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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Wire-Mesh Type Mist Eliminator는 탄화수소(Hydrocarbon)를 취급

하는 석유화학 공정 내에서 Vapor 중에 존재하는 10㎛ 이하크기의 미세한 액체 Mist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공정플랜트 요소부품이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5㎛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액체

Mist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Stainless와 Polypropylene 재질이 혼합된 새로운 WMT Mist Eliminator

국산화 제품개발 시급하다. 실험을 통해 확보한 인자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제품의 분석결과 석유 화학

공정에 이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Gas 중에 함유된 Mist는 대기오염, 기계의 부식,

원료의 손실등 여러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crubber, Cooling Tower, 증발관 등 기계적

으로 발생되는 Mist는 일반적으로 수십 ㎛에서 수백

㎛의 비교적 큰 입경의 Mist가 발생되며 응축 및

기체의 화학반응에 의해서는 미세입경의 Mist가

발생된다. 이러한 화학 공정플랜트 요소부품 Mist

Eliminator는 구성방식에 따라 Wire-Mesh Type과

Vane Type으로 구분되며 Wire-Mesh Type Mist

Eliminator의 경우는 10㎛ 이하의 액체 Mist를 99%

이상 제거하고자 할 때 Vane Type Mist Eliminator는

20㎛이상의 액체 Mist를 Vapor로부터 분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석유화학 플랜트 Separator의 상부에 위치하여 하부

에서 발생되는 Vapor 내 10㎛의 미세한 액체 Mist를

제거함으로써 Mist에 의한 다음 공정의 악영향 요소를

없애는 WMT (Wire-Mesh Type) Mist Eliminator의

필라멘트는 주로 선경이 0.254mm인 Stainless 재질이

많이 사용되며 액체 Mist의 밀도가 800~1,100kg/m3

의 범위와 Vapor 밀도 0.5~5kg/m3에서 99.0% 이상의

분리효율(Ef)과 50mmH2O이하의 압력손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WMT

Mist Eliminator는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석유

화학 플랜트 Separator 내부에는 반드시 설치되는 공정

요소부품으로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으며 설계를 위한

기술접근이 어려워 국내에서는 일부 화공기 내장품

전문 업체만이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Wire-Mesh type의 설계를 위한

Vessel내에서의 Vapor, Liquid의 밀도에 따른 압력

손실 유속변화 및 Mist 제거효율을 평가한 후 연구를

통해 확보된 인자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제품의

경우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 WMT Mist Eliminator의 Vapor내 액체Mist 제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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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Plant 액체 Mist 발생장치

Mist Eliminator Mist Eliminator

2. WMT 효율 분석

2.1 효율분석 Pilot Plant 구축
Packed Column Pilot Plant의 설계 인자들을 확보

하여 Mist Eliminator의 효율 분석이 가능한 Pilot

Plant를 설계 제작하였다. 설계 제작 인자로는

Vessel을 통과하는 vapor의 압력, 유속, 유량, 온도,

밀도, 점도등의 조건을 감안하였고 Liquid의 밀도,

온도와 Pad의 직경,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실제 제작을 위해 설계 되어진 Pilot

Plant의 설계도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2> Pilot Plant 설계 도면

유량에 따른 분리효율을 확인하고자 유량을 변화 시킬

수 있는 Blower(60 m
3
/min)를 설치하였으며 Vessel의

전체적인 높이는 직경-높이의 비율 1:5인 직경 500 mm,

높이 2500 mm로 제작되었다.

또한 Mist의 발생은 Vessel의 하부로부터 925mm

에 설치되었으며 Mist Eliminator의 설치 위치는

Vessel의 하부로부터 1400mm에 설치가 되도록

하였다. Mist Eliminator의 전▪후에 따른 분리효율

과 유속, 압력, 온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Mist

Eliminator의 하부에 각각 유속계, 압력계, 온도계를

설치하였으며 후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높이를 변동

할 수 있도록 hole을 설치하였다.

<그림 3> Pilot Plant 설치 

2.2 제품 효율 분석 시험
WMT Mist Eliminator의 효율분석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조건은 Mist Eliminator

의 밀도가 80kg/m
3
, 144kg/m

3
일 경우 높이의 변화

100mm, 200mm에 따른 분리효율을 분석하였다.

Liquid의 밀도에 따른 처리효율이 확인되어야 함으로

I화학에서 제조된 Hydrocarbon 제품을 사용하였다.

물성치는 15℃일때 밀도가 756.8kg/m3, 점도는 40℃

일때 1.64 cSt를 나타내었다.

<그림 4> WMT Mist Eliminator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장치 및 
Mist Eliminator

표 1. Mist Eliminator 종류
No. Weight [kg] Thickness [mm]

1 80 100

2 80 200

3 144 100

4 144 200

표 2. Mist Eliminator 종류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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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제품의 특성 분석
3.1.1 유속 변화
그림 5는 각 조건별 제품의 유속변화를 나타내었다.

유입되는 유체는 난류 상태에서 Vessel을 통과하나

Mist Eliminator을 거침으로 층류 상태의 유체 흐름

을 보여 유체 흐름이 안정화되어서 Mist Eliminator

를 거친 후 유속이 증가한다. 하지만 제품별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 저항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유속

이 빠르지 않지만 Mist Eliminator의 경우 일정 유속

이상이 되면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mist가 빠른

유속에 의해 Mist Eliminator의 표면에서의 접촉이

줄어들어 제거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밀도가 높고

일정 유속을 유지하는 제품의 경우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 처리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제품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체의 흐름이 줄어든

반면 전체적인 액체 Hydrocarbon의 분리효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각 조건별 Mist Eliminator 통과 전▪후 유속 분포

표 3. Mist Eliminator 종류별 유속 변화표

3.1.2 Mist 제거효율
제품별 Mist의 제거효율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Grimm社의 Dust Monitor인 Spectrometer 1.109를

사용하여 입자별 제거효율과 Mist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제품별 분리효율을 확인해 보면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의 입자 갯수를 파악함으로 분리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제품별 분리효율은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그림 6> 각 조건별 Mist Eliminator 통과 전▪후제거 효율 분석

표 4. Mist Eliminator 종류별 제거 효율표

각 제품별 제거효율을 분석해본 결과 밀도 144Kg/m3,

Pad 높이 200mm일 경우 98.591%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제품별 유속변화나 분리효율을 비교해볼

때 시제품은 144g/m3-200mm로 제작을 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3.2 시제품의 특성 분석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분석값을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Vessel내 압력손실, 유속, Mist의 제거

효율, 유체의 흐름등을 고려하여 144 Kg/m
3
- 200

mm에 대한 Mist Eliminator를 제작 후 실험하였다.

Stainless와 Polypropylene의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졌으며 Polypropylene의 경우 선경이 0.15mm이며

공극률은 98.2%이다. 실험에 사용된 시제품의 사진

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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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을 통해 제작된 Mist Eliminator 시제품

제작된 Stainless + Polypropylene 제품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압력 손실이나 유속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제거 효율은 99.1%로 높게

나타났고 Mist 입자의 농도가 2.8ppm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속은 Vessel의 상부에서 0.70m/sec, 압력은

0.73kPa로 압력 손실이나 유속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인 Stainless 재질에 Polyprop-

ylene 재질을 혼합해도 압력이나 유속의 차이가

없으며 제거 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제품의 설치에 따른 Mist의 제거효율과 농도는

표 5와 같다.

표 5. Mist Eliminator 시제품의 유속변화 및 처리효율

4. 결 론

Mist Eliminator의 효율을 분석 할 수 있는 Pilot

Plant를 구축하였으며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확보하였다. JET-PS 144의 경우도 기존 제품 대비

압력 손실이나 유속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Mist

제거효율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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