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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와 같은 고온고압의 합성가스를 이용한 발전공[1]

정에서는 합성가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입자상물

질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가.
스화장치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합성가스는 미

세한 입자상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IGCC
공정 후단에 위치하고 있는 터빈 또는 열교환기

등과 같은 장치의 부식과 침적으로 인한 하부 장

치들의 수명 단축 및 성능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가스 내의 입자상물,
질의 농도를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집진시1 ppm
스템이 가스화장치 후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집진장치 운전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점착성 분진층 부

착 회 브리징 필터 파손 현상으로, (ash bridging),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궁극적으[2].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터 재생을 위한 탈진의

횟수를 줄이거나 분진층의 탈진 효율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탈진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터에 부착되는 분진의 량을 줄여야

한다 분진층의 탈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터 표면 기공의 막힘 현상을 극소화하거나 탈

진가스의 운동에너지 전달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필터 표면의 기공 막힘 현상을 극소화하기 위해

서는 미세한 분진 입자들의 필터 표면 접근을 줄

여야하며 탈진가스의 운동에너지 전달을 극대하,
기 위해서는 탈진가스의 필터 표면에서의 유동

균일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의 탈진 횟수를 줄임과 동

시에 분진층의 탈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 연구로써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집진장치 내로의 가스 유입

방식에 따른 필터 표면으로의 분진 부하 특성과

필터 출구 면에 다공성물질을 설치함으로써 필터

표면에서의 탈진가스 유동 균일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스유입방식에 따른 필터 표면으로의2.
분진 부하특성 분석

수치해석을 위한 용 파일럿 집진장치의IGCC
기하형상은 과 같다Fig.1 . 집진장치 내의 유동장

및 입자 농도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상용 전산 프

로그램 를 이용하였다 입자상 물질을 함FLUENT .

분진 유입 방식에 따른 세라믹 캔들 필터 집진장치의

집진 및 탈진 특성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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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차원 난류 비압축성 정상 유동을 지3
배하는 방정식은 유체의 연속방정식 방향, x, y, z
의 운동량방정식 에너지방정식과 난류모델에 따,
른 난류운동에너지방정식 난류소산에너지방정식, ,
입자의 운동과 궤적을 나타내는 입자Lagrangian
궤적추적모델 방(particle trajectory tracking model)
정식 등으로 서로 결합 되어 있으며 이(coupling) ,
식들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유체유동은 유입구의.
레이놀즈수 를 기준으로 전유동장이(Re= uL/ )ρ μ

난류유동으로 간주되어 수치적 난류모델을 적용

하여야 하며 높은 전단변형율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하였다 장치 내부의 유동RNG k- .ε

장 및 입자궤적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 격자는 기

하학적 구조와 격자 제작용 소프트웨어인

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유입구에서는GAMBIT .
질량유량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공기가 유입면에

수직하게 유입된다고 하였고 필터 출구에서는 노,
이만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벽면에서(Neumann) .
의 난류 방정식의 경계조건은 평형벽법칙

을 적용하였고 유입구(equilibrium law of the wall) ,
에서의 난류 강도는 기준대표길이는1%, 100 mm
로 지정하였다 모든 벽면에서 유체는 정지조건.

입자는 부착 조건을 적용하(no-slip condition), (trap)
였고 벽면에 부착되지 못한 입자들은 모두 필터,
에 부착되도록 설정하였다.
입자상물질이 부유된 가스의 총 가지 유입4

조건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차단관이.
있는 접선 유입구 차단관이 없는 접선('Inlet_t'),
유입구 유입관이 있는 수직 유입구('Inlet_t_wos'),

유입관이 없는 수직 유입구('Inlet_n'),
를 통한 가스 유입 방식에 대하여 유('Inlet_n_wot')

동장 및 입자 농도장을 수치해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집진용기 내부의 압력 분포는 필터 전단과,
후단 영역에서는 거의 균일하였지만 필터 양단의,
압력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차단막이 있는 접선.
유입구를 통하여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유입된,
가스 유동이 집진용기 벽면과 차단관 사이에서

원심 유동으로 변한 후 호퍼 영역에서 가스가 대,
류 확산에 의하여 분산되어 유속이 급격이 낮아

지면서 상부의 필터로 이동하게 된다 필터 내부.
에서는 필터를 통한 가스의 배출에 의하여 필터

출구에 이를수록 유속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난류 운동에너지는 가스 유입 영역과 집진용기

상부 벽면 근처에서 높게 나타난다 입자 농도 분.
포는 유입되는 대부분의 입자들이 집진용기 벽면

과 차단관 외벽에 부착 제거되어 필터로 전달되

기 때문에 필터 표면에서의 입자 농도는 Fig. 2(a)
에서와 같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차단막.
이 없는 접선 유입구를 통하여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유입된 가스 유동이 집진용기 벽면을 접하,
여 원심 유동을 형성한 후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필터 영역으로 가스가 직접 대류 확산에 의하여

전달되게 된다 난류 운동에너지는 가스 유입 영.
역에서 가장 높고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집진용,
기 벽면과 필터 사이의 상부 영역에서 높은 난류

운동에너지가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입자.
농도 분포는 유입되는 입자들 중 상당량이 집진

용기 벽면에 부착 제거되고 나머지 입자들이 필,
터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필터 상부 표면에서

에서와 같이 다소 높은 입자농도 분포를Fig. 2(b)
보였다 유입관이 있는 수직 유입구를 통하여 입.
자상물질과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가스의 유속은,
수직 유입구를 통하여 호퍼 쪽으로 직접 높은 유

속의 가스가 수직 분사되기 때문에 호퍼 영역에

서 높은 유속 분포를 보인다 호퍼를 지난 가스.
유동은 집진용기 상부 영역에 이르러 낮은 유속

으로 대류 확산되어 필터를 지나 배출되게 된다.
난류 운동에너지 분포는 수직 유입구의 유입관

출구 끝단과 호퍼 하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

만 집진용기 상부 영역에서는 가스 유속이 아주,
낮기 때문에 난류에너지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입자 농도 분포는 수직 유입구로 유입된 입자.
들이 호퍼 영역에서 높은 대류 확산에 의하여 분

산 분포하고 그 중 상당량의 입자들이 필터 영역,
으로 낮은 유속으로 대류 확산되기 때문에 다소

높은 농도의 입자들이 필터 표면에 균일하게 전

달됨을 알 수 있다 유입관이 없는 수직 유입구를.
통하여 입자상물질과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유입,
관이 없기 때문에 집진장치 상부 벽면의 수직 유

입구를 통하여 직접 높은 유속의 가스가 분사되

기 때문에 필터 상부 영역에서 높은 유속 분포를

Fig. 1 집진장치수치해석기하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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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높은 유속의 가스가 접선 유입구를 통하.
여 집진장치 중앙으로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수

직 유입구 끝단에서 시작된 높은 난류 운동에너

지가 집진장치 중앙 부분을 넓게 분포하였다 입.
자 농도 분포는 수직 유입구를 통하여 집진장치

상부 중앙 영역으로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상당

량의 입자들이 필터로 전달되며 특히 집진장치,
중앙선을 향하고 있는 필터 표면에 아주 높은 농

도의 입자들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유입 조건에 따른 필터로의 입자 부하 (particle
는 에서와 같이 비교된다 입자 부하loading) Fig. 3 .

율은 유입구를 통하여 집진용기 내부로 유입되는

총 입자 수에 대하여 필터 표면에 도달하는 총 입

자 수의 비를 의미한다 모든 유입 조건에서 입자.
직경 크기가 클수록 입자 부하율이 낮아지며 이,
는 큰 입자일수록 입자의 관성력이 크게 작용하

여 원심 유동이나 수직 분사 유동에 의하여 집진

용기 내벽에 더 많은 입자들이 부착 제거되기 때

문이다 차단관이 있는 접선 유입구를 통하여 가.
스가 유입되는 경우 필터로의 입자 부하량이 가

장 낮았으며 유입관이 없는 수직 유입구를 통한,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필터로의 입자 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서와 같이 차. Fig. 4
단관이 있는 접선 유입 방식의 경우에는 큰 입자,
들이 미리 제거되고 미세한 입자들이 주로 필터

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필터 표면의 기공 막힘

이 심해져 필터 표면으로부터 분진층을 제거하기,
위한 탈진공정에서 탈진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공성물질의 투과율에 따른 필터3.
표면에서의 탈진가스 유동 균일화 특성

분진층을 탈진하기 위한 와 같은 탈진장Fig. 5
치에서 필터 개구면에 설치되는 는 탈Safety filter
진가스 저장조로부터 필터로 역분사 공급되는 탈

진가스의 확산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세,
라믹 캔들 필터의 파손에 의한 분진의 누출을 최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afety
의 투과율 크기에 따른 필터 내로 분사되는filter

탈진가스의 유동특성과 필터 표면으로부터 방출

Fig. 2 가스 유입구조건에따른유효필터표면에서의

정상입자농도분포 입자직경( : 1 µm)

Fig. 3 가스 유입방식에따른필터로의

입자부하율비교

Fig. 4 가스 유입방식에따른필터로의

입자크기별부하율분포비교

실험장치조건 Case 1 Case 2 Case 3

Backblowing tube
diameter, D (mm)

100 100 100

Permeability of
safety filter (m2)

∞
(open)

10-9 10-10

표< 1 를이용한탈진장치의형상조건> Safety fi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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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탈진가스의 유량을 분석하였다 표 에서. < 1>
와 같이 탈진가스 공급 튜브의 직경은 로100 mm
일정하게 두었고 의 투과율을, safety filter , 10∞ -9,
10-10 m2으로 정하였다 투과율이 라는 의미는. ∞

가 설치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투과율safety filter ,
이 10-9 m2인 경우는 기공 의 크기가(pore) 0.1 ~ 1
수준인 고 기공도 의 필터나 철mm (high porosity)

망 또는 타공판 을 사용한(mesh) (perforated plate)
경우를 의미한다 투과율이. 10-10 m2인 경우는 기

공 크기가 수준인 다공성물질을 사용10 ~ 100 ㎛
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에서와 같이 의 투과율에 따< 2> safety filter
른 필터 표면으로 역 방출되는 탈진가스의 유량

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터.
표면에서의 압력과 유속 분포의 불균일도는 투과

율이 클수록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에 나. Fig. 6
타난 바와 같이 의 투과율이 낮아질수safety filter

록 필터 바깥 표면에서의 압력 크기 분포는 다소

낮아지지만 그 감소가 그다지 크지 않고 반면에, ,
유속 분포는 필터 하단 영역은 낮아지지만 오히,
려 필터 상부 영역은 증가하여 유속 분포 균일도

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4.

필터로의 입자 부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집진장치로의 서로 다른 가스 유입 방식에 따른

유동장 및 입자농도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차단관이 없는 접선 유입구를 통하여 가스가 유

입되는 경우 필터로의 분진 부하량이 가장 낮았

으며 유입관이 없이 집진 장치 상부 벽면 중앙의,
수직 유입구를 통하여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필

터로의 분진 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공성물질을 필터 개구 면에 설치하여 다공성물

질의 투과율에 따른 필터 표면에서의 탈진가스

유동분포를 해석한 결과 투과율이 낮을수록 필터,
표면에서의 탈진가스 유동장은 더 균일하게 분포

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

업의 석탄 사업단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IGCC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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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의 투과율에따른필터표면에서의Safety filter

탈진가스유동분포해석을위한수치해석기하형상 실험장치조건 Case 1 Case 2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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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를이용한탈진장치의형상조건> Safety filter

에따른탈진가스의유로위치별질량유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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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필터 표면에서의탈진가스압력및유속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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