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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is developed to simulate direct injection of ammonia gas phase 
from ammonia transporting materials into the SCR catalyst in the exhaust pipe of the engine with solid SCR. 
Configurations of one-hole and four-hole nozzle, circumferential type, porous tube type, and the effect of mixer 
configurations which commonly used in liquid injection of AdBlue are considered for complex geometries. 
Mal-distribution index related to concentration of ammonia gas, flow uniformity index related to velocity distribution, 
and pressure drop related to flow resistance are compared for different configurations of complex geometries at the 
front section of SCR catalyst. These results are used to design the injection system of ammonia gas phase for solid SCR 
of target vehicle.

Key words : Solid SCR(고체상 선택  환원 매), Gas injection system(가스분사 시스템), CFD( 산유체역학), 
Mal-distribution index(오분포 지수), Flow uniformity index(유동균일도 지수), Pressure drop(압력강하)

Nomenclature1)

 : cross-sectional area of monolith
 : area of cell, 

 : constant

 : constant

 : constant

 : k-th species diffusion coefficient

  : external body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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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eration of turbulent kinetic energy due to 

the mean velocity gradient
 : generation of turbulent kinetic energy due to 

the buoyancy
 : turbulence intensity
 : pressure, Pa
 : Reynolds number
 : k-th species chemical source term

 : user-defined source term

 : user-defined source term



이호열․윤천석․김홍석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2권 제5호, 201474

 : k-th species mass fraction

 : contribution of the fluctuating dilatation in 

compressible turbulence to the overall dissi-
pation rate

 : turbulent kinetic energy
 : time coordinate, sec
 : velocity, m/s
 : velocity fluctuation
 : mean flow velocity
 : average gas velocity at the cross-sectional area
 : local gas velocity in the cell
 : spatial coordinate, m
 : average species concentration at the  

cross-sectional area
 : local species concentration in the cell, i

 : flow uniformity index
 : local flow uniformity index in the cell, i

 : turbulence dissipation rate
 : density, kg/m3

 : viscosity
 : “eddy” or turbulent viscosity

 : turbulent Prandtl number for 

 : turbulent Prandtl number for 

 : viscous stress tensor

 : mal-distribution index
 : local mal-distribution index

Subscript

  : directional indices (x, y, z)

1. 서 론

기환경이 미치는 인체의 해로움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디젤엔
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있다. 디젤엔진 차량의 배출가스 규
제는 Euro-V에서 Euro-VI로 진 으로 강화되며, 
차량에만 용되던 배출가스 규제가 비도로(off- 
road) 건설기계, 농기계까지 확 되고 있다. Euro-VI

에서 요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0.4 g/kWh에 
응하기 해서는 배기 후처리장치의 채택이 필수

이다. 디젤엔진 배출가스  질소산화물을 감하
는 후처리기술로는 환원제로 우 아(urea, 요소)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을 감시키는 urea-based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  환원 매)기술
이 표 이다. Urea-based SCR에는 우 아수용액

(AUS; Aqueous Urea Solution)이 사용되며, AdblueⓇ 
는 DEF(Diesel Exhaust Fluid)라고 부른다. 우 아

수용액을 이용한 SCR 시스템은 질소산화물 감효
율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효율 이지만,1) 우 아

수용액이 배기 에서 잘 혼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2) 차량의 경우 우 아수용액 분사노즐과 매

와의 거리가 짧아서, 우 아가 암모니아 가스로 완

히 분해되지 못함으로 인해 SCR 매의 성능을 
하한다.3)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우 아수용액

을 이용한 SCR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믹서(mixer)를 용하거나 분사방법을 최 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우 아 액체분사 과정의 모

사를 하여, Chen,4) Jeong2) 등은 액 (spray)이나 
droplet 모델을 용하 고, 믹서와 분사방법에 따른 
내부 유동에 해 산유체해석을 수행하 다. 
한 Zhang5)은 배기 과 믹서를 포함하는 형상에서 

난류와 스월(swirl)  어떤 것이 유체혼합에 요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근본 인 문제로 근하

다. 고체상 암모니아 장물질에 심을 가진 

Fulks6)
는 암모늄염으로부터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

가 배기 과 분사장치 사이에서 다시 재결합하지 

않도록 분해온도 이상을 유지하기 한 분사장치 

형상과 배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한 

Gerhart7)는 Guanidinium formate(GuFo)를 수용액에 
용해시켜 240°C 온도이상에서 잔류물이 없이 암모
니아 가스로 분해되는 상을 고려하기 하여 배

기 과 가스 혼합시스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우 아수용액을 사용하는 SCR 시

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 고체상의 

암모니아 장물질을 이용하는 Solid SCR 시스템에 
한 후속연구를13) 기반으로, 고체상의 암모니아 
장물질을 가열･승화시켜 암모니아 가스를 직  배

기 에 공 할 수 있는 기체분사 시스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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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체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배기 , 분사노즐, 
믹서, SCR을 포함하는 복잡한 형상에 하여 암모
니아 가스를 분사하는 단공(one-hole)노즐과 4공
(four-hole)노즐의 형상, 단공노즐 4개가 원주방향 
으로 배치된 형상, 다공성 튜  형상, 4개와 8개 날
개를 갖는 믹서 형상, 그리고 믹서의 유/무에 한 
향을 암모니아 가스 농도에 따른 오분포 지수와 

속도 분포에 따른 유동균일도 지수  유동 항과 

연 된 압력강하 등의 에서 고찰하 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의 상인 70 kW  디젤엔진 solid SCR 시
스템에서, 온도조 이 가능한 반응기(reactor)와 연
결된 도징(dosing)장치로부터 기체상태로 엔진 배
출가스에 직  분사되는 암모니아 가스 환원제의 

상세한 유동 상을 고찰하기 하여 상용 CFD S/W
인 Fluent 14.08)

을 사용하 다. ANSYS Design 
Modeler로 3차원형상 모델링을 진행하 고, ANSYS 
Meshing로 각각의 형상에 하여 120,000 ~ 580,000
개의 tetrahedral격자를 구성하 다.

2.1 수치해석 모델

본 산유체해석을 통해 기체상태로 분사된 암모

니아 가스 농도에 따른 오분포 지수, 엔진의 배출가
스 속도분포에 따른 유동균일도 지수  유동 항

과 연 된 압력강하를 측하고 비교하기 하여, 
SCR 매는 다공성물질 모델(porous media model)
을 용하 고, 비반응 유동장(non-reacting flow 
field)에 한 산유체해석을 수행하 다. 지배방
정식은 연속방정식, 모멘텀방정식, 다공성물질모
델, 화학종 수송방정식, standard k-ε 방정식으로, 자
세한 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







   (1)

모멘텀 방정식(Momentum Equation)




 


 





   (2)

다공성물질 모델(Porous Media Model)

 











  (3)

여기서 Dij는 성 항계수, Cij는 성 항계수

로 정의되며,   
 ,    이다.

화학종 수송방정식(Species Transport Equation)







 





 (4)

Standard k-ε 난류 모델 방정식(Turbulence Mode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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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용한 계수들의 값은 다음과 같다.

              

본 산유체해석을 통해서 측하려고 하는 유동

균일도 지수,9) 오분포 지수4)
는 배기 단면에서 유체 

속도,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었
는지를 계량화 한 것으로 각 분포도에 해서 비교 

가능한 기 이 된다. 완  균일한 분포는 유동균일

도 지수가 1, 오분포 지수가 0이고, 유동균일도 지수
의 경우 0.810) 이상이면 만족된다. 유동균일도 지수, 
오분포 지수의 식은 각각 국부 인 유동균일도를 

나타내는 식 과 국부 인 화학종 농도의 오분포 지

수를 나타내는 식 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유동균일도 지수(flow uniformity index)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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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포 지수(mal-distribution index)

 


   (9)

 







 
  (10)

2.2 Ammonium Carbonate의 화학반응식

본 연구에서 solid SCR용도의 암모니아 장물질
인 ammonium carbonate((NH4)2CO3)는 가열하면 암
모니아 가스(NH3), 이산화탄소 가스(CO2), 물(H2O)
을 생성한다.13,14)

 ↔   (11)

Ammonium carbonate의 상세한 반응은 2단계로 
구분되며 ammonium bicarbonate((NH4)HCO3)인 안
정된 간생성물을 거쳐 암모니아 가스를 생성한다.

 ↔    (12)

 ↔    (13)

암모니아 가스가 solid SCR 매 에서 배기가
스에 분사되는 혼합과정의 단순화를 하여, 본 연
구에서는 ammonium carbonate가 승화되어 반응기
로부터 도징밸 를 통하여 배출되는 가스  암모

니아 가스 분압을 고려하여 산유체해석 시 노즐

의 작동조건  경계조건으로 반 하 다.

2.3 형상  경계조건

Fig. 1은 solid SCR 시스템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dosing하는 노즐부분, SCR 매를 포함하는 캔(can) 
 배 의 형상을 나타내며, 캔의 각도(α)와 SCR 
매 단에서 노즐이 치한 거리(L1), 믹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SCR 매 단에서 믹서가 치한 
거리(L2)에 따라, Case 1-A, 2-A, 3-A로 각각 구분하
다. Case 1-A는 노즐부터 SCR 매 단까지의 거
리가 1440 mm, 캔의 각도가 45°, Case 2-A는 240 
mm, 45°, Case 3-A는 240 mm, 25°인 형상이다. Fig. 2
의 (a) Case B-1은 배기 에 수직으로 설치된 단공 

노즐, (b) Case B-2는 8개의 날개를 갖는 믹서, (c) 
Case B-3은 분사방향이 배기 과 수평인 4공노즐,

Case notation L1 (mm)  (°)
(a) Case 1-A 1440 45
(b) Case 2-A 240 45
(c) Case 3-A 240 25

Fig. 1 Overall drawing for can, SCR catalyst, nozzle, and 
mixer with distances and angles

      

        (a) Case B-1              (b) Case B-2               (c) Case B-3

      

     (d) Case B-4                 (e) Case B-5                (f) Case 3-4
Fig. 2 Configurations for one-hole nozzle(a), mixer-8 wing(b), 

four-hole nozzle(c), circumferential type(4 hole) noz-
zle(d), porous tube type(10 hole) nozzle(e) and 
mixer-4 wing(f)

Fig. 3 Photo of mixer used in engine test

(d) Case B-4는 단공노즐 4개가 원주방향으로 배치
된 형상, (e) Case B-5는 배기 에 수직으로 설치된 

10개의 구멍을 갖는 다공성 튜 형태의 노즐, (f) 
Case 3-4는 (b) Case B-2의 믹서 형상에서 날개 수만 
4개로 인 믹서를 각각 나타낸다. Fig. 3은 bench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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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mensions for baseline configuration
Name Data

Pipe diameter 60.5 mm
SCR size ∅5.66 in×12 in
Can angle 45°, 25°

Nozzle(1 hole) diameter 4 mm
Nozzle(4 hole) diameter 1 mm

Nozzle(4 hole, circle) diameter 4 mm

Table 2 Case studies for different configurations with geo-
metrical parameters

Case Can angle 
 (°)

Number of
nozzles

Distance(mm, from 
SCR front surface)
Nozzle

(L1)
Mixer
(L2)

Case 1-1 45 1 hole 1440 -
Case 1-2 45 1 hole 1440 1140
Case 1-3 45 4 hole 1420 -

Case 1-4 45 4 hole
(circumferential) 1440 -

Case 1-5 45 10 hole
(porous tube) 1440 -

Case 2-1 45 1 hole 240 -
Case 2-2 45 1 hole 240 140
Case 2-3 45 4 hole 240 -
Case 3-1 25 1 hole 240 -
Case 3-2 25 1 hole 240 200
Case 3-3 25 1 hole 240 120
Case 3-4 25 1 hole 240 200

진실험에서 사용한 믹서의 사진으로, 그 형상을 
CAD로 모델링하여 본 해석에 사용하 다.

Table 1은 기본 형상의 제원을, Table 2는 형상과 
모델링 조건을 12가지 case로 분류하여 기입하 다.

Table 3은 본 해석에 사용한 작동  경계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Cu-Zeolite SCR 활성화 온도 300°C
에 해당하는

11) 엔진 bench 실험에서 1600 rpm, 엔진
토크 185 N･m일 때, 배기유량 225 kg/h인 조건을 기
본으로 설정하 으며, 건설기계 배출가스 측정모드
인 KC1-8 mode에서 7 mode에 해당한다. 암모니아 
도징장치 노즐에서 분사되는 암모니아 가스의 작동

조건은 solid SCR 시스템의 엔진 bench deNOx 실험
으로부터 질소산화물 감 효율이 최 인 암모니아 

가스 분사 조건으로 설정하 다(단공노즐 3 m/s, 4
공노즐 12 m/s, 단공노즐 4개가 원주방향으로 배치

Table 3 Operating and boundary condition

Engine 
condition

Engine speed 1600 rpm
Torque 185 Nm

Mass flow rate 225 kg/h

Inlet flow

Velocity 35 m/s
Temperature 300°C

Turbulent intensity 4.2%
hydraulic diameter 60.5 mm

Nozzle

Flow rate 3, 12, 0.575 m/s
Temperature 120°C

Turbulent intensity 0%
hydraulic diameter 4, 1 mm

SCR(porous 
zone)12)

Forchheimer coefficient 8.91 m-1

Darcy Permeability 2.74×107 m-2

된 형상 0.575 m/s). 본 계산에서 사용한 난류강도식
은 다음과 같다.

 


  (14)

3. 해석 결과

3.1 분사노즐 형상  분사노즐 치에 
따른 향

암모니아 가스 분사노즐 형상과 SCR 매 단
에서 노즐까지의 거리에 따른 향을 고찰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형상을 먼  선정하 다. 
즉, 믹서가 없으며, 단공노즐을 사용하는 Case 1-1과 
Case 2-1, 4공노즐을 사용하는 Case 1-3과 Case 2-3, 
단공노즐 4개가 원주방향 으로 배치된 Case 1-4, 배
기 에 수직으로 설치된 10개의 구멍을 갖는 다공
성 튜 형태의 형상인 Case 1-5에 하여 해석을 수
행하 다. 여기서 Case 2-1과 Case 2-3은, 각각 Case 
1-1과 Case 1-3과 비교할 때, 같은 노즐(단공노즐, 4
공노즐)을 사용하지만 SCR 매 단에서 노즐까

지의 거리를 240 mm로 인 형상이다. Fig. 4는 6가
지 형상에 한 SCR 매 단면에서 국부 인 유

동균일도 지수의 분포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유동균일도 지수는 1
( 색)에 가까울수록 유동이 균일하고, 암모니아 가
스의 오분포 지수는 0(청색)에 가까울수록 암모니
아 가스의 농도가 균일함을 나타낸다. 6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동균일도 지수의 분포는 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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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1

         

(b) Case 2-1

         

(c) Case 1-3

         

(d) Case 2-3

         

(e) Case 1-4

         

(f) Case 1-5
Fig. 4 Local flow uniformity(left) and local mal-distribution 

(right) at the front of SCR for Case 1-1(a), Case 2-1(b), 
Case 1-3(c), Case 2-3(d) , Case 1-4(e) and Case 1-5(f)

Fig. 5 Flow uniformity index and mal-distribution index at 
the front of SCR for Case 1-1, Case 2-1 , Case 1-3, 
Case 2-3, Case 1-4, and Case 1-5

불균일하고,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분포는 
분사노즐에서 SCR 단까지의 거리가 240 mm로 
짧은 Case 2-1, Case 2-3과 다공성 튜 형태의 노즐

을 사용한 Case 1-5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Case 1-4(e)의 유동균일도 지수의 분포에서 앙 
부분이 흰색으로 나타난 것은, 4공노즐이 원주방향
으로 설치되어, 단면 평균 속도에 비해 앙의 속도
가 빨라서 국부 인 유동균일도 지수가 스 일 바

의 최소값인 0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5는 6가지 형상에 하여, SCR 매 단에서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값을 정리한 것이다. 6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동균
일도 지수가 0.4 ~ 0.6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주 흐름인 배기유동에 비하여 암모니아 가스 분사

량이 어, 유동균일도 지수는 분사노즐 형상과 분
사노즐 거리와는 크게 연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에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는 분사
노즐에서 SCR 매 단까지의 거리가 240 mm로 
짧은 Case 2-1과 Case 2-3의 경우 0.6 이상이나, Case 
1-1과 Case 1-3의 경우는 0.02 이하로, 거리에 민감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Case 2-1과 Case 2-3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Case 2-3의 경우는 4공노즐 형상으
로 인해서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가 0.9 수
에서 0.6으로 약간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값인 0.6은 균일하
다고 할 수 없으며, Case 1-1, Case 1-3, Case 1-4에 비
해서 Case 2-1과 Case 2-3은 분사노즐과 SCR 사이의



디젤엔진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감을 한 Solid SCR용 가스분사 시스템의 산유체해석 연구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2, No. 5, 2014 79

Fig. 6 Distance from the nozzle vs mal-distribution index

거리가 짧아 암모니아 가스가 배기가스 주 유동에 

충분히 확산되지 않음으로 SCR 매 단에서 환원

제로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충분히 균

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단공노즐인 Case 1-1, 4공노즐인 Case 

1-3, 단공노즐 4개가 원주방향으로 배치된 Case 1-4, 
10개의 구멍을 갖는 다공성 튜  형상인 Case 1-5에 
하여, 분사노즐부터 배기 을 따라 각 거리별 단

면에서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를 나타낸 것

이다. Case 1-1과 Case 1-3은 600 mm 이 에 암모니

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가 0.1에 도달하지만, Case 
1-4와 Case 1-5는 1000 mm 이상에서도 암모니아 가
스의 오분포 지수가 0.1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믹서를 사용하지 않는 단공노즐과 4공노즐의 
경우에, 본 해석 조건에서 SCR 매와 600 m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하고, 단공노즐 4개가 원주방향으
로 배치된 Case1-4는 1000 mm 이상 거리를 확보해
야만 0.1 이하 수 의 좋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를 얻을 수 있으며, 10개의 구멍을 갖는 다공성 
튜  형상인 Case 1-5의 경우 1200 mm 이상 거리를 
확보해도 0.1 이하 수 의 좋은 암모니아 가스의 오

분포 지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2 믹서 유/무에 따른 향

3.1 의 결과에 의하면 solid SCR용으로 검토되
는 가스분사의 경우도 , 분사노즐과 SCR 매 사이
의 거리가 가까울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배기가스 유

        

(a) Case 1-2

        

(b) Case 2-2

Fig. 7 Local flow uniformity(left) and local mal-distribution 
(right) at the front of SCR for Case 1-2(a) and Case 
2-2(b)

동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여 암모니아 가스의 오

분포 지수가 나쁘기 때문에, 믹서의 유무에 한 
향을 고찰하 다.

Fig. 7은 Case 1-1에서 사용한 단공노즐과 8개의 
날개를 갖는 믹서를 포함한 Case 1-2, Case 2-2 경우
에 하여, SCR 매 단에서 국부  유동균일도 

지수 분포도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분포

도를 각각 나타낸다. Case 1-2의 유동균일도 지수 분
포는 믹서와 SCR 매 단까지의 거리가 1140 mm
로 충분하여 믹서로 인한 난류증가 효과가 상쇄되

어 좋지 않게 보인다. 반면에 Case 2-2의 유동균일도 
지수 분포는 믹서와 SCR 매 단까지의 거리가 
140 mm로 가까워서 SCR 매 단에 난류 강도 증
가와 믹서의 형상 향으로 안쪽으로 몰리던2) 배기
유동이 외곽으로 퍼짐에 따라 Case 2-2의 유동균일
도 분포가 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모니
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분포도는 믹서의 향으로 

Case 1-2와 Case 2-2 모두 만족할 만한 수 이다.
Fig. 8은 Case 1-1에서 사용한 단공노즐과 8개의 

날개를 갖는 믹서를 포함한 Case 1-2, Case 2-2 경우



Hoyeol Lee․Cheon Seog Yoon․Hongsuk Kim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2권 제5호, 201480

Fig. 8 Flow uniformity index and mal-distribution index at 
the front of SCR for Case 1-2 and Case 2-2

에 하여, SCR 매 단에서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를 나타낸다. Fig. 5의 
Case 1-1 결과와 Fig. 8의 1-2 결과를 비교하면, Case 
1-2에 믹서가 있음에도 유동균일도 지수의 차이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믹서의 치가 
SCR 매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믹서로 인한 난류 증가 효과의 기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와 Fig. 9는 3.1 과 3.2 의 case study에 

한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

수  압력강하를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다. 압력강
하는 유동방해물이 있는 믹서 효과에 따라 Case 1-2
와 Case 2-2에서, 믹서를 사용하지 않는 Case보다 2
배 이상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즐과 SCR 
매 단까지의 거리가 240 mm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때, SCR 매 단에서 오분포 지수를 히 

유지하기 하여 믹서를 사용하면 fuel penalty를 감
수해야 한다.

3.3 Can 각도, 믹서 치  믹서 형상에 
따른 향

배 과 SCR 매를 둘러싸고 있는 can 각도(α)가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에 

주는 향을 탐구하기 하여, Fig. 1의 (c) Case 3-A
와 같이, (b) Case 2-A에서 can의 각도를 45°에서 25°
로 변경하고, 믹서의 치  믹서의 형상에 하여 
고찰하 다. Case 3-1은 can 각도 25°, 단공노즐, 믹
서가 없는 base 조건이고, Case 3-2, Case 3-3은 Fig. 2

Table 4 Summary of flow uniformity index, mal-distribution 
index, and pressure drop for case studies

Case Flow
uniformity index

Mal-distribution
index

Pressure drop
(Pa)

Case 1-1 0.488 0.0050 1505.248
Case 1-2 0.474 0.0004 3498.056
Case 1-3 0.516 0.0233 1550.721
Case 1-4 0.592 0.0206 1374.866
Case 1-5 0.500 0.3070 1382.013
Case 2-1 0.507 0.8840 1313.908
Case 2-2 0.901 0.0159 3411.983
Case 2-3 0.444 0.6284 1415.844

Fig. 9 Flow uniformity index, mal-distribution index, and 
pressure drop for case studies 1 & 2

(b)와 같이 단공노즐과 8개의 날개를 갖는 믹서 형
상을 사용하 으며, 믹서의 치를 SCR 매 단
으로부터 거리가 먼(200 mm) 경우와 가까운(120 
mm) 경우에 해서 해석하 다. Case 3-4는 단공노
즐과 압력강하를 이기 해 Fig. 2(f)와 같이, 기존 
믹서의 날개를 4개만 채택하 다. Fig. 10은 Table 2
의 Case 3-1, Case 3-2, Case 3-3, Case 3-4에 하여 
SCR 매 단에서 국부 인 유동균일도 지수의 

분포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의 분포를 각

각 나타낸다. Can의 각도가 25°로 변경함에 따라 배
기가스의 유동 확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동균일도 

지수 분포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의 분포

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se 3-1의 경우는, 
믹서가 없으며 노즐로부터 분사거리가 SCR 매 

단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유속이 단면 평균속
도 보다 2배 이상 빠른 앙 부분과 단면 평균 암모
니아 농도가 2배 이상 높은 부분이 흰색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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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3-1

        

(b) Case 3-2

        

(c) Case 3-3

        

(d) Case 3-4
Fig. 10 Local flow uniformity(left) and local mal-distribution 

(right) at the front of SCR for Case 3-1(a), Case 
3-2(b), Case 3-3(c), and Case 3-4(e)

으며, 유동균일도 지수 분포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
분포 지수의 분포가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

Fig. 11은 Case 3-1, Case 3-2, Case 3-3, Case 3-4에 
한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압력강하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Can 각도
의 향을 고찰하기 하여, Case 3-1(25°)과 Case 
2-1(45°)을 비교한 결과, 유동균일도 지수는 10%, 암
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는 20%가 좋아지는 것을

Fig. 11 Flow uniformity index, mal-distribution index, and 
pressure drop for case studies 3

확인하 으며, can 각도가 작을수록 유동균일도 지
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가 더 유리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Can의 각도를 감소하면, 
배 체의 길이가 길어져서 설치하고자 하는 차량

에 별도의 공간이 더 많이 요구된다. 한, can 각도
를 45°에서 25°로 작게 했음에도 여 히 유동균일도 

지수가가 0.8 이하고,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도 0.1 이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믹서가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Fig. 11 에서 Case 3-2와 Case 3-3을 
보면 SCR 단으로부터 믹서의 치의 향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믹서의 치가 SCR 매 단으로
부터 200 mm와 120 mm 정도의 차이로는 유동균일
도 지수에 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암모니아 가스
의 오분포 지수는 Case 3-3 경우가 Case 3-2보다 약 
10% 정도 악화되어, 믹서의 치가 분사노즐과 가
까운 것이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에 조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Fig. 11에서 압력강하 측면에서 고찰하면, 믹서가 

없는 Case 3-1이 가장 낮고, 믹서 날개 8개를 사용하
는 Case 3-2와 Case 3-3이 압력강하가 높다. 반면에, 
압력강하의 감소 목 으로 믹서 날개 4개를 사용한 
Case 3-4는 Case 3-2보다 반 수 으로 압력강하에

서 유리하고,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는 Case 3-2와 Case 3-3과 비슷한 수 이

다. 날개 4개를 사용하는 믹서가 날개 8개를 사용하
는 믹서보다 압력강하가 낮으며,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에 향이 없기 때문에, 
날개 4개를 사용하는 믹서가 더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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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C1-8 Mode에 한 Case 2-1의 산유체
해석

Table 5는 본 연구 상인 70 kW  농업용 디젤엔

진(모델: 3400T, 3409 cc, 4기통, 터보차져)에 한 
건설기계 배출가스 측정 모드인 KC1-8 운  조건과 

각 운 모드 단계별 배기가스 유량, 배기가스 온도, 
배기가스 속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운  조건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가스 분포의 향을 탐구하

기 하여, 최악의 결과가 상되는, SCR 매 단
과 도징장치 사이의 거리가 240 mm로 상 으로 

짧은 Case 2-1에 하여 고찰하 다.
Fig. 12는 믹서가 없고 단공노즐을 사용하는 Case 

2-1에 하여, Table 5의 경계조건을 사용한 산유
체해석 결과를, 각 모드별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
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를 정리한 것이다. #8 모드
인 Idle의 경우에는, 배기유량이 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하여 유동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Table 5 Boundary conditions of KC1-8 mode for CFD

Mode
Engine
 speed Torque Load Air mass T_Exh Velocity

rpm Nm % kg/h °C m/s
#1

2200

242 100 315 507 69
#2 190 75 320 432 62
#3 129 50 320 340 53
#4 25 10 306 190 38
#5

1650
280 100 244 431 47

#6 215 75 240 370 42
#7 145 50 237 280 36
#8 965 - idle 112 120 12

Fig. 12 Flow uniformity index and mal-distribution index of 
KC1-8 mode

오분포 지수가 약간 좋지만, 체 으로 유동균일

도 지수가 0.5 이하,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가 
0.9 수 으로 채택할 수 없는 수 이다. 따라서,  

모드구간에 해 고려해봤을 때, Case 2-1의 경우는 
믹서 는 분사 노즐의 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4. 결 론

Solid SCR용으로 고체상의 암모니아 장물질을 
가열·승화시켜 암모니아 가스를 직  배기 에 공

할 수 있는 기체분사 시스템에 하여, 분사노즐 
형상, 노즐 치, 믹서 유/무, Can 각도, 믹서 형상  
치를 변수로, 오분포 지수, 유동균일도 지수, 압력
강하 등을 고찰하기 한 산유체해석을 수행하 다.
1) 암모니아 가스 분사노즐의 치가 SCR 매 
단으로부터 상 으로 거리가 먼 경우 노즐의 

형상에 상 없이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

가 0.1이하로 좋게 나타나지만, 믹서의 치는 
SCR 매 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난류
강도 증가 효과가 SCR 매 단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동균일도 지수를 향상시키기 하여 
SCR 매 단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분사노즐의 치가 본 해석 조건에서 제시한 
SCR 매 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에서는, 배
기  가운데서 암모니아 가스를 직  분사하는 

단공노즐이나 4공노즐 형상이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에 유리하며,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
포 지수가 0.1 이하로 측된다.

3) 분사노즐의 형상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
수에 약간의 향을 주지만, Case 2-3을 보면 암
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가 0.63으로 SCR 
매 단으로부터 노즐 사이의 거리가 600 mm 이
하에서는 단공노즐과 마찬가지로 믹서가 요구

된다.
4) 분사 노즐이 SCR 매 단과 가깝게 설치된 경
우, 암모니아 가스의 분포는 can 각도의 향을 
받으며, can 각도가 작을수록 유동이 균일하며 
암모니아 가스의 분포에 유리하다. 하지만 유동
균일도 지수와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가 

can 각도 25° 정도에서는 여 히 좋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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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믹서가 요구되며, 믹서의 치는 노즐에 가까
울수록 암모니아 가스의 오분포 지수에 유리할 

것이라고 단된다.
5) 믹서 용 시, 본 해석에서 사용된 날개가 8개인 
믹서보다 날개가 4개인 믹서만으로도 유동균일
도와 암모니아 가스의 분포도 악화 없이 압력강

하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믹서 날개가 4개인 
경우가 더 유리하며, 압력강하와 유동균일도, 암
모니아 가스의 분포도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믹

서 형상에 한 해석연구가 요구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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