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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 고 서 

 

월성 3,4호기 터빈 윤활계통의 유증기 처리설비 (Mist Eliminator) 개선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유증기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본 용역(용역명: 월성 3,4호기 유증기 처리설비 개선 기술용역)은 

2009. 4. 15 ~ 10. 14(6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본 용역으로 주어진 용역업무의 수행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나누면 유증기 발생원 및 환경기준, 현 유증기 처리 설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유증기 처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설계, 제작 

및 현장설치와 시운전, 그리고 설비의 성능시험 및 운전성 평가 등이다. 

 

- 유증기 발생원 및 환경기준 분석  

- 현 유증기 처리 설비 문제점 분석  

-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설계  

-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제작  

-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성능시험  

- 시제품 현장 설치  

- 시제품 종합 평가  

 

가. 유증기 발생원 및 환경기준 분석  

유증기 처리설비 개선을 위해 유증기 발생원 조사 및 월성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분석하였다. 윤활유 탱크나 유증기 외부 배출용 관에서의 

온도는 45oC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온도에서는 유증기가 증발되거나 분해되지 

않으므로 고속회전을 하는 베어링 부분의 마찰열에 의해 휘발한 윤활유 일부와 고온 

열분해로 탄화된 성분이 함께 공존하며 유증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당일 

유증기는 온도 43℃, 습도 21.5%RH, 풍속 6.5m/sec, 풍량 14.7 m3/min (Normal 

Cubic Meter per Minute; NCMM)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현재 유증기 배출에 대한 법적 규제나 규정은 현재 국내외 모두 아직 없는 상태라, 

가장 유사한 배출규제 성분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국내, 일본, 미국 및 EU 국가들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윤활유 유증기의 경우 VOCs와는 달리 아직 그 자체로는 독성물질이나 악취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나 향후 그 배출허용기준이 VOCs와 같은 범주로 포함되어 규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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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유증기 처리 설비 문제점 분석 

기존 유증기 처리 장치인 Mist eliminator는 직경 76.8cm, 높이 1.57 m의 

크기이며, 상부에 위치한 100㎛ Wire mesh screen(높이 18 cm, 직경 76 cm)을 

이용하여 유증기를 처리하며, Wire mesh의 안으로 유증기가 유입되면, Wire mesh 

내부에서 미세입자(Mist)와 Wire mesh의 충돌에 의하여 입자의 크기가 점차 커져 큰 

입자는 하부로 자연 낙하하고 상부로 처리된 기체가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 

직경 25.4 cm의 유입구를 통하여 유증기 기체가 유입되며, 동일한 직경의 파이프를 

통하여 증기가 유출되며, 윤활유 저장탱크로부터 유증기 배출용 팬의 용량은 10 HP, 

3500 rpm, 증기 유입량은 21 ～ 40 m3/min의 범위이고, 유입증기 온도는 약 45℃이다. 

기존 설치된 유증기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유증기의 온도는 45℃정도이며, 

배출구에서 백연현상이 심한 상태였다. 유증기 성분 중 윤활유는 물에 비해 점도는 아주 

높으며, 비중은 낮고, 또한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Wire mesh에 잡혀진 윤활유 성분은 

표면에서 쉽게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Wire mesh 내부에서 체류하다가 Wire mesh 

screen에서 제거된 물과 함께 다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접촉된 유증기 

입자는 제거되지 않은 채로 함께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술은 연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적용기술이 

아직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와 유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용제 및 악취유발물질들을 처리하는 기술중 유증기처리에 적용 

적용가능한 기술을 검토하였다. 처리기술은 크게 유증기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기술과 

분해시키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국내, 외 처리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각, 산화, 흡수, 충돌제거 및 생물학적 처리법 등의 기술이 이용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조건을 고려한 검토 결과 유분 및 수분이 공존하는 유증기 처리를 

위해서는 응축, 흡수, 가열 및 여과의 복합 공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다.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설계  

유증기 처리설비의 시제품 설계에는 현재 설치된 기존 처리설비 (Mist 

eliminator)를 대신하는 시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유증기 처리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터빈건물 7층이다. 현장 주위의 

온도는 평균 34oC정도이며, 상대습도는 35%이다. 칠러는 건물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라.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제작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관리팀의 관리하에 작성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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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성능시험  

유증기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시킨 유증기 함유 배기체를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으로 통과시키면서 처리성능을 시험하였다. 유증기가 미세입자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입도측정용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유증기 처리설비 전, 후단에서 10㎛ 이상인 

미세입자의 개수를 측정, 비교함으로 처리설비의 사전처리성능을 측정하였다. 

- 측정장비 

. 제조사: Lighthouse Worldwide Solution 

. 모델: HH3016 

. 시료채취: 0.1 CFM (Cubic Feet per Minute) 

- 측정원리: 미세입자가 측정장비의 레이저빔을 통과할 때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가지고 Particle 의 수량을 측정한다. 

- 성능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효율은 약 97%이었고, 가시공해가 없었다. 

 

항 목 성능 보증치 실측치 비고 

처리효율 95%이상 96.85% 2회 측정 평균값 

가시공해 가시공해 없을 것 가시공해 없음  

 

바. 시제품 현장 설치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은 제작된 이후, 월성 2발전소 4호기 현장에 2009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6일 동안 설치하였고, 현장 설치 후 2009년 7월 

0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운전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시 주요 수행 내용 공정율(%) 

‘09.6.20 -기기장치 설치 완료, 설비 조립 준비 기계: 100 

‘09.6.21 -설비 조립 완료, 출구부 배관(10인치) 연결  배관:  50 

‘09.6.22 
-출구부 배관 및 Small line 연결완료 

-Duct 설치 완료  

배관: 100,  

전기/계장: 50 

‘09.6.23 -케이블 결선 완료, 현장 설치검사 전기/계장: 100 

 

시운전은 첨부 3, 품질보증서류(QVDL), 2.5항,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에 수록된 운전절차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시 주요 수행 내용 

‘09.7.06 (월) 

-1차 power 점검 

-증류수 공급 라인 점검 

-시운전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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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07 (화) 

-Line 검사 완료: 회로 시험기 사용 

-Leak 검사 완료: 설비에 700mm까지 물을 채워 확인 

-Interlock 검사 완료: 설비전원 공급 후 검사 

‘09.7.08 (수) 

-증류수 공급용 볼탑 밸브 수위조절: 기존에서 250mm 연장 

-칠러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수위 조절 

-롤필터 보완 작업: Leak 부분 보완 

’09.7.09 (목) 

-처리설비로 밸브 open하여 차압 테스트 시작 

-시스템 차압 측정  

-테스트 중 T/R 과열, DPS-02 range 수정 계획 수립 

‘09.7.10 (금) 
-시스템 차압 측정: 밸브 수동 작동에 의한 차압 

-시스템 차압 측정: 유증기 통과에 따른 시간대별 차압 측정 

’09.7.13 (월) 
-T/R 교체: 기존 10 KVA  15 KVA로 교체 

-운전조건 setup, 칠러 가동 테스트  

’09.7.14 (화) -최종 점검 및 자체 성능 시험 

’09.7.15 (수) -시운전 종료 및 성능평가 

 

사. 시제품 종합 평가  

 현장 설치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2009년 7월 15일에 1차 

수행하였으며, 성능시험 결과 “처리효율은 만족하나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어, 

유증기 처리 설비의 일부를 추가 및 보완하고 세정액 교체 및 운전조건 변화, 롤 필터 

종류 변화에 따른 처리성능을 종합 평가하였다. 

 

1차 성능 시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입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기 제거율을 보면, 유증기 내 입자 크기가 10㎛ 

이상인 입자의 제거율은 2회 측정 평균값으로 99.05%로서, 유증기 처리효율 

95% 이상 만족하였다. 

 

가시공해에 대한 육안 식별 결과를 보면, 최종보고서 성능 측정 결과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유증기 처리 효율은 만족하나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일시 주요 수행 내용 

‘09.7.06 

(월)-

7.15(수) 

-시운전 전 현장점검, 1차 power 점검, Line 및 leak 검사 완료  

- 롤필터 보완 작업, 시스템 차압 측정 

- 운전조건 setup 및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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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5 

(수) 

- 1차 성능시험 수행 

- 유증기 입도측정  

▪ 10㎛ 이상인 입자의 제거율: 2회 측정 평균 99.05%  

▪ 유증기 처리효율 95% 이상  

▪ 출구 육안관찰: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보임, 계속 검토 필요 

 

유증기 처리 효율을 정량적으로 얻기 위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2차 성능 시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6 oC 물을 세정용액으로 이용할 경우, 물 세정에 의한 

유증기 제거 효율은 80% 이상이었으며, 물 세정과 롤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86% 정도로 나타났다.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 현상은 앞서 수행한 1차 시험 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물+윤활유) 혼합용액(8 oC) 이용한 세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6 oC 

물을 세정용액으로 이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처리 성능이 더 낮게 나타났다.  

- 윤활유만 이용한 세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운전 온도는 윤활유의 점도를 

고려하여 25 oC로 설정하였으나,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아 기존 설치된 

노즐로는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시 주요 수행 내용 

‘09.7.16 (목) 
- 세정액을 윤활유로 교체 및 저온운전 

- 롤필터 틈새 leak 수리  

‘09.7.17 (금) 
- 가시공해 육안 검사 

- 가시공해 확인 (가시공해 불완전처리) 

‘09.7.20-23 

(월-목) 
- 가시공해 불완전 처리에 대한 원인 분석 

’09.7.24 (금) 

- 세정액을 윤활유로 저온 운전을 통한 세정효과 증대 시도 

- 저온(6oC)에서 윤활유의 점도 증가에 따른 노즐 분무압력 

저하로 결국 세정효과 감소 

- 백연제거 성능에 효과가 없음 확인 

- 미세입자 구성비 확인실험: 입도 분석기기 전문업체인  

켐익 코퍼레이션에서 입자분석 측정을 시도, 유증기 입자의 액적 특성 

한계로 인해 측정 불가 확인 

‘09.9.3-4 

(목-금) 

- 물세정에 의한 유증기 처리 설비 성능 시험 (2차) 

- 신규 분석방법 적용: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측정  

- 제거효율: 물세정: 65%, 물세정 + 롤필터: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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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08(화) 

- (물+윤활유) 혼합 세정용액 이용 기존 처리 설비 성능시험  

- 활성탄에는 유증기만 포집되고, 제올라이트에는 수분만 포집 확인 

- 측정 결과를 이용할 경우 유증기 제거 효율을 정량적으로 구함 

- 혼합용액 이용한 세정 방식이 물세정보다 성능이 더 낮음 

’09.9.09 (수) 

- 윤활유를 세정액으로 사용한 성능시험 

- 가시 공해 현상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 향후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를 개선하고 세정액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인 것으로 결론지음 

 

따라서 유증기 처리 설비를 개선하고, 롤형 HEPA 필터를 사용한 성능 시험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단 세정탑 및 8개의 노즐을 추가로 설치하고, 2단 세정탑 전용 펌프를 

설치한 후 medium 롤필터를 사용할 경우 유증기 처리 효율은 87%이었다 

- 동일 운전 조건에서 롤형 HEPA 필터를 사용할 경우 유증기 처리 효율은 

95 %로서 유증기 처리 설비 성능 조건을 만족하였다. 

- 가시공해는 배출구 이격거리 10미터 지점에서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일시 주요 수행 내용 비 고 

‘09.9.10 ~ 

’09.9.17 

-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 2차 세정탑, 노즐, 펌프, 추가 설치 

- 롤형 HEPA 필터 제작 

펌프 설치 및 

롤형 HEPA 필터 

제작 

‘09.9.18 (금) 

- 2차 세정탑 추가 설치 후 성능시험 

- 순서: 유입부 농도 측정 → 1,2차 물 세정, 롤필터 

동시 이용 → 1,2차 물 세정, 카폭섬유, 롤필터 

동시 이용 

유증기 제거 효율: 

87 % 

‘09.9.19 (토) 
-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추가 설치  

- 개선 후 성능시험 

유증기 제거 효율: 

79 % 

‘09.9.24 (목) 
- 롤형 HEPA 필터 설치  

- 개선 후 성능 시험 

유증기 제거 효율: 

95% 

 

아. 결론 및 건의사항  

 현재 국내외적으로 법적 규제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유증기의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본 용역을 통해 i) 기존 설치된 유증기 처리장치의 문제점 및 관련 

환경기준을 분석하고, ii) 원자력 발전소 조건에 적합한 처리기술을 도출하였으며, iii)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설계, 제작하여 4호기 현장에 설치하고, iv)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운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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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에서 제작, 설치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에 대해 제시한 성능요건은 i) 

백연 제거, ii) 유증기 제거: 발생량 대비 95% 이상, iii) 환경기준 만족이었으며 제시된 

기준에 대해 수행한 성능시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성능요건 성능시험 (일자) 성능시험결과 비고 

i) 백연제거 

사전 성능시험(090619) 가시공해 없음  

현장설치후 성능시험(090715)
유증기가 육안으로 일부 

보임 
계속 검토 

설비보완후 성능시험(090924)

유증기 배출구 이격거리 

10미터 지점에서 육안 

관찰되지 않음 

 

ii) 유증기 제거: 

발생량 대비 

95% 이상 

사전 성능시험(090619) 97%*1) 입도분석용 

기기 측정 현장설치후 성능시험(090715) 99%*1) 

설비보완후 성능시험(090924) 95%*2)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iii) 환경기준 

만족 

사전 성능시험(090619) 

유증기 관련 배출허용 

기준 미규정 상태 

2009년 10월

기준 
현장설치후 성능시험(090715)

설비보완후 성능시험(090924)

주1) 입자측정용 기기의 측정한도는 10μm 

주2) 유증기 샘플링키트를 이용한 측정 

 

현재까지 10 μm 이하의 미세 입자가 포함된 유증기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 조건을 고려한 유증기 표준시료 물질 제조 기술 및 표준 시료물질을 이용한 측정 

기술 역시 거의 개발되지 않아, 유증기 처리설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용역에서는 i) 입도분석용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ii) 유증기 샘플링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입도분석 한계가 10μm 이상이므로 그 대안으로 

유증기를 구성하는 모든 유분 및 수분을 포집하는 유증기 샘플링키트법을 개발하여 본 

용역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는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 방법의 검증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하여 월성원자력 4호기에 적용한 유증기 처리기술을 월성 

3호기나 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 표준화된 측정기술의 

적용을 통한 성능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본 용역에서 개발된 측정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는 보다 정밀한 분석기기를 이용한 공인된 측정기술의 도입이 

선행되고, 아울러 유증기 처리 설비 크기를 보다 소형화할 수 있고 공정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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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유증기 발생원 및 환경기준 분석 

 

본 용역과제에서는 개선된 유증기 처리 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유증기의 발생원을 조사하고, 월성 원자력 2발전소 4호기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제 1절 유증기 발생원 분석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증기터빈의 

베어링 마모 및 밀봉유지를 위해 윤활유 (Regal #32)를 사용하고 있다. Regal #32 

윤활유의 경우 그 성상은 액체로 황갈색을 띄고 있으며, 발화점(Ignition 

temperature)이 212oC, 유동온도 (Fluid temperature)가 -18oC이다.  윤활유를 

구성하는 성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탄소수가 적은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도 

휘발될 수 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축 주위에 존재하는 윤활유의 경우 고속회전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인해 이들 탄소수가 적은 구성분부터 휘발이 이루어 진다. 또, 일부 

윤활유는 고속회전으로 인한 고열 때문에 열분해가 되어 저 탄소수로 변화하거나, 

일부는 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유증기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와 함께 윤활유 

저장 탱크로 모였다가 부압을 유지하는 배출팬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며, 배출되는 

경로에 유증기 처리설비인 Mist eliminator가 설치되어 있다.  

윤활유 탱크나 유증기 외부 배출용 관에서의 온도는 대략 45oC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온도에서는 유증기가 증발되거나 분해되지 않으므로 고속회전을 하는 베어링 

부분의 마찰열에 의한 윤활유 휘발이 주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기터빈 

베어링은 대기공기가 혼입될 수 있는 구조로 베어링이 위치한 실내의 대기공기가 

유입되며, 유증기 처리설비에 유입되는 대기공기와 수증기는 베어링이 위치한 실내의 

환경조건에 따라 유증기 처리설비에 유입되는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용역과제에서는 유증기 처리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2009년 

4월 21일 유증기처리 설비 전, 후단에 대해 Fig. 1-1 및 Table 1-1과 같이 여러 

위치에서 온도, 습도 및 풍량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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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유증기 배기체 측정 위치 및 자료 

 

 

Table 1-1. 위치별 온도, 습도 및 풍량 측정 자료 

 
온도 

(℃) 

상대습도 

(%RH*1) 

풍량 

(ACMM*2) 

풍량 

(NCMM*3) 

실내 대기 35 19 - - 

유증기 처리설비 전단 43 21.5 17.0 14.7 

유증기 처리설비 후단 41.5 19 16.9 14.7 

시료 채취장치 후단 7.5 100 925 cc/min 900 cc/min

  주1) RH: Relative humidity 

  주2) ACMM: Actual Cubic Meter per Minute 

  주3) NCMM: Normal Cubic Meter per Minute 

 

 

 

 

 

윤활유
탱크 

증기터빈 
베어링 

유증기
처리설비

배출구 

35 , 19%RH℃  43 , 21.5%RH℃ 41.5 , 19%RH℃  

측정
장치

7.5℃, 100%RH

배출팬윤활유 
펌프 

유증기가스 
시료채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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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증기 시료채취 및 풍량, 물성치 분석 

 

          개선된 유증기 처리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증기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증기 중의 수분 및 Oil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측정결과 값은 

‘바’ 항에 첨부하였다. 

 

1. 배출가스 측정 DATA 

   ① 기존 설비 전단  ② Test 장비 후단 

   풍    량 : 14.7 NCMM 풍    량 : 900 ml/min  

  온    도 : 43 ℃  온    도 : 7.5 ℃ 

  상대습도 : 21.5 %RH 상대습도 : 100 %RH 

 

     THC(Total Hydro Carbon) 측정값 

      유입 가스 농도 : 50 ppm 

     배출 가스 농도  : 3ppm 

     제    거    율  : 94% ,   

     (1–ppm/50ppm)*100% 

      수분 + 유분 =   0.818 g/hr  

       3.275 g/4hr 

 

2. 배출 가스 중의 수분량 계산  

 (43 ℃기준, 포화수증기압 64.4mmHg, 상대습도 21.5%RH 기준) 

  수분량 : 0.79 g/hr 

 

 ※ 계산식` 

   14.7 NCMM * 60min * 64.4mmHg/760mmHg * 18kg/22.4m3 * 

21.5%RH/100%RH 

  = 12.9 kg/hr 

 

3. Test 량을 기준한 배출가스중의 Oil 응축량 계산 (측정량 대비  1: 16,334) 

 (In/Out = 50ppm/3ppm, 제거율 96%기준, Regal M.W : 250 kg/kg-mol 기준임.) 

14.7NCMM 60 min 64.4mHg 18 kg 21.5 %RH
1 min 1 hr 760mHg 22.4 m3 100 %RH

12912.30592 g/hr

kg/hr= 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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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ppm => 0.028 g/hr at 900 ml/min, 462.65 g/hr at 14.7 NCMM 

 

  ※ (47 ppm*10^-6*250kg/kg-mol)/22.4*900ml*10^-6*60min  

= 0.000028 kg/hr 

   (47 ppm*10^-6*250kg/kg-mol)/22.4*14.7NCMM*60min = 0.462 kg/hr 

 

4. 윤활유 회수 기대 효과 

 실험 결과에 따라 약 96% 정도의 윤활유 회수 효과가 기대된다. 

 

5. 백연 방지 효과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와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과포화된 

수증기가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증기에 의한 

백연현상과는 다르게 미세먼지나 미세입자(mist)나 액적(droplet)에 의해 이를 비치는 

광의 분산 등에 의한 가시 백연현상도 최근에는 점차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칠러를 이용하여 풍량 15 ACMM, 온도 3℃, 상대습도 40.5 % 로 배출되는 

처리가스는 대기 배출 전에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유입 유증기와 열교환됨으로써 풍량 

15.9 ACMM, 온도 26℃, 상대습도 21.6 %로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현저하게 백연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유증기 內 수분 및 Oil 측정  

가. 수분 및 Oil 측정장치 

기존 습분 제거 장치 전단(Inlet)에 샘플 측정구를 설치한후 Fig. 1-2의 

유증기 측정 장치에 연결하여 4시간 동안 시료 채취(900cc/min)하였으며, 시료 

채취점에서 측정한 측정값은 온도 43℃, 습도 21.5%RH, 풍속 6.5m/sec, 풍량 

14.7 ACM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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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유증기 시료채취 장치 구성도 

 

 

 

         

시료채취용 실험장치                     실험장치(THC 측정기) 

Fig. 1-3. 유증기 시료채취 및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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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증기 오일함유량의 측정결과 

       측정조건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측정조건  

 

풍량 

(cc/min) 

온도 

(℃) 

습도 

(%RH) 
수증기 배출량 

900 43 21.5  
0.79 g/hr 

at 21.5 %RH 

3.67 g/hr 

at 100%RH 

 

※ 수증기 배출량 계산식 

 

- 측정 결과 소량의 유분이 검출 되어(0.79g/hr) 육안으로 기름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U-01 후단에서 후각 측정 결과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듦 [THC 

측정결과는 Inlet 15ppm , Outlet 3ppm 임]. 

- 당초 예상한 100%RH 인 경우 이론상 수증기 배출량은 3.67 g/hr 였으나, 현장 

측정값에 의한 수증기 배출량은 21.5%RH, 0.79 g/hr 으로 4 시간 시료 채취시 

회수량이 미비함. 따라서 수증기 배출량은 이론에 의한 수증기 배출량을 계산하였고, 

유증기 내의 Oil 량은 THC 분석법으로 산정함. 

- 리갈은 석유의 정제 혼합 윤활유로써 단일 성분이 아니므로 정량,정성 측정 Data 가 

없음. 따라서 Regal 윤활유를 15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알킬벤젠류의 윤활유로 

기준하여 계산함. 

(측정값 14.7NCMM 기준) 

OIL 

측정값 

OIL 

분자량 

OIL 

배출량 

OIL 

회수량 

OIL 

제거율 

50 ppm 250 g/mol 
0.0492 

g/hr 
* 0.472 g/hr 96 % 

※ OIL 배출량 계산식 

(50 ppm * 10^-6 * 250kg/kg-mol)/22.4 * 14.7NCMM * 60min = 0.492 kg/hr 

900 ml 60 min 1 L 1 m3 64.4 mmHg 18 kg 21.5 %RH
1 min 1 hr 1000 ml 1000 L 760 mmHg 22.4 m3 100 %RH

0.790549342 g/hr

900 ml 60 min 1 L 1 m3 64.4 mmHg 18 kg 100 %RH
1 min 1 hr 1000 ml 1000 L 760 mmHg 22.4 m3 100 %RH

3.676973684 g/hr

kg/hr= 0.003676974

kg/hr= 0.000790549



 - 7 -

제 3 절 관련 국내, 외 환경기준 조사 

 

현재 윤활유에서 기인한 유증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윤활유를 구성하고 있는 유분 역시 윤활유가 휘발 또는 고속 회전으로 

인한 열분해로 생성되어 그 자체가 윤활유 성분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없다. 

다만, 유증기와 유사한 탄화수소 화합물의 일종인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총칭)에 대해서는 성분별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향후 유증기를 

규정할 경우 대기로 배출되는 배출허용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되어 유사 

법령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1.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규제: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 지역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가.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의 ①): 

특별 대책지역 및 대기 환경 규제지역에 적용(신고)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대상 시설: 시행령 제 45조  

- 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세탁시설 

-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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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방법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의 ②, ③, ④)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Table I-2) 

라. 강화된 규제 기준 

시도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⑤, ⑥) 

마. 기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3월 이내 신고 1년 이내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③) 

 

Table 1-2.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개정 

2008.4.17>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가. 제조시설 1)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위 1)에 따른 검사결과 액체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위 2)에 따른 측정결과 누출농도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 수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누출농도가 1만ppm 이상(압력완화장치에 대하여는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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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수리로 인하여

전체 제조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당 시·도지사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압축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스킷 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검사용 시료채취장치에는 시료채취 시에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위 6)에 따른 배관장치나 배출관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됨이 없이 공정 중으로 재회수 시키거나

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9)중간 집수조 (Junction Box)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Open Vent Pi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조사나 보수를 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덮개와 집수조 사이에 틈새가

발견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10)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가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되며, 금·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11)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80퍼센트 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폐수처리장의 유수분리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저장탱크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과의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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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 

나)저장탱크 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2)이중 밀봉장치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다)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정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표면 위에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마)림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

갑문식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나)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라)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 11 -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지붕이 떠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3)기존의 고정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하시설 1)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일렌함유 에폭시수지, 초산 등

상온(25℃)에서 점도가 10,000센티푸아즈(Centipoise) 

이상으로 물질흐름이 정지되는 특성 때문에 하부로 싣는

작업이 불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 주유소 등으로부터 출하

시에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공정 중에서 재이용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위 2)에 따른 회수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은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출하시 포장을 하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 유 소 가. 저장시설 제1호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간 입하량 또는 출하량

총량이 해당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하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출하시설 제1호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3. 주 유 소 가. 저장시설 1)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밸브 등은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주유시설 1)주유소에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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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시설에 부착된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난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유증기 회수배관은 배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4)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 막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 ～ 1.2)에 있는지를 반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유증기 회수배관의 압력감쇄·누설 등을 4년마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7)회수설비의 처리효율,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세탁작업 세탁시설 1)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를 사용 하는

시설은 작업장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이어야 한다(용제 회수기가 별도로

부착된 경우는 밀폐형으로 본다). 

2)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비고 

1. “압력완화장치”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배관 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 “검사용 시료채취장치”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 중인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 밸브, 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 밸브,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란 폐수중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조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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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상지붕”이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 중으로 노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조차 등의 하부로 싣고 내리며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등의 

저장탱크 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한다. 

8. “출하시설”이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중간집수조”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상의 예에서 살펴 보았듯이 유증기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하나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Table 1-2에서 언급한 4가지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출억제 및 방지를 위한 기준에 적용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유증기의 환경 유해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의 환경기준 

가. 일본의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Table 1-3 및 1-4) 

  - 일본의 주요 대기오염 관리법은 대기오염 방지법 및 악취 방지법 등이 

있으며 VOC(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관련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 악취 배출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공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나. 미국의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 미국의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환경기준물질, 에어로졸, 석면, 

CFCs, HAPs(188종), HCFCs, 수은, 라돈, 오존파괴물질 대체제, VOCs 등이 

있다. 

 

다. EU의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Table 1-5, 1-6) 

  - EU에서는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서 각종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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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 대기오염과 관계된 규제법률은 고정오염원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국가별 오염물질의 배출상한치를 정하는 규정이 있다. 

 

 

 

 

     Table 1-3. 일본의 유해 대기물질 및 그 중 지정물질 배출시설 

별표 제 6 (부칙 제 4항 관계) 

- 벤젠 (농도가 체적 백분율 60퍼센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증발시키기 위한 건조 시설에서 연줄, 송풍기의 송풍 능력이 1시간 당

1,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원료의 처리능력이 하루 당 20톤 이상의 코크스로  

- 벤젠의 회수의용으로 제공하는 증류시설 (상압 증류 시설을 제외한다.) 

- 벤젠의 제조의용으로 제공하는 탈알킬 반응시설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벤젠의 저장탱크로 연줄, 용량이 500킬로리터 이상의 것 

- 벤젠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응 시설에서 연줄, 벤젠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1톤

이상의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라고

한다.)을 증발시키기 위한 건조시설에서 연줄, 송풍기의 송풍 능력이 1시간 당

1,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혼합 시설에서 연줄, 혼합조의 용량이 5킬로리터 이상의 것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정제 또는 회수의용으로 제공하는 증류시설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한 세정시설 (다음호로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로 연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공기에 접하는 면의 면적이 3평방미터 이상의 것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의한 드라이클리닝기로 연줄, 처리능력이 1회당

30킬로그램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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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일본의 유해대기 오염물질의 기준 

유해대기 

오염물질 

 

234물질(군) 이 중 

‘우선대상물질’로서 

22물질 

지견의 집적등, 각 

주체의 책무를 

규정사업자 및 

국민의 배출 억제 

등 자주적 대전, 

나라의 과학적 

지견의 충실, 

자치제의 오염 상황 

파악 등 

지정물질 

벤젠 벤젠 건조 시설등 

시설,규모마다 억제 

기준 

신설: 

50~600mg/Nm3 

기설: 

100~1500mg/Nm3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세정시설 등 

시설,규모마다 억제 

기준 

신설: 

150~300mg/Nm3 

기설: 

300~500mg/Nm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 

클로로에틸렌에 의한 

드라이클리닝기 등 

시설,규모마다 억제 

기준 

신설: 

150~300mg/Nm3 

기설: 

300~500mg/N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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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U의 고정오염원 배출 (Stational Source Emission)에 관한 지침 

시설구분 관련규정 

대형연소시설 Directive 2001/80/EC 

폐기물 소각시설 

Directive 89/369/EEC 

Directive 89/429/EEC 

Directive 94/67/EC 

COM (97) 604 

Directive 2000/76/EC 

VOCs 발생시설 
Directive 94/63/EC 

Council Directive 1999/13/EC 

황함유 액체연료 Directive 1999/32/EC 

 

 

Table 1-6. EU국가별 배출 한도 

Company SO2 NO3 VOC NH3 

Austria 39 103 159 66 

Belgium 99 176 139 74 

Denmark 55 127 85 69 

Finland 110 170 130 31 

France 375 810 1050 780 

Germany 520 1051 995 550 

Greece 523 344 261 73 

Ireland 42 65 55 116 

Italy 475 990 1159 419 

Luxemburg 4 11 9 7 

Netherlands 50 260 185 128 

Portugal 160 250 180 90 

Spain 746 847 662 353 

Sweden 67 148 241 57 

UK 585 1167 1200 297 

EC 15 3850 6519 6510 3110 

 

 

라. 영국과 독일의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있으나 VOCs의 규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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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 유증기 처리설비 문제점 분석 

 

  제 1절 현 유증기 처리 장치 특성 및 효율분석 

 

1. 기존 유증기 처리 장치 현황 

 

- 기존 유증기 처리 장치인 Mist eliminator의 개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2-1, 2 참조). 

- 크기: 직경 76.8cm (30인치), 높이 1.57 m 

- 상부에 위치한 100㎛ Wire mesh screen 1단(높이 18 cm, 직경 76 cm) 

이용, 유증기 처리 

- 원리: Wire mesh의 안으로 유증기가 유입되면, Wire mesh 내부에서 

미세입자와 Wire mesh의 충돌에 의하여 입자의 크기가 점차 커져 큰 

입자는 하부로 자연 낙하하고 상부로는 처리된 배기체가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됨. 

- 25.4 cm(10인치) 직경 유입구를 통하여 유증기 기체가 유입되며, 동일 

직경의 파이프를 통하여 증기가 유출됨 

- 윤활유 탱크로부터 유증기 흡입팬 용량 : 10 HP, 3500 rpm 

- 증기 유입량: 21 ～ 40 m3/min 범위 

- 유입증기 온도: 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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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ist eliminator 도면. 

 

 

 

Fig. 2-2. 기존의 Mist eliminato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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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기존 설치된 유증기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유증기는 온도가 45℃ 정도이며, 

배출구에서 백연(굴뚝의 흰연기)이 보이므로 가시공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습증기의 

양은 109 g H2O/m3 Air (13.6 vol% H2O/Air)이며, 유증기 중 이론적인 최대 유입 

수증기량은 약 218 kg H2O/hr에 이른다.  

 

    ( 40m3/min x 60min/hr x 273℃/(273+55)℃ x 109gH2O/m3/1,000g/kg 

     = 217.7 kg H2O/hr ≡ 220 L H2O/hr) 

 

또 유증기 성분 중의 윤활유는 물에 비해 점도는 아주 높으며, 비중은 낮고, 또한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Wire mesh에 의해 제거된 유분 입자는 점도가 낮을수록, 

비중이 높을수록, 입자의 무게가 클수록, Wire mesh 내부의 기체유속이 작을수록 

장치의 하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다. 물과 함께 존재할 경우, 제거된 윤활유 성분은 

물 보다 점도가 높으며 비중은 낮아 Wire mesh의 표면에서 쉽게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Wire mesh 내부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되며, 따라서, 유증기 처리 장치에 설치된 Wire 

mesh screen은 윤활유가 장기간 체류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유증기 처리 장치 내의 온도가 고온이므로, Wire mesh screen에서 제거된 물과 

윤활유의 대부분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며, 짧은 시간 동안 접촉된 Mist는 제거되지 

않은 채로 함께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현 유증기 처리장치의 설계사양을 살펴보면, 유속: 1.2m/sec (적정한 설계), 

온도: 55도 (고온으로 효율 저하), 두께: 200mm (적정한 설계), 재질: 금속 (적정한 

설계)등의 특징이 있다. 

 이를 평가해보면 고온으로 급격한 효율저하 및 고비점, 고점성 윤활유의 유입으로 

인한 편류, 막힘현상으로 인해 효율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선된 유증기 

처리장치에서는 고온 -> 냉각, 고비점+고점성 -> 세척 등의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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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유증기 처리 후보 기술군 비교 평가 

 

1. 국내, 외 처리기술 현황 조사 

 

윤활유로 인해 생성된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술은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증기가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기름성분이며 고온에서 휘발 및 분해되어 

기체와 비슷하게 거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기술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상업화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 및 악취유발물질 처리기술이 유증기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기술 중 후보기술을 검토하였다. 

후보기술은 크게 나누어 유증기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방법과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국내, 외 처리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온산화(열소각) 

고온산화(열소각) 방법은 배출가스 중 유증기를 함유한 공기를 포집해서 

예열하고 잘 혼합한 후 고온으로 태워 유증기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시켜주는 

공정이다. 

 

- 고온산화 장치는 보통 유증기 혼합가스를 이송시켜주는 송풍기, 유증기 

혼합가스를 혼합시켜 주는 혼합기, 필요에 따라 연소용 연료를 공급해 주는 

송풍기, 버너와 내화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소실, 열 회수장치, 그리고 

연소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굴뚝으로 되어 있다. 

- 유증기의 연소 상태 등을 알기 위해 연소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는 장치들도 

필요하다. 

- 열소각에서는 보통 650～870℃ 정도의 연소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가스나 

기름 등 보조연료가 사용되기도 한다. 저농도 유증기를 함유한 배출가스는 연소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반응열이 없어 이들을 산화시키기 위해 

보조연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출가스 중 유증기의 농도가 높으면 폭발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열회수 장치는 연소 전에 유증기 함유가스를 예열해주기 위해 열소각 장치와 함께 

설치하기도 한다. 유입가스를 예열해 주면 연소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연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 열소각에서 연소온도 이외에 유증기 분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체류시간과 혼합 정도가 있다. 체류시간은 유증기가 완전 산화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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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며 보통 0.5～1초 정도이다. 만일 염소와 불소 등 할로겐 화합물이 존재 

하면 더욱더 긴 체류시간이 필요하다. 체류시간은 유증기 함유 가스 혼합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즉 혼합이 더욱더 완전하면 체류시간을 짧게 해도 유증기를 

완전히 산화시킬 수 있다. 

- 열소각에는 열회수 장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고 열회수 장치가 있는 

경우도 열을 회수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열교환 (recuperative)방법과 

재생(regenerative)방법이 있다. 

- 열교환(recuperative)장치는 폐열을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열회수를 위해 향류나 

병류의 다관식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열을 회수하는 장치이다. 

- 재생(regenerative) 장치는 세라믹 등 축열재를 사용해서 열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열식 소각의 개념은 연소실에서 나오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축열재층을 

통과시켜 가지고 있던 열을 축열재로 빼앗아 가스를 저온의 상태로 소각로 

굴뚝을 통해 배출한다. 이때 다음 사이클에서 소각로로 유입되는 유증기 

함유가스는 이미 예열된 축열재층을 통과하면서 연소실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까지 예열된 후 연소실을 통과하면서 버너에 의해 최종 연소 온도까지 

가열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열회수장치가 있는 열소각은 보조연료가 필요한 

낮은 유증기 농도의 배출가스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나. 촉매산화(촉매소각) 

촉매산화(촉매소각)방법은 고온산화와 매우 유사하다. 

-  유증기 함유가스를 포집해서 예열하고 혼합한 후 촉매가 충전된 연소실에서 

고온으로 연소시켜 유증기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연소실 내에 

있는 촉매가 유증기 연소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열소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촉매산화에서 연료비는 열소각 

장치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 

- 촉매산화에 사용되는 촉매로는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귀금속과 크롬산화물, 

코발트산화물, 구리산화물, 망간산화물 등과 같은 금속산화물 등이 있다. 촉매의 

수명은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로 이 이후는 촉매 활성이 떨어지며 배출 가스와 

함께 나오는 미세입자에 의해 기공(pore)이 막히거나 열에 의한 노화로 

촉매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촉매를 연소실에 장착하는 방법으로는 입자상의 

촉매를 충전시키거나 벌꿀집 형태(honeycomb type)촉매 지지체에 촉매를 

함침시켜 사용한다. 아래와 같이 촉매산화에서는 배출가스 성분이나 조업조건이 

그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의 최적 조업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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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① 촉매 산화방법은 납, 비소, 황, 안티몬, 수은, 아연 또는 다른 촉매 유도체를 

포함하는 배출가스에는 촉매의 활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촉매산화는 보통 유증기 농도가 낮은 배출가스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만일 

유증기 농도가 높아 발열량이 크면 열에 의해 촉매가 쉽게 활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촉매층 사이의 온도와 압력이 촉매의 활성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측정․감시해야 한다. 촉매층의 온도 상승은 유증기 산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일 온도가 감소되면 유증기 산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도한 열은 

촉매를 불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촉매층으로의 유입 온도는 촉매의 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낮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촉매 산화는 보통 산화온도가 

260～480℃ 범위에서 조업한다. 촉매층의 압력강하도 역시 촉매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압력강하가 감소하면 촉매가 배출가스와 함께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유증기 제거능력이 저하된다. 

④ 촉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촉매에 묻어있는 불활성 물질이나 

미세입자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촉매를 세정하는 방법으로는 공기나 스팀을 

촉매층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촉매에 묻어있는 미세 입자를 제거해 주거나 또는 

촉매산화시의 조업온도 이상으로 깨끗한 공기를 가열해서 이를 이용해 촉매 

활성을 저해하고 있던 유증기를 산화시켜 촉매 세정을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촉매를 산이나 염기성 용액으로 처리해서 화학적인 불활성 물질을 제거해 준다. 

 

다. 흡착 

흡착은 기체상태의 유증기 분자가 고체 흡착제와 접촉해서 약한 분자간의 

인력에 의해 결합하여 분리되는 공정이다. 흡착제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흡착된 

유증기를 회수해서 흡착제를 재생하여 계속 사용한다. 

- 활성탄은 유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흡착제이다. 

활성탄 이외의 흡착제로는 실리카겔, 알루미나, 제올라이트 등이 있다. 활성탄의 

제조원료로는 나무, 석탄, 또는 코코낫 열매와 같은 탄소 함유 물질을 사용하며 

종류로는 분말탄, 입상탄 그리고 섬유상 활성탄 등이 있다. 탄소 흡착제는 

휘발성의 비탄소 성분을 제거하거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수 조건하에서 

고온으로 원료물질을 가열해 줌으로써 활성화시켜 제조한다. 이중 입상 활성탄은 

충분히 넓은 표면적을 갖고 압력강하가 적으면서 흡착된 유증기를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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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탄은 값은 싸지만 입상탄보다 질이 떨어지고 충전탑에 사용할 때 압력강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또한 분말탄은 거의 재생할 수 없어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섬유상 활성탄은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흡착제이다. 섬유상 활성탄은 

기공(PORE) 크기가 미세공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흡착 부분이 

섬유표면으로부터 직접 미세공으로 연결되어 있어 흡착과 탈착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벌꿀집 구조나 판형 등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표면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탄소흡착제에는 휘발성이 높은 유증기(분자량이 40 이하)는 흡착이 잘 안되며 

비휘발성 물질(분자량이 130 이상이거나 비점이 150℃보다 큰 경우)은 탈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탑내의 과도한 열축적을 피하기 위해서 

활성탄 흡착탑에는 농도가 1만 ppmv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흡착탑의 종류는 고정층 형식과 유동층 형식의 두 가지가 

있다. 

① 고정측 형식은 보통 2개나 그 이상의 흡착탑으로 되어 있다. 연속 운전을 

위해서는 한 흡착탑에서는 흡착조작을 하며 다른 하나에서는 탈착을 수행한다. 

탈착은 흡착탑의 흡착능력을 재생시켜주며 탑의 사용기간(보통2～5년)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탈착공정은 보통 1～1.5시간 걸리며 흡착제 재생, 

건조, 냉각의 3단계로 되어 있다. 흡착제 재생은 스팀을 사용하여 탑의 온도를 

높여주거나 진공에 의해 흡착되어 있는 휘발성 물질을 탈착시켜 주는 것이다. 

탈착된 물질은 냉각시켜 액상으로 모아 분리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한다. 

② 유동층 흡착탑은 동일 장치에서 흡착과 탈착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 

탑이 하나로 되어 있다. 유증기를 함유한 배출가스는 탑의 하부로 유입되며 

흡착제는 운송가스에 의해 탑 상부로 운송되어 배출가스와 향류로 접촉하면서 

유증기를 흡착한다. 유증기가 제거된 가스는 탑정으로 배출되며 유증기를 흡착한 

흡착제는 탈착을 위해 탑저로 내려온다. 

유동층에서는 흡착제의 혼합효과로 인해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없으며 오히려 

흡착열이 배출가스에 의해 제거되어 흡착열에 의한 흡착 능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흡착제가 계속 유동되면서 파쇄되기 쉬워 보다 단단한 흡착제가 

필요하다. 

 

라. 흡수 

흡수는 기체와 액체가 향류 또는 병류로 접촉해서 유증기 함유기체로부터 



- 24 - 

 

유증기가 액상 흡수제로 전달되는 공정이다. 

- 물질 전달의 구동력은 기체와 액체간의 유증기 농도구배이다. 보통 흡수제로는 물, 

가성소다 용액, 암모니아 또는 고비점 탄화수소 등이 있다. 

- 흡수제의 선택은 유증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면 유증기가 수용성이면 

물이 좋은 흡수제가 될 수 있다. 

- 흡수장치는 보통 기체와 액체가 향류로 접촉되지만 병류와 교차 흐름도 가능하다. 

흡수장치는 다음 4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충전탑 

② 분무탑 

③ 벤츄리 스크러버 (venturi scrubber) 

④ 다단탑 

- 충전탑은 탑내에 금속,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된 불규칙 충전물이나 

규칙충전물로 채워져 있다. 액체는 기체와의 접촉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탑정에서 고르게 분산시켜주며 분산된 액체는 충전물의 표면에 얇은 필름을 

형성하면서 아래로 흐르게 된다. 유증기를 함유한 기체는 탑저로 보내 액체와 

접촉하면서 유증기가 액상으로 전달되면서 탑정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충전물은 

기체와 액체의 접촉면적 즉 물질 전달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고효율의 충전물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충전탑을 설계할 

때는 배출 가스 중의 입자상 물질에 의해 막히거나 오염되어 유효 표면적이 

작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탑정에서의 액체분산이 충전탑의 성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체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액체가 전면적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 분무탑은 충전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증기 함유기체가 액체흡수제의 아주 작은 

액적과 접촉되면서 물질전달이 일어난다. 이 때 작은 액적은 유증기가 

흡수되는데 필요한 표면적을 최대로 해준다. 분무탑은 기체와 액체의 접촉 

시간이 짧아 암모니아나 이산화황같이 물에 용해력이 큰 기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 벤츄리 스크러버는 벤츄리 노즐에서 유증기 함유기체와 흡수제를 강제로 접촉시켜 

유증기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벤츄리 스크러버도 기체와 액체의 접촉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무탑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유증기보다는 액체에 용해력이 큰 기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 다단탑은 접속시간이 비교적 길고 각 단에 있는 액체에 기체가 고르게 분산되어 

흡수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흡수에는 흡수제와 흡수된 유증기와의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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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물리흡수와 화학흡수의 둘로 나눌 수 있다. 

- 위에 서술한 4종류 중 충전탑과 다단탑이 유증기 함유가스를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 냉각응축 

냉각응축은 냉각조작에 의해 비응축성 가스로부터 유증기를 분리해주는 

공정이다. 

- 냉각응축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낮춰주거나 또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높여줌으로써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응축기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첫째 직접응축기는 응축시켜야 할 기체가 냉매와 직접 접촉 혼합되면서 열적, 

물리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무탑형이나 단탑형이 있다. 

② 둘째로 간접응축기는 주로 다관식 열교환기 형태로 관내로 냉매를 통과시켜 

관 외부를 지나는 가스를 응축시켜 준다. 

- 유증기를 응축시키는데 사용되는 냉매는 주로 냉수, 브라인, 염화불화탄소(CFC), 

저온유체 등이 있으며 이들 냉매의 사용온도는 보통 냉수는 7℃, 브라인은 -

35℃, 염화불화탄소는 -68℃ 등이다. 질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저온유체는 

온도를 -195℃까지 내릴 수 있다. 

 

바.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증기를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무기질로 변환시켜주는 공정이다. 

- 생물학적 처리에는 바이오필터가 사용되는데 모든 바이오필터는 유증기를 무해한 

물질로 변환시켜 주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흙이나 퇴비를 충전재로 사용한 

장치이다. 

- 탑은 대기와 밀폐되어 있거나 개방되어 있으며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탑이 사용될 

수 있다. 

- 바이오 필터 장치에서 유증기 함유기체는 먼저 먼지를 제거하고 냉각시킨 후 

필요하면 가습시켜 송풍기에 의해 탑저로 유입시킨다. 

- 탑에는 배양된 미생물들이 있으며 활성탄, 알루미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미생물은 처리하고자 하는 유증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유증기 

분해속도 역시 유증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알데히드, 케톤, 알콜, 

에테르나 유기산 등은 분해속도가 빠르며 할로겐화합물은 분해속도가 느리다. 

- 유증기 함유기체는 먼지를 제거하고 냉각과 가습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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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조작은 탑의 운전에 매우 중요하다. 배출가스중의 먼지는 탑내에 공극을 

막아 유증기 분해효율을 감소시킨다. 가장 중요한 전처리인 가습은 탑의 균열 및 

미반응 유증기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 탑내의 충전재 선정은 조업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흙은 퇴비보다 공극률이 작아 

배출가스 처리하는데 투과성이 적어 퇴비를 충전재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탑의 

크기가 커야 한다. 혼합물 충전재는 투과율이 크기 때문에 큰유속에 적당하며 

유증기가 쉽게 생분해되는 기체를 처리할 때 효율적이다. 

 

사. 분리막기술 

분리막 기술은 반투과성 막을 사용하여 배출가스로부터 유증기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 

- 막은 오랫동안 식용수를 처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 분리막 기술은 염소계 탄화수소나 염화불화탄소 등 과거에 회수하기 어려웠던 

기체들을 회수하는데 효과적이다. 

- 반투과막은 합성 고분자로 만들며 분리시 구동력은 막 사이의 압력차를 이용한다. 

-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막모듈 내의 압력을 낮게 유지해주며 유증기 함유 기체를 

막을 통과시키면 유증기만 막을 통과하고 공기는 통과하지 못해 결국 유증기와 

공기가 분리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 및 악취 처리기술들 중 

유증기 처리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신기술들의 특징을 Table 2-1과 Table 2-

2에 요약하여 각각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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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보편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 및 악취 처리기술 

처 리 기 술 장    점 단    점 

열 산 화 

- 높은 처리효율 및 쉬운 운전 

- 긴 수명과 폐열 회수 가능 

- 검증된 기술 

- 높은 초기시설 및 운전비 

- 구조물의 부식 가능성 

- 위험한 독성물질 생성 가능 

- 처리가스 변동 시 효율 변화 

촉매산화 

- 높은 처리효율  

- 저온 운전(200~400°C) 

- 낮은 운전비용 

- 2차 오염물질 발생이 적음 

- 높은 초기시설 및 운전비 

- 촉매 피독 가능성 

- 부식 가능성 

- 독성물질 생성 가능성 

흡    착 

- 높은 처리효율 및 낮은 운전비 

- 축적된 자료 풍부 

- 재생기술 접목 

- 고온 및 습도가 높을 경우 

적용어려움 

- 장시간 사용시 처리효율 급감 

- 2차 오염물질 생성 및 처리 

- 입자상 물질 전처리 필요 

흡    수 

- 낮은 투자비 및 관리비 

- 에어로졸 동시제거 가능 

- 부식성이 큰 오염물질 처리 

- 낮은 처리효율 

- 폐수처리 시설 필요 

- 입자상 물질 처리시 막힘현상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회수의 

비 실용성 

응    축 

- 고가 화합물 회수 

- 고농도 유리 

- 소요공간 작음 

- 낮은 초기시설비 

- 낮은 처리효율 

- 낮은 농도는 비경제적 

- 고 에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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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새롭게 연구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 및 악취 처리기술 

처리기술 원    리 장    점 단    점 

UV산화 
-광촉매(TIO2)에 UV를 

 조사하여 산화시킴 

-낮은 유지관리비 

-광범위한 농도 적용 

가능 

-폭발위험성 없음 

-실내에도 적용 가능 

-램프 1회/년 정도 교환 

-염소 포함 VOC는 처리

부적절 

-많은 유량 처리 부적절 

-처리속도 느림 

Electron 

Beam 

-전자빔 가속기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 라디칼

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을 분해 

-높은 처리효율 

-반응시간이 빠름 

-낮은 유지관리비 

-다양하고 광범위한 

처리 가능 

-소규모 현장 비경제적 

-축적된 자료 부족 

-높은 초기 시설비 

-반응 부산물 생성 가능 

Biofiltration 

-다공성 담체에 고정된

미생물에 의해 생화학적

분해 

-낮은 유지관리비 

-저농도 처리에 적합 

-악취처리에 효과적임 

-고농도 처리에 부적절 

-할로겐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 비효율적 

-담체의 Clogging현상 

-안정성(온,습도,pH)영향

Plasma-

Catalyst 

-플라즈마·촉매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VOCs의 분해 

-흡수·플라즈마 기술의 

시너지효과 

-상대적으로 낮은 

운전비 

-많은 유량처리 부적합 

-효율은 촉매, 전원에

의존 

Plasma-

Scrubber 

-흡수 후 플라즈마 산화로

VOCs 분해 

-낮은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저농도 처리에 적합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

효율 

흡착-연소 
-흡착 후 탈착하여  

VOCs를 연소시킴 

-높은 처리효율 

-낮은 시설 및 운전비 

-소규모 시설에 적합 

-가열탈착 시 화재 위험 

-미처리된 VOCs  

배출가능 

-빠른 유속에 부적절 

-고유량 처리에는  

비효과적 

Membrane- 

Condensation 

-여과막을 이용하여  

일부의 VOCs를 제거 후 

농축하여 특정 VOCs를

회수 

-낮은 시설비 및 운전비 

-쉬운 규모 변환 가능 

-Compact한 모듈 

-2차 오염물질 발생  

적음 

-일부 VOCs의 막손상

유발 

-낮은 농도와 빠른  

유속에 부적합 

-상용화 실적 미흡 

흡착-

생물여과 

-흡·탈착 후 생물여과로

VOCs를 처리함 

-시너지 효과 

-비교적 빠른 유속에  

적절 

-높은 초기 시설비 

-고농도일 때 효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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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기 처리 후보 기술군 비교평가 및 공정제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 및 악취 처리기술 중 

윤활유 유증기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였을 때 각 공정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여 

Table 2-3에 요약하였다. Table 2-3에서 보는 것처럼 소각법에서 부분산화에 이르는 

각 공정은 나름대로 장점은 있으나, 유증기로 인한 백연현상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장 최적의 기술로는 다음과 같이 복합처리 방식의 공정을 

제시하였다. 

 

- 선정된 처리기술: 응축+흡수+가열의 공정이 결합된 복합처리 방식 

- 선정된 기술의 특징:  각 처리기술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백연과 유증기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인 공정임 

 

선정된 공정은 롤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온에서도 자동제어가 가능하여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을 지녔다.  

선정된 공정과 다른 처리설비와의 장단점은 Table 2-3에 포함시켰으며, 백연, 유증기를 

동시에 탁월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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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처리설비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유증기처리방법 

처리능력 안전성 

투자비

운영비 종합의견 

종류별 분류

유증기 

제거 

능력 

수분 

제거

능력 

화재 

위험 

운전

방법
압력손실

년간

운전비

정비 

기간 
장점 단점 

상/중/하 
상/중

/하 
유/무 

복잡/

간단

고/중/

저 
mmAq

고/중/

저 
기간/회 

소각법 

300~8

00℃로 

소각 

상 

하 

(소각

안됨) 

유 복잡 고 300 고 1년 

유증기제거

능력이 

탁월 

CO2 

발생, 

소각연료 

필요 

직염, 축열, 

촉매소각 

흡착법 

흡착 후 

흡착제 

교체 

상 상 

유 

(고온, 

고농도 

유입시

) 

간단 중 50~150 중~고 1~3개월 

여러가지 

흡착제로 

변경가능 

수분이 

많으면 

처리능력 

낮아짐 

활성탄, 

제올라이트, 

여재필터 

(PE, PP, 

종이 등) 

응축+ 

가열법 

냉각 

응축 후 

분리 

중 상 무 간단 중 20~100 중 없음 

오일, 

고비점 

물질 

제거에 

저비점은 

제거 

안됨 

냉각/가열 

열교환기 

흡수법 

흡수액

에 

흡수 후 

분리 

상 

하 

(물 

사용

시) 

무 복잡 중 30~150 중 없음 

다양한 

흡수액 

사용가능 

실외 

설치시 

동파 

위험 

스프레이, 

충전탑, 

트레이탑, 

벤츄리탑 

충돌제거

법 

충돌 후 

감속, 

액적제

거 

중 하 무 간단 저 100~300 저 1개월 

Mist 오일 

제거에 

탁월 

짧은 

교체, 

재증발 

많음, 

수분제거

Wire mesh, 

Vane, 

Cyclone, 

Candle filter

생물학적 

처리법 

미생물

로 분해 
중 하 무 복잡 고 300 고 주기적 

저농도(20

ppm), 

대풍량에 

유용

효율이 

낮음 

Bio-filter, 

Bio-

scrubber 

부분산화 

분자구

조를 

부분 

변경 

중 

(분진多 

하) 

하 유 간단 고 50 중 1년 

저농도(20

ppm), 

대풍량에 

유용 

불완전 

연소발생 

UV, O3, 

코로나 방전

복합처리 

방식 

응축+

흡수+

가열 

상 

(수분과 

무관) 

상 

(흡수

액 

오일 

사용) 

무 

(저온, 

저농도 

운전) 

복잡

(자동

제어

기 

사용)

고 150 고 

3개월/회 

필터교체(롤

필터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백연, 

유증기를 

동시에 

탁월하게 

제거 

흡착제 

교체 

열교환응축+

오일 

흡수탑+롤필

터+백연제거

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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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설계 

 

제 1 절 시제품 설계요건 및 현장조건 분석 

 

1. 시제품 설계요건 

 

본 유증기 처리설비는 아래의 조건 하에서 설계, 제안되었다. 

- 증기터빈의 유증기 가스 처리  

- 하루24시간, 년 350일 운전 조건 

- 옥내설치 

 

가. 배출가스 조건 

 

Table 3-1. 유증기 배출 조건 

VOC Name Unit 운전 조건 설계 조건 기 타 

Gas Flow Rate m3/min 17 40  

 m3/hr 882 2076  

 m3/min 14.7 34.6  

Gas Temperature ℃ 43 43  

Conc’n of Oil Vapor kg/hr 0.492 1.16  

유증기 농도 ppm 50 50  

 

 

1) 유틸리티 공급 조건 

(1) 공급 전원   

  -Power: AC 460V, 60 Hz, 3Phase 

  -Control: AC 220V, 60 Hz, 1 Phase 

      (2) 공급수 P.W (Plant Water (min/max))의 공급압력 

     Min. 1.0 kg/cm2.G 

(3) 운전조건 

- 유증기 인입 농도(ppm as Mixture) 50 ~ (Max.)  

- 인입 풍량(Nm3/hr) 2,076(34.6 Nm3/min x 6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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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 온도/압력(℃/mmAq) 43 / 120mmAq 

- 출구 온도/압력(℃)  20 (인입 온도 및 인입농도에 따라 변동) 

     (4) 유틸리티 소모량 

- 전력 소모량: SR-1기 기준임. 

 

 

Table 3-2. 유틸리티 전력 소모량  

No. Item Name 
Q’ty

(set) 

Nominal

(kW) 

Consump. 

(kWH) 
Remarks 

1 Chiller 1 11.0 8.8  

2 Duct-Inline Fan 1 1.5   1.2  

3 Roll Filter 1   0.5   0.4  

4 Control & Etc. 1 0.2   0.2  

 Total -  13.2 10.6  

     ※ 유지비용 (전력비) 산출 

  10.6 kWH x 24 hr/day x 350 day/year = 89,040 kW/year 

 [전력비] 89,040 kW/year x 55원/kWH =4,897,200 원/년 

 

(5) 소요 부지 면적    

  W3.7x L5.2xH3.5 m  

(6) 설비 중량(설치중량) – SR 1Set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1) SR (유증기 처리장치)      2,696 

  2) SR (유증기 발생장치)     1,000 

  3) Chiller      150 

  4) Panel      50 

Total weight, kgs         3,996 

SR 1 Set Weight = 3,996 Kgs 

 

(7) 유증기 처리 설비 

 - Type     Wet Scrubber Unit 

 - Model No.    #SR-40ACMM * 1SET 

 - 제거효율    AVE. 99 %  

 - 처리용량, ACMM    40 *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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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NCMM*1SET) 

 - 가스온도, ℃     AVE. 43  

 - 유증기 농도(ppm as Regal)  ~ Max. 50 

 - 처리설비 설치수량, set   1  

 - 주요 구성품    

◈ In/Outlet Manifolds w/ Valve 

◈ Wet Scrubber Unit 

◈ Waste Oil Tank 

◈ Exhaust Fan (Duct-Inline Fan) 

◈ Heat Exchanger 

◈ Chiller Unit 

◈ Roll Filter Unit 

◈ Circulation Pump 

◈ Auto Damper 

◈ Control Panels and Instruments 

◈ Support Structure and P/F with Handrail 

 

 

2. 현장조건 분석 

 

유증기 처리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은 월성 발전소 제2발전소 터빈건물 

7층이다. 현장 주위의 온도는 평균 34oC정도이며, 상대습도는 35%이다. 칠러는 

건물 옥상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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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유증기처리설비 설치 현장 조건  

NO. 항목 현장조건 비고

1 Inlet Condition (M.P.*1)에서) INLET LINE : ANSI 10”, ASTM A106B, GR.B   

  Plant Water Make up condition 
B.L.*2)에서 P.W.*3) INLET LINE Tie-in: 1” Flange+Block 

V/V 
  

  Waste Water Line Condition B.L.에서 Waste Water Line Tie-in: 11/2” (Oil)   

  Waste Oil Line Condition  B.L.에서 Waste Oil Line Tie-in: 11/2” W. Water   

        

2 POWER 관련 1 차측 공급전원 (3Φ 380V, 37 kw)   

    작업용 임시전원 (3Φ 220 V, 15A)   

        

3 현장 설치일  현장입고: 6 월 15 일   

    설치작업: 6 월 15 일 ~ 6 월 25 일   

주1) M.P.: Matching Point 

주2) B.L.: Battery Limit 

주3) P.W.: Plant Water 

 

 

 

제 2 절 시제품 개념설정 및 예비설계 

 

1. 시제품 개념설정 

 

월성 2발전소 터빈 윤활계통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유증기량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하는 본 유증기 처리설비는 현재 설치된 기존 처리설비 (Mist 

eliminator)를 개선하여 국내외 환경기준을 만족하며, 나아가 가시공해 차원의 

백연현상 조차도 제거하자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후보기술군의 

비교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에 적용된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유증기중 윤활유 제거 

유증기로 배출되는 유분은 윤활유가 주성분으로 물과는 잘 섞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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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동일 윤활유를 세정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윤활유의 경우 온도에 따라 점도가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저온에서는 

노즐에서의 분사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는 세정도 시도할 수 있도록 

윤활유 또는 물, 2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세정이 가능하도록 배관을 구성하였다.  

세정탑의 처리효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스프레이 노즐의 단수, 세정탑의 

직경, 즉 기체의 통과유속, 그리고 세정탑 운전온도이다. 물을 이용한 세정의 통해 

통상 80%정도의 제거율을 얻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백연현상 제거 

일반적으로 수분에 의한 백연현상은 굴뚝으로 배출되는 미세한 

수분입자가 주위 온도와 15oC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백연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열교환기를 거쳐 대기로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를 20oC정도로 

유지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처리설비로 45oC정도의 유입 유증기는 백연현상 

제거용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30oC정도로 냉각된 후 세정탑에서 약 4oC의 

세정액과 접촉하여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 잔류 미세입자 제거용 롤필터  

롤필터는 다양한 형태의 여과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자가 

세정탑에서 제거될 경우 잔류하는 미세입자만을 제거하게 되므로 장시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롤필터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압력강하는 30 mmH2O정도 

이다. 

 

2. 시제품 예비설계 

가. 설비의 설계 용량 결정 

측정된 유증기 배출총량이 14.7NCMM이므로, 시제품의 설계풍량은 

여유율을 약 200%로 두어 최대 29 NCMM으로 결정하였다. 

 칠러를 이용하여 풍량 15 ACMM, 온도 3℃, 상대습도 40.5 % 로 배출되는 

처리가스는 대기 배출 전에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유입 유증기와 열교환 됨으로써 

풍량 15.9 ACMM, 온도 26℃, 상대습도 21.6 %로 배출하게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로 인한 설계 여유율을 Fig. 3-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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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NCMM: Normal Cubic Meter per Minute, ACMM: Actual Cubic Meter per Minute, RT: Room Temperature, H/E: Heat Exchanger, 

               

Figure 3-1.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의 설계 여유율 

14.7 NCMM
43 ℃ CHILLER 3 RT

21.5 % H/E 6,309     kcal/hr

풍량 14.5       NCMM 풍량 14.5            NCMM 풍량 14.5       NCMM
온도 26          ℃ 온도 26               ℃ 온도 3            ℃ *열교환기에서 잠열로 인한 온도차

풍량 16          ACMM 풍량 15.9            ACMM 풍량 14.9       ACMM 0 ℃
TOTAL 24          kg/hr TOTAL 5.24            kg/hr TOTAL 5.24       kg/hr
H2O 23          kg/hr H2O 5.05            kg/hr H2O 5.05       kg/hr
OIL 0.89       kg/hr OIL -              kg/hr OIL -         kg/hr

열량 7,122           kcal/hr 열량 813         kcal/hr

H/E 열량 6,309     kcal/hr = 6,309           kcal/hr
상대습도 21.6 %

풍량 14.7       NCMM -        NCMM 14.7       NCMM 0.17      14.7       NCMM
온도 43.0       ℃ T1 20.0       ℃ T2 3            ℃ T3
풍량 17.0       ACMM 15.8       ACMM 15          ACMM
TOTAL 13.4       kg/hr 응축량 -        kg/hr 13.4       kg/hr 16.21   응축량 8.15       kg/hr 5.24       kg/hr
H2O 12.9       kg/hr 잠열 567 kcal/kg 12.9       kg/hr 증발잠열 560 kcal/kg 5.05       kg/hr
OIL 0.491     kg/hr 응축열량 -        kcal/hr 0.491     kg/hr 응축열량 4,565     kcal/hr 0.0290   kg/hr
열량 11,795   kcal/hr *현열 -        kcal/hr 5,486.0  kcal/hr 823         kcal/hr

Total -             kcal/hr
총 응축수량 8.1514   kg/hr 61 %

TANK 액가스비 4 ℓ/m3
WATER 회수량 7.8525   kg/hr 순환유량 60       ℓ/min

H2O 1 kcal/kg℃ 양정 20 mH
GAS 0.311 kcal/m3℃ OIL 회수량 0.4620   kg.hr 온도 3         ℃

상대습도

Best Case설계조건

풍   량

온   도

3 RT

유증기 GAS H/E SCRUBBER ROLL
FILTER

SYSTEM BALANCE SHEET [ 유증기 처리 설비 ]

CHILLER
10000 kcal/hr

응축되는 양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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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제품 상세설계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계는 하도급 업체로인 ㈜ 

다휘의 도움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상세한 설계 및 제작도면 등은 첨부 3, 유증기 

처리설비 제작보고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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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제작 

 

제 1절  시제품 제작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은 제작공정절차 (첨부 3, “품질증빙서류(QVDL)”, 

제2.4.1항 “제작공정절차서” 참조)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다휘에서 제작하였으며(첨부 

3, “품질증빙서류(QVDL)”, 제 3.1항의 “하도급업체 승인신청 내역”참조), 유증기 

발생장치와 유증기 처리설비로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유증기 발생장치의 버너 열교환기 

부분과 제작 완료된 사진을 각각 Fig. 4-1, 4-2에 보였다. 

 

Fig. 4-1. 유증기 발생장치의 버너 열교환기 부분 제작 사진 

 

Fig. 4-2. 제작 완료된 유증기 발생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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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처리설비로 제작되는 주요부 중 열교환기 제작 사진을 Fig. 4-3에, 설비 

몸체 제작 사진을 Fig. 4-4에 보였으며, 유증기 발생장치와 처리설비를 연결한 사진을 

Fig. 4-5에 보였다. 

 

 

Fig. 4-3.  유증기 처리설비중 열교환기 제작 사진 

 

 

Fig. 4-4.  유증기 처리설비의 몸체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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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유증기 발생장치와 처리설비가 제작완료 후 연결조립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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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구매규격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제작이 하도급 업체인 ㈜ 다휘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어, 

이에 필요한 구매규격서 및 원가계산서는 계약 당시 ㈜다휘에서 제출한 것을 

참조하였으며 유증기처리설비 최종 완성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 2에 별도 

분리하여 실었다. 

 

 

 

제 3절  품질관련 서류 검토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품질관련 서류검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보증팀 (팀장: 박찬국)에서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관련된 품질증빙서류 (QVDL)는 

첨부 3, “품질증빙서류(QVDL)”로 별도 분리하여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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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성능시험 

 

제 1절  유증기 발생 및 처리설비 시제품 시운전 

 

1. 유증기 발생기 

 

유증기 처리설비의 사전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유증기 발생기에 의한 유증기 

생성은 Turbine Screw Type의 펌프 압력에 의해 분사노즐을 거치면서 미세분사 되어 

유증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발생된 유증기는 처리설비 배출구 측에 부착된 Duct Fan을 

통과하여 처리설비 유입부로 들어간다. 보다 자세한 시운전 절차는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제2.5항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유증기 

발생장치 운전절차인 part-2-1에 기술되어 있다.  

 

2. 유증기 처리설비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제작한 직후 제작현장에서의 시운전은 운전절차서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제2.5항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유증기 처리설비 운전절차인 part-2 참조)에 따라 수행하였다.  

 

 

제 2절 시제품 처리성능 시험 

 

유증기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시킨 유증기를 함유한 기체를 유증기 처리설비로 

통과시키면서 시제품의 처리성능을 시험하였다. 유증기가 액적 (droplet) 상태의 

미세입자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입도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유증기 처리설비 

전,후단에서 10㎛ 이상인 미세입자의 갯수를 측정, 비교함으로 처리설비의 유증기 

제거성능을 평가하였다. 

1. 측정장비 

- 제조사: Lighthouse Worldwide Solution 

- 모델: HH3016 

- 시료채취: 0.1 CFM(Cubic Feet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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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원리 및 방법  

가. 측정원리 

미세입자가 측정장비의 레이저빔을 통과할 때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가지고 

입자의 수량을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가) 측정장비의 전원을 ON시켜 내장형 펌프를 가동한다. 

나) Probe를 측정구에 삽입한다. 

다) 내장형 펌프에 의해 유증기 함유 가스를 측정장비에 흡입한다. 

라) 흡입된 유증기 함유가스의 미세입자의 수를 측정한다. 

3. 측정절차 

- 증기터빈 베어링 계통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처리장치로 유입되기 전 

측정구(Sampling Point)에서 Particle 수량을 측정한다. 측정값은 측정장비에 

내장된다. 

- 유증기 처리장치 전 후단에서 측정된 Particle 수량 값을 비교, 분석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Fig. 5-1. 유증기 발생장치에 연결된 처리설비의 성능 측정  

 

 

 

4. 측정 결과  

가. 성능시험 Data Sheet 

2009년 6월19일 수행한 성능시험의 데이터시트는 아래 Table 5-1과 같다. 

 

 

증기터빈 

베어링 

유증기

처리설비
STACK 

측정구(INLET)

윤활유 

펌프 

진공펌프 
측정구

(OUTLET) 

윤활유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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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시제품 성능시험 데이터시트 

성능 Test Log Sheet 

 

▣ Test 일자: 2009. 06.19 

▣ 풍     량:  13 m3/min 

▣ 입구 온도:  45oC 

▣ 출구 온도:  20oC 

▣ HH3016 

입경(㎛) 구분 
입구측 갯수 출구측 갯수 처리효율(%)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10 

이상 

측정기 

(개/30초) 
612 676 12 29 

98.0 95.7
환산값 

(개/분) 
5,622,615 6,210,600 110,247 266,431 

 환산값: 실제 풍량으로 환산한 값임 

 

환산값 = 풍량 x 측정갯수 / 측정기 흡입풍량 

ex) 풍량= 13 m3/min , 1,000 개 측정시 

환산값  =  (13 m3/min x 1,000 개/30sec x 1,000 L/m3) / (2.83 

L/min x 1min/60sec 

           = 9,187,279 개/min 

 

처리효율(%)  =  [1 – (출구 Particle 갯수 / 입구 Particle 개수) ] x 100 

 

 

나. 성능시험 결과 

성능시험을 통해 얻은 유증기 처리설비의 처리성능은 표 5-2와 같다. 

 

Table 5-2.  유증기 처리설비 사전성능시험 결과 

항 목 성능 보증치 실측치 비고 

처리효율 95% 이상 96.85 % 2회측정 평균값 

가시공해 가시공해 없을 것 가시공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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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시제품 운전조건 도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제작한 직후 실시한 사전 성능시험 측정 결과, 처리 

효율 및 가시공해가 각각 95%이상, 가시공해 없음을 만족하였으며, 그 운전조건을 요약 

하면 Table 5-3과 같다. 

 

Table 5-3.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운전조건 

항    목 조    건 비 고 

사용 세정액 물  

세정온도 4oC  

입구 및 출구온도 45 / 20 oC  

유증기 총 유량 13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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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제품 현장 설치 

 

본 용역 과제로 제작된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은 제작업체 공장에서 사전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성능 시험 결과는 제 5장에 기술한 바와 같다. 사전 

성능시험을 마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은 월성 2발전소 4호기 증기 터빈건물내의  

현장에 2009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6일 동안 설치되었고, 현장 설치 후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제 1절  시제품 현장(4호기) 설치 

 

1.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 이송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을 설비 제작업체 공장으로부터 월성 2발전소 4호기 

유증기 처리설비 설치 현장으로 2009년 6월 18일에 이송하였다. 유증기 처리 설비 

시제품은 크게 유증기 발생 장치와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칠러로 구성되는데, 유증기 

발생 장치는 월성 2발전소 창고로 이송하여 입고하였으며,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만 

현장으로 이송하여 2009년 6월 19일에 입고 완료하였다.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과 

관련된 장치는 50톤 크레인을 이용하였으며,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3.2항에 

2009년 6월 18,19일 양일간에 수행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입고를 확인하는 

용역일보를 보였다. 

 

2.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현장 설치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현장 설치 작업은 2009년 6월 20일 ~ 6월 23일 까지 

수행하였다. 현장 설치 작업은 크게 기계장치 설치, 유증기 처리설비 조립, 10인치 직경 

출구부 배관 연결, 유증기 설비 배관 연결, 전기/계장 설치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검사팀의 입회 하에 현장 설치 검사를 수행하였다. 

Table 6-1은 유증기 처리 설비 현장 설치를 위한 날짜 별 수행 내용을 정리한 표이며,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3.3항에는 현장 설치작업 용역일보를 종합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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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유증기 처리 설비 현장 설치를 위한 날짜 별 수행 내용 

일시 주요 수행 내용 공정율(%) 

‘09.6.20 -기기장치 설치 완료, 설비 조립 준비 기계: 100 

‘09.6.21 -설비 조립 완료, 출구부 배관(10인치) 연결  배관: 50 

‘09.6.22 
-출구부 배관 및 Small line 연결 완료 

-Duct 설치 완료  

배관: 100,  

전기/계장: 50 

‘09.6.23 -케이블 결선 완료, 현장 설치검사 전기/계장: 100 

 

Fig. 6-1 ~ 6-7은 현장에 설치된 유증기 처리설비의 주요 장치별 사진이며, Fig. 6-

8은 냉각수 및 배수 배관 설치가 완료된 후 유증기 처리설비 사진이다. 

 

       

Fig. 6-1. 유증기 처리설비 이동 사진     Fig. 6-2. 조립 완료된 처리 설비 

 

 

      

Fig. 6-3. 출구부 배관 용접 사진      Fig. 6-4. 1차 설치 완료된 설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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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칠러 사진(옥상)     Fig. 6-6. Medium 롤필터 장착 사진 

 

 

     

Fig. 6-7. 최종 설치된 유증기 처리설비   Fig. 6-8. Control panel 터치화면   

 

유증기 처리 비 시제품 현장 설치 후 설치 검사에서는 크게 4가지 품질검사 관련 

점검 항목이 도출되어 이를 시정하였고, 점검 항목은 Fig. 6-9의 설치 검사 기록서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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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유증기 처리 설비 현장 설치 후 설치검사 기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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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제품 현장 시운전 

 

1. 유증기 처리 설비 시운전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의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은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8일간 동안 수행하였다. 설비의 시운전 절차는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2.5항 “유증기 처리 설비: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에 쓰여진 

운전 절차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Table 6-2는 수행 날짜 별 유증기 처리 설비 시운전을 

위한 주요 점검 항목을 정리한 표이며,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3.4항에 설비 

현장 시운전을 위한 날짜별 용역일보를 수록하였다. 

 

Table 6-2. 유증기 처리 설비 현장 시운전 날짜 별 수행 내용 

일시 주요 수행 내용 

‘09.7.06(월) 

-시운전 전 현장점검 

-1차 power 점검 

-증류수 공급 라인 점검 

-시운전 일정 협의 

‘09.7.07(화) 

-Line 검사 완료 : 회로 시험기 사용 

-Leak 검사 완료 : 설비에 700mm까지 물을 채워 확인 

-Interlock 검사 완료 : 설비전원 공급후 검사 

‘09.7.08(수) 

-증류수 공급용 볼탑 밸브 수위조절 : 기존 수위에서 250mm 연장 

-칠러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수위 조절 

-롤필터 보완 작업 : Leak 부분 보완 

’09.7.09(목) 

-처리설비로 밸브 open하여 차압 테스트 시작 

-시스템 차압 측정  

-테스트 중 T/R 과열, DPS-02 range 수정 계획 수립   

‘09.7.10(금) 
-시스템 차압 측정 : 밸브 수동 작동에 의한 차압 

-시스템 차압 측정 : 유증기 통과에 따른 시간대별 차압 측정 

’09.7.13(월) 
-T/R 교체 : 기존 10 KVA  15 KVA로 교체 

-운전조건 setup, 칠러 가동 테스트  

’09.7.14(화) -최종 점검 및 자체 성능 시험 

’09.7.15(수) -시운전 종료 및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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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기 처리 설비 시운전 결과 

유증기 처리 설비 시운전을 통하여 Table 6-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부 장치 및 

차압 게이지를 교체하였고, 전체적으로 설비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본 설비의 운전시 

중요한 항목으로서 시스템 총 차압 허용 범위인 최대 200 mmAq내 범위를 만족하였다. 

- 초기 운전시 차압: 70 mmAq (롤필터 최대 40 mmAq + 설비전체 30 m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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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시제품 종합 평가 

 

본 용역 과제에서 제작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의 현장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2009년 7월 15일에 1차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1차 성능시험 결과 

처리효율은 만족하나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어, 유증기 처리설비를 일부 

보완하고 냉매 종류 및 운전조건 변화, 롤 필터 종류 변화에 따른 시제품 성능을 종합 

평가하였다. 

 

 

제 1절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 운전 적합성 시험 

 

1. 유증기 처리설비 자체 설계기준 

- 윤활유 저장탱크 부압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유증기 처리설비로 인한 압력강하 허용치: 140 mmAq 이하(설비 80 + 필터 

60) 

- 2차 폐기물 발생 최소화: 기계식 설비를 이용 물리적으로 유증기를 제거하여 

회수하고, 여과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 폐필터가 거의 발생치 않는 기술 

선정 

- 가능한 롤필터 교체 최소화 

- 유증기 처리 설비내 유체 흐름이 원활하게 할 것: Dual 및 By-pass 라인 

설치로 유지 및 보수가 원활하게 설계  

 

2.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성능 시험 

가. 물 세정에 의한 성능시험 

시운전을 마친 설비를 이용하여 윤활유 저장 탱크로부터 발생된 유증기를 

설비에 통과시켜 유증기 처리 1차 성능시험을 2009년 7월 15일에 수행하였다. 1차 

성능시험의 운전 조건을 Table 7-1에 정리하였으며, 성능시험 방법은 첨부 3, 

“품질증빙서류 (QVDL),” 2.4항, “제작 및 성능시험 절차서”에 기술된 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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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성능시험 운전조건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입도 10㎛ 이상 측정  

성능기준 제거율 95% 이상 ( >입도 10㎛)  

측정기기 HH3016 (S/N : 040802016)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 44 ℃  

출구온도 27 ℃  

세정용액 종류 물 시운전 동일설비(노즐) 

세정액 온도 6 ℃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Fig. 7-1 ~ 7-5는 유증기 처리설비 현장 1차 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사진이며, 1차 

성능시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입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기 제거율을 보면, 유증기 내 입자 크기가 

10㎛ 이상인 입자의 제거율은 2회 측정 평균값으로 99.05% 로서, 유증기 

처리효율 95% 이상 만족하였다[Fig. 7-6 및 7-7 : 성능 측정결과서 참조] 

- 가시공해에 대한 육안 식별 결과를 보면, Fig. 7-6의 성능 측정 결과서에 

보인 바와 같이 “유증기 처리 효율은 만족하나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보임. 

계속 검토 요함”으로 나왔다. 

 

     

Fig. 7-1. 유입 유증기 측정 사진       Fig. 7-2. 유입 유증기 측정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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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배출 유증기 측정 사진       Fig. 7-4. 배출 유증기 측정값 관찰 

 

 

Fig. 7-5. HH3016 (S/N : 040802016) 측정 기기에 의한 배출구 값 

 

육안 식별이 가능한 백연의 경우 Fig 7-8을 참조하여 볼 때 10~100㎛ 의 

입자크기의 미세입자가 대기 중으로 나올 때 빛이 산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유증기 제거율은 설비 전, 후단의 입자수를 측정하여 구한 결과로서 가시공해를 

제거하는 성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나, 만약 유증기 내 10㎛ 이하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유증기가 존재할 경우나 수분에 의해서도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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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유증기 처리설비 1차 성능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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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성능시험 결과 log sheet 

 

 

Fig. 7-8. 가시공해 발생원 별 입자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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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 일부 보완 후 물 세정에 의한 성능 시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증기 처리설비 1차 성능시험 결과 입자 크기가 10㎛ 

이상인 유증기 제거율은 99.05% 로서 처리효율 95% 이상을 만족하였으나, 가시공해에 

대한 육안 식별 결과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개선 사항으로 

2009년 7월17일, 펌프 용량을 증가시키고 세정액을 물 대신 윤활유를 사용하여 설비를 

운전하면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 계획한 윤활유 세정액은 당초와 

달리 거의 대부분 물로 확인되었다. Table 7-2는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추가 성능 시험 

운전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7-2.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추가 성능시험 운전조건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가시공해 육안 식별  

성능기준 가시공해 없을 것   

측정기기 육안 식별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 44 ℃  

출구온도 25.2 ℃  

세정용액 종류 
계획: 물  윤활유 교체 

시험: 물로 운전됨 
시운전 동일 설비(노즐)  

세정액 온도 8 ℃  

순환펌프 펌프 교체 
펌프 용량 증가 

(90 L/min  110 L/min)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롤필터 부분 Leak 보완  

  

유증기 처리설비 1차 추가 성능 시험 결과, Fig. 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구 

앞에서 육안으로 가시공해가 일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설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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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추가 성능시험 배출구내 유증기 사진  

 

 

2. 유증기 처리설비의 가시공해 불완전 처리 문제점 분석 

가. 1차 성능 시험 현황 종합 

- 2009년 7월 15일 (수):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현장설치 완료한 후 

1차 성능검사 결과, 10 μm 이상 입자 제거율은 99% 이상인 반면에 

가시공해는 일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굴뚝 가까운 거리에서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 2009년 7월 16일(목): 보다 효율적인 가시공해 제거를 위해 i) 세정액을 

물에서 윤활유로 교체하여 보다 저온에서 운전이 되도록 하고, ii) 롤필터 

부분의 틈새를 막아 누설을 방지토록 하는 보완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 2009년 7월 17일(금): 상기 2가지 보완작업을 마치고 다시 유증기 

처리설비를 운전하면서 육안으로 가시공해 제거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아직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나. 가시공해 불완전 처리에 대한 원인 분석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가시공해 불완전 처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Table 7-3에 종합 정리하였다. 

- 현장 시험후 백연현상을 일으키는 유증기는 윤활유가 증발하여 10μm 

정도의 액적 외에도 고속 회전하는 축의 마찰열에 의해 일부가 탄화된 

미세입자 (10μm 이하)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10μm 이하 미세입자의 경우 세정방식으로는 일부만 제거되고 그 대부분이 

롤필터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유증기에 10μm 이하의 미세입자 구성비를 확인하기 위한 입자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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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월 24일 입도 분석기기 전문업체인 켐익코퍼레이션에서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유증기 입자의 액적 특성 한계로 인해 측정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 현재 측정기술로는 유증기를 구성하는 입자의 분포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유증기 중 공기를 제외한 

모든 입자 및 액적 성분을 측정하여 그 농도를 기준으로 한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7-3. 가시공해 불완전 처리 원인 분석 

원  인 근 거 대    책 비 고 

유증기 입자크기가 

10um이하로도 

상당부분 존재함.  

-현장 성능실험에서 

확인 (10 um이상의 

입자에 대해 

99%이상 제거함을 

확인) 

-일정크기 이상에 

대해서만 제거성능을 

보임. 

-고체 입자의 경우 

육안으로는 10 um 

이상의 입자만 직접 

볼 수 있지만, 

햇빛을 산란, 

분산시킴으로 

5um이하의 입자도 

가시공해를 유발함. 

-액적(droplet) 

상태인 유증기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지 미확인 

-10um이하 입자 측정이 

가능한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유증기 처리설비 

전,후단 분석을 통해 

입자크기 분석 

-입자크기별 유증기 

처리설비 제거효율 분석 

-유증기 처리설비의 

처리가능한 입자크기 한계 

확인 

-만약 처리한계 이하인 

입자가 많을 경우 다른 

제거방안 추가  

-Portable 

입도분석기 

분석한계 검토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내 기/액 

접촉면적의 부족 

-유증기 입자의 

제거는 2상(기/액) 

접촉반응이므로 

세정액과의 접촉 

면적 및 방식에 

따라 제거효율이 

달라짐. 

-세정 단수 증대 

-기/액 접촉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설계/제작 변경 

(예: 유증기 세정액 분사 

등) 

-기 설치된 

시제품 의 

설계변경, 

수정/ 

보완작업 한도 

확인 

-유증기가 처리되지 

않고 빠져 나가는 

누설부분이 크게  

존재 

-보완작업을 통해 

가능성은 작으나 

아직도 롤필터부의 

누설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롤필터 부의 유증기 

통과방식을 변경하여 

유입관이 바로 필터 

표면에 접촉되도록 하여 

필터를 통하지 않는 

부분의 최소화 

-기 설치된 

시제품의 

롤필터 공간 

확인 및 

수정/보완 

작업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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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시공해 완전 처리 대책(안) 

유증기 처리 비 1차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가시공해 불완전 처리에 대한 

원인 별로 대책(안)을 수립하였으며, 각각의 대책 및 수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정액 교체: 물에서 윤활유로 교체   

세정액을 윤활유로 교체하여 보다 저온에서 운전함으로 세정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물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조업 가능하도록 세정액을 윤활유(Regal 

R&O #32)로 교체하여 운전함으로 세정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으로서 2009년 7월 24일 

이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저온(6oC)에서 세정액으로 사용하는 윤활유의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즐 분무압력이 크게 저하되고, 결국 세정효과가 크게 감소함으로 백연제거 

성능에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세정액을 윤활유로 교체 운영시 펌프용량을 검토하여 보다 고용량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새로 교체한 펌프용량은 110 L/min로서 노즐 분무량을 감안하여 

적합하지만, 옥상에 위치한 칠러까지 이송하기 위한 배관손실이 12.96m 발생하여, 

배관손실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배관(흡입배관: 1 1/2", 배출배관: 1")을 보다 큰 

구경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필요한 배관구경은 흡입배관은 2", 

배출배관은 1 1/4"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계산은 Regal R&O #32에 대해 확보된 

점도 데이터는 주로 윤활유를 사용하는 온도에 맞추어 100 oC, 40 oC에서 측정된 

값[동점도(m2/s): 100 oC(5.5), 40 oC(31.1)]을 이용하여 펌프용량 및 배관구경을 

계산한 결과이므로, 6oC에서 계산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증기 제거효과가 약간 증대하지만, 이 역시 세정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면 10μm 이하의 미세입자에 대해서는 완전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거리에서의 백연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관구경 교체를 하지 않는 한, 원활한 분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거의 없는 물을 이용한 세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물세정액에 유화제 등 기름성분 처리제 참가   

세정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에 알코올이나 세제(detergent)를 

첨가하여 스크러빙 도중에도 유증기 중의 기름성분이 물과 함께 처리됨으로 세정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이다.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기름을 물과 함께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액체 

세제나 알코올 등을 첨가함으로 계면장력에 의해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효과를 줌으로 스크러빙 단계에서 물 뿐 아니라 윤활유성분도 세정되도록 

하여 제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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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처리에 적합한 세제 선정 및 저온의 물에서도 세제효과를 잘 발휘하도록 

적정 혼합비를 찾는 실험이 필요하다 

-첨가하는 세제에 의해 물과 기름의 구분이 없어져 별도의 분리 회수가 

불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수되는 물에 의해 세제의 농도가 점차 

약해지므로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함. 백연제거 효과는 추가 실험을 통해서만 확정 

가능하다. 

 

(3) 설치된 노즐(2단 16개) 갯수 추가에 의한 노즐 분무액 증대 

현재 상하방향으로 2단(각단 8개 노즐) 설치된 노즐의 간격을 조정하여 

노즐을 추가함으로 분무액을 증대시켜 유증기 세정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앞서의 

원인 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증기를 구성하는 수증기와 10μm이상의 입자는 현 

유증기 처리 설비를 운전함에 따라 물 수위가 3, 4 cm/일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잘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거되지 않고 백연현상을 일으키는 미세입자는 노즐 갯수 증가를 통한 

방법으로는 제거효과의 증대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미세입자 완전 제거를 위한 HEPA filter 추가 설치 

현재 설치된 롤 필터에 사용되고 있는 여과재는 중, 고 입자 제거용 

medium 필터에 사용되는 여과재로 Johns Manville사 제조하는 Micro-Aire, Glass Air 

Filtration Media, Type XLG 95 type이다. 평균 대기압하에서 여과 효율은 90-

95%이다 (Fig. 7-10 여과매질 자료 참조). 따라서 0.3μm의 입자에 대해 99.97%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HEPA 필터는 현존 설비에서 다 제거하지 못하고 배출되어 

백연현상을 일으키는 미세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HEPA 필터를 

설치하기 위해 공간은 현재 롤필터 공간 혹은 유증기 배출구가 설치된 옥상이 적합하다.   

-HEPA filter에 의한 미세입자 제거에 따라 압력강하를 가져오게 되어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교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체 주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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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0. 롤필터에 장착된 매트형 여과소재 사양 

 

 

(5) 기존 롤필터 사용시간 증대방안 분석 

1차 성능 시험에서 롤필터 사용시간을 측정, 분석하였다, 롤필터 

사용압력 범위는 30 ~ 120 mmAq로서, 롤 필터에 의한 압력강하가 초기 30 ~ 60 

mmAq범위에서의 처리효율은 99% 이상이나, 이후 60 ~ 120 mmAq범위에서는 

처리효율이 계속 감소하다가 120 mmAq 에서는 롤필터 여재가 유증기로 포화되므로 더 

이상 필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압이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압력강하는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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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필터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설정은 i) 일정 차압에 도달시, ii) 일정 시간에 도달시 

등 2가지 모드로 운전이 가능하며, 만약 일정차압 설정으로 운전할 경우 설정된 차압에 

미달되는 경우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계속 멈춰있다. 이상의 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롤필터 교체 주기는 아래와 같이 최대 7일로 나타났다. 

○ 롤필터 카트리지 총 길이: 20 m 

- 1회 사용량: 1 m (총 20회 분량) 

- 60 mmAq 도달시간: 현 운전조건에서 4시간  

- 4시간 x 20회 = 80시간 (3.3일 연속 사용가능) 

- 120 mmAq 도달시간: 현 운전조건에서 8시간 

- 8시간 x 20회 = 160시간 (6.6일 연속 사용가능) 

 

따라서 롤필터 사용시간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는 크게 3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자동 세정기능을 가진 필터로의 교체 

- 현재 설치된 Roll filter에 사용되고 있는 여과재는 입자 제거용 Glass 

fiber nonwoven로 한번 사용된 여과재를 다시 세정하여 재사용함으로 

필터 사용시간을 증대하는 방안 

- 한번 사용한 필터를 세정하는 기술은 물과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혼합유체 

(Mixing fluid)를 만들어 먼지와 이물질이 포함된 필터에 Air atomizing 

노즐이라는 분사장치로 필터의 후면에서 분사하여 세정하는 몇가지 

단계를 거치는 기술  

- 분사압력이 4기압까지 이르고 있어 Glass fiber형 여과소재의 경우 쉽게 

찢어지게 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된 롤필터를 제거하여 따로 

필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지용 장비를 설치한 별도의 세정용 장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일정시간 설정으로 운전하는 방안 

- 주간만 롤필터를 동작시키고 야간에는 정지하여 사용시:  

교체주기는 14일 

- 교체주기를 1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수동 설정 운전법: 롤필터 

진행시간을 1.5일에 1회분(1m)씩만 진행하도록 설정 → 1.5일 x 20회 

= 30일 

○ 롤필터 길이를 증대하는 방안  

- 현재 감겨진 25 M를 150 M까지 증대시켜 롤필터 교체주기를 길게 함 

→ 교체주기는 3.3 x 150/25 = 19.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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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mmAq 기준시 교체주기는 6.6 x 150/25 = 39.6일  

- 현재 감겨진 롤필터 길이를 확대하기 위해 롤필터 보관용 통을 150 m 

감겨진 크기에 맞도록 설계된 큰 사이즈로 교체작업이 필요 

 

이상의 대책(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가능한 대책에 대한 장, 단점을 

Table 7-4에 종합 정리하였다. 

 

Table 7-4. 가시공해 완전 제거방안 (장,단점 및 적용성 분석) 

방   안 장   점 단   점 비 고 

HEPA 필터  

롤 필터 후  

추가 설치 

-0.3 um 이상의 입자에 

대해 99.97% 이상 

제거하는 HEPA 

필터를 현 설비 후단에 

설치하여 미제거된 

입자 완전제거 

-폐 HEPA 필터 발생 

-액적(droplet)상태인  

유증기 효율 미확인 

-추가 공간 필요 

-공간, 설치  

비용 

-필터사용량 

추산 

기/액 

접촉방식 

변경 

(노즐 개수 

및 크기  

변경) 

-현재보다 향상된 

제거효율 기대 가능 

 

-시제품 일부 해체 및  

내부 변경 작업 

-미세입자에 대해 본 

접촉방식에 의한 처리는 

한계가 있어 제거효율 

증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설계변경,  

수정/보완 

작업 가능성 

검토 

롤 필터를  

HEPA 필터 

시스템으로 

교체 

-적정한 크기의 HEPA 

필터를 설치하면 따로 

추가공간이 불필요 

-완전 제거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기/액 접촉직후 HEPA 

필터가 설치되어 

비말동반되는 액성분 

일부 유입으로 필터 

발생량 과다 

-롤필터 

공간 적정  

크기 검토 

-롤필터형 

HEPA 필터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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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설비 개선 및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 시험 

 

제7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증기 처리 설비 1차 성능시험 결과는 

입자 크기가 10㎛ 이상 유증기 제거율은 95% 이상 만족하였으나, 가시공해에 대한 

육안 식별 결과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어 설비를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2차 

성능시험을 다양하게 수행하였다. 아울러 1차 성능 시험에서 사용한 HH3016 (S/N: 

040802016) 측정 기기는 10㎛ 이상의 유증기 입자만 측정 가능하므로 부다 미세한 

미세입자에 대한 제거 효율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유증기를 구성하는 유분을 포집할 

수 있는 원자력급 활성탄과 수분을 포집할 수 있는 실리카겔 또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유증기 샘플링 키트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유리 

시험관형 샘플링 키트를 제작하였으며, 유증기 처리설비의 전, 후단에서 일정량의 

유증기를 샘플링하여 입자 크기에 무관하게 총량을 포집, 분석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처리설비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절에서는 새로운 유증기 샘플링 키트를 이용하여 유증기 처리설비 

보완 및 운전 방법 개선에 따른 유증기 처리 성능 시험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1.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에 의한 성능 평가 방법 

가. 유증기 샘플링 키트 구성 

신규로 제작한 유증기 샘플링 키트는 유증기 흐름 배관으로부터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일정 유량으로 흡입된 배기체 내에 존재하는 유분과 수분 전량을 포집하여 

무게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설비 유입 기체와 유출 기체 내 유증기 및 수분, 그리고 

(유증기+수분) 총 농도(mg/L)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본 유증기 샘플링 키트의 기본 원리는 흡착 방법으로서, 시료의 흐름도는 Fig. 7-

11과 같으며, 활성탄(Activated Carbon, AC) 및 실리카겔 혹은 제올라이트와 휘발성 

유기물 성분 분석에 사용되는 Thimble Filter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Samplimg Kit 흐름도

AC

1

AC

2

P
I

P

E

AC
3

Silica
Gel or

Zeolite

Thim

Filter
MFM

Vacuum
 Pump

Heating tape

 

Fig. 7-11. 유증기 농도 측정을 위한 신규 샘플링 키트 기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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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과 같이 도식한 유증기 샘플링 키트의 각 unit별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Heating tape: 유증기 기체 흐름 배관으로부터 1단계 활성탄 

필터(AC1)에 흡입되는 샘플기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50 
oC로 라인을 가열함. 

- AC1: 1단계 활성탄 필터로서 원자력급 활성탄(8 ~ 16 mesh 

크기)을 사용하며, 유증기 성분만을 포집함. 

활성탄은 비극성 물질로 친수성(물과 쉽게 반응함) 흡착제가 아니고, 

소수성의 특성을 가지며 활성탄 표면에 물(수증기)이 전량 흡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임의의 상대습도 범위이상에서 수증기가 미세 

기공에 모세관 응축(Capillary condensation)에 의하여 많은 

수증기가 포획하게 된다(Fig. 7-12 참조). 즉 상대습도가 20% 

이하에서 활성탄에 수분 흡착량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Fig. 7-12. 기체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수분 최대 흡착량 

 

- AC2: 2단계 활성탄 필터로서, 1단계 활성탄 필터에서 포집되지 않고 

배출되는 미량의 유증기를 2차로 포집함 

- AC3: 3단계 활성탄 필터로서 2단계 활성탄 필터에서 포집되지 않고 

배출되는 미량의 유증기를 3차로 포집함  

- Silica Gel 혹은 Zeolite: 실리카겔 혹은 제올라이트는 수분 포집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주로 수분이 포집됨 

- Thimble filter: 실험실에서 Organic Vapor를 Sampling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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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여과기로 여기서는 앞서 구성된 AC나 

제올라이트를 통과하는 유증기를 최종적으로 포집하기 위함 

- MFM: 질량 유량 측정기(Mass Flow Meter)로서, 샘플링 키트에 

유입되는 기체 총 유량을 측정함  

- Vacuum pump: 유증기 흐름 배관으로부터 샘플링 키트로 일정 

유량의 샘플 기체를 흡입하는 역할을 하며, 진공도 조절로 흡입 

유량을 조절 가능함    

 

나. 유증기 샘플링 키트 제작 

유증기 샘플링 키트용 흡착 반응기(AC-1, -2, -3, Silical Gel/Zeolite 

충전)는 유증기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Pyrex glass로 제작하였고, 샘플 기체 흐름 

라인은 Poly-propylene 재질의 1/4인치 관을 이용하였다. Fig. 7-13 ~ Fig. 7-15는 

유증기 처리설비 성능시험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 운영한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사진이다. 

    

Fig. 7-13. 유증기 샘플링 키트 시스템   Fig. 7-14. 유증기 배관 샘플링 라인 

 

Fig. 7-15. 성능 시험중인 유증기 샘플링 키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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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농도 측정 및 설비 성능 평가 방법 

유증기 샘플링 키트를 이용한 유증기 및 수분 총 농도 분석 방법과 

유증기 처리 설비의 성능 평가 방법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 1: 먼저 활성탄 흡착 반응기(AC1, AC, AC3)에 각각 일정량의 

원자력급 활성탄을 충전하고, 각 반응기에 사용한 활성탄 초기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사용한 저울의 정밀도: 0.1 mg까지 측정 

가능). 또한 수분 흡착 반응기에 실리카겔 혹은 제올라이트(GR급)를 

충전하고 초기 무게를 기록한다. Thimble 필터 충전 방법도 

동일하다. 

- 단계 2: 유증기 샘플링 키트로의 기체 유입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유증기 흐름 배관에 위치한 샘플링 포트에 샘플링 라인을 

연결한다(샘플링 유입부의 튜브는 유증기 흐름에 대하여 ⎡ 형태로 

연결한다), 

- 단계 3: 유증기 샘플링 키트와 연결된 샘플링 라인을 50 oC까지 

가열한다. 

- 단계 4: 진공 펌프를 가동함과 동시에 유증기 샘플링 키트로의 기체 

유입 밸브를 열고, 기체 유량을 기록한다. 

- 단계 5: 일정 시간 동안 유증기를 샘플링한 후 진공펌프를 off 

시킴과 동시에 유증기 샘플링 키트로의 기체 유입 밸브를 잠근다. 

샘플링 키트를 샘플링 라인으로부터 분리한다. 

- 단계 6: 각각의 흡착 반응기로부터 활성탄 및 수분 흡착제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 단계 7: 세 종류의 활성탄 및 수분 흡착제에 대한 무게 증가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1) 유증기 농도 및 (유증기+수분) 총 농도 계산 

본 측정 방법은 유증기 입자 크기에 무관하게 유증기 및 (유증기+수분) 

총 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본 원리에 의하여 활성탄에는 유증기만 포집되고 수분 

흡착제에는 수분만 포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활성탄 반응기 중 AC1에 대부분의 유증기가 포집되어 무게 증가가 가장 

크며, 2, 3단계 AC2, AC3의 활성탄 무게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측정 

방법의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가 확인되면 수분 흡착제에 의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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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대부분 수분 포집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증기 및 (유증기+수분) 총 

농도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1: 각각의 활성탄 반응기내 활성탄 무게 증가 값(mg)과 측정 

시간(분), 샘플링 기체 유량(L/min)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증기 

농도를 구한다. 

min)/L(
(min))mg()L/mg(  1AC

유량샘플링

측정시간
무게증가농도유증기의한에 ×=  

- 단계 2: AC2, AC3 무게 변화를 이용하여 단계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증기 농도를 구한다. 

- 단계 3: 실리카겔 혹은 제올라이트 무게 변화를 이용하여 단계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증기 농도를 구한다. 

- 단계 4: (유증기+수분) 총 농도는 단계 1+2에서 구한 유증기 

농도와 단계 3에서 구한 수분 농도를 합하여 계산한다.  

(2) 유증기 처리 설비 성능 효율 계산 

앞서 언급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면, 설비에 유입되는 기체내 유증기 및 총 

기체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처리 설비 가동 후에 운전 모드 별로 배출되는 기체 내 

유증기 및 총 기체 농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값을 비교하면 유증기 제거 효율을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00)
)L/gor mg(

g/L)or (mg
1((%) ×−=

유증기농도유입기체내

유중기농도배출기체내
제거율유증기  

 

본 용역 과제에서 유증기 처리설비 성능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이용한 샘플링 방법은 표준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유증기 성분이 

단일 성분이 아니고 윤활유에서 기인한 여러 유기물이 혼합된 유증기 기체이므로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신뢰도 및 인증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 기체의 표준물질 사용이 필수적인데, 즉 

복합 성분 유기물로 구성된 유증기 표준 기체를 제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유증기 

분석 방법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불확도 평가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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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기존 유증기 처리설비 성능 시험 

가. 물 세정용액 이용 성능 시험: 신규 분석 방법 적용 

제 1 항에서 기술한 새로운 유증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세정액을 물로 하였을 경우 

설비 내 세부장치 별 유증기 및 수분 처리 성능시험을 2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운전 

조건을 Table 7-5에 정리하였다. 

 

Table 7-5. 물 세정용액 이용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 성능시험 운전조건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유증기 처리효율 및 가시공해 제거 2009. 9.03/04일 

성능기준 95% 이상, 가시공해 없앨 것   

측정기기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활성탄 : AC1(15 g), AC2(15g)만 이용  

수분 흡착 : 실리카겔 이용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습도 1차 : 43 ℃/19%, 2차 : 43 ℃/30%  

출구온도 27 ℃  

세정용액 종류 물 시운전 설비 노즐  

세정액 온도 6 ℃  

순환펌프 단일 펌프 이용 용량 : 110 L/min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Table 7-5의 운전 조건에서, 유입 유증기 농도 (유입부)를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운전 순서로 설비 성능시험을 2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각 성능 시험 순서 별로 세부 

장치별 성능 시험 결과를 Fig. 7-16에 종합 정리하였다. 

 

 유입부 농도 측정 (A,B-0) → 물 세정용액만 이용 (A,B-1) → 물 세정없이 

롤필터만 이용 (A,B-2) → 물 세정 및 롤필터 동시 이용 (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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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농도(x10-4 g/L)
활성탄-1 활성탄-2 활성탄-3 시리카겔 팀블필터 활성탄 전체 활성탄 전체

유입부(A-0) 6.9 3.9 미사용 8.4 0.0 10.8 19.2 - -

세정(A-1) 3.0 6.8 미사용 3.6 0.0 9.8 13.4 9 30

롤필터(A-2) 6.1 2.6 미사용 16.0 0.0 8.7 24.7 19 -29

세정+롤필터(A-3) 1.7 2.0 미사용 3.1 0.0 3.7 6.8 66 65

측정농도 (포집량/유량, x10 -4 g/L) 제거효율, %

 

(1차 시험 결과)  

총 농도(x10-4 g/L)
활성탄-1 활성탄-2 활성탄-3 시리카겔 팀블필터 활성탄 전체 활성탄 전체

유입부(B-0) 17.3 22.2 미사용 101.1 0.0 39.5 140.6 - -

세정(B-1) 1.1 6.5 미사용 74.4 0.0 7.6 82.0 81 42

롤필터(B-2) 33.5 24.2 미사용 102.6 0.0 57.7 160.3 -46 -14

세정+롤필터(B-3) 0.0 5.5 미사용 79.2 0.0 5.5 84.7 86 40

측정농도 (포집량/유량, x10 -4 g/L) 제거효율, %

 

(2차 시험 결과) 

 

Fig. 7-16. 물 세정용액 이용 설비 세부장치별 유증기 제거 성능: 1, 2차 

 

 

 

 물 세정용액 이용 기존 설비 성능 시험 주요 결과 

- Fig. 7-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한 활성탄 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2단 

활성탄(활성탄-2, AC2)에서 상당량이 포집되었다. 따라서 활성탄 사용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반응기를 향후 성능 시험부터 사용하기로 하였다. 즉 

활성탄 양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석 결과의 오차가 커기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만 수행하였다. 

- 물 세정 방식만 적용한 후 롤필터 만에 의한 성능 시험 결과에서 수분 흡착량이 

초기 수분 유입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 세정 방식만 적용한 후 세정탑 

하단의 폴링에 존재하는 수분이 동반되어 배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롤필터 만의 성능 평가는 어려웠다.  

-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6 oC 물을 세정용액으로 이용할 경우, 물 세정에 의한 

유증기 제거 효율은 80% 이상이었으며, 물 세정과 롤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86% 정도로 나타났다. 

-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 현상은 앞서 수행한 

1차 시험 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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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윤활유) 혼합 세정용액 이용 성능 시험 : 신규 분석 방법 적용 

제 1 항에서 기술한 새로운 유증기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AC1 활성탄에 75 g 정도 

사용 추가) 세정용액을 (물+윤활유) 혼합용액으로 하였을 경우, 기존 설비 내 세부장치 

별 유증기 및 수분 처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운전 조건을 Table 7-6에 

정리하였다. 

 

Table 7-6. (물+윤활유) 혼합 세정용액 이용 기존 처리 설비 성능시험 운전조건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유증기 처리효율 및 가시공해 제거 2009. 9.08일 

성능기준 95% 이상, 가시공해 없앨 것   

측정기기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활성탄 : AC1(75 g), AC2,3(25g) 이용  

수분 흡착 : 제올라이트 5A(GR급, bead  

형 이용)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습도 43 ℃/20%   

출구온도 27 ℃  

세정용액 종류 물+윤활유 (60% : 40%로 추정) 시운전 설비 노즐  

세정액 온도 8 ℃  

순환펌프 단일 펌프 이용 용량 : 110 L/min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Table 7-6의 운전 조건에서, 다음의 성능 시험 순서 별로 세부 장치별 성능 시험 

결과를 Fig. 7-17에 종합 정리하였다. 

 

 유입부 농도 측정 (C-0) → 세정용액만 이용 (C-1) → 세정없이 롤필터만 이용 

(C-2) → 세정 및 롤필터 동시 이용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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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농도(x10-4 g/L)
활성탄-1 활성탄-2 활성탄-3 제올라이트 팀블필터 활성탄 전체 활성탄 전체

유입부(C-0) 43.9 3.1 2.5 148.3 0.0 49.5 197.8 - -

세정(C-1) 2.5 12.2 13.3 125.4 0.0 28.0 153.4 43 22

세정+롤필터(C-3) 11.6 8.4 0.0 116.0 0.0 20.0 136.0 60 31

세정+롤필터(C-3) 74.9 14.0 14.4 234.9 0.0 103.3 338.2 -109 -71

측정농도 (포집량/유량, x10 -4 g/L) 제거효율, %

 

Fig. 7-17. (물+윤활유) 혼합 세정용액 이용 설비 세부장치별 유증기 제거 성능 

 

 

 

 (물+윤활유) 혼합 세정용액 이용 기존 설비 성능 시험 주요 결과 

- Fig. 7-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한 활성탄 양이 충분하여 유증기는 대부분 

1단 활성탄(활성탄-1, AC1)에서 포집되고, 2단/3단 활성탄에는 미량 포집되었다. 

아울러 제올라이트에는 상당량의 수분이 포집되었다.  

- 따라서 본 측정방법을 이용하면 활성탄에는 유증기만 포집되고, 제올라이트에는 

수분만 포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측정 결과를 이용할 경우 유증기 제거 

효율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 (물+윤활유) 혼합용액(8 oC) 이용한 세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6 oC 

물을 세정용액으로 이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처리 성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세정탑 운전온도가 높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며, 윤활유와 수분이 잘 

섞이지 않아 세정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따라서 세정탑 온도를 0 oC로 낮추는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펌프 용량 부족으로 

운전이 정지되어 이 또한 쉽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 윤활유 세정용액 이용 성능 시험 : 신규 분석 방법 적용 

세정용액을 윤활유만으로 하였을 경우, 기존 설비 내 세부장치 별 유증기 및 수분 

처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운전 조건을 Table 7-7에 정리하였다. 

 

 

Table 7-7의 운전 조건에서, 다음의 성능 시험 순서 별로 세부 장치별 성능 시험 

결과를 Fig. 7-18에 종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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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7. 윤활유 세정용액 이용 기존 처리 설비 성능시험 운전조건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유증기 처리효율 및 가시공해 제거 2009. 9.09일 

성능기준 95% 이상, 가시공해 없앨 것   

측정기기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활성탄 : AC1(75 g), AC2,3(25g) 이용  

수분 흡착 : 제올라이트 5A(GR급, bead  

형 이용)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습도 43 ℃/21%  

출구온도 28 ℃  

세정용액 종류 윤활유 시운전 설비 노즐  

세정액 온도 25 ℃  

순환펌프 단일 펌프 이용 용량 : 110 L/min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유입부 농도 측정 (D-0) → 세정용액만 이용 (D-1) → 세정 및 롤필터 동시 이용 (D-3) 

총 농도(x10-4 g/L)
활성탄-1 활성탄-2 활성탄-3 제올라이트 팀블필터 활성탄 전체 활성탄 전체

유입부(D-0) 50.4 13.3 0.0 36.6 0.0 63.7 100.3 - -

세정(D-1) 157.9 29.6 24.8 296.1 0.0 212.3 508.4 -233 -407

세정+롤필터(D-3) 150.4 30.4 20.4 289.9 0.0 201.2 491.1 -216 -390

측정농도 (포집량/유량, x10 -4 g/L) 제거효율, %

 

Fig. 7-18. 윤활유 세정용액 이용 설비 세부장치별 유증기 제거 성능 

 

 

 윤활유 세정용액 이용 기존 설비 성능 시험 주요 결과 

- Table 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활유를 이용한 세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운전 

온도는 윤활유의 점도를 고려하여 25 oC로 설정하였으나,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아 기존 설치된 노즐로는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Fig. 7-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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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19. 윤활유 이용시 분사 사진 

- 또한 세정탑 온도가 높아 수분을 거의 제거하기 못하고 오히려 수분량이 유입 

기체보다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정량적인 유증기 성능 시험 결과를 얻기 힘들었다. 

-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 현상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를 개선하고 세정용액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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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및 성능 시험 

 

가.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제 2 항에서 기술한 세정용액을 물로 하였을 경우에도 기존 설비의 유증기 처리 

효율은 90% 미만이고, 배출기체 내 유증기가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를 개선하였으며, 필터 부분도 롤형 HEPA 필터를 사용하여 유증기 처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7-8은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의 개선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7-8. 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수행 내용 

개선 항목 개선 수행 내용 비 고 

2차 세정탑 추가 

설치 

- 1차 세정탑 위치 변경 : 하단방향 

- 2차 세정탑 추가 설치 : 롤필터 

하단부분에 설치 

- 2차 세정탑 하단에 폴링 충전 설치 

 

노즐 추가 - 2차 세정탑에 8개 노즐(D4.8) 설치 D4.8 

펌프 추가 -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설치 80 L/min 용량 

노즐 교체 - 2차 세정탑 노즐 교체, 2개 추가 D4.8  D3.6 

카폭섬유 사용 - 유분 흡착용 카폭섬유 사용  

롤형 HEPA 

필터설치 
- 롤형 HEPA 필터 교체 장착 PP 재질 부착제  

 

 

(1) 2차 세정탑 추가 설치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을 세정용액으로 사용할 경우 분사 정도가 

유증기 제거 효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므로, 2차 세정탑을 기존 설비의 롤필터 하단 

부분에 추가 설치하고 하단에 폴링을 충전하였으며 8개의 노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기존 1차 세정탑의 위치를 약간 하단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Fig. 7-20은 기존 

설비와 개선된 설비 도면을 비교한 것이다. Fig. 7-21은 기존 1차 세정탑과 2차 

세정탑이 설치된 개선된 설비 사진으로 사진 앞쪽에 있는 세정탑이 2차로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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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증기 처리 설비 도면) 

 

(개선된 유증기 처리 설비 도면) 

Fig. 7-20. 유증기 처리설비 개선 도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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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 개선된 설비내 설치된 1차 및 2차 세정탑 

 

 

 

(2) 노즐 추가 

Fig. 7-21의 사진 앞쪽에 있는 2차 세정탑에 Fig. 7-22의 노즐(D4.8)을 총 

8개 설치하였다.  

     

Fig. 7-22. 2차 세정탑에 설치된 노즐 

 

(3) 펌프 추가 및 노즐 교체 

2차 세정탑에 노즐을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펌프(110 L/min 용량) 1대를 

이용하여 세정용액 분사 시험을 수행한 결과, 분사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80 L/min 용량)를 Fig. 7-23과 같이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즐(D4.8)를 신규 노즐(D3.6)로 교체하여 분사시험을 수행한 결과, 

육안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23은 펌프 추가전/후 및 노즐 교체후 1차 

및 2차 세정탑 에서 세정용액 분사 장면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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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교체전 1차 세정탑 분사)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설치) 

    

(펌프 추가후 1차 세정탑 분사)    (펌프 추가후 2차 세정탑 분사) 

Fig, 7-23.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설치 및 세정탑 용액 분사 사진.   

 

(4) 롤형 HEPA 필터 설치 

기존 medium 필터는 1 μm이하의 미세 유증기 입자의 제거율이 90% 

미만이므로 0.3 μm의 미세 입자의 제거율이 99.9% 이상인 롤형 HEPA 필터를 새롭게 

제작하여 기존 medium 필터를 대체하여 장착하였다. Fig. 7-24는 롤형 HEPA 필터 

사진이고 Fig. 7-25는 HEPA 필터 여재의 DOP 테스트에 대한 효율 성적서이다.  

 

     

Fig. 7-24. 롤형 HEPA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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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5. 롤형 HEPA 필터 여재의 DOP 테스트 성적서. 

  

 

 

나. 유증기 처리설비 개선 조건별 성능 시험 

(1) 2차 세정탑 추가 설치후 성능 시험 

2차 세정탑을 추가로 설치한 후 단일 펌프를 사용하여 유증기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운전 조건을 Table 7-9에 정리하였다. 이 경우 단일 펌프 사용에 의한 

물 세정용액 분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차 세정탑 벽면의 노즐 4개, 2차 세정탑 

벽면의 노즐 4개를 막고 시험하였으며, 특히 E-2 성능시험에서는 유분 흡착용 

카폭섬유를 2차 세정탑 하단에 설치한 후 수행하였다. 

 

Table 7-9의 운전 조건에서, 유입 유증기 농도 (유입부)를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운전 순서로 설비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성능 시험 결과를 Fig. 7-26에 종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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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9.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후 1차 성능시험 운전조건: 2단 세정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유증기 처리효율 및 가시공해 제거 2009. 9.18일 

성능기준 95% 이상, 가시공해 없앨 것   

측정기기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활성탄 : AC1(15 g), AC2(15g)만 이용  

수분 흡착 : 실리카겔 이용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습도 43 ℃/20%  

출구온도 27 ℃  

세정용액 종류 물  

세정액 온도 4 ℃  

순환펌프 단일 펌프 이용 용량 : 110 L/min 

노즐  1차 세정 : 12개, 2차 세정 : 8개   

카폭섬유 2차 세정탑 하단에 설치(E-2)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유입부 농도 측정 (E-0) → 1,2차 물 세정, 롤필터 동시 이용(E-1) → 1,2차 물 

세정, 카폭섬유, 롤필터 동시 이용 (E-2) 

  

총 농도(x10-4 g/L)
활성탄-1 활성탄-2 활성탄-3 제올라이트 팀블필터 활성탄 전체 활성탄 전체

유입부(E-0) 78.9 6.6 7.9 69.7 0.0 93.4 163.1 - -

세정+롤필터(E-1) 12.0 0.0 0.0 95.6 0.0 12.0 107.6 87 34

세정+롤필터(E-2) 11.0 1.8 0.0 88.5 0.0 12.8 101.3 86 38

측정농도 (포집량/유량, x10 -4 g/L) 제거효율, %

 

Fig. 7-26.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후 1차 성능시험: 2단 물 세정-Medium 필터. 

 

 

 2차 세정탑 추가 설치 후 1차 성능 시험 주요 결과 

- Fig. 7-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정탑을 2단으로 이용할 경우 유증기 제거 

효율은 87 %로서 기존 1단 세정탑을 이용한 경우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세정탑을 추가하여도 유증기 처리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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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분 흡착용 카폭 섬유를 이용할 경우 유증기 제거 성능개선은 없었다. 

-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 현상은 앞서 수행한 

시험 시와 거의 유사하였다.  

 

(2)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추가 설치후 성능 시험 

2차 세정탑 전용 펌프를 추가 설치하고 유증기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운전 

조건을 Table 7-10에 정리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펌프가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된 노즐을 모두 사용하였다. 

 

Table 7-10.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후 2차 성능시험 운전조건: 펌프 추가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유증기 처리효율 및 가시공해 제거 2009. 9.19일 

성능기준 95% 이상, 가시공해 없앨 것   

측정기기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활성탄 : AC1(15 g), AC2(15g)만 이용  

수분 흡착 : 실리카겔 이용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습도 42 ℃/27%  

출구온도 31 ℃  

세정용액 종류 물  

세정액 온도 7 ℃  

순환펌프 펌프 2대 이용 
1차: 110 L/min 

2차:  80 L/min 

노즐  1차 세정: 16개, 2차 세정 : 10개   

카폭섬유 미사용  

롤필터 종류 Medium 필터+ Pre 필터  

 

 

 

Table 7-10의 운전 조건에서, 유입 유증기 농도 (유입부)를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운전 순서로 설비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성능 시험 결과를 Fig. 7-27에 종합 

정리하였다. 

 



 - 84 -

 유입부 농도 측정 (F-0) → 1,2차 물 세정만 이용(F-1) → 1,2차 물 세정, 

롤필터 동시 이용 (F-2) 

 

 

Fig. 7-27.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후 2차 성능시험: 2차 세정용 펌프 추가 

 

 

 2차 세정탑 전용 펌프 추가후 성능 시험 주요 결과 

- Fig. 7-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세정탑 전용 펌프를 추가할 경우 유증기 제거 

효율은 79 %로서 1차 성능시험시 보다 더 낮아졌다. 이는 신규 펌프를 추가함에 

따라 용액 순환에 의한 마찰열로 세정용액의 온도가 5 oC 이하로 낮추기가 힘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노즐 분사없이 롤필터만 설치하여 운전할 경우에 30분이 지나도록 

배출기체의 온도가 31 oC , 상대습도 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세정탑 

운전온도가 7 oC 일 경우 수분 제거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 현상은 앞서 수행한 

시험 시와 거의 유사하였다. 

 

 

 

 

 

(3) 롤형 HEPA 필터 설치후 성능 시험 

2차 성능 시험과 운전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medium 필터 대신 롤형 HEPA 

필터를 설치하여 유증기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운전 조건을 Table 7-11에 

정리하였다. 아울러 HEPA 필터 여재를 1단(0.7mm), 2단(1.4mm)으로 하여 필터 

두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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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1. 유증기 처리 설비개선 후 3차 성능시험 운전조건: HEPA 필터 사용 

운전 항목 운전 조건 비 고 

측정항목 유증기 처리효율 및 가시공해 제거 2009. 9.24일 

성능기준 95% 이상, 가시공해 없앨 것   

측정기기 

신규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활성탄: AC1(15 g), AC2(15g)만 이용  

수분 흡착 : 실리카겔 이용  

풍  량 20.6 m3 /min  

입구온도/습도 44 ℃/27%  

출구온도 29 ℃  

세정용액 종류 물  

세정액 온도 6 ℃  

순환펌프 펌프 2대 이용 
1차: 110 L/min 

2차:  80 L/min 

노즐  1차 세정 : 16개, 2차 세정 : 10개   

Mesh 스크린 200 mesh: 1장, 100 mesh: 2장 2차 세정탑 상단 

롤필터 종류 HEPA 필터  

 

Table 7-11의 운전 조건에서, 유입 유증기 농도 (유입부)를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운전 순서로 설비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성능 시험 결과를 Fig. 7-28에 종합 

정리하였다. 

 유입부 농도 측정 (G-0) → 1,2차 물 세정만 이용(G-1) → 1,2차 물 세정, 롤형 

HEPA 필터(두께 0.7 mm) 동시 이용 (G-2) → 1,2차 물 세정, 롤형 HEPA 

필터(두께 1.4 mm) 동시 이용 (G-3) 

 

 

Fig. 7-28. 유증기 처리 설비 개선 후 3차 성능시험 : 롤형 HEPA 필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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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 필터 사용에 따른 유증기 처리 성능 시험 주요 결과 

- Fig. 7-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세정탑 전용 펌프를 추가하여 2단 세정만을 

할 경우 유증기 제거율은 58% 정도로 나타났다. 

- 그러나 동일 조건에서 롤형 HEPA 필터를 사용할 경우 유증기 제거율은 95%로서 

설비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는 발생된 유증기 내 입자 크기가 1 μm이하의 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는 배출구 

가까이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 동일 조건에서 롤형 HEPA 필터를 2단(1.4mm)으로 사용할 경우 유증기 

제거율은 1단(0.7mm)으로 할 경우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단 HEPA 

필터를 사용할 경우 필터에 의한 초기 차압이 약 35 mmAq. 이었으나, 2단으로 할 

경우 약 50 mmAq.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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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유증기 처리 성능시험 종합 평가 

 

현장 설치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2009년 7월 15일에 1차 

수행하였으며, 성능시험 결과 “처리효율은 만족하나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어, 

유증기 처리 설비를 일부를 추가 및 보완하고 세정액 교체 및 운전조건 변화, 롤 필터 

종류 변화에 따른 처리성능을 종합 평가하였다. 

 

1. 1차 성능 시험 결과 

- 입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기 제거율을 보면, 유증기 내 입자 크기가 10㎛ 

이상인 입자의 제거율은 2회 측정 평균값으로 99.05% 로서, 유증기 처리효율 

95% 이상 만족하였다. 

- 시공해에 대한 육안 식별 결과를 보면, 최종보고서 성능 측정 결과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유증기 처리 효율은 만족하나 유증기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되어 

계속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것으로 요구하였다. 

 

2. 기존 설비 이용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2차 성능 시험 결과 

- 유증기 처리 효율을 정량적으로 얻기 위하여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이용한 측정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존 설비를 이용한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2차 성능 시험을 평가하였다. 

-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6 oC 물을 세정용액으로 이용할 경우, 물 세정에 의한 

유증기 제거 효율은 80% 이상이었으며, 물 세정과 롤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86% 정도로 나타났다. 옥상 배출구에서 육안으로 유증기를 관찰한 결과, 가시 

공해 현상은 앞서 수행한 1차 시험 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물+윤활유) 혼합용액(8 oC) 이용한 세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6 oC 

물을 세정용액으로 이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처리 성능이 더 낮게 나타났다.  

- 윤활유만를 이용한 세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운전 온도는 윤활유의 점도를 

고려하여 25 oC로 설정하였으나,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아 기존 설치된 노즐로는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유증기 처리설비 개선 및 HEPA 필터 이용 3차 성능 시험 결과 

- 2단 세정탑 및 8개의 노즐을 추가로 설치하고, 2단 세정탑 전용 펌프를 설치한 후 

medium 롤필터를 사용할 경우 유증기 처리 효율은 87%이었다 

- 동일 운전 조건에서 롤형 HEPA 필터를 사용할 경우 유증기 처리 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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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로서 유증기 처리 설비 성능 조건을 만족하였다. 

- 가시공해는 유증기 배출구 이격거리 10미터 지점에서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아, 

유증기 처리 설비 성능 조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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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및 건의사항 

 

 

한수원㈜ 월성원자력 2발전소와의 계약으로 수행한 “월성 3,4호기 유증기 처리설비 

개선 기술용역 (용역기간: 2009년 4월15일 – 10월14일)“ 과제를 통해 얻은 결론 및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다. 

 

 

제 1절  종합 결론 

 

월성 3,4호기 터빈 윤활계통의 유증기 처리설비 (Mist Eliminator) 개선 

용역을 통해대기로 방출되는 유증기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본 용역은 i) 기존 설치된 유증기 처리장치의 문제점 및 관련 

환경기준을 분석하고, ii) 원자력 발전소에 조건에 적합한 처리기술을 도출하였으며, iii)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하도급으로 제작, 4호기 현장에 설치하고, iv) 시제품 및 현장 

설치된 유증기 처리설비를 대상으로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v) 운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용역에서 제시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의 성능요건은 

- 백연 제거 

- 유증기 제거: 발생량 대비 95% 이상 

- 환경기준 만족 

이었으며 제시된 기준에 대해 유증기 처리설비를 제작, 조립한 직후 공장에서 

수행한 사전 성능시험, 월성 2발전소 4호기 현장 설치후 수행한 성능시험 (이상 2회 

성능시험은 입도분석용 기기를 이용) 및 설비보완 후 수행한 성능시험 (유증기 

샘플링키트를 이용한 측정) 결과는 Table 8-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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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용역시방서 제시 성능요건에 대한 용역수행 최종 결과 

성능요건 성능시험 (일자) 성능시험결과 비고 

i) 백연제거 

사전 성능시험(090619) 가시공해 없음  

현장설치후 성능시험(090715)
유증기가 육안으로 일부 

보임 
계속 검토 

설비보완후 성능시험(090924)

유증기 배출구 이격거리 

10미터 지점에서 육안 

관찰되지 않음 

 

ii) 유증기 제거: 

발생량 대비 

95% 이상 

사전 성능시험(090619) 97%*1) 입도분석용 

기기 측정 현장설치후 성능시험(090715) 99%*1) 

설비보완후 성능시험(090924) 95%*2) 
유증기 샘플링

키트 이용 

iii) 환경기준 

만족 

사전 성능시험(090619) 

유증기 관련 배출허용 

기준 미규정 상태 

2009년 10월

기준 
현장설치후 성능시험(090715)

설비보완후 성능시험(090924)

 

 

 

 

제 2절  건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건의사항 

국내외적으로 법적 규제가 없는 유증기의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시제품을 제작, 설치하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유증기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본 용역에서는 유증기가 미세한 

액적 (droplet) 상태이므로 유증기 입자를 측정하는 입도분석기기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전 성능시험과 현장 설치후 성능시험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재까지 배출구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한 기기의 측정한계가 10μm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유증기 입자가 존재할 경우 입자의 크기가 작기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지라도 이에 제거효율 확인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유증기에는 윤활유 성분 

외에서 수분입자도 공존하므로 구성입자의 수효나 입도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본 용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증기 전체를 포집하여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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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바탕으로 유증기 배기체에 함유된 유분 및 수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즉,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등을 사용하는 샘플링키트를 직접 제작하여 

유증기에 포함된 유분 및 수분 전량을 포집하여 이로 인한 무게 증가분으로부터 

유증기내 유분과 수분의 농도를 계산 한 후, 이를 유증기 처리설비 전후에 대해 

비교함으로 설비의 처리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고도 처리성능이 

95%이상임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법은 본 용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 방법의 검증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2. 향후 계획 및 제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백연현상의 경우 대부분이 과량의 수분을 가진 

배기체가 배출구 주변과 큰 온도차를 가진 상태로 배출된 직후 급격한 응결, 입자화 및 

이로 인해 가시광선이 분산되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 반해, 본 용역에서 다룬 

유증기로 인한 백연현상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 축에 공급되는 윤활유가 일부 

탄화되거나 열분해되고, 또 고온에서 휘발되어 미세입자화된 유분이 가시광선을 

분산시켜 육안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거의 

없어 유증기 발생부터 입도분석, 후보기술별 제거효율 및 압력강하 실험 등 공정 

적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연구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유증기 

제거효율 측정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실제로 터빈계통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대표하는 표준시료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술이 함께 개발되지 않을 경우 유증기 처리설비를 제작하여 

적용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한가지 예로 유증기 처리설비 

시제품을 제작한 직후 실시한 성능시험에서는 유증기 발생장치로 만들어진 유증기를 

그대로 처리설비에 연결하여 통과시키면서 처리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가시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월성 2발전소 4호기 현장에 유증기 

처리설비를 설치한 이후 측정한 성능시험에서는 가시공해가 육안으로도 일부 

관찰되었는데, 이는 유증기 발생장치에서 가열방식으로 제조된 유증기가 발전소 

현장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와 그 입자크기나 물성 등에 있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적용된 하나하나의 세부기술에 대해 그 처리성능을 

확인하려면 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 표준시료로서의 

유증기 발생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유증기에 대한 분석 및 측정기술 역시 신뢰성을 

확보한 표준화된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 화력 발전소 역시 터빈용 윤활계통을 가지고 있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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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용역을 통하여 월성발전소 4호기에 적용한 유증기 처리기술을 월성 

3호기나 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 표준화된 측정기술의 

적용을 통한 성능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본 용역에서 개발된 측정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는 보다 정밀한 분석기기를 이용한 공인된 측정기술의 도입이 

선행되고, 아울러 유증기 처리 설비 크기를 보다 소형화할 수 있고 공정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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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purpose to minimize an oil-vapor discharge to the atmosphere and 

to b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power plant by an improvement of 

mist eliminator for turbine lubricant system at Wolsong Nuclear Power Plant 

Unit 3,4, this project - project name : Improvement of Oil-vapor Treatment 

Facility for Wolsong Unit 3,4 - was conducted for six months (from Apr. 15, 

2009 to Oct. 14, 2009). This Project contains Oil-vapor Source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Analysis on the Present Oil-vapor Treatment 

Facility, Improvement of Oil-vapor Treatment Facility, Test Facility Design, 

Fabrication, Installation, Test Operation, Evaluation of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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