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738-8716(Print)
ISSN 2287-8130(Online)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Part. Aerosol Res. Vol. 14, No. 3: September 2018 pp. 73-80
http://dx.doi.org/10.11629/jpaar.2018.14.3.073

습식 배연탈황설비용 습분제거기 포집효율 평가

김 문 원1)⋅육 세 진1),2),*⋅류 태 우3)

1)한양대학교 융합국방학과, 2)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3)연세대학교 공학연구원

(2018년 9월 7일 투고, 2018년 9월 20일 수정, 2018년 9월 21일 게재확정)

Collection Efficiency of a Mist Eliminator for 
Wet Flue Gas Desulfurization

Moon-Won Kim1)⋅Se-Jin Yook1),2),*⋅Tae U Yu3)

1)Department of Convergence Defense, Hanyang University,
2)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3)Institute of Engineering Research, Yonsei University 

(Received 7 Sep 2018; Revised 20 Sep 2018; Accepted 21 Sep 2018)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effect of ultrafine dust on human body with increasing interest in 
the ultrafine dus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many old thermal power plants, and the amount of ultrafine dust 
emitted from the thermal power plants is reported to be about 14% of the total amount of domestic fine dust. 
Therefore, the amount of fine dust from the flue gas desulfurization facility in the thermal power plant needs be 
reduced. In this study, we made an experimental setup to simulate a flue gas desulfurization facility and analyze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les passing through a mist eliminato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the mist eliminator by using the Arizona Test Dust in a dry environment, and then 
spraying limestone slurry into the flue gas desulfurization system equipped with the mist eliminator to examine the 
size and morphology of limestone particles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mist eliminator. Cut-off size of the mist 
eliminator was formed at about 6 μ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designing an electrostatic 
precipitator for removing particles passing through the mist eli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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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각종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체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가시공해의 

주된 원인이 되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et al., 2003).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대기오염물

질 농도가 높은 지역의 아이들의 폐기능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He et al., 1993). NO2와 PM2.5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1~4세 아이들의 천식 및 기타 알레르기 질환

의 발병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uer et al., 2007).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급성 및 만성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 위험 증가와 관

련이 있으며, 특히 PM2.5의 흡입은 급성 폐 염증 및 

기타 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rook et al., 2003; Lei et al., 2004).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 환경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유량을 기준

으로 볼 때 시간당 1,000,000 Nm3을 초과하는 설비

를 대용량 설비라고 하며, 여기에는 화력발전소가 

포함된다(Chung et al., 2003). 화력발전소에서는 석

유나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하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

되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Spengler et al., 
1990).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SOx 및 NOx 등이 대량 배출되어 2차 대

기오염물질을 생성하고 또한 기타 입자상 물질을 

직접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Cardu and 
Baica, 1999). 국내의 경우에는 가동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많고, 이들 화력발전소

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담당하여 대

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력발전

소가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 중단 시기인 2017년 6월 한 

달간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분석에 따른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화력발전소로부터 30~40 km 인
접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5월에 비해 최

대 1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규와 성재

훈, 2018). 따라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

염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

비에는 습식 배연탈황설비, 배연탈질설비, 전기집진

기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배

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SOx를 저감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습식 배연탈황설비를 고려하였

다. 습식 배연탈황설비의 경우 흡수탑과 재생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흡수탑에서는 석회석 슬러리를 이

용하여 배연 가스의 황 화합물을 제거하고 재생탑

에서는 사용된 석회석 슬러리를 산소와 반응시켜 

재활용한다. 탈황 반응이 일어나는 흡수탑에서는 

spray nozzle을 이용한 분무 및 황 화합물을 제거하

기 위한 화학 반응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입자상 물질

이 발생된다. 발생된 입자는 흡수탑 내의 습분제거

기(mist eliminator)에서 포집된다. 습분제거기에서 포

집되지 않은 입자는 습식 전기집진기의 집진효율을 

감소시킨다(Staehle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PM2.5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습식 전기집

진기 설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습분

제거기의 포집효율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습식 배

연탈황설비에서 배출되는 입자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습분제거기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습분제거기에

서 배수 채널의 존재 유무에 따른 포집효율을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한 연구(James et al., 2003); 습분제

거기에 설치되는 blade의 존재 유무에 따른 포집효

율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한 연구(Gharib and 
Moraveji, 2012); 습분제거기의 전과 후에서 샘플링

된 액적의 질량 차이로부터 습분제거기의 포집효율

을 관찰한 연구(El-Dessouky et al., 2000); 습분제거

기의 blade 길이 변화에 따라 포집된 액적의 질량 변

화를 통해 습분제거기의 형상을 최적화한 연구(Atia 
and Lee, 2003); 습분제거기 표면에 다공성 물질 층

을 사용하여 습분제거기의 포집효율을 분석한 연구

(Xu et al., 2017) 등이 있다. 습분제거기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수치해석을 통해 포집효율을 예측

하거나 습분제거기 전과 후에서 포집된 액적의 질

량 차이를 이용하여 포집효율을 측정하였고 입자 

크기에 따른 포집효율을 측정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rizona Test Du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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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습분제거기의 입자 크기 별 포집효율을 

측정하였고, 습식 배연탈황설비를 모사하여 석회석 

슬러리를 분무한 뒤 습분제거기를 통과하여 빠져나

오는 입자상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실험 방법

그림 1은 습분제거기의 입자 제거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습식 

배연탈황설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석회석 

슬러리와 기체의 액기비는 10 L/Nm3으로 설정하였

고 흡수탑 내부에서 기체의 유속은 2.5 m/s로 설정

하였다(Nygaard et al., 2004; Gutiérrez Ortiz et al., 
2006). 실제 습식 배연탈황설비의 경우에는 황 화합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flue gas의 체류시간

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며, 따라서 실제 흡수탑의 높

이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습식 배연

탈황설비에 사용되는 습분제거기의 포집효율을 측

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황 화합물이 제거되는 화

학 반응과 flue gas의 체류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습식 배연탈황설비의 흡수탑을 모사하기 위

한 lab-scale 챔버의 높이는 약 1.2 m로 제작되었고, 
황 화합물이 포함된 flue gas 대신에 HEPA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공기를 흡수탑 내부로 주입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습분제거기의 단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습분제

거기는 chevron type으로써 유동이 아래에서 위로 수

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습분제거기는 상용 제품으로써 lab-scale 흡

수탑의 크기에 맞도록 절단 및 설치되었다. 습분제

거기의 높이는 260 mm, 채널의 너비는 35 mm, 갈고

리 모양 베인 (hooked vane)의 길이는 7 mm이었다. 
우선 습분제거기의 입자 크기 별 포집효율을 측

정하기 위하여, 석회석 슬러리를 분무하는 대신에 

Solid Aerosol Generator (SAG 410, TOPAS, Germany)
를 사용하여 Arizona Test Dust (ISO 12103–1, A4 
type)를 발생하고 깨끗한 공기 흐름과 함께 흡수탑 

내부로 주입하였다. 실험을 총 5회 진행하였다. 각 

실험 측정은 유동이 충분히 안정화된 후 20분간 이

루어졌으며, error bar의 경우 표준편차의 1배수 범위

를 사용하였다. 습분제거기의 전과 후에서 Arizona 
Test Dust를 에어로졸 상태로 샘플링 하여 Optical 
Particle Counter (OPC, Model 1.109, GRIMM, 
Germany)를 사용하여 수농도 분포를 측정하였고, 다
음의 식을 사용하여 습분제거기의 포집효율(η)을 

측정하였다. 

 

 (1)

여기서 Cbefore와 Cafter는 각각 습분제거기 전과 후

에서의 에어로졸 입자 수농도이다. 한편, Arizona 
Test Dust의 밀도와 dynamic shape factor를 각각 2.65  
g/cm3 및 1.6으로 설정하고, 다음의 식으로부터 OPC로 
측정된 입자 크기(dve)를 공기역학적 직경(dae)으로 

환산하였다(Fletcher and Bright, 2000; Peters, 2006).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Cross-sectional view of the mist eli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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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ρ0는 단위 밀도인 1 g/cm3, ρp는 Arizona 
Test Dust의 밀도인 2.65 g/cm3, Cae와 Cve는 각각 dae

와 dve에 해당하는 slip correction factor이며, χ는 

Arizona Test Dust의 dynamic shape factor인 1.6이다.
다음으로, 석회석 슬러리를 흡수탑 내에서 분무하

여 석회석 슬러리 입자가 습분제거기에서 제거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평균 입도가 

20 ㎛인 석회석 가루를 물과 4:6 질량비율로 혼합하

여 슬러리를 만들어서 100 L 용량의 탱크에 담아두

고, 석회석 가루가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

반기를 사용하여 계속 휘저어주었다. 그림 1에 보이

는 바와 같이, HEPA 필터로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상황에서 full cone nozzle  
(KJ1/2FF-SS32, 국제노즐,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아

래 방향으로 석회석 슬러리를 분무하였다. 이 때 분

무 작동 압력은 3 bar로 설정하였다. 분무된 석회석 

슬러리 입자를 습분제거기 전과 후의 위치에서 Mini 
Particle Sampler (MPS, Domaine Technologique, France)
를 사용하여 TEM grid에 포집하였다. 이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800, HITACHI, Japan)
를 사용하여 TEM grid 위에 포집된 입자의 형상을 

관찰하고 성분을 분석하였다. 

3. 수치해석 방법

습분제거기의 입구 유속에 따른 유동 특성을 분

석하고 유속 변화에 따른 습분제거기의 절단직경을 

예측하기 위해, ANSYS FLUENT Release 17.0을 사

용하여 습분제거기 내에서의 공기 유동과 입자 거

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제의 습식 배연탈황

설비에 사용되는 습분제거기는 그 크기가 크고 같

은 형상이 여러 번 반복되는 단면 형상을 가지기 때

문에, 습분제거기의 성능을 수치해석 방법으로 예측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2차원 유동을 가정하

였다(Galletti et al., 2008; Kavousi et al., 2013).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제작된 lab-scale 흡수탑은 그 크기가 

실제의 경우에 비해 매우 작고 습분제거기는 같은 

패턴이 3회 반복되는 단면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3차원 계산 영역을 사용

하였다. 
습분제거기 내에서의 유동은 정상상태 비압축성 

난류 유동인 것으로 가정하였고,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해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유동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는, 계산영역의 입구와 출구에서 

각각 velocity inlet과 outflow 조건을, 그리고 흡수탑 

챔버의 벽면과 습분제거기의 표면에서 no-slip 조건

을 설정하였다. 실제 습식 배연탈황설비에 사용되는 

흡수탑 내에서 flue gas의 평균 유속 범위가 2~5 m/s
인 것을 고려하여, 계산영역의 입구를 통해 습분제

거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속은 1.0, 2.5, 4.0, 
5.5 m/s로 각각 설정하였다. 흡수탑 챔버 내에서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300 K 및 101.3 kPa로 설정하였

다. 습분제거기 전과 후의 영역에서는 6면체 격자를 

사용하였고, 습분제거기 내부 영역에서는 4면체 격

자를 사용하였다. 격자의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격자의 수는 약 50만개로 결정

되었다. 유동해석이 완료된 후, ANSYS FLUENT에 

내장되어 있는 Discrete Phase Models (DPM)을 사용

하여 입자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입자 거동을 해석

하기 위해 중력, Stokes 항력, 그리고 브라운 운동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공기역학적 직경을 고려하여, 
입자는 구형이며 밀도가 1 g/cm3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3. Schematic of calculation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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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그림 4는 수치해석 방법에 의한 유동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흡수탑 챔버 내에서 공기의 평균 유

속이 2.5 m/s일 때, 습분제거기 내에서의 최대 유속

은 약 25 m/s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습

분제거기의 각 채널 내에 설치된 갈고리 모양의 베

인(vane)에 의해 유로가 좁아지는 영역에서 공기의 

유속이 상승하며, 이렇게 빨라진 유동이 그대로 채

널 경사면을 따라 상승한 뒤 유동의 하류에 위치한 

또 다른 갈고리 모양의 베인에 부딪히고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부터 갈고리 모양의 베인이 습분제거기 내

에서의 기체 유속을 빠르게 하고 유동 방향을 급변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기와 함께 흘러가는 입자에 

작용하는 관성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5는 흡수탑 챔버 내에서 공기의 평균 유속이 

2.5 m/s일 때 입자 크기에 따른 습분제거기 내에서

의 입자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입자의 크기가 커질

수록 습분제거기 내에서 더욱 잘 포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 ㎛ 크기의 입자의 궤적을 살펴 보

면, 갈고리 모양의 베인과 그 주위 영역에서 많은 

입자가 포집되었고 이는 관성임팩터에서 입자가 포

집되는 원리와 그 경향성이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Comparison of collection efficiency of the 
mist eliminator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results. 

그림 6은 습분제거기로 유입되기 전의 위치에서 

공기의 평균 유속이 2.5 m/s일 때 습분제거기의 포

집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입자 크기를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실험 결과와 시뮬

레이션 결과의 경향성이 잘 일치하였다. 포집효율 

곡선의 일부 구간에서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

과 간에 약간의 차이가 보였다. 이는 실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수치해석에서는 

입자의 재비산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습분제거

기의 입구에서 공기의 유속이 위치에 상관없이 균

일한 것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습분제거기의 포집효율은 관성 포집장치의 전

Fig. 4. Velocity distribution in the mist eliminator.
Fig. 5. Trajectories of particles in the mist eliminator 
for some selected particl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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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ed cut-off size of the mist eliminator 
used in this study.

Velocity (m/s) Cut-off size (㎛)

1.0 9.6

2.5 5.8

4.0 4.5

5.5 3.7

형적인 결과인 S자 곡선 형태를 보였으며, 포집효율

이 50%가 되는 때의 입자 크기, 즉 절단 직경은 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습분제거기의 입구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

속 변화에 따른 절단직경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방

법으로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습분제거기의 

입구 유속을 1.0 m/s에서 5.5 m/s까지 변화시켰다. 
입구 유속이 증가할수록 습분제거기의 절단직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유속에 따른 관

성 포집장치의 절단직경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입구 유속이 1.0, 2.5, 4.0, 5.5 
m/s일 때 습분제거기의 절단직경은 각각 9.6, 5.8, 
4.5, 3.7 ㎛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습식 배연탈황설비 내에서 석회석 슬러리가 분무

될 때 습분제거기를 통과하는 석회석 슬러리 입자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ab-scale 흡수탑에서 공기

의 유속이 2.5 m/s일 때 석회석 슬러리 입자를 TEM 
grid에 포집한 뒤 SEM 장비를 사용하여 입자의 형

상과 성분을 분석하였다. 그림 7은 스포이드를 사용

하여 미량의 석회석 슬러리를 TEM grid에 떨어뜨리

고 건조한 뒤에 SEM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제조사

에 따르면 석회석의 평균 입도가 20 ㎛이나, SEM 
사진으로부터 볼 때 매우 작은 크기에서부터 약 40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분석을 통해 TEM grid에 포집된 입자

의 성분을 살펴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석회

석의 주 원소인 Ca, C, O의 성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검출된 Cu 성분은 사용된 TEM 
grid가 Cu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2. EDS analysis result for the limestone 
particles sampled on a TEM grid.

Element Weight(%) Atomic(%)

C 12.58 23.52

O 37.72 52.92

Si 2.37 1.90

Ca 23.90 13.38

Cu 23.43 8.28

Totals 100.0 100.0

Fig. 7. SEM image of limestone particles used in this 
study.

그림 8은 습분제거기 전과 후의 위치에서 샘플링 

프로브와 MPS를 사용하여 석회석 슬러리 입자를 

TEM grid에 포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습분제

거기로 유입되기 전의 위치에서 샘플링 된 입자를 

보여주는 그림 8a를 그림 7과 비교해 볼 때, 40 ㎛와 

같은 큰 크기의 입자는 거의 포집되지 않고 대체로 

10 ㎛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가 포집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석회석의 평균 입도가 20 ㎛ 수준으로 

큰 편이므로 흡수탑 내에서 분무된 석회석 입자가 

샘플링 프로브와 튜브를 거쳐 TEM grid에 도달하는 

도중에 관 내 침전 등의 원인으로 소실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석회석 입자의 밀도가 

2.71 g/cm3이고 dynamic shape factor를 Arizona Test 
Dust와 같은 1.6으로 가정해 볼 때, 공기 유속 2.5 
m/s에 대한 절단직경인 공기역학적 직경 5.8 ㎛가 

석회석 입자의 크기 4.6 ㎛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습분제거기를 통과하는 석회석 입자의 

크기 특성을 관찰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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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습분제거기로 유입되기 전(그림 8a)과 습분

제거기를 통과한 후(그림 8b)에 포집된 석회석 입자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습분제거기에서 절단직경보

다 큰 입자는 제거되고 대체로 4.6 ㎛ 보다 작은 석

회석 입자, 즉 공기역학적 직경 5.8 ㎛ 이하 크기의 

석회석 입자만 습분제거기를 빠져나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그림 6의 포집효율 측정 결과와도 정성

적으로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b-scale의 흡수탑을 구성하고 

chevron type 습분제거기를 설치하여 습식 배연탈황

설비에 사용되는 습분제거기의 입자 포집 특성을 

관찰하였다. 습분제거기의 포집효율을 Arizona Test 
Dust를 사용하여 실험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또한 수

치해석 방법으로 예측한 결과, 습분제거기의 입구 

유속이 1.0 m/s에서 5.5 m/s까지 증가할수록 절단직

경이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9.6 ㎛에서 3.7 ㎛로 감소

하였으며, 실험 조건인 입구 유속 2.5 m/s일 때에는 

절단직경이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흡수탑 내 공기 유속 2.5 m/s 조건에

서 석회석 슬러리를 분무하여 습분제거기의 전과 

후의 위치에서 TEM grid에 입자를 포집하고 SEM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습분제거기를 통과하

는 입자는 절단직경인 공기역학적 직경 5.8 ㎛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연가스에는 많은 양

의 입자상 물질과 2차 대기오염물질이 존재한다. 이
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설비의 오염물

질 저감효율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습

분제거기의 입자 제거 특성을 반영하여, 습분제거기

를 빠져 나오는 석회석 슬러리 입자를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습식 전기집진기의 포집효율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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