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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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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폐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스 스크러버(scrubber) 시

스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스 

스크러버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독성가스 및 산성

가스, 가연성가스(SiH4, SiH6, DCS, As3, PH3), 환경유해가스(PFC계 : 

SF6, NF3, F4, C2, C3 등)를 처리하는 장비이다. 반도체 폐가스 중 PFCs 

가스는 온난화 지수가 높고 열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

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분해 반응기와 습식 스크러버가 연계된 가스 스

크러버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폐가스는 열분해 

반응기에서 열화학적으로 직접 분해되며 일부 반응부산물(by-product)

반도체 폐가스 처리용 열분해반응기의 입구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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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가스를 처리하는 기술에 대
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 공정 후 배출되는 폐가스를 제거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종류의 
스크러버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크러버 시스템 내 열분해반응기 성능은 폐가스 내 오염원 제거효율과 
전반적인 운전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분해 반응기의 효율적인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 방법을 기반으로 반응기 내 폐가스의 열유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석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온도분포에 
대한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온도결과에 대한 해석과 실험은 약 1.27~2.25% 수준의 낮은 오차를 보였으
며 이를 통해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검증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존 반응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폐가스 형상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모델 및 수정모델에서 폐가스의 거동특
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다양한 스크러버 시스템 내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lots of interest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scrubber system that abates waste gases produced from semi-
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An effective design of the thermal decomposition reactor inside a scrubber system is sig-
nificantly important sinc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moval performance of pollutants and overall stabilities. In the present 
study,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thermal and flow characteristics inside 
the reactor of wet scrubber. In order to verify the numerical method, the temperature at several monitoring points was com-
pared to that of experimental results. Average error rates of 1.27~2.27% between both the results were achieved, and numer-
ical results of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By using the validated numer-
ical method, the effect of the reactor geometry on the heat transfer rate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From the result, 
it was observed that the flow and temperature uniform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Overall, our current study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identify the fluid behavior and thermal performance for various scrubber systems.

Keywords: Scrubber, Thermal decomposition reactor, Semiconductor, Waste gas,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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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는데 이는 습식 스크러버에서 흡수 세정 처리되어 안정적으

로 제거된다. 일반적인 가스 스크러버 시스템은 열분해 반응기의 처

리방식에 따라 직접연소방식, 전열히터방식, 촉매분해방식, 플라즈마

분해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직접연소방식은 1,000 ℃ 이상

의 높은 온도의 연소화염으로 직접 가열하여 처리하지만 thermal NOx 

발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열히터방식은 반도체 폐

가스를 간접 가열하여 750 ℃ 정도의 온도에서 폐가스를 처리하는 방

식으로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유지하면서 thermal NOx 등의 반응부산

물을 현격하게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촉매분해방식은 난분

해성인 PFC계 가스를 촉매를 사용하여 800 ℃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

하는 기술로서 반응활성을 높임으로 인하여 스크러버 크기를 소형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구성 있는 촉매의 개발이 미흡하고 공정에서 발

생하는 입자상 오염물질에 의한 촉매층 폐색 등의 문제로 상업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플라즈마분해방식은 고에너지 상태의 플라즈

마를 사용함으로 PFC 분해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운전 상태에 따라 다

량의 thermal NOx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내구성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열분해반응기의 

처리방식별 장단점을 보완하여 전열히터방식과 촉매분해방식을 연계

한 무화염 촉매열산화(FCTO : flameless catalytic thermal oxidation) 

방식을 적용한 가스 스크러버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

으며 위와 같이 가스 스크러버 시스템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위한 다

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Level 등은 사이클론 스크러

버의 운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자크기, 분무유속 등에 운전영

향인자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 특성에 대하여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7]. Huang 등은 열분해반응기 내에 저온의 오염가스를 유입

할 때 유입속도에 따른 입자상 물질의 벽면 퇴적량에 대한 영향성을 

해석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고, Park 등은 선회유동을 유도하는 가이

드베인 설치에 따른 세정수와 배기가스의 접촉효과를 분석하였다

[8-9]. 또한 Lee 등은 가스 스크러버의 형상에 따른 유동손실을 파악

하여 유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고, Kim 등은 극초단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스크러버에 대한 열유동 분포를 분석하였다[10-11].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가스 스크러버의 세정수와 오염가스의 혼합 유동특성

에 대한 연구로 열분해 반응기에서 열전달 특성을 고려한 열유동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폐가스 처리용으로 현장에서 운전 중인 

FCTO 열분해 반응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실측 운전조건을 기반으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반응기 내 열유동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실측값과 비교분석을 통해 해석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반응기 내 전열효율 및 온도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회유동 

효과가 적용된 개선된 반응기의 형상을 제안하였다. 

2. 수치해석

2.1. 해석영역 및 해석격자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스 스크러버 시스템 내의 열분해 

반응기의 열유동 해석을 위한 3차원 형상과 계산격자를 나타낸 것이

다. Figure 1(a)는 열분해 반응기 형상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크기는 직경 약 0.37 m, 높이 약 1.21 m 수준이다. 열분해 반응기의 

상부(Part A)에는 유입관 4개소가 사분되어 위치해 있으며 이 중에서 

대각방향의 유입관 2개소로 반도체 폐가스가 유입된 후 ‘Y’ 형태의 

유로를 지나 히터 내 환형 유로로 진입하는 구조를 지닌다. 또한 히터

의 과열방지 및 외부로부터 이물질 차단을 위해 히터내부에 공기 유

입관(Inlet II)이 위치해 있으며 반응기 온도상승을 위한 원통형의 히

터 중심을 통과한다. 환형 유로를 지난 폐가스와 히터 중심을 통과한 

공기는 하부영역(Part B)에서 혼합되고 유동방향이 하향에서 상향으

로 변화하며 촉매영역(Part C)을 지나 스프레이 타워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영역(Part D)으로 배기된다.

Figure 1(b)는 열분해 반응기 수치해석에 사용된 해석격자를 나타낸 

것으로 사면체격자와 육면체격자를 혼합된 2,126,855개의 해석격자를 

사용하였고 유동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 격자를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형성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열분해 반응기의 반도체 폐가스 유입부 형상 변화에 따른 내

부 열유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Figure 2와 같이 형상을 변화하였다. 본 

FCTO 반응기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열히터방식과 촉매분해방

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열히터부에서 전열효율 극대화

를 통한 폐가스 예열온도 상승과 주 촉매반응영역에서 균일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로 반응기 설계 단계

에서 반응기 벽면에 가이드베인 설치, 유로의 위치변경, 사이클론 효

과 적용과 같은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FCTO 반응기

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를 유지하며 전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Figure 2(a)와 같이 유입부가 수직 위치하고 있는 기존 반응기를 기

(a) Computational geometry model

     

(b) Meshes configuration

Figure 1. Computational geometry and meshes of thermal decompositio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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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Figure 2(b)와 같이 유입관 끝단에 꺾어진 유로를 구성하였다. 

꺾어진 유로의 각도에 따라 압력강하와 선회유동 특성이 달라지기 때

문에 ‘Y’ 형태 내부유로와 동일한 각도(50°)를 가지는 유로를 구성함

으로써 유입된 가스가 선회흐름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2.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습식 스크러버용 반응기 내부 폐가스의 열유동 특성

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용 CFD 프로그램인 ANSYS 

CFX 18.0 사용하였다. 반응기 내부 작동유체인 폐가스와 공기에 대해

서는 정상상태, 비압축성, 3차원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방정식이 적용된 지배방

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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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도 

  : 시간, 

 : 각 방향 속도성분

 : 압력

 : 응력텐서

  : 운동량 생성항

  : 총 엔탈피

 : 열전도도

 : 온도

  : 열 생성항 

이때 미지수인 압력, 각 방향으로 속도성분, 엔탈피는 Reynolds 평

균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레이놀즈응력항( )과 난류열플럭스항

()이 생성된다. 이러한 항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난류

모델이 필요하여 반응기 수치해석시 주로 사용되고 있는 k-ε 난류모

델을 이용하였다. 열 생성항( )은 체적 열생성량의 합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경우 전열히터부에 의한 발열량에 해당한다.

또한 촉매와 같은 다공성 매질을 통과하는 유동을 분석하기 위해 

다공성 매질 내 기공의 형상을 직접 묘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

와 같은 수치해석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유동저항을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공성 매질 내 유동을 표현하였다. 

 


 


 (4)

 : 점성계수

  : 투과율

  : 손실계수

여기서 우변 제1항은 점성저항을, 제2항은 관성저항을 의미한다.

2.3. 경계조건 및 물성

해석 경계조건의 경우 실험값을 기반으로 하여 Table 1과 같이 설

정하였다. 반도체 폐가스는 0.997 : 0.002 : 0.001의 질량비를 갖는 N2, 

N2O, SiH4 3종류의 혼합기체가 110 ℃ 온도, 200 L/min의 유량으로 

유입하도록 하였으며 히터부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경우 상온, 20 

L/min으로 설정하였다. 히터부의 열유속 조건은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열량인 3.4 kW을 기반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벽면에는 점착조건 및 

단열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촉매 영역 통과시 발생하는 압력강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공성매질 경계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때 다공

성매질 내 유동저항조건은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압력강하 결과를 기

반으로 하였으며 실제 촉매가 구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등방저

항조건을 설정하였다. 

열분해 반응기 운전시 내부의 온도는 약 100 ℃~1,000 ℃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따른 유체의 물성치 변화를 반영

한 열유동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와 

점도 그리고 열전도도는 각각 지수함수와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12-14]. 이를 바탕으로 위해 CFD 코드인 ANSYS CFX 내부에 

저장된 CEL (CFX expression language)을 이용하여 식 (5)-(7)과 같이 

구성된 함수를 해석상에 적용하였으며 이때 각 식의 계수는 Table 2

(a) Model A (Reference model)

     

(b) Model B (Modified model)

Figure 2. Modifie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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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15].

 expexp (5)

  (6)

  (7)

 : 밀도 

 : 점도 

 : 열전도도 

 : 온도

    : 함수 계수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기 내 폐가스 열유동 특성

Figure 3는 반응기 내부에서 폐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후 온도의 변

화에 따른 폐가스의 열전도도, 점도, 밀도가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

었다. 히터의 좁은 유로를 통과하며 승온된 폐가스는 히터부 끝단에

서 저온의 공기와 혼합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 후 히터외부로 

진행하며 점차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온도변화에 따른 질소기체의 

물성치 변화는 최대승온 지점인 히터부 끝단에서 가장 작은 밀도

(0.232 kg/m3) 값을 나타냈으며 이에 반해 점도와 열전도도는 가장 높

은 값(4.97e-05 Pa⋅s, 0.0928 W/m⋅K)을 나타내었다. 전체 열분해 

반응기의 유동경로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각 물성치들의 변화는 약 2

배 이상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반도체 폐가스와 히터부 공기가 유입되는 영역(Figure 1

의 Inlet I)과 이러한 기체의 유동방향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영역(Figure 1의 Part B)의 단면에서 속도, 압력, 온도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Figure 4(a)는 열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반응기의 3

차원 투영도와 2차원 YZ 단면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ure 4(b)의 속도

장으로부터 2개의 동일한 유량으로 유입된 폐가스는 환형 유로를 지

나 하부를 지나면서 유동방향이 하향(–z)에서 상향(+z)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때 하부영역[A]에서 히터 중심부로 유입된 공기와 혼합된다. 

촉매영역을 통과하며 안정화된 혼합기체는 출구로 배기되는데 배기

구의 위치가 1개인 관계로 유동이 편심되어 유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

는 영역[B]이 발생하였다.

Figure 4(c)의 압력분포 결과와 같이 반응기 내부 차압은 히터부 공

기유입량과 촉매영역의 저항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크러버의 경우 차압이 반도체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차압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히터부 공기 유입구

와 배기구 사이의 차압(Δpinlet II)은 약 15 Pa, 폐가스 입구와 배기구 

사이의 차압(ΔpinletI)은 약 41 Pa 수준으로 실제현장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차압의 범위인 40~50 Pa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를 보이

Boundary Mass flow rate (L/min) Mass fraction (-) Pressure (atm) Temp. (℃) Heat flux (W/m2)

Inlet I 200

0.997 (N2)

- 110 -0.002 (N2O)

0.001 (SiH4)

Inlet II 20 1.0 (Air) - 25 -

Outlet - - - 1.0 - -

Wall
Heater - - - - 3.4 kW/Aheater

- No-slip condition -

Boundary Porosity (-) Permeability (m2)

Porous media 0.3 1.0e-7 (isotropic resistance)

Table 1. Operating Condition for the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for Waste Gas from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Boundary A B C D E

ρ (T) -1.17844 521.024 -3.34408 124.045 4.68486

µ (T) -7.14106E-18 3.0260E-15 -5.4170E-12 7.0137E-08 8.9807E-07

k (T) 2.14437E-11 5.67441E-08 9.95893E-05 5.46355E-04

Table 2. Constants in Equations 

(a) Density

   

(b) Dynamic 
viscosity

   

(c) Thermal 
conductivity

Figure 3. Temperature dependent variable properties of wast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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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d)의 온도분포 결과와 같이 110 ℃ 폐가

스는 히터로부터 열전달에 의해 점차 온도가 상승하여 하부에 이르렀

을 때 800 ℃ 이상의 온도를 가지게 되며 히터부 공기와 혼합된 후 

온도는 다소 감소하여 촉매영역으로 된다. 이때 촉매부 평균온도와 

토출 평균온도는 783 ℃ 수준이다. 촉매부의 좌우 온도분포를 보면 약 

6 ℃ 정도의 비대칭적인 온도차[B]가 나타나는데 이는 토출구 위치에 

의해 하부영역에서 저온 히터부 공기의 유동방향이 배기구 쪽으로 편

심되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온도차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수치모델 검증

Figure 5는 수치해석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한 높이에서 45° 각

도별 8개의 관측점(P1~8)을 설정하여 측정된 온도값을 실험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온도는 최소 765 

℃, 최대 778 ℃, 평균 771 ℃ 수준이며 해석으로부터 측정된 온도는 

최소 781 ℃, 최대 788 ℃, 평균 783 ℃ 수준으로 최대와 최소 온도차

는 실험값에 비해 해석값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실험에서 

발생한 미세한 외부방열 및 고체물질의 열전도에 의해서 배기되는 평

균온도가 하락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도별 온도 분포를 보면 실험과 

해석 모두 0~45° 부근의 온도는 높게 나타나고 180~270° 온도는 낮

게 나타나는데 이는 2개의 폐가스 입구 및 배기구 위치에 의한 영향

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과 해석간의 온도해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각도별로 국부적인 온도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며 평균온도의 오차는 1.56%, 각도별 온도의 오차는 최소 

1.27~2.07% 수준으로 낮은 오차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a) Cross sections

   

(b) Velocity contour and vector

   

(c) Pressure distribution

   

(d) Temperature 

Figure 4.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inside reactor.

(a) Monitoring points

   

(b) Experimental result

   

(c) CFD result

Figure 5. Validation of numerical result with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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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상개선된 반응기 내 폐가스 열유동 특성 분석

Figure 6는 기존 및 수정된 반응기 모델에 대한 유선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Figure 6(a)의 기존 모델의 경우, 앞서 분석했던 결과와 마찬

가지로 하향하는 유동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가스 입구로

부터 시작된 유선(streamline from Inlet I)과 히터부 공기 입구로부터 

시작된 유선(streamline from Inlet II)을 보면 폐가스 입구로부터 시작

된 유동은 환형 유로를 통해 하강[A]하다가 히터 중심부를 통과한 공

기와 혼합되지만 빠른 유속의 공기가 유동을 지배하면서 하부[B]에서 

적절히 혼합되지 못하고 반응기 벽면을 따라 거동하다가 촉매영역으

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에 Figure 6(b)와 같이 폐가스의 유입유로 끝단

에 50° 기울어진 유로를 추가적으로 형성한 Model B의 경우, 선회하

면서 환형 유로[A]에 진입하며 이러한 선회유동이 하부영역까지 이어

진다. 이러한 유동의 영향으로 인해 Model A의 경우, 차압은 약 41 

Pa 수준으로 발생한데 반해 수정모델의 경우, 48 Pa 수준으로 나타나

므로 선회유동 발생에 의해 저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Model A와 다르게 히터 중심으로 유입된 공기는 폐가스의 선회

하는 유동에 영향을 받아 하부영역에서 활발히 혼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강하는 유동이 약화되고 접선방향 속도성분이 증가

하면서 Model A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반응기의 바닥면[C]에

서 유동이 약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응부산물로 생성되는 입자

상 물질의 포집을 촉진하고 재비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촉매를 통과하는 기체에 대해 유동의 균일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서 표준편차 개념으로부터 착안된 유동균일도

(flow uniformity)라고 하는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동

균일도는 유체가 담체표면에 균일하게 접촉하는지를 판단하는지를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촉매의 정화효율과 밀접한 관련 

있으며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


  



  
(8)

  : 촉매 내 격자 i에서 속도크기

  : 촉매의 평균속도크기

  : 촉매 내 격자 i 단면적

 : 촉매 내 단면 총면적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정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Table 3와 

같이 기존모델 및 수정모델의 평균속도 및 유동균일도를 비교 분석하

였다. 히터부를 통과한 기체의 하부영역에서 나타내는 거동과 하부영

역 통과 후 촉매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높이

별로 6개의 단면을 생성하였으며 단면 c-1부터 c-3까지는 하부영역에 

해당되고 단면 d-1부터 d-3까지는 촉매영역이다. 내부기둥을 통과한 

이후에 하부영역의 단면인 c-1~c-3에서 기존모델인 Model A의 경우 

강한 하강유동에 의해 각각의 기체간 유동이 원활히 혼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균일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c-1에서 c-3로 갈수록 평균유속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수정모델인 

Model B의 경우 Model A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유동균일도가 

1.05~1.26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접선방향 속도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유동균일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 d-1~d-3는 촉매영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촉매층 저항에 의해 유동이 안정화되어 

두 모델 모두 높은 유동균일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7은 기존 및 수정된 반응기 모델에 대한 온도분포 결과로서 

Figure 7(a)의 기존모델인 Model A의 경우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촉매부의 좌우 온도분포를 보면 약 5 ℃ 정도의 비대칭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수정모델인 Model B의 경우 촉매부 좌우 온

도차가 약 2 ℃ 정도로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는 폐가스의 선회유동으

로 인하여 반응기 하부에서 공기와의 혼합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존 및 수정된 반응기 모델에서 약 5 ℃ 미만의 낮은 

(a) Model A (Reference model)

   

(b) Model B (Modified model)

Figure 6. Streamline for Model A and Mod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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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두 모델 모두 촉매부 화학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유동균일도 분석방법(Table 3)과 유사하게 하부영역 및 촉매 영역

에서 나타나는 온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높이별로 6개의 단면을 생

성하여 Table 4와 같이 각 단면에서 온도의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하

였다. 히터부를 통과한 이후에 하부영역의 단면인 c-1~c-3에서 Model 

A의 경우 폐가스와 공기가 원활히 혼합되지 못하고 각 기체의 유동방

향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면 c-1에서 c-3까지 혼

합기체가 이동하면서 온도차이 없이 온도편차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에 Model B의 경우 폐가스와 공기의 원활한 혼합작용으로 인해 단면 

c-1에서 c-3로 진행할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원활한 혼합작용은 Model B의 단면 d-1~d-3에서 촉매부 

영역의 온도편차는 Model A에 비해 개선되었다. 이때 실제로 주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촉매부 단면 c-1~c-3에서 온도편차는 Model B가 

Model A의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수정모델은 기존모델에 비해 차압은 근소하게 증가하는데 

Model A (Reference model)

Section c-1 Section c-2 Section c-3 Section d-1 Section d-2 Section d-3

UAve (m/s) 0.333 0.393 0.456 0.521 0.521 0.521

UI (%) 70.12 73.63 81.05 99.93 99.93 99.93

Model B (Modified model)

Section c-1 Section c-2 Section c-3 Section d-1 Section d-2 Section d-3

UAve (m/s) 0.607 0.239 0.0918 0.521 0.521 0.521

UI (%) 80.26 92.95 85.05 99.93 99.95 99.95

UImodel B/
UImodel A

1.14 1.26 1.05 1.00 1.00 1.00 

Table 3. Flow Uniformity Index for Gas Mixture at Several Cross Sections

(a) Model A (Reference model)

   

(b) Model B (Modified model)

Figure 7.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Model A and Mod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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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유동균일도와 온도편차는 현저히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형상을 실제 반응기에 적용할 경우 촉매부에서 반응의 균일도

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열히터방식과 촉매분해방식이 혼합된 반도체 폐

가스 처리용 FCTO 반응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3차원 열유동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FCTO 반응기 내 폐가스의 거동특성을 파악하

였으며 온도분포에 대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해석기법을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 FCTO 반응기 성능개선

을 위해 폐가스 입구유로 형상을 변화하여 추가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반응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입구유로 형상의 

변화가 폐가스 열유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반

응기모델 대비 수정모델의 유동균일도 및 온도편차가 개선되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FCTO 스크러버 반응

기 내 열유동해석 결과는 다양한 종류의 반응기 내 혼합기체의 열유

동 특성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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