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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CO2 배출을 줄이고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
심지에 복합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NOx 배출량을 줄이고
자 저 NOx 버너, SCR 등 여러 가지 설비들을 설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일산열병합발전소 1개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TMS를 이용하
여 배출계수를 산정하여 이를 전산유체동역학(CFD)에 적용하여 질소산화물의 거동을 살펴보고, 현장 실
측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실측 기간 중 측정 시간에 따른 주 풍향․풍속의 순간적인 변화로 인해 실측 결과와 CFD 모델링 결과
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모델링 결과와 실측 결과는 대부분 예측지점에서 유사한 농도로 나타났다. 
향후 주변농도를 고려한 기여농도를 산출하여 실측농도에 가까운 예측농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된다.

  Abstract : In order to deal with the globally increasing electric power demand and reduce CO2 
emission, complex thermoelectric power plants are being constructed in densely populated 
downtown areas.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continuously strengthened, various facilities 
like low NOx burner and SCR are being installed to reduce NOx emission. 

This study is applied using the TMS emission of NO2 from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located in Goyang-si Gyeonggi-do. Applying data to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and 
compared with the actual measurement results. 

It is judged that even though there might be differences between actual measurements and CFD 
results due to the instant changes of wind direction and wind speed according to measurement 
time during measurement period, modeling results and actual measurement results showed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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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at most forecasting areas and therefore, the forecasting concentration could be 
deducted which is close to actual measurement by calculating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considering the surrounding concentration in the future.

Keywords : power plants, CFD, Fluent, nitrogen dioxide 

1. 서 론

최근 전력수요 증가 및 CO2 배출량 감소에 따
른 열병합발전소 설치가 증가되며, 인구 밀집지역
에 건설로 인한 배가스 처리기술의 고도화가 요
구되고 있다. 미국 및 일본 등의 신규 복합발전
설비는 배가스 처리설비 중 SCR 설치를 통해 질
소산화물 배출농도를 5 ppm 이하로 운영하고 있
으며, 현재 건설되어있는 복합화력발전소 또한 배
출허용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저 NOx 버너 또는 SCR을 
추가 설치해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가스 처리설비 추가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modeling을 통한 오염물
질 예측이 요구되며, modeling은 물질의 이동 및 
흐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개발계획과 대기 개
선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한, 오염물질 확산분포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원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오염물
질농도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컴퓨팅 계산 능력이 발전하면서 수치모델
의 모델링 영역과 모델결과의 이용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나리오별 저감 잠재량, 이
행시기, 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염물
질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전산
유체역학을 이용한 오염물질 확산모사를 통해 오
염물질 감소로 주변지역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여러 시나리오 비교 평가를 통해 감축 가
능성 및 목표설정이 용이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열병합발전
소 1개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조건을 
기준으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오염물질 확산
분포를 예측하고, 실측을 통해 비교 평가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변화에 따른 주변지역 기여율 변
화를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SIMPLER method를 적용한 열
유동 화학반응 해석코드 Fluent를 사용하였으며, 
격자는 약 7만 개의 정렬격자로 구성하였다.

오염물질 확산은 일반적인 상변화, 화학반응,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과 층류 및 난류 등
의 복합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
절한 방정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변화 및 화학 
반응 예측을 위한 함수는 혼합분율/확률밀도 함
수 (Mixture Fraction/Probability Density 
Funcion, PDF)를 사용하였으며, 유동장 및 온도
해석을 위해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해 사용되어진 방정식을 토대로 
각각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 

Conservation of Mass

   


      ․․․․․․․․․․․․․․․․․․․․․․․․․․․․․․․․․․․(1)

Conservation of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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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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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of Species

   


′ 


′ ′ ․․․․․․․․․․․․․․․․․․․․․․․․․․․․․(4)



Vol. 32, No. 1 (2015) 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 확산에 관한 전산유체역학 simulation 연구 3

- 64 -

Item X(m) Y(m) Z(m)

Domain 6500 3000 3500

Mesh 75,540

Table 1. domain condition

   ′ ′

′

k-ε Turbulence Model

   


 









 ․․․․․․․․․․․(5)

   




 
















   









    


                    
       

 

Radiation Model (DTRM)

   




 

  ․․․․․․․․․․․․․․․․․․․․․․․․․․․․(6)

The equation of state

   









  ․․․․․․․․․․․․․․․․․․․․․․․․․․․․․․․․․․․․․․․․․․․․․․․․․․․․․․․(7)

2.2. modeling 영역 설정

본 연구는 실제 현장의 공간적 조성과 유사한 
조건을 위해 발전소 굴뚝에서부터 전후 수평거리 
1,500, 5,000 m와 지표면에서부터 수직 높이 
3,500 m까지 지정하였으며, 연돌 높이는 80 m, 
직경은 3.5 m로 설정하였다. 또한, 규칙적 지형
구조에 따라 총 75,540개의 정렬격자를 사용하였
으며, CFD domain 조건 및 지형적 구조를 
Table 1과 Fig. 1에 나타냈다.

Fig. 1. geographic model of the power plant.

2.3. 풍속 및 오염물질 조건 설정

열병합발전소 주변 풍속변화 및 오염물질 배출
농도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 모사를 위한 조
건설정을 Table 2에 나타냈다.

발전소 주변 풍속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
모사를 위한 조건인 case 1과 case 2는 풍속이 
각각 1.0 m/s와 5.0 m/s일 때의 오염물질 확산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 따
른 주변지역 오염물질 확산분포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case 3과 case 4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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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he height with maximum concentration(a:case 1, b:case 2).

item
condition

case 1 case 2 case 3 case 4

air composition

velocity 1.0 m/s 5.0 m/s 3.0 m/s 3.0 m/s
direction X

O2 21%
N2 79%

H2O(water vapor) 0.926 %

gas composition

velocity 20.5 m/s
direction Z

O2 15.6 %
H2O(water vapor) 5.79 %

NO2 60 ppm 60 ppm 60 ppm 10 ppm

Table 2. boundary conditions of calculation

3. 결과 및 고찰

3.1. 풍속변화에 따른 CFD simulation 결과

열병합발전소 주변 풍속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모사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오염물질 최대 상승높이는 case 1과 case 2가 
각각 150 m, 100 m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풍속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 상승높이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굴뚝 출구로부터 최고 농도지점 횡단면 관찰 
결과, 배출가스에 의해 형성된 타원형의 오염물질 
확산 분포는 case 1보다 case 2에서 더 넓은 분
포로 나타났으며, 풍속이 작을수록 오염물질 최대
상승높이는 증가하였다. 또한, 풍속이 클수록 오
염물질 확산거리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풍속의 크
기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

다.
Fig. 4는 풍속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 도

달거리 및 착지 농도지점을 나타냈다.
case 1(풍속 1.0 m/s)은 굴뚝으로부터 약 250 

m부터 약 800 m 까지 주요 분포지역으로 나타
났으며, case 2(풍속 5.0 m/s)는 굴뚝으로부터 약 
500m부터 약 1,800m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도달거리와 최대농도 착지지점은 풍
속에 비례하였으며, 최대 착지농도와 오염물질 상
승 높이는 풍속에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확산은 배출가스 온도와 
유속, 풍향 및 풍속에 절대적이며, 배출가스 온도
와 유속이 클수록 확산에 효과적이다. 또한, 풍속
이 클수록 오염물질 확산에 유리하나, 배출가스 
유속과 온도에 따라 최대 착지지점이 오염물질 
배출원과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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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pollutants average distribution area(a:case 1, b:case 2).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NO2의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100 ppb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굴뚝에서 풍속이 
1.0 m/s일 때 지표면을 따라 250 m ~ 800 m, 
풍속 5 m/s일 때 500 m ~ 1,800 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한 풍향과 평균 풍속 1.0 ~ 5.0 m/s
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개 이상의 연돌로 구성된 일산 열병합발전소 반
경 1 km 이내 NO2 환경기준인 100 ppb를 상회 
할 것이라 판단된다.

3.2. 배출농도변화에 따른 CFD simulation

    결과

  발전소 내 SCR 설치 전·후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따른 확산모사결과를 Fig. 5에 나타냈다.

오염물질 변화에 따른 확산모사 결과 case 3
(배출농도 60 ppm)은 대상지역 내 평균 50 ppb

로 나타났으며, case 4(배출농도 10 ppm)는 case 
3보다 약 80 % 이상 감소된 평균 8 ppb로 나타
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영향예측지점의 NO2 농도분
포 산출을 위해 오염물질 확산모사 중심선의 농
도를 이용하여 거리별 오염물질 농도를 Fig. 6에 
나타냈으며, 배출원으로 부터 대상지점 간 거리에 
따른 오염물질 예측농도를 산출하였다.

오염물질 농도는 발전소와의 이격 거리 100 m
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00 m 이후 지점부
터 감소폭은 낮아졌다. 이의 상관 식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lue gas Concentration 60 ppm: 
             C60 = 6.3524e-0.007x․․․․․․․․․․․․․․․․․․․․(8)
Flue gas Concentration 10 ppm: 
             C10 = 5.3954e-0.007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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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NO2 dispersion simulation results(a:case 3, b:case 4).

(a)

  

(b)
Fig. 6. pollutant reduce curve(a:case 3, b: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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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dicted point around the Ilsan power plant.

구분
distance

(m)
case 3

(flue gas Conc. 60 ppm)
case 4

(flue gas Conc. 10 ppm)

A-1 650 57.0 9.5

A-2 580 93.1 15.5

A-3 820 17.3 2.9

A-4 430 265.9 44.3

A-5 540 123.1 20.5

Table 3.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changed NO2 concentration                     (ppb)

1st 2nd 3rd
A-1 45.28 60.93 16.65
A-2 94.33 64.45 12.73
A-3 37.19 77.08 8.88
A-4 14.14 57.85 9.31
A-5 95.63 56.27 8.23

Table 5. actual measurement results                                                  (ppb)

상관식을 이용한 예측지점별 농도 산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산출 결과 case 3와 case 4 모두 직선거리의 
배출지점에서 가까운 A-4에서 각각 265.9, 44.3 
ppb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출지점에서 멀리 
위치한 A-3에서 각각 17.3, 2.9 ppb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3.3. Simulation 및 실측 비교 결과

 1) 실측 대상지역 및 예측지점
대상지역 내 예측지점은 배출지점에서 반경 1 

km 이내 총 5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Fig. 7과 
Tabe 4에 나타냈다
 2) 실측 결과
대상지점 별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Table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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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Flue Gas Conc. 60 ppm)

Case 4
(Flue Gas Conc. 10 ppm)

CFD modeling 
results

actual 
measurement

CFD modeling 
results

actual 
measurement

A-1 57.0 53.1 9.5 16.65

A-2 93.1 79.4 15.5 12.73

A-3 17.3 57.1 2.9 8.88

A-4 265.9 36.0 44.3 9.31

A-5 123.1 76.0 20.5 8.23

Table 6. compare CFD modeling results with actual measurement

No. point name address

A-1 백마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8

A-2 백석동 노인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56번지

A-3 상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24-4

A-4 예원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45-5

A-5 민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118-5

Table 4. forecast Point

나타냈다.
질소산화물 실측 결과 1, 2차 평균 A-2가 가

장 높은 79.4 ppb로 나타났으며, A-5가 76.0 
ppb로 뒤를 이었다. A-4는 1차 측정결과 타 지
점에 비해 월등히 낮은 14.14 ppb로 나타났었으
나, 이는 오염물질 측정 시 순간적인 풍향·풍속의 
영향으로 낮게 나타났을 것이라 판단된다.

SCR 설치 후 측정 결과 모든 지점에서 설치 
전 측정결과에 비해 평균 81% 감소하였으며, 이
는 SCR 설치 후 약 83 % 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3) 1, 2차 CFD/실측 결과 비교평가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따른 CFD 결과와 예

측지점 실측자료를 Table 6에 나타냈다.
CFD 모사결과 및 실측자료 비교결과 A-1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A-4를 제외한 전 지
점에서 유사한 농도분포 경향이 나타났다.

case 3의 A-1 CFD 결과 및 실측결과 오차율
은 6.8 %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A-2 또한 
14.7 %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A-4와 A-3의 
오차율 각각 86.5 %, 69.7 %로 매우 높게 나타
났으며, A-4와 A-3 지점을 제외한 3개 지점의 
평균 오차율은 19.9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case 4의 CFD 및 실측 비교 결과 A-2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평균 오차율 62.3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case 3(배출농도 60 
ppm)의 경우 실측 결과보다 CFD 모사결과가 높
게 나타났으나, case 4는 실측결과가 CFD 모사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ase 3의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은 확산에 따른 배경농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나, 저농도 오염물질 배출 시 실
측 결과는 배경농도 영향에 의한 상승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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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compare CFD modeling results with 

actual measurement(a:case 1, b:case 
2).

4. 결 론

복합화력발전소 주변 풍속변화 및 오염물질 배
출농도 변화에 따른 질소산화물(NOx)의 CFD 모
사 및 실측 비교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오염물질 도달거리와 최대농도 착지 지점은 
풍속에 비례하였으며, 최대 착지 농도와 오염물질 
상승 높이는 풍속에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정한 풍향과 평균풍속 1.0 ~ 5.0 m/s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개 
이상의 연돌로 구성된 일산열병합발전소 반경 1 
km 이내 NO2 환경기준인 100 ppb를 상회할 것
이라 판단된다.

3) 배출원으로 부터 대상지점 간 거리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분포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Flue gas Concentration 60 ppm: 
                       C60 = 6.3524e-0.007x  

  Flue gas Concentration 10 ppm: 
                       C10 = 5.3954e-0.007x

4) CFD simulation 결과 배출농도가 83 % 감
소함에 따라 대상지점 오염물질 착지농도 또한 
약 6배 감소되었으며, 실측 결과 또한 약 81 % 
이상 감소하였다.

측정기간 중 지점별 풍향․풍속에 따른 순간적인 
오염물질 측정농도의 차이와 배경농도에 의한 실
측결과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CFD 
simulation 및 실측결과의 유사성이 나타난 점을 
미루어 향후 주변농도를 고려한 기여농도를 산출
하여 실측농도에 가까운 예측농도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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