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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종산업시설과발천시설에서 배출되는 업자상물질의 문계로 인하여， 입자상물질의 제거 효율이 뛰어난천기집진기의 
중요생이 중7l하고 있다. 전기집친기의 효율온 천기집진기 대부의 유동분포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전기집친기 내부 
의 유동균일화를 위한 연구가지촉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유업부， 다퓨저， 본체， 수축부로 구생된 길이 3.5 
m，높이 0.875m 천기집진기를제작하였다 디퓨저에는3개의타공판을셜치하였다.5개의피토관을높이방향으로부착하 

여 전기집진기 단면 55지챔의 유속을 측정하였다. 다퓨저에 타공판이 셜치되었을 때， 전기집진기 내부의 유동분포는 
RMS%률 이용하여 명가하였다. 또한타공판의 타공률 변화에 따른유속분포도분석하였다. 그 컬과， 타공판이 전기집진기 

내부의 유동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큼을확인하였고， 디퓨저 입구에서부터 때0/0， 500/0, 5()IJ‘ 타공률을 가진 타공판을 썰 
치하였울 때， 가장 균일한 유동분포를 나라내었다. 

추쩌|어 : 전기집진기， 유속분포， 타공판 

A늄빼훌ct : Elec1ros빼，c precipitator that sho뼈 a good performance for the removal of 맹rti띠late m와따 is impor뼈nt for 
∞，ntrolling 따issions from ÌDφ15미al 훨ci1ities and power p1ants. The cfficiency ofthc clec1ros없tic prccipitator on thc r따ovalof 

p뼈cu1atem와ter is hi맹ly affected by the flow pattem insi야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뼈J.Cted to 01뼈.in uniform flow distribution .inside electrostatic precipitators. An elec1ros빼，c prccipi1뼈tor (ESP) with a 뻐gth 

of 3 .5 m and a height ofO.875 m WB8 design빼 and .ins빼벼 ÌD this study. ’Ihe ESP includ벼 an inlet duct, 벼ffuser， body, and 
contractor. Three perforated pla뼈 W앙eÌDS빼ed in the diffuser ofthe ESP. Five pitot tubes w하eins뼈11혀 vertically and 뼈edto 

mc없따e flow distribution in thc πoss section of the ESP body. Root m않nsq뼈re deviation 째lue (RMS%) was 따edto 양뼈.inc 

the flow distribution .inside the ESP when the perforated plates wcπe 피g빼l1ed in the diffuser. Flow disσibution was a1so 

investi뿔ted in relation to the porosity of the p하forat혀 p1ate. The res띠，ts 뼈owed that thc perfurated pla없 improved greatly the 
flow disll뻐1tion ÌDSide the electros뼈ric prccipitator. In addition, the m없t uniform flow distribution was found with 40%, 50%, 
and50% p<π'OUS perfor없ed plates 100없ed from the inl하 ofthe diffi생er. 

K빼lI'OIdS : Electrostaric pre잉pitaUπ; Velocity distribution, PI없forat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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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처리에 대한 관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전기집진기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 물질의 제거 

효율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수요와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1 ]. 하지만 전기집진기의 효율은 내부 

유동분포와 난류강도， 유속 등의 운전조건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유동 제어장치가 없는 전기집진기 내의 유동은 발산에 

의한 경계층 분리가 발생된다[2]. 이러한 유통의 경계층 분리 

는 집진 영역에서 회전류와 와류의 형성을 초래하여， 집진기 

내에 불균일한 유동분포를 형성하고， 전기집진기의 효율을 

저하시킨다[3]. 전기집진기의 효율에 대한 경험식들에서도 

유속의 균일한 정도가 전기집진기의 효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5]. 

따라서， 전기집진기 내에 균일한 유동분포를 형성하여 높 

은 제거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동 제어장치를 적용한 연 

구가 널리 수행되어왔다. Ward-Smith 등은 타공판의 위치와 

타공률에 따른 관 내의 유속분포를 분석하였고， 타공률 41% 

의 타공판이 디퓨저(di많lse이의 입구와 출구 쪽에 위치할 때 

가장 균일한 유동분포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6]. Sahin과 

Ward-Smith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디퓨저에 설치된 2개의 타 

공판의 위치와 타공률이 유동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고， 타공률 50%인 2개의 타공판이 디퓨저의 입구와 출구 쪽 

에 위치하는 조건에서 유속분포가 가장 균일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7， 8]. Mehta는 디퓨저에 3개의 스크린(screen)을 설 

치한 조건에서 균일한 유통분포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실험적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9]. S빼in 등은 디퓨저의 발산 각도 

에 따른 유동분포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발산 각 

도가 45。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디퓨저 출구에서의 속도 

는 불균일해지며， 합력회복계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하 

였다[10]. Swaninathan과 Mahalakshmi는 디퓨저에서의 유속 

분포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실험 

과 시율레이션 사이의 유속분포에 대한 결과 값의 편차가 5% 

미만으로 시률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11]. 

본 연구는 전기집진기의 성능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공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바와 

같이 디퓨저에 3개의 타공판을 설치한 후， 타공률에 따른 유 

동특성을 조사하였다. 집진기 단면에 대한 유속을 측정하여， 

균일한 유통분포를 위한 최적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짙t치및방법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유동분포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 규 

모의 전기집진기 장치를 제작하였다. Table 1은 전기집진기의 

기본 사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1과 Figure 2는 전기집진 

기의 구성을 보여준다. 실험장치는 유입부(in1et duct), 디퓨저 

(diffuser), 3개의 chamber로 이루어진 본체(body) 및 수축부 

Table 1. Dim없lsion of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 

Item Size Unit 

Height 250 mm 
Inlet Duct 

Width 250 mm 

Length 500 mm 

In1et height 250 mm 

Inlet width 250 mm 
Di많lser 

Out1ethei양1t 875 mm 

Out1et width 700 mm 

Angle 45 rade) 

Width 700 mm 
Body 

Length 2000 mm 

Length 500 mm 

In1et height 875 mm 

Conσactor Inlet width 700 mm 

Out1ethei맹t 250 mm 

Outlet width 250 mm 

Height 250 mm 
Out1etDuct 

Width 250 mm 

Flgure 1. Picture ofthe lab-scale electrostatic precipitator. 

(con없ctor)로 구생되며， 유입부 내부에 별집(honeycomb) 형상 

의 유량 분배기를 설치하여 유동의 균일성을 유지하고자 하 

였다. 

2.2. 실험 방법 및 조건 

Figure 2는 유속측정부에 대한 실험장치 모식도이다. (히는 

집 진영 역(body)， (b)는 유속측정 위 치(SI ， S2, S3), (c)는 측정 

단면에서의 측정점을 보여준다. Body를 구성하는 3개의 

chamber (Zone 1, 2, 3)의 SI , S2, S3 위치에 이송장치를 설치 

하였다. 이송장치에는 높이 방향(y 방향)으로 5개의 피토관 

(TPL-D-03-100, KlMO instruments, France)을 부착하였으며， 

Figure 2의 (c)와 같이 이송장치가 단면의 횡 방향(x 방향)으 

로 이동하면서 한 측정 단변에 대해 55지점의 유속을 측정하 

였다. 

Figure 3은 실험장치 내부의 사진과 유속측정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피토관으로부터 측정된 전합과 정압 신호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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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igure 3. Method ofvelocity rneasurements. 

변환기(m여el 264, se뾰 양stems inc., 뼈.a)로 전달하여 전류 

신호로 변환시킨 후， 천류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E맹ation 

(1)의 차압과 유속의 상관관계(베르누이의 갱리)를 통해 각 

측정지점에서의 유속을 산갱하였다. 

건=건+ 융pu2 

여기서 P.는 측쟁지점에셔의 전합(total press따e)을 의미하 

며， P.는 정압(static press뼈)， p는 유체의 밀도(d짧ity)， U는 

유속(velocity)을 나타낸다. 유속측청은 총 3개 영역(zone 1, 

2， 3)에서 수행되었으며， 각 측정지점에서 측정 시간은 30 s로 

하여 총 10회 측정하였고， 그 명균값을 해당 지점의 유속 값 

으로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셔는 타공판 조건에 따른 유동분포의 균일성을 

명가하기 위해 Equation (2)를 통해 RMS%를 계산하였다. 

RMS (%) = 100 x 

n은 측정지점 수를 뭇하고， 직 는 i지점에서 측정한 국부 유 

속 값을 의미하며， U는 측갱 단면에서 유체의 흐름 방향 속도 

성분의 산술명균값으로. Equation (3)를 통해 계산하였다. 

E= ￡추'U. 

n ” t 
l ‘ 

RMS%는 유속의 표준편차를 산술명균로 나눈 값이며， 측 

갱지점에서의 유체의 유속과 명균속도 간의 분산 범위를 의 

미한다. 이상척인 유통분포는 모든 지점에서의 국부유속 값 

이 명균유속과 동일하기 때분에 RMS%가 0이다. 따라서， 

RMS%가 0에 근접할수록 측정 단변에 대한 유속분포가 균일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집진기 내 유속에 대한 

외부 요인의 영향올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실험실 내부 온도를 21 'c로 유지하고， 핸 가동 

5m피 이후에 유속을 측정하면， 유속이 안갱화흰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는 유속분포 측정을 위 

한 실험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4는 디퓨저 내부에 배치된 타공판(111，2'여， 3찌 P.P)과 

유속측쟁 위치(SI ， S2, S3)를 보여주고 있다. 디퓨저 입구의 

위치를 α 디퓨저 출구의 위치를 1이라 하였을 때， x.는 디퓨저 

입구로부터 유동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뭇하고， n은 디퓨 

저 출구의 위치를 의미한다.3개의 타공판은 디퓨저 내부의 

x/n = 0.47, 0.66, 0.88의 위치에 배치하였다. 
(2) 

Table 2. Swnm없yofexpcπimental conditions 

(3) 

ltem Conditions 

C뼈mber diameter (rn) 0.700 x 0.875 

Fan rotation Nb. (φm) 1000 

Sampling 10times 

Tern야rature('C) 21 'c 

Systern Cl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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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ditions ofperforated plates located inside the diffuser 

TestNo. 
Porosity 

(1st PP/2nd PP/3rd PP) 

Test 1 WithoutPP 

Test2 50%/50%/50% 

Test3 40o/oI5æι50% 

Test4 300/01500/0150% 

Test5 500/01400/0150% 

Test6 500/01300/0150% 

Test7 500/01500/0140% 

Test8 500/01500/0130% 

150 

x/n = 1 

F1gure 4. Location ofperforated plates (1“， 2'며， 3며 P.P) and traverse 
station (SI, S2, S3) for diffuser (dimension : mm). 

x/ n = 0 

5는 타공판이 없는 초건πest 1)에서의 유속분포를 측정한 결 

과이다. Fi밍lre 5(a)의 zone 1에서는 유속의 RMS%가 101.5% 

로 상당히 불균일한 유통을 보였다. 상부 영역에서는 2.0 -

2.4 m S-1의 빠른 유속을 보였고， 하부 영역에서는 0.3 m S-1 

수준의 정체된 유동장이 형성되었다. Zone 2, 3 단면에서 또 

한 RMS%가 각각 77.4%， 67.1%로 불균일한 유속분포를 보였 

으며， zone 1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정체된 유동장이 형성되었 

다. 따라서 유통 제어장치가 없는 전기집진기의 내부 유통은 

디퓨저를 지나면서 유동의 분리가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집 

진영역 내 넓은 범위에 걸쳐 유동의 정체영역이 형성됨을 확 

인할수 있다. 

Table 3에서 유속측정 실험 에 대한 타공판의 타공률 배 열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타공률 30% 미만의 타공판은 과 

도한 압력강하의 문제점이 있고， 타공률이 50%를 초과하는 

타공판은 유량 분배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Table 3과 같이 30- 50%의 타공률 범위 내에서 8가지의 

타공판 배열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실혐은 타공판을 설치하 

지 않은 빈 디퓨저 조건에서 먼저 수행하였고， 그 후 디퓨저 

내부에 위치하는 3개의 타공판의 타공률 변화에 따른 유속분 

포 변화를조사하였다. 

3.2. 타공판 배열에 따른 유속분포 

본 연구에서는 타공판과 타공률의 분포가 전기집진기 내 

유속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타공판을 설치하여 유속분포를 측정하였다. 

3. 결과및고찰 

3.1. 타공판 미설치 죠건에서 유속분포 

유동 균일화 실험에 앞서， 전기집진기의 디퓨저에 타공판 

을 설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유속분포를 조사하였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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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low distribution without the p하forated plate at (a) zone 1, (b) zone 2 and (c) z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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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low distribution with the perforated plate for test 3 at (a) zone 1, (b) zo야 2 and (c) z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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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loci방 dis머.bution in the collection ch없nber of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 

TestNo. 
’없MS of velocity 

Zonel Zone 2 Zone3 

Test 1 101.5 77.4 67.1 

Test2 30.2 27.1 40.1 

Test3 21.8 18.3 22.8 

Test4 32.7 31.4 40.4 

TestS 33.3 32.6 43.3 

’fest6 36.1 32.8 47.2 

Test7 26.8 25.3 39.3 

Test8 30.5 27.1 43.2 

Table 4는 각 조건에셔 측청 단변에 대한 유촉의 RMS%를 

보여주고 있다. 타꽁판이 셜치되지 않은 조건언 없t 1과 벼교 

하여 밟 2-8에서의 유속의 균일한 정도(RMS%)가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e앙 3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실험결과 줌에서 가장 균일한 유속분포가 확인되었다. 

F웹m: 6는 가장 균일한 유촉분포를 보였던 없t 3에서의 유 

속분포를 보여준다. Figure 6에셔는 타공판을 설치하지 않았 

을 때(Fi맹re 5) 나타난 하단의 정체 유통장이 거의 소멸되었 

고， 상단의 고속영역 !E.한 쩨거되었다. Test 3의 조건에셔 

zone 1 ， 2， 3에 대한 유속분포의 'YnRMS는 각각 21.8%, 18.3%, 

22.8%로 test 1의 조건에서 %RMS 대비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없t3의 조건에서 3개 타공판의 유량 분배 효과와 판의 

저항이 적절하였음을 보여춘다. 

3.3. 타공률이 유속분포에 미치는 영향 

zt 영역(zone)에셔 타공판의 타공률 변화가 유촉분포에 미 

치는 영향을 Figure 7에 나타내었마. 그렴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번째 타공판(강'n = 0.4끼의 타공률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유속의 %RMS 변화량이 zone 1에서 17%, zone 2에서 15%, 

zone 3에서 18%였다. 반면， 2번째 타풍환(xJn = 0.66)과 3번째 

타콩헨xJn=0.88)의 타콩률 변경 시， 유속의 RMS% 변화량 

이 명균 l00!o로 상대척으로 작았다. 이는 디퓨처의 입구에 가 

장 근첩한 1번째 타공헨xJn = 0.4끼이 전기집진기 대의 유속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올 의마한다. 

4. 결룰 

3개의 타공판을 집진기 유업부에 위치한 디퓨처에 셜치하 

여， 타공판의 유무와 타공률이 천기집진기의 유풍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초사하였다. 타꽁판이 없는 초건에서는 전기집 

진기 내의 넓은 범위에서 청체된 유동영역이 형성되었으며， 

RMS%가 101.5%로 유속분포가 때우 불균일하였다. 그러나 

디퓨저애 3깨의 타공판울 셜치하였울 때， 유동의 쟁체영역 

과 고속영역이 소멸되었고， 유속분포가 균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퓨져 입구로부터 40%, 50%, 50% 타공률 

을 가진 타공판을 각각 절치하였을 때， 유속의 RMS%가 약 

20% 수준으로， 가장 끓일한 유촉분포가 형성됨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타콩판의 타콩률이 유촉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디퓨져 입구에 가장 근접한 라공판{빼 = 0.47) 

의 타공률이 유통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타공모양이나 타공판 위치 등의 인 

자에 따른 유통특성 변화를 연구할 수 있으며， 전기집진기 

의 성능 예측 프로그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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