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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oval of particles at rich CO2 condition has been important in the gas cleaning for CO2 capture in Oxy-

fuel combustion. Electrostatic precipitators (ESPs) have been widely used to remove particles in exhaust 

gases from present air combustion. However, few studies on characteristics of ESPs under a CO2 rich gas 

condition have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integration of electrostatic precipitators (ESP) 

for removing submicron particles along with corona discharge characteristics and collection efficiency of 

submicron particles at CO2 rich conditi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ESP is represented by collection 

efficiency as function of energy consumption. The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higher the concentration of 

CO2 gas, the corona discharge currents were lower at the same applied voltages and the spark over occurred at 

lower voltages, and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submicron particles under 50, 80% CO2 conditions was much 

lower than that under 100 % Air 

1. 서 론 

지난 수세기 동안 다량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CO2 발생량이 급격이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대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 생산량에 비해 

현저히 적고, 앞으로 수년 내 화석연료를 대체할 

정도의 경제성 및 기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매장량이 많은 

석탄에 대한 관심히 증대되고 있다.(1
∼3) 그러나, 

석탄 연소 역시 다량의 CO2 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순산소 연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순산소 

석탄 연소 기술은 산화제로 공기대신 산소를 

사용하고 연소 후 배기가스의 일부를 재순환하여 

연소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대부분이 CO2 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O2 회수가 용이하고, CO2 저장 및 

재활용 기술을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4, 5) 그러나, 순산소 석탄 연소 역시 일반 

석탄 연소와 같이 연소 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며, CO2 회수 및 배기 가스 재순환 장치의 

효율 및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연소 후 분진 

제거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석탄 연소에서 발생되는 분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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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experiments for measurements of 
removal efficiency of ESP  

 

장치로 전기집진장치가 널리 사용되고있다.(1,6) 

그러나, 현재까지 CO2 가스 농후 조건에서 

전기집진장치의 전기적 및 미세입자 집진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Sheng 외 

다수는 bench scale 순산소 석탄 연소기를 이용하여 

순산소 석탄 연소 시 발생되는 submicron 입자 의 

생성 특성을 분석하였으며(3)
, Mikoviny 외 다수는 

CO2 농후 조건에서 음극코로나로부터 발생되는 

오존 및 CO 와 같은 유해가스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7) 특히, Zhuang 과 Biswas 및 

Suriyawong 외 다수는 bench scale 순산소 석탄 

연소기로 부터 발생되는 초미세입자를 이용하여 

wire-cylinder 형식 전기집진기의 전기적 및 

집진성능을 저유량, 저속 조건에서 평가하였다.(2, 8)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CO2 농후 조건에서 

입자의 발생 및 하전 특성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순산소 석탄 연소 후처리 장치인 

전기집진장치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CO2 농도, 유입속도, 코로나 극성, 입자 입경 및 

소비에너지 변화에 따른 전기집진장치의 전기적 

특성 및 미세입자 집진성능 분석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실제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집진장치들은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코로나 방전 및 높은 집진효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edge to plate 형식의 

전기집진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wire-cylinder 형식 

외 edge to plate 형식의 전기집진장치에 대한 CO2 

농후 조건에서의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탄 연소 발전소 분진 

제거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dge to plate 형식

의 전기집진기를 이용하여, CO2 부피분율, 유입속

도, 미세입자 입경, 코로나 극성 및 소비에너지에 

따른 전기집진장치의 전기적 특성 및 미세입자 집

진 성능을 분석하여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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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ed voltage versus current curves of ESP with 

changing gas compositions, velocity and corona 

polality 

 

후처리 장치로 전기집진장치가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코자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Fig. 1은 고농도 CO2 조건에서 전기집진장치의 

전기적 특성 및 미세입자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순도 CO2 (99.9%) 가스 및 공기 용기로 부터 

100 % 공기, CO2 50 %-공기 50 %, CO2 80 %-공기 

20 % 조합의 시험가스를 시험덕트로 공급한 후, 

전기로의 가열에 의해 시험가스의 온도를 조절하

였다. 시험 온도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소에 설치

된 Hot side 전기집진장치로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 조건인 300 ℃로 유지하였다. 전기로 전단

에는 분무식 입자발생장치(Constant output atomizer, 

Model 3076, TSI, USA)를 이용하여 KCl 입자를 발

생시킨 후 유입시켰으며, 전기집진장치 전·후단에

서 입자를 샘플링한 후 DMA(Differential Mobility 

Analizer, DMA, Model 3080, TSI, USA)와 

CPC(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Model 3022a, TSI, 

USA)를 이용하여 입경별 수농도 분포를 계측한 

후 입경별 집진효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전기 집진 장치는 Pin to Plate 방식의 1 단 

전기집진장치 로 집진판 간격 50 mm, 집진판 면

적은 160 mm×260 mm 이었으며, 집진판 중앙에 

핀 형식 하전부를 장착하였다. 하전부 및 집진부

에는 최대 30 kV/ 10 mA 전압/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를 연결하였다. 본 연구는 

CO2 분위기에서의 전기집진장치의 기초적인 특

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일 뿐만 아니

라, 전기집진장치를 순산소 연소 배기가스 정화

장치로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코자 CO2 부피분율(Volumetric fraction)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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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 Changes in size distribution of particles with 
increasing applied voltages at different gas 

compositions; a) 100 % Air, b) 80 % CO2/ 20 % Air  
 

아니라, 유입 면속도를 0.3, 0.5 m/s로 변화시켰으

며, 고농도 CO2 조건에서 인가 전압·전류의 세기 

및 전압 극성에 따른 전기집진장치의 전기적 특

성 및 집진 성능 변화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전기집진기 하전 및 집진 성능 분석 
  

Fig. 2 는 전기집진장치 전단 가스 유입구측 온도

가 300 ℃에서 CO2 부피분율 및 유입 속도 변화

에 따른 음극 및 양극 코로나 전압·전류곡선을 

나타내었다. 시험 가스가 순수 공기일 경우에 비

해 공기-CO2 혼합 가스일 경우에 코로나 전압·

전류 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CO2 혼합가

스의 CO2 부피분율이 증가할수록 전압·전류 곡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동일 코로나 전

압에서 전류가 감소하였다. 이는 O2, N2, CO2 의 

이온화전위(Ionization potential)가 각각 12.6, 16.3, 

14.3 V 로 O2의 이온화전위가 가장 작아 O2 부피

분율이 낮을수록 이온 발생량이 감소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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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CO2/ 50 % Air, V=0.5 m/s, T=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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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0 % CO2/ 20 % Air, V=0.5 m/s, 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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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 Collection efficiencies of submicron particles as 
function of particle diameters with different applied 

voltage/current and gas compositions; a) 100 % Air, 

b) 50% CO2/ 50% Air, c) 80 % CO2/ 20% Air 

 

때문이다.(2) 또한 유입 속도가 증가할수록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유속이 증가할수록 

전기집진장치 내 이온의 체류시간이 감소하여 집

진부에 도달하는 이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9) 

특히, 유속 및 가스 조성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전압극성이 음극에서 양극

으로 바뀌었을 때, 코로나 전류가 급격히 감소하

였다. 이는 음 코로나의 경우 음이온과 자유전자

가 동시에 집진극으로 이동되는데 반해, 양극코로

나의 경우 양이온만이 집진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

문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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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5 Collection efficiencies of submicron particles as 
function of particle diameters with different applied 

voltage/current and different polarity of corona; a) 

negative corona, b) positive corona 

 

Fig. 3 은 순수 공기 및 고농도 CO2 조건에서 전

압·전류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별 수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기집진장치 가스 유입 속도는 0.5 

m/s 였으며, 온도는 300 ℃로 유지되었다. NaCl 입

자의 최대 농도 입경은 110 nm 였으며, 전압을 인

가하지 않았을 때, 전기집진기 내부에서의 입자 

손실은 없었다. 또한, 코로나 전압·전류를 증가시

킬수록 입자하전률 및 정전기력이 증가하여 전 영

역의 수농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110 nm 입자의 

초기농도가 1.2 x 105 #/cm3에서 100 % 공기 조건일 

경우 최대 초기농도의 11.7 %까지 감소하였으나, 

CO2 부피분율을 80 %로 증가시켰을 경우 초기농

도의 35.8 %까지 감소하여 저감율이 급격히 감소

하였다.   

Fig. 4는 유입속도 0.5 m/s, 유입구 측 온도 

300℃ 조건에서 CO2 부피분율 변화에 따른 코로

나 전압·전류 및 입경별 집진효율 곡선을 나타내

었다. CO2 분율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집진효율

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Fig 2. 에서와 같이, CO2 

부피분율이 증가할수록 코로나 전류가 감소하여 

미세입자 하전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 

T=300 ℃, V=0.3 m/s, 80% CO2/20% 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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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lection efficiencies of submicron particles as 

function of power consumption with different 

diameters of particles at 80 % CO2- 20% Air 
 

일 실험 조건에서 코로나 전압을 증가시킬수록 집

진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 증가하고, 코로

나 전류 상승에 의한 이온량의 증가로 인해 전체

적인 집진효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40 ~ 60 nm 영

역에서 최대의 집진효율이 나타났으며 100 ~ 300 

nm 영역에서 집진효율이 가장 낮았다. 100 nm 이

하 미세 입경 영역에서 입자 하전(Particle charging)

은 확산대전((Diffusion charging)에 의해 이루어지

고, 1000 nm 이상 입경 영역에서는 전장대전(Field 

charging)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 ~ 300 nm 입경 영역에서 입자하전율이 낮다.(11)  

Fig 5.는 고농도 CO2 조건에서의 입자 입경에 따

른 소비 에너지별 전기집진장치의 미세입자 집진

효율을 나타내었다. Fig. 5(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유입속도가 0.3 m/s로 감소하였을 경우 Fig 3.의 0.5 

m/s 일 경우에 비해 최대 집진효율이 10 ~ 20 % 

증가하였다. 이는 유속이 감소할수록 코로나 전압

·전류가 상승하여 입자하전률이 상승할 뿐만 아

니라, 전기집진기 내 체류시간 또한 증가하기 때

문이다.(10)
 
일반적으로 음극 코로나 전기집진장치

에는 오존이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양극 코로나가 널리 

사용된다.(3)그러나, Fig. 5 에서와 같이, 동일한 

가스 조성 및 유속 조건에서 양극 코로나를 발생

시켰을 때 최대 집진효율이 30 – 40 % 감소하였다. 

양극 코로나의 경우, 광전효과에 의해서만 가스 

분자로부터 전자가 방출되어 이온화가 이루어지나, 

음극 코로나의 경우, 하전부에서 직접적인 전자가 

방출될 뿐만 아니라, 광전효과에 의해 하전부로부

터 전자가 방출되어 이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극 코로나에 비해 안정적인 코로나가 발생되며, 

코로나 전압·전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입자 하

전률 및 집진효율이 높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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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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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0 nm 

Fig. 7 Collection efficiencies of submicron particles as 
function of power consumption with different gas 

compositions and particle diameters; a) 40 nm, b) 

300nm 
 

Fig. 6 은 유입속도 0.3 m/s, 유입구 측 온도 

300℃, 80 % CO2 조건에서의 입자 입경에 따른 소

비 에너지별 전기집진장치의 미세입자 집진효율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 시 40, 60 nm 

입자의 집진효율이 100, 200, 300 nm 입자의 집진효

율에 비해 10 – 30 % 높았다. 이는 100 ~ 200 nm 입

경 영역에서 입자하전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입

자가 작을수록 항력(Drag force)이 감소하기 때문

에 쉽게 전기력에 의해 집진되기 때문이다.(9)
 

Fig. 7 은 유입속도 0.5 m/s, 유입구 측 온도 300℃ 

조건에서 CO2 부피분율에 따른 전기집진장치의 40, 

300 nm입자의 소비에너지별 집진효율을 나타내었

다. 두 입경의 입자에 대한 집진효율은 동일 한 

에너지 투입 조건에서 CO2 부피분율이 증가할수록 

효율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대 입자 집진

효율은 20 %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CO2

가 농후해질수록 최대 코로나 방전 에너지 및 정

전기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CO2 부피분율

이 0, 50, 80 % 로 증가할수록 최대 인가에너지는 

40 nm의 경우 93, 86, 74 W로 감소하였으며, 300 

nm의 경우 87, 79, 65 W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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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lection efficiencies of submicron particles as 

function of power consumption with different gas 

velocity and particle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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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lection efficiencies of submicron particles as 

function of power consumption with different 

corona polity and particle diameters  
 

는 CO2 부피분율이 증가할수록 이온화전위가 낮 

은 O2 부피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8은 유입구 측 온

도 300℃, 80 % CO2 조건에서 유입속도에 따른 전

기집진장치의 40, 300 nm입자에 대한 소비에너지별 

집진효율을 나타내었다. 유속이 증가하더라도 최

대 인가 에너지 변화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동일

한 에너지를 투입 시 집진효율은 20 %이상 감소

하였다. 그리고 Fig 9 에서와 같이, 코로나 전압을 

음극에서 양극으로 변화시켰을 때 동일 에너지 투

입 시 40, 300 nm 입자 집진효율은 15 % 이상 크

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로 인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 또한, 각각의 입경에 대해 20 ~ 30 W 

감소하여 최대 집진효율이 40 nm 의 경우 24 %, 

300 nm의 경우 31% 감소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CO2 조건에서 전기집진장

치의 전기적 특성 및 미세입자 제거 성능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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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기집진장치로 유입되는 공기-CO2 혼합가

스에서 CO2 부피분율이 증가할수록 동일 코로나 

전압에서 전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양극 코로나

를 사용할 경우, 음극 코로나에 비해 코로나 전압

·전류 강하 현상이 뚜렷하여 CO2 농후 배기가스

에서의 전기집진장치 적용 시 양극 코로나 사용은 

급격한 효율 저감을 야기시킬 수 있다.  

(2) 공기-CO2 혼합가스 내 CO2 부피분율이 증가

할수록 코로나 방전 전압·전류가 감소하여, 전기

집진장치의 미세입자 제거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

었으며, 가스 유속이 고속일수록 효율 급격히 감

소되기 때문에 고속의 CO2 농후 가스 유입 시 미

세입자 하전율 및 정전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존 전기집진장치 개조 및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3) CO2 농후 조건에서 전기집진장치의 미세입

자 집진효율은 기존 전기집진장치와 같이

Submicron 영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동일한 에너

지 투입 시 집진효율은 CO2 부피분율이 높을수록, 

유속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최대로 인가

할수 있는 에너지는 CO2 부피분율이 높을수록, 음

극 대신 양극 코로나를 사용할 경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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