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426 -

SDR 반응의 운전 최적화를 위한 전산 해석
박기우*, 정유진*, 정문헌*, 홍성길*, 정종현**, 임기혁***, 손병현***

씨이테크(주) 연구개발센터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e-mail : bhshon@hanseo.ac.kr

Numerical Study for the Optimal Operation of Semi

Dry Reactor(SDR)

Ki-Woo Park
*
, Yu-Jin Jung

*
, Moon-Heon Jeong

*
, Sung-Gil Hong

*
,

Jong-Hyeon Jung
**
, Ki-Hyuk Lim

***
, Byung-Hyun Shon

***

* C.E.Tech Co. Ltd., R&D Center
**
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 해석 기법으로 SDR 반응기 내 유동 특성을 모사하여 유동 분포 및 체류

시간등을 확인하고 혼합 특성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대상 SDR 반응기는 입구

덕트와 반응기 본체의 접속 구간에 가이드 베인(Guide vane)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바로 하부 지점에

흡수제를 분무하는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처리가스가 반응기로 유입될 때 가이드 베인에 의해

선회류를 형성하여 분무된 흡수제와의 혼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시간당

1,971m3/min at 260℃의 처리가스가 반응기 상부로 유입되어 가이드 베인을 거쳐 선회류를 형성한 후

흡수제와 혼합되어 하부로 배출되는 구조이다. 유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처리가스가 반응기 중앙으로

강하게 편중되고 있었으며 반응기 양 측면으로 부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

한 편류에 의해 체류시간도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이드 베인의 기류 안내 각도가 적합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혼합 특성 저하에 따른 미반응 액적의 다량 발생과 함께 고착에 의

한 스케일 형성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혼합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편류를 해소하고 노즐 근처에서의 체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

베인의 안내 각도를 더 크게 변경한 결과, 기존 설계상에서 본체 중앙에 형성되는 편류가 해소되고 선

회류의 전개 각도가 커지면서 체류시간 역시 약 5초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가이드 베인의 각도만 변경하더라도 본체 형상의 추가적인 변경없이 유동의 혼합 특성을 개선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서론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황산화물(SOx)은 각종

화석연료의 연소생성물로 배출되며 대기질을 악화시

키는 원인 물질, 특히 보일러의 연소시에 생성된 배

연가스중에는 아황산가스(SO2)가 다량 함유되어 있

다. 이러한 황산화물 제어 기술로는 크게 연료 중의

황성분을 제거하는 중유탈황과 배출가스에서 황산화

물을 제거하는 배연탈황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유탈황은 다량의 수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저황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 비용면에서는 배

연탈황이 유리한 이유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배연탈황기술(FGD : Flue Gas

Desulfurization)은 연소 후에 생성된 황산화물인

SOx를 흡수, 산화, 환원, 흡착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흡수제의 수분량에 따라 크게 건식

과 습식으로 나누며, 실용적으로는 탈황률이 90%

이상으로 효율이 우수한 습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습식 탈황법은 흡수제(Absorbent)인 석회석

(Limestone)이 풍부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과 부

산물인 석고(Gypsum)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흡수탑 내에 스케일(Scale)이 생기고 장치에

막힘 현상 및 장치의 부식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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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케일 형성의 원인으로는 흡수제의 분무

특성 불량, 처리가스 흐름과 흡수제의 혼합 특성 불

량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 해석 기법으로

설계 초기 SDR 반응기 내 유동 특성을 모사하여

유동 분포 및 체류 시간등을 확인하고 혼합 특성 개

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수치 해석 내용

2.1. 수치 해석 개요

2.1.1. 기초 방정식
유체의 유동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기

본적인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mass, momentum,

energy conservation등과 같은 법칙들이다. 정상 상

태, 비압축성 기체라 가정할 때 일반적인 물리량의

수송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

다.[3]

div(ρVφi - Γφi gradφi) = Sφi (1)

Sφi는 부력항(Sbuoyancy)을 제외한 비정상항, 압력구

배등을 포함한 모든 source term을 나타낸다.

난류 모델에는 난류점성계수를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aunder와 Spalding에 의해 제시된 Standard k-ε 

turbulence model을 사용하였다.[4]

2.1.2. 수치 해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에

서는 이산화 방법으로 유한 체적법(Finite-volume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수치 해석은 상류

차분 도식(Upwind differencing scheme)과 엇갈림

격자계(Staggered grid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압

력장을 구하기 위해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조합시키는 방법으로 SIMPLE(Semi-Impicit

Method Pressure-Linked Equations)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고, 벽면과 고체 표면에서의 전단 응력은 벽

함수(Wall function)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촉매층

은 실제 형상과 공극을 모델링하여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Porous jump model을 이용하여 다공

성 물질로 가정하고 국부 유속에 대한 단위 면적당

압력강하로 계산하였다.[5]

2.2. 수치 해석 모델

2.1.1. 설계 초기 모델 및 경계 조건
[그림 1]에 본 연구 대상 SDR 반응기의 도면을

나타내었다. 반응기 입구 덕트와 반응기 본체의 접

속 구간에 가이드 베인(Guide vane)이 설치되어 있

고 그 바로 하부 지점에 흡수제를 분무하는 노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리가스

가 반응기로 유입될 때 가이드 베인에 의해 선회류

를 형성하여 분무된 흡수제와의 혼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시간당 1,971m3/min at

260℃의 처리가스가 반응기 상부로 유입되어 가이드

베인을 거쳐 선회류를 형성한 후 흡수제와 혼합되어

하부로 배출되는 구조이다.

[그림 1] SDR 반응기 도면 및 구조

[그림 2]에 SDR 반응기의 3차원 모델링(Modeling)

모습과 수치 계산을 위한 격자 형성(Grid

configuration) 모습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2] SDR 반응기 모델링 및 격자 형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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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설계 변경 모델
유동의 혼합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

1]과 같이 가이드 베인의 설치 각도를 변경하여 혼

합 특성 및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Case 1은 설계 초기 가이드 베인 형상이고, Case 2

는 가이드 베인의 각도를 변경한 조건이다.

[표 1] 가이드 베인 설치각도 변경
Case 1 Case 2

- 설계 초기

- 기류 안내 각도 : 25°

- 설계 변경

- 기류 안내 각도 : 50°

3. 결과 및 고찰

3.1. 설계 초기 모델 (Case 1)

3.1.1. 속도장 예측 결과
[그림 3]과 같이 본체 중앙부에 강한 유속의 기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처리가스가 반응기 중앙으로 강

하게 편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계 초기 상태의 가이드 베인 각도가 선회

류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기류의 직진성

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속도장 예측 결과

3.1.2. 기류장 예측 결과
처리가스가 반응기 중앙으로 강하게 편중됨에 따

라 반응기 양 측면으로 부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류 발생시에는 미반

응된 액적이 갇혀 고착됨에 따라 스케일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기류장 예측 결과

3.1.3. 공기연령 예측 결과
[그림 5]와 같이 반응기 양 측면의 공기연령

(Mean age of air)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는 앞서 기류장 예측 결과에서 확인하였

듯이 반응기 중앙의 강한 편류에 의한 사영역(Dead

zone) 형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구간에서의

액적 고착에 의한 스케일 형성 가능성은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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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기연령 예측 결과

3.1.4. 체류시간 예측 결과
반응기 상부로부터 유입된 처리가스의 주기류

(Main stream)가 반응기를 통과하는데 약 1~2초 소

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액적과 처리가스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체류시간 역시 짧아 미반응

수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6] 체류시간 예측 결과

3.1.5. 예측 결과 종합
본 연구 대상 반응기에 유동 혼합 특성을 촉진시

키기 위해 반응기 입구에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였으

나 유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처리가스가 반응기 중

앙으로 강하게 편중되고 있었으며 반응기 양 측면으

로 부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한 편류에 의해 체류시간도 매우 짧은 것으

로 판단되는 바, 가이드 베인의 기류 안내 각도가

적합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혼합

특성 저하에 따른 미반응 액적의 다량 발생과 함께

고착에 의한 스케일 형성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혼합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 변경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설계 변경 모델 (Case 2)

설계 초기 구조에서 편류를 해소하고 노즐 근처에

서의 체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 베인의

안내 각도를 더 크게 변경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기존 설계상에서 본체 중앙에 형성되는 편류가 해소

되고 선회류의 전개 각도가 커지면서 체류시간 역시

약 5초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a. 유속장 예측 결과 b. 체류시간 예측 결과

[그림 7] 유속장 및 체류시간 예측 결과

[그림 8]과 같이 난류강도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가

이드 베인 하류의 난류 강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유동이 머무는 체류시간이 증가

하여 처리가스와 액적의 혼합 상태가 촉진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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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난류강도 예측 결과

따라서 가이드 베인의 각도만 변경하더라도 본체

형상의 추가적인 변경없이 유동의 혼합 특성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 해석 기법으로 설계 초

기 SDR 반응기 내 유동 특성을 모사하여 유동 분

포 및 체류 시간등을 확인하고 혼합 특성 개선을 위

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 대상 반응기에 유동 혼합 특성을 촉진

시키기 위해 반응기 입구에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였

으나 유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처리가스가 반응기

중앙으로 강하게 편중되고 있었으며 반응기 양 측면

으로 부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한 편류에 의해 체류시간도 매우 짧은 것으

로 판단되는 바, 가이드 베인의 기류 안내 각도가

적합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혼합

특성 저하에 따른 미반응 액적의 다량 발생과 함께

고착에 의한 스케일 형성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혼합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 변경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설계 초기 구조에서 편류를 해소하고 노즐 근

처에서의 체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 베인

의 안내 각도를 더 크게 변경한 결과, 기존 설계상

에서 본체 중앙에 형성되는 편류가 해소되고 선회류

의 전개 각도가 커지면서 체류시간 역시 약 5초 이

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난

류강도 분포 결과에서도 가이드 베인 하류의 난류

강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유동

이 머무는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처리가스와 액적의

혼합 상태가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가이드 베인의 각도만 변경하더라

도 본체 형상의 추가적인 변경없이 유동의 혼합 특

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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