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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the phenomena of abnormal noise and vibration due to acoustic resonance of 

CFBC(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boiler was presented. The acoustic resonance which 

occurred in the gas path of CFBC boiler system was caused by coincidence of vortex shedding 

frequency of tube bank and acoustic natural frequency of duct and hopper. And, the phenomena of 

beating arose from the interference of two closed resonant waves at 66.4Hz and 70.8Hz. There are 

two control methods for acoustic resonance in this system. The first method is to change the vortex 

shedding frequency from the structural alterations on the tube bank. And the second method is to 

change the acoustic natural frequency of the gas path with the installation of anti-noise baffles. The 

second one which is relatively easy to apply, was adap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noise and 

vibration level have been decreased by 41dB and 94% at 66.4Hz, respectively. And the improvement 

of noise and vibration at 70.8Hz was identified by sensory evaluation.   

 

1. 1. 1. 1. 서서서서
ㄱㄱㄱㄱ♣♣♣♣

    론론론론    

CFBC 보일러는 연소로(furnace) 내부에 모래 혹

은 애쉬(ash)를 충전한 후 연소로 하부에 공기를 주

입하여 발생된 유동매체와 연료 및 석회석을 혼합 

연소시켜 증기를 생산하게 된다. 보일러에는 이코노

마이저(economizer)와 에어히터(air heater) 같은 

열교환기(heat exchanger)가 함께 설계되는데, 내

부에 많은 전열 관군(tube bank)이 설치되게 된다. 

이코노마이저는 고온 상태의 배기가스 잔열을 사용

해 전열 관군을 통해 흐르는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되며, 에어히터는 관군 내부를 흐르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 연소로 하부에 주입함으로써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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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배기가스는 전열 관군과 수직 방향으로 유동

하게 되어 관군 주변에 주기적인 와류(vortex)를 발

생시키게 되는데, 이는 과도한 진동 및 소음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통로인 덕

트(duct)의 음향고유주파수(acoustic natural freq-

uency)와 관군에 의해 주기적으로 발생된 와류이탈

주파수(vortex shedding frequency)가 일치하게 되

면, 덕트 내부에서 음향공진(acoustic resonance)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음향공진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장시간 작업을 요하는 주변 작업자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며, 덕트의 과도한 기계적 진동을 

유발하여 전열 관군 및 덕트의 구조적 파손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  

음향공진 현상을 제어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기진 주파수인 와류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과 덕

트의 음향고유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와류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열 관군의 배열 및 

형상이나 배기가스의 유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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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열 관군의 열교환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게 될 뿐 아니라 스팀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 또한 건설된 보일러의 전열 관군을 교체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덕트의 음향고유주

파수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FBC 보일러를 대상으로, 특정 부

하에서 발생하는 이상 진동소음 현상에 대한 원인

을 규명하고, 음향공진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안 적용 후 계측 및 현장 확인

을 통해 진동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2. 2. 2. 2. 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    발생발생발생발생    및및및및    측정측정측정측정    

2.1 2.1 2.1 2.1 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    발생발생발생발생    개요개요개요개요    

CFBC 보일러 가동 중 에어히터 부근에서 진동을 

동반한 이상 소음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보일러 

부하의 약 90%~95%에 해당되는 특정 부하에서 발

생하였으며, 특히 그을음 제거(soot blowing)를 실

시한 직후에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을음 제거는 전열 관군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

거하는 작업으로써 관군의 열 전달 효율을 유지하

기 위해 수행된다. 그을음 제거 작업의 유무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음향공진 현상은 와류이탈주

파수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추정된다. 장시간 보일

러 가동에 의해 관군에 쌓인 그을음과 이물질이 그

을음 제거 작업에 의해 씻겨 나가게 되면 전열 관군

에 의해 발생된 와류의 주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현장 사례 연구에서

도 보고된 바 있다(1)(2). Table 1 은 보일러 부하에 

따른 음향공진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며, 그을음 제거 작업 후에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Table 1 History of acoustic resonance test 

No. 
Boiler  

Load (%) 

Steam 

(ton/hr) 

Acoustic  

Resonance 

1 80 200 X 

2 84 210 X 

3 88 220 O 

4 92 230 O 

5 96 240 O 

6 92 230 O 

7 88 220 O 

8 84 210 X 

9 80 200 X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est points 

    

2.2.2.2.2222    진동진동진동진동    및및및및    소음소음소음소음    측정측정측정측정    

음향공진 현상의 발생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92%의 보일러 부하에서 Figure 1 과 같이 총 

11 군데에 가속도계(accelerometer)와 마이크로폰

(microphone)을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호

퍼와 에어히터 부근에서 과도한 진동을 동반한 이

상 소음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

상 소음 현상은 Figure 2 에서와 같이 맥놀이(beat) 

현상을 동반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호퍼와 에어히터 부근에서 계측한 

시계열 신호를 바탕으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Figure 3 과 Figure 4 에서 볼 수 있듯

이 두 개의 탁월주파수(dominant frequency)가 동 

 

 

Figure 2 Time signal of noise at acoustic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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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bration spectrum at acoustic resonance 

 

 
Figure 4 Noise spectrum at acoustic resonance 

 

시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탁월

주파수는 각각 66.4Hz 와 70.8Hz 에 해당되며, 맥

놀이 현상은 이 두 주파수의 상호 작용에 의해 야기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333. . . . 음향공진음향공진음향공진음향공진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분석분석분석분석    

3333.1 .1 .1 .1 기진기진기진기진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분석분석분석분석    

에어히터와 호퍼에서 발생한 음향공진이 전열 관

군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와류이탈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와류이탈주파수

는 다음 수식을 통해 구하였다(3).  

 

 Hzt
vortex shedding

S U
f

D
=                  (1) 

,

:  Strouhal number (non-dimensional)

:  Velocity of gas flow (m/s)

:  Diameter of tube (m)

t

where

S

U

D  

20dB 

  

 

 

 

 

Table 2 Calculated vortex shedding frequency 

Boiler  

Load (%) 

Steam 

(ton/hr) 

Velocity of flow 

(m/s)  

Vortex shedding 

frequency (Hz) 

A/H1 A/H2 A/H3 A/H1 A/H2 A/H3 

80 200 8.5 8.1 7.6 64.8 61.8 58.0 

92 230 9.6 9.2 8.6 73.2 70.2 65.6 

100 250 10.9 10.4 9.8 83.2 79.3 74.8 

여기서, St 는 관군의 형상에 의해 결정되며, 관군 

사이의 피치(pitch)와 관의 직경 비를 변수로 하는 

Fitz-Hugh’s curve 로 부터 찾을 수 있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인 CFBC 보일러 전열 관군의 

St 는 0.46 에 대응되었다. 보일러 부하와 유동의 위

치에 따른 배기가스의 유속은 Table 2 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유속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와류이탈

주파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보일러 부하와 관군

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와류이탈주파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일러 부하 92%에

서 에어히터 2 (A/H2)의 전열 관군에 의해 70.2Hz, 

에어히터 3 (A/H3)의 전열 관군에 의해 65.6Hz 의 

와류이탈주파수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탁

월주파수 66.4Hz, 70.8Hz 와 일치 함을 확인하였다.  

 

3333....2222    음향고유주파수음향고유주파수음향고유주파수음향고유주파수    분석분석분석분석    

(1) 호퍼 음향고유주파수 분석 

호퍼는 비교적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YSNOISE 를 이용해 음향 모드 해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Figure 5 에 나타난 형태로 

65.3Hz 의 음향 모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탁월주파수 66.4Hz 에서 나타나는 음

향공진 현상은 에어히터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호퍼에서의 공명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5 Acoustic mode at hopper (65.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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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히터 음향고유주파수 분석 

에어히터는 단순한 사각 덕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다음 식을 통해 음향고유주파수를 계산

하였다(3).  

 

Hz ,  1, 2, 3,...
2

j

c j
f j

W
= =                (2) 

,

:  Sound speed (m/s)

:  Rectangular duct width (m)

:  Order of acoustic mode (non-dimensional)

where

c

W

j  

 

0

1

1

c

c σ
=

+
                          (3) 

2

0.7853
T

D

l
σ

 
=  

 

                      (4) 

0

,

:  Speed of sound in free space (m/s)

( ) :  Fraction of volume occupied by tubes 

:  Diameter of tube (m)

:  Pitch of tubes
t

where

c

solidity

D

l

σ

 

 

계산된 에어히터의 음향고유주파수는 Table 3 에 

표기된 것과 같으며, 3 차 음향모드 성분에서 탁월 

주파수와 근접한 주파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에어히터의 3 차 음향모드에서 음향공진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때 공명 발생 

여부는 식 (5)로부터 판단하였고, 안전률은 Rogers

와 Penterson 의 제안에 따라 0.2 로 하였다(5).  

 

(1 ) (1 ) ,   0.2t t

j

S U S U
f

D D
α β α β− < < + = =   (5) 

 

Table 3 Calculated acoustic natural frequency of air heater 

Part 
Acoustic natural frequency 

f1 f2 f3 

A/H1 21.7 43.4 65.1 

A/H2 22.3 44.7 67.0 

A/H3 23.6 47.2 70.8 

4444. . . . 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    저감저감저감저감    방안방안방안방안    도출도출도출도출    및및및및    적용적용적용적용    

4444.1 .1 .1 .1 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    저감저감저감저감    방안방안방안방안    도출도출도출도출    

(1) 호퍼 음향공진 회피 방안 도출 

호퍼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 현상을 제어하기 위

해 배플(anti-noise baffle)을 설계하였다. 배플 삽

입 후 호퍼의 주요 음향 모드는 식(5)에 따라 와류

이탈주파수의 120%인 90Hz 를 초과하도록 하였다. 

배플은 배기가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

었으며, 설계 개념도는 Figure 6 와 같다. 또한, 

SYSNOISE 를 이용한 음향 모드 해석을 통해 배플 

삽입 후 주요 음향 모드가 98.1Hz 이상이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2) 에어히터 음향공진 회피 방안 도출 

에어히터 역시 호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향공진을 

제어하기 위해 에어히터 내부에 배플을 설계하였다. 

에어히터의 음향고유주파수가 와류이탈주파수의 

120%인 99.8Hz 를 초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에어히터 내부에 동일 간격으로 네 개의 배플을 삽

입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 개념도는 Figure 7 과 

같으며, 배플 삽입 후 에어히터의 음향고유주파수 

계산 결과는 Table 4 에 나타난 것과 같다.  

 

 
Figure 6 Schematic diagram of baffle installation in 

hopper 

 

Table 4 Calculated acoustic natural frequency of air heater 

with baffles 

Part 
1st mode frequency 

1 baffle 2 baffles 3 baffles 4 baffles 

A/H1 43.4 65.1 86.8 108.5 

A/H2 44.6 66.9 89.2 111.5 

A/H3 47.2 70.8 94.4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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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atic diagram of baffle installation  

in air heater 

 

4444....2222    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    저감저감저감저감    방안방안방안방안    적용적용적용적용    효과효과효과효과    

(1) 호퍼 내 음향공진 회피용 배플 적용 효과 

66.4Hz 에서 발생하는 음향공진을 제어하기 위해 

앞서 설계한대로 호퍼 내부에 배플을 설치하였다. 

배플 설치 후 삽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동 소음 

측정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Figure 8 과 Figure 9

에서 볼 수 있듯이 66.4Hz 에서 발생하던 이상 소

음 진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근접한 두 공진 주파수에 의해 발생하던 맥놀이 현

상 또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Comparison of noise spectrums by the installation 

of baffle for hopper 

 

Figure 9 Comparison of vibration spectrums by the 

installation of baffle for hopper 

20dB 

 Before installation of baffle for hopper 

 After installation of baffle for hopper 

 Before installation of baffle for hopper 

 After installation of baffle for hopper 

  

 
 

 

 

 

 

 

 

 
Figure 10 Noise and vibration reduction after the 

installation of baffles at air heater (92% boiler load) 

 

(2) 에어히터 내 음향공진 회피용 배플 적용 효과 

에어히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70.8Hz

의 음향공진을 제어하기 위해 앞서 설계한대로 에

어히터 내부에 배플을 설치하였다. 배플 설치 후 개

선 효과에 대한 평가는 현장 작업자들에 의해 수행

되었다. 보일러 부하를 0 에서 100%까지 변화시켰

을 때 특정 부하에서의 이상 진동 소음 현상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모든 부하에서 정상 수준의 진동 소

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92%에서 

발생하던 음향공진 현상은 배플 삽입 후에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며, Figure 10 에서와 같이 약 90%의 

진동 저감 효과와 약 40dB 의 소음 저감 효과가 나

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5555.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CFBC 보일러에서 발생한 음향공

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도출 및 적용하

였다.  

음향공진은 보일러의 에어히터와 호퍼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보일러 부하 92% 부근에서 과

도한 진동을 동반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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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주파수 66.4Hz와 70.8Hz에서 음향공진이 발

생함으로써 맥놀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이상 소음 현상은 에어히터 내의 전열 관

군으로부터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에어히터와 호퍼

에서의 음향공진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음향

공진 가능성 검토가 수행되었다.  

기진 주파수 분석을 통해 에어히터 내 전열 관군

에서 65.6Hz와 70.2Hz의 와류이탈주파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호퍼와 에어히터에서의 음향고

유주파수 분석을 통해 각각 65.3Hz와 70.8Hz의 음

향 모드 성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탁월주파수 66.4Hz는 에어히터의 전열 관군에서 발

생한 와류에 의한 호퍼에서의 음향공진 현상으로 

판명되었으며, 탁월주파수 70.8Hz는 에어히터에서

의 음향공진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음향공진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호퍼와 에

어히터 내부에 배플을 삽입하였다. 배플은 호퍼와 

에어히터의 음향고유주파수가 와류이탈주파수의 

12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배플 설치 후 진

동 수준은 약 90%이상 감소하였으며, 소음 수준은 

약 40dB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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