에서 유입되는 배기가스는 고압

과열기, 고압재열기, 고압증발기를 거치며 고압

증발기 후단에서는 온도와 배기가스의 유속이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3) 전산해석 해석 영역에서 배기가스의 밀도와 점

도는 일정하며, 이는 SCR 해석구간 입구인 고

압증발기 후단의 온도와 화학조성에 의해 결정

된다.
(4) 가스터빈 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NOx

는 모두 NO 성분이라 가정하여 소요되는 암모

니아의 요구량을 다음 화학식에 의해 결정한다.

            ℃

  (1)

(5) SCR 촉매층은 형상에 대한 상세모델링은 수행

하지 않고 다공성 매질로 취급하여 모델링하며 

다공판의 압력손실계수는 각 설비의 제작사에

서 제공되는 통과 유속의 변화에 따른 압력손실 

데이터로부터 결정한다.

(6) 희석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로 AIG의 노즐을 통

과하며 각 노즐에서 분사되는 유량은 일정하다.  
(7) 배기가스는 전산해석 영역에서 화학반응에 안

정하다고 가정하여 SCR 촉매층에서 NOx 제거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전산해석의 입구(가스터빈 출구) 조건은 입구단

면에 수직한 속도성분을 일정한 것으로 설정하

여 벽면은 미끄럼 방지조건 (No slip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2.4. 지배방정식과 해석모델

배기가스 중에 암모니아의 확산현상을 계산하기 

위하여 질량보존방정식, 운동량보존방정식, 화학종보

존방정식과 난류방정식(표준 ‐   난류모델) 등을 적

용하였다. 수치해석 기법은 계산영역을 임의 모양의 셀

로 나누어 셀 중심에 압력과 속도 성분을 모두 저장하는 

셀 중심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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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catalyst Homogeneous Honeycomb
Module size (mm×mm×mm) 507×570×450
Porosity, 0.7795
Permeability,   (m2) 3.8600×10-7

Inertial resistance coefficient,  2.3833×10+1

Table 1. Properties of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catalyst

2.4.1. 질량 보존방정식




∇⋅   (2)

여기서 는 밀도, g는 중력, 는 속도벡터이다.

2.4.2. 운동량 보존방정식




 ∇⋅

 ∇∇⋅
 (3)

여기서 는 정압, 는 중력, 는 촉매층에서 작용

한 힘이고, 응력텐서 
는 다음 식과 같다.

  

 ∇∇ 


∇⋅




 (4)

여기서 는 molecular viscosity,  는 unit tensor이다.

2.4.3. 화학종 보존방정식




 ∇∙

 ∇⋅
 (5)

  여기서 는 성분의 질량분율이고, 성분의 확

산 플럭스   는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 (6)

여기서 는 혼합가스 중에 성분의 분자 확산계

수, 는 난류 점도이다. 는 난류 Schmidt number
로 0.7을 적용하였다. 

2.4.4. 난류모델 (standard  모델)

난류 운동 에너지 와 난류 소산율 의 수식은 다

음 방정식 (7)과 (8)로부터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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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난류점도   
 이고,    이

다.   ,   이고, k와 에 대한 Prandtl 
number는  각각   ,    이다.

2.4.5. 다공성 매질 모델

SCR 촉매층에 의한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균일한 

다공성 매질 모델을 도입하였다. 균일한 매질 모델은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으

로 모델링 된다. 

 

  


 (9)

여기서 는 운동량 방정식 (3)의 각 방향 (x,y,z)에 

대한 생성항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각각 투과

율 (permeability)과 관성 저항계수 (Inertial resistance 
coefficient)이다. 생성항 는 다공성 영역에서의 압

력강하를 결정하게 되며, 다공성 매질을 통과하는 유

체의 속도에 비례한다.
Fig. 4와 Table 1은 본 연구에 적용된 촉매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다공성 매질로 처리한 SCR 촉매의 점

성 저항계수와 관성 저항계수를 산출하는 근거로 활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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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pressure
Ps (Pa)

Temperature,
T (℃)

Total gas flow
Q (Am3/sec (wet))

Velocity
u (m/s)

Kinetic energy,
  (m2/s2)

Dissipation rate
  (m2/s3)

1.0132×105 330.00 10.3968 4.00 2.1600×10-2 5.2351×10-3

Gas composition,  (vol%(wet))

N2 O2 CO2 H2O NO NH3

74.4985 8.4099 5.6962 11.3924 0.0030 0.0000

Table 2. Boundary conditions at flue gas inlet, Ⓐ 

Static pressure,
Ps (Pa)

Backflow Temperature
T (℃)

Backflow kinetic energy
 (m2/s2)

Backflow dissipation rate
 (m2/s3)

1.0132×105 330.00 2.1600×10-2 5.2351×10-3

Backflow gas composition,   (vol%(wet))

N2 O2 CO2 H2O NO NH3

74.4908 8.4090 5.6956 11.3991 0.0030 0.0025

Table 3. Boundary conditions at treated gas outlet, Ⓔ

Fig. 4. Pressure drop deviation according to gas velociity in 
catalyst.

2.5. 경계조건

Fig. 2의 SCR 해석구간에서 AIG 분사노즐 방향, 
주입되는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농도 및 분사노즐의 

직경 변화가 촉매 전단에 도달하는 혼합가스의 유속

과 암모니아 농도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2.5.1. 입구 경계조건

배기가스가 고압증발기에서 배출되고 있는 Fig. 2
의 Ⓐ를 입구로 정하고 Table 2와 같이 fixed normal 
velocity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가스에 포함된 NO의 농도는 30 ppm으로 가정하였다. 
분사노즐에서 암모니아 희석가스가 주입되는 입구인 

Fig. 2의 Ⓑ도 fixed normal velocity 조건을 부여하였

다. 암모니아 희석가스는 배기가스로 유입되는 NO를 

83.3%까지 제거하기 위한 유량을 주입하며, 희석가스

의 온도는 배기가스의 온도와 동일한 330 ℃로 가정

하였다. 

2.5.2. Periodic 경계조건, C1 C2

Fig. 2의 C1 , C2 는 각각 마주보는 벽끼리 periodic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2.5.3. 벽조건

Fig. 2의 AIG 관 외벽과 촉매 지지대는 유동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no slip condition이 적용되었으며, 
표준  난류모델식의 해를 위한 경계조건인 standard 
wall function을 적용하였다. 각 화학종 보존방정식에

서 벽 경계조건은 벽을 통과하는 화학종의 플러스를 0
으로 고정하였다.

2.5.4. 출구조건, Ⓔ

배기가스와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혼합가스가 촉매

층을 통과하여 나오는 Fig. 2의 Ⓔ위치는 해석을 위한 

출구조건으로 fixed pressure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

며, 역류되는 난류운동에너지 와 난류에너지 소산율 

는 배기가스 입구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평형 HRSG 내에 설치되는 탈질용 SCR 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 AIG의 노즐방향, 노즐 직경과 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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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b) Case2

(c) Case3 (d) Case4

Fig. 5. Schematic diagrams of AIG systems with various nozzle directions. 

Static pressure
Ps (Pa)

Temperature
T (℃)

Total gas flow
Q (Am3/sec (wet))

Velocity
  (m/s)

Kinetic energy
 (m2/s2)

Dissipation rate
  (m2/s3)

1.0132×105 330.00 0.1300 98.5866 1.3121×10+1 1.2056×10+4

Gas composition,   (vol%(wet))

N2 O2 CO2 H2O NO NH3

73.8789 8.3399 5.6488 11.9324 0.0000 0.2000

Table 4. Boundary conditions at diluted ammonia gas inlet, Ⓑ

니아 희석농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각 AIG 설계인

자의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확산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촉매층 전단면에서 식 (10), (11)로 

정의된 %rms (Root mean square)를 계산하여 유동 균

일도와 NH3/NO 몰비의 균일도를 비교하였다.

s  
 






  



 
 ×  (10)

s 
 






  



 
 ×  (11)

식 (10)에서 n은 측정점의 수, 는 측정점 에서 주

유동 방향의 속도이며, 는 주유동 방향의 평균속도

이다. 또한 식 (11)에서 는 측정점 에서의 NH3/ 

NO 몰비이며, 는 평균 NH3/NO 몰비이다. 

3.1. 암모니아 노즐 방향에 따른 영향

본 절에서는 Fig. 5와 같이 HRSG내에 암모니아 희

석가스를 주입하는 노즐 방향을 변경시켰을 때 촉매

층 전단에서 혼합가스 유속과 암모니아 농도 균일도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Fig. 5의 Case1은 암모니아 희석가스 주입노즐이 

유동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상하로 교차시켜 설치된 

형태이고, Case2는 유동방향에 수평이 되도록 정방향

과 역방향으로 교차시킨 형태이다. 또한 Case3은 모

든 노즐을 유동방향의 역방향으로 암모니아 희석가스

가 분사되는 형태이며 Case4는 유동방향과 동일한 방

향으로 암모니아 희석가스가 분사되는 형태이다.
Fig. 5에 나타낸 암모니아 희석가스 분사노즐에서 

분사되는 가스의 경계조건은 Table 4와 같다. 분사노즐

에서 분사되는 암모니아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의 농도

는 0.2 vol%(wet)이며, 분사속도는  98.5866 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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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utational sections of Case1 (b) computational sections of Case2, 3, and 4 

Fig. 6. Various computational sections in SCR system for CFD analysis. 

노즐방향 Velocity magnitude [m/s] NH3/NO molar ratio [mol/mol]

Case1

Case2

Case3

Case4

Fig. 7.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distributions at each section in 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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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agnitude 

[m/s]

Case1 Case2 Case3 Case4

NH3/NO
molar ratio 
[mol/mol]

Case1 Case2 Case3 Case4

Fig. 8.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distributions at the entrance of catalyst layer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nozzle.

Fig. 6은 가스의 속도분포와 NH3/NO 몰비를 나타

낸 해석구간 내 단면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Case1
의 검토단면은 ⓑ열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분사 노즐

이 설치된 방향으로 중심단면을 통과하는 xy단면이고 

Case2∼4의 검토단면은 ②행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분사노즐이 설치된 방향으로 중심단면을 통과하는 yx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은 Fig. 6의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검토단면에

서 가스의 속도분포와 NH3/NO 몰비를 나타낸 것이고 

Fig. 8은 Case1∼Case4에 대하여 촉매층 전단을 통과

하는 혼합가스의 속도 분포와 NH3/NO 몰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과 Fig. 8에서 각 Case를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
Case1은 배기가스의 유동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암

모니아 희석가스를 상하로 교차 주입하여 배기가스와

의 혼합을 유도하는 형태로서 분사노즐을 통과하는 

희석가스의 운동량이 클수록 암모니아 주입 그리드 

주변을 통과하는 배기가스를 크게 교란시켜 배기가스

와 암모니아의 혼합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분사되는 암모니아 희석가스가 큰 운동량을 

가질 경우 암모니아 주입 노즐의 설치간격을 보다 넓

게 설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Case2는 유동방향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교차하

는 형태로 속도와 암모니아의 확산특성은 Case3과 

Case4의 중간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노즐의 유입방향

을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교차시키는 것은 배기가스와 

암모니아 희석가스를 혼합효과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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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pressure

Ps (Pa)
Temperature
  (℃)

Total gas flow
 (Am3/sec (wet))

Velocity
  (m/s)

Kinetic energy
  (m2/s2)

Dissipation rate
  (m2/s3)

1.0 1.0132×105 330.00 0.0260 19.7173 5.2484×10-1 9.6451×10+1

0.5 1.0132×105 330.00 0.0520 39.4346 2.0994×10+0 7.7161×10+2

0.3 1.0132×105 330.00 0.0866 65.7244 5.8316×10+0 3.5722×10+3

0.2 1.0132×105 330.00 0.1300 98.5866 1.3121×10+1 1.2056×10+4

Table 6. Boundary conditions at diluted ammonia gas inlet according the change of ammonia concentration

gas normal
velocity umin (m/s) umax (m/s) uavg (m/s) urms (%) NO.Sample (Ea)

Case1 2.57 4.75 4.31  4.88 2,064
Case2 3.71 5.90 4.31  9.36 2,064
Case3 3.99 4.65 4.29  4.23 2,064
Case4 3.50 5.68 4.32 10.89 2,064

NH3/NO
molar ratio Mmin (mol/mol) Mmax (mol/mol) Mavg (mol/mol) Mrms (%) NO.Sample (Ea)

Case1 0.43 1.26 0.83 18.51 2,250
Case2 0.02 2.64 0.80 68.93 2,250
Case3 0.41 1.21 0.84 28.88 2,250
Case4 0.00 2.51 0.76 96.85 2,250

Table 5.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uniformity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nozzle

Case3은 암모니아 희석가스를 배기가스의 유동방

향과 반대로 분사하는 형태로써 배기가스와 암모니아 

희석가스가 충돌하여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확산효과

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모니아 희석

가스의 분사 운동량이 클수록 배기가스와 충돌할 때 

더 큰 혼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se4는 유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암모니아 희

석가스를 분사하는 형태로써 분사시 분사각을 유지하

며 촉매층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분사 모멘트가 클수록 촉매층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므로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확

산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5는 암모니아 노즐방향의 변화에 따른 촉매

층 전단면에서의 주방향 속도와 암모니아 농도 균일

도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의 균일도는 Case3>Case1> 
Case2>Case4의 순으로 Case3이 가장 우수하며 

NH3/NO 몰비의 균일성은 Case1>Case3>Case2>Case4
의 순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4와 같이 암

모니아 분사방향과 배기가스 유동방향을 동일하게 확

산하는 경우 촉매층 전단에서의 최대유속이 다른 

Case들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촉매층을 통

과할 때 촉매층의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ase1과 같이 배기가스의 유동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암모니아 희석가스를 상하로 교차 주입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암모니아 그리드의 간격을 가장 넓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3.2. 암모니아 유입농도 조절에 따른 영향

본 절에서는 HRSG 내 암모니아 희석가스 노즐에

서 분사되는 암모니아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를 

변화시키며 촉매층에 도달하는 혼합가스의 속도 균일

도와 NH3/NO 몰비 균일도를 검토하였다. 분사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는 변하지만 배기가스로 유입되는 

NO를 83.3 vol% 제거하기 위한 암모니아의 총량은 

같아야 하므로 암모니아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

가 낮아지면 주입되는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총량은 

증가하게 된다. Fig. 2에 주어진 암모니아 주입 노즐 

입구, Ⓑ에서의 조건은 암모니아의 주입농도를 1.0 
vol%(wet)에서 0.2 vol%(wet)까지 변화시키면 Table 
6과 Table 7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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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composition,  (vol%(wet))

N2 O2 CO2 H2O NO NH3

1.0 71.3914 8.0591 5.4586 14.0908 0.0000 1.0000
0.5 72.9461 8.2346 5.5775 12.7418 0.0000 0.5000
0.3 73.5679 8.3048 5.6251 12.2022 0.0000 0.3000
0.2 73.8789 8.3399 5.6488 11.9324 0.0000 0.2000

Table 7. Composition of diluted ammonia gas according the change of ammonia concentration 

 Velocity magnitude [m/s] NH3/NO molar ratio [mol/mol]

1.0

0.5

0.3

0.2

Fig. 9.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distributions for case 1 according to the change of ammoni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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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5 0.3 0.2

Velocity 
magnitude 

[m/s]

NH3/NO
molar ratio 
[mol/mol]

Fig. 10.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distributions at the entrance of catalyst lay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ammonia concentration.

Fig. 9는 Fig. 6(a)의 Case1에 나타낸 단면에서 암

모니아 희석 농도 변화에 따른 가스 중 속도분포와 

NH3/NO 몰비를 나타낸 것이며 Fig. 10은 촉매층 전

단을 통과하는 혼합가스의 속도분포와 NH3/NO 몰비

를 나타낸 것이다.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을수록 암모니

아 확산가스의 유량이 증가하며, 분사노즐을 통과하

는 평균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분사되는 희석가스의 

운동량도 증가하게 된다. Table 6에서 보듯이  희석가

스 중 암모니아 농도가 0.2 vol%(wet)일 때의 운동량

은 1.0 vol%(wet)일 때보다 25배 증가한다.  그 결과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암모니아 희석농도가 1.0 
vol%(wet)일 때보다 0.2 vol%(wet)일 때 운동량 증가

에 의하여 AIG의 행과 행 사이를 커버하는 높이가 증

가하게 되고 이는 배기가스와 암모니아 희석가스의 

혼합을 특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Fig. 10

의 NH3/NO 몰비 분포에서도 암모니아 희석농도가 

1.0 vol%(wet)인 경우 암모니아 노즐에서 분사된 배

기가스와 희석가스가 거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

태로 촉매층을 통과하지만 0.2 vol%(wet)인 경우에는 

균일한 혼합이 일어난 상태로 촉매층을 통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가 낮을수록 

분사노즐에서 운동량이 증가하므로 상하로 배기가스

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증가하여 AIG의 행과 행 사이의 

확산특성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AIG 열과 열사이

의 암모니아 확산 특성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은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를 변화시켰

을 때 촉매층 전단면에서 주방향 속도와 NH3/NO 몰
비 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 균일도는 암모니아 

농도의 범위가 1.0∼0.3 vol%(wet)일 때 우수하게 나

타나며 0.2 vol%(wet)에서 다소 나빠진다. NH3/NO 
몰비의 균일성은 0.2>0.3>0.5>1.0 vol%(wet)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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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tatic pressure

Ps (Pa)
Temperature
  (℃)

Total gas flow
 (Am3/sec (wet))

Velocity
  (m/s)

Kinetic energy
  (m2/s2)

Dissipation rate
  (m2/s3)

12 mm 1.0132×105 330.00 0.0520  39.4346 2.0994×10+0 7.7161×10+2

10 mm 1.0132×105 330.00 0.0520  55.1567 4.1071×10+0 2.4970×10+3

8 mm 1.0132×105 330.00 0.0520  86.1824 1.0027×10+0 1.1907×10+4

6 mm 1.0132×105 330.00 0.0520 153.2135 3.1690×10+1 8.9199×10+4

Table 9. Boundary conditions at diluted ammonia gas inlet according to the change of size of nozzle diameter

dB

Gas composition,  vol%(wet)

N2 O2 CO2 H2O NO NH3

6~12 mm 72.9461 8.2346 5.5775 12.7418 0.0000 0.5000

Table 10. Composition of diluted ammonia ga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ize of nozzle diameter

 umin (m/s) umax (m/s) uavg (m/s) urms (%) NO.Sample (Ea)

1.0 3.83 4.44 4.28 3.11 2,064
0.5 3.69 4.44 4.29 3.01 2,064
0.3 3.23 4.49 4.30 3.06 2,064
0.2 2.57 4.75 4.31 4.88 2,064

 Mmin (mol/mol) Mmax (mol/mol) Mavg (mol/mol) Mrms (%) NO.Sample (Ea)

1.0 0.00 6.85 0.84 180.32 2,250
0.5 0.00 3.98 0.81 125.00 2,250
0.3 0.10 2.17 0.83  66.89 2,250
0.2 0.43 1.26 0.83  18.51 2,250

Table 8.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uniform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ammonia concentration

로 0.2 vol%(wet)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는 주입노즐

에서 상하로 분무되고 있는 경우 암모니아 희석가스

의 운동량이 증가하면 배기가스가 상하로 교란되어 

혼합효과는 증가하나 배기가스가 촉매 지지대으로 유

입되는 각도가 커져 촉매층 전단에서 속도 균일도가 

나빠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가 낮은 0.2 

vol%(wet) 경우를 암모니아 그리드의 간격을 가장 넓

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3.3. 암모니아 노즐 직경이 암모니아 농도 균일도에 미

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HRSG 내 분사노즐의 직경크기를 변

화시키면서 촉매층 전단에 도달하는 혼합가스의 속도

균일도와 NH3/NO 몰비의 균일도를 검토하였다. 이때 

희석가스 중에 암모니아 농도는 Table 10과 같이 0.5 
vol%(wet)로 고정하고, 주입되는 암모니아 희석가스

의 유량도 암모니아 노즐의 직경 변화에 관계없이 동

일하게 주입하였다. 
Fig. 11는 Fig. 6(a)의 Case1에 나타낸 단면에서 분사 

노즐의 직경 변화에 따른 가스 중 속도분포와 NH3/NO 
몰비를 나타낸 것이며 Fig. 12는 촉매층 전단을 통과

하는 혼합가스의 속도분포와 NH3/NO 몰비를 나타낸 

것이다. 분사노즐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희석가스의 

분사속도가 증가하므로 Fig.2의 Ⓑ에 적용되는 입구 

경계조건은 Table 9와 같이 입구 직경이 12 mm에서 6 
mm로 작아지면 희석가스의 유입속도는 3.885배 빨

라지게 된다. 즉, 분사 노즐 입구 직경이 12 mm에서 6 
mm로 작아지면 운동량이 3.885배 증가하게 된다.  
Fig. 11의 분사직경 변화에 따른 속도 분포 변화 추이

에서 보듯이 암모니아 분사 노즐의 직경이 작아지면 

동일한 농도의 암모니아 희석가스가 분사될 때 분사 

유속이 증가하여 AIG의 행과 행 사이를 커버하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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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Velocity magnitude [m/s] NH3/NO molar ratio [mol/mol]

12mm

10mm

 8mm

 6mm

Fig. 11.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distributions for case 1 according to the change of size of nozzle diameter.

이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노즐직경이 작을

수록 AIG 주변을 통과하는 배기가스와 암모니아 희

석가스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혼합효

과를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12의 혼합가스 속도 분포 변화 추이로부터 노

즐 직경이 작아질수록 촉매층 전단면에서 속도크기가 

균일해지나 촉매 지지대의 일부영역에서 속도가 낮아

지는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12의 NH3/NO 
몰비 분포에서는 분사 노즐의 크기가 12 mm인 경우 

암모니아 노즐에서 분사된 배기가스와 희석가스가 거

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촉매층을 통과하나 

분사노즐 크기가 6 mm로 작아지면  12 mm인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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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12 mm 10 mm 8 mm 6 mm

Velocity 
magnitude 

[m/s]

NH3/NO
molar ratio 
[mol/mol]

Fig. 12.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distributions at the entrance of catalyst lay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size of 
nozzle diameter.

dB umin (m/s) umax (m/s) uavg (m/s) urms (%) NO.Sample (Ea)
12 mm 3.69 4.44 4.29 3.01 2,064
10 mm 3.65 4.45 4.29 3.02 2,064
 8 mm 3.54 4.47 4.29 2.97 2,064
 6 mm 2.82 4.51 4.28 3.69 2,064

dB Mmin (mol/mol) Mmax (mol/mol) Mavg (mol/mol) Mrms (%) NO.Sample (Ea)
12 mm 0.00 3.98 0.81 125.00 2,250
10 mm 0.03 3.20 0.80 107.09 2,250
 8 mm 0.03 2.51 0.81 84.42 2,250
 6 mm 0.12 1.75 0.82 47.01 2,250

Table 12. Gas velocity and NH3/NO molar ratio uniform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size of nozzle diameter

다 매우 균일한 혼합이 일어난 상태로 촉매층을 통과

함을 알 수 있다.
Fig. 12는 분사노즐 직경변화에 따른 촉매층 전단

면에서 주방향 속도와 NH3/NO 몰비 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 균일도는 8∼12 mm에서 거의 유사하게 

3.0%rms의 정도를 유지하나 노즐직경이  6 mm정도

가 되면 3.69%rms 정도로 다소 나빠짐을 알 수 있다. 
NH3/NO 몰비의 균일성은 6>8>10>12 mm의 순으로 

6 mm일 때 가장 우수하다. Table 13에서 보면 촉매층 

전단면에서 주방향 속도의 최대값은 분사노즐의 직경

이 12 mm와 6 mm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암모니아의 분사속도가 3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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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으로 분사된 것이나 153.2135 m/s으로 분사된 것

이나 촉매층을 통과하는 주방향의 속도의 균일도가 

거의 동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NH3/NO 몰비 균일

도는 노즐직경이 12 mm인 경우보다 6 mm 노즐 직경

인 경우 매우 우수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희석가스를 분사하는 노즐의 직경이 6 mm

인 경우가 암모니아 그리드의 간격을 가장 넓게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된다.

4. 결 론

수평형 HRSG에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SCR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배기가스와 암모니아 희석가스를 강제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정적 믹스 (static mixer)를 설치하기 

어렵고 AIG와 촉매층사이가 가까워서 충분한 암모니

아 확산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통하여 AIG의 

최적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AIG 설계 인자로 검토된 것은 암모니아 희석가스

의 분사노즐 방향, 암모니아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조

성과 분사노즐의 직경이며, 이들 설계 인자를 변화시켰

을 때 촉매층 전단면에서 가스속도와 NH3/NO 몰비 균

일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암모니아 노즐방향의 변화에 따른 촉매층 전단

면에서 주방향 속도 균일도와 NH3/NO 몰비 균

일도는 암모니아 희석가스를 배기가스 주유동 

방향에 대하여 상하 및 수직방향으로 교차 분무

하는 경우가 가장 우수하며 배기가스 주유동 방

향의 역방향으로 분무하는 경우가 두번째로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기가스 주유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분무하는 경우는 암모니

아 확산특성이 분무노즐에서 분사각에만 의존

하게 되므로 희석가스가 분사될 때 운동량이 증

가하면  촉매층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암

모니아 희석가스의 확산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2) 희석가스 중 암모니아 농도 변화에 따른 촉매층 

전단면에서 속도의 균일도는 1.0∼0.3 vol%(wet)
에서 거의 유사하며 0.2 vol%(wet)에서 다소 나

빠진다. NH3/NO 몰비의 균일성은 0.2>0.3> 
0.5>1.0 vol%(wet)의 순으로 우수하다. 이는 주

입노즐에서 상하로 분무되는 암모니아 희석가

스의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배기가스가 상하

로 교란되어 혼합효과는 증가하지만 배기가스

가 촉매 지지대로 유입되는 각도가 커져 촉매층 

전단에서의 속도균일도가 나빠진다. 
(3) 분사노즐 직경변화에 따른 속도 균일도는 8∼

12 mm에서 거의 유사하게 3.0%rms의 정도를 유

지하나 노즐직경이 6 mm정도가 되면 3.69%rms 
정도로 다소 나빠진다. NH3/NO 몰비의 균일도

는 6>8>10>12 mm의 순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각각 분사노즐의 직경이 12 mm와 6 mm인 경

우 촉매층 전단면에서 주방향 속도의 최대값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노즐 직경의 크

기에 상관없이 촉매층을 통과하는 주방향의 속

도의 균일도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NH3/NO 몰비 균일도는 노즐직경이 작은 경

우가 노즐 직경이 큰 경우보다 매우 좋아진다. 
이는 농도의 암모니아 희석가스가 분사될 때 분

사 유속이 증가하여 AIG의 행과 행 사이를 커

버하는 높이가 증가되면서 혼합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들의 고찰을 토대로  HRSG 내부의 협소

한 공간에 SCR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AIG를 통과하는 배기가스의 유동 

특성을 고려하여 환원가스가 촉매층 전단에서 균일한 

통과속도와 NH3/NO 몰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적 설

계함으로서 SCR 시스템의 질소 제거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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