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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irculating fluidized bed (CFB) boiler has some problems to scale up. Several engineering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by a few suppliers which had advanced CFB technology. Large-scale CFB design concepts 
from different suppliers were reviewed and compared. Points of the hydrodynamic and heat recovery were 
summarized and discussed for developing the guideline of the large-scale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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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순환유동상 기술은 연소로 내 입자의 유동 및 순

환을 통한 연소 방식으로, 뛰어난 연료 적응성으로 

인해 다양한 등급의 연료를 무난하게 처리하는 최

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Fig. 1은 순환유동상 보일

러 증기 발전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순환

유동상 보일러 시스템은 크게 기체와 고체 계통과 보

일러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스와 고체 계

통에서, 보일러에 연소공기와 연료 그리고 석회석이 
투입되고, 보일러와 사이클론, 외부 열교환기를 순

환하던 고온의 유동물질에 의해 연소가 일어나고 발

생된 연소가스와 함께 유동물질은 비산 유출된다. 
사이클론에서 연소가스와 유동물질이 분리되고 연

소가스는 후단에 연결된 대류 전열관부의 과열기와 

재열기로 이동하면서 물-증기 측으로 열에너지를 공

급하고 절탄기에서는 공급수를, 공기예열기에서는 

연소용 공기를 가열한다. 또한 사이클론에서 분리

된 유동사는 일부는 보일러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외

부 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외부 열교환기를 지나는 증

기를 가열하고 다시 보일러로 투입된다. 보일러에

서 남아 있는 재는 재 냉각기로 유입되어 공급수를 

가열하고 배출된다. 증기계통에서, 급수는 재 냉각

기와 절탄기에서 차례로 가열되어 보일러 내부로 유

입된다. 공급수는 보일러 수관벽에서 열을 얻어 증

발하고 증기가 되어 대류 전열관부의 과열기와 외

부 열교환기의 과열기를 거쳐 가열된 후에 과열 증

기 터빈으로 유입되어 동력에너지를 생산하고, 과열

증기터빈을 통과한 낮은 압력의 증기 중 일부는 다

시 대류 전열관부의 재열기와 외부 열교환기의 재

열기를 거쳐 재열 증기 터빈으로 유입되어 동력을 

만든다[1].
이러한 순환유동상 보일러는 중소형 규모 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기술적 신뢰를 축적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단위 용량의 대

형화를 꾀하고 있으나, 대형화에 따른 몇 가지 문제

를 가지고 있어 미분탄 보일러에 비해 작은 용량이 

상용화 되어있다. 현재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의 건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보일러의 크기가 커지면서 대형화된 단면적에서의 

유동화 과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형 고온 사

이클론에서의 분리 효율의 저하, 연소실 하부에서의 
불균일한 연료와 공기의 분배, 열 전달 면적의 감소, 
압력 강하의 증가로 부가적인 소모 동력의 증가 등

의 문제가 생긴다. 현재 선진 기술을 보유한 몇 개

의 회사를 중심으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
용량 순환유동상 실증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디자인과 방안들을 살펴보고 제시된 해법들의 개념

을 비교 평가하여 대형화 문제 해결 방안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순환유동상 보일러 디자

인 개념을 수력학적 측면에서의 대형화 방안과 열 

회수 측면에서의 열 배분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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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건설 및 운영 현황[2]
발전소명 위치/국가 용량 (MWe) 연료 준공년도 제작사 

Provence Gardanne/France 250 Sub-bituminous 1995 Alstom/Lurgi
Tonghae South Korea 200×2 Anthracite 1998 Alstom (former ABB-CE)
Turow Poland 235×3 Brown coal 1998 Foster Wheeler

AES Warrior Run USA 200 Bituminous 1999 Alstom
Red Hill MS/USA 250×2 Lignite 2002 Alstom
Guyama Puerto Rico 255×2 Bituminous 2002 Alstom

JEA FL/USA 300×2 Bituminous/Petcoke 2002 Foster Wheeler
Turow Poland 260×3 Brown coal 2004 Foster Wheeler
Seward PA/USA 292×2 Waste coal 2004 Alstom
Baima Sichuan/China 300 Anthracite 2006 Alstom
Sulcis Italia 340 High sulfur local coal 2006 Alstom

Kaiyuan China 300×2 Bituminous & Lignite 2007 Alstom &
Qinhuang-dao China 300× 4 Bituminous & Lignite 2007 Alstom &

Sandow USA 315×2 Lignite 2008 Foster Wheeler
CLECO USA 330×2 Petcoke 2009 Foster Wheeler
Lagisza Poland 460 coal/coal slurry 2009 Foster Wheeler

Fig. 1.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개략도.

로 비교한다. 첫째로 제시된 설계 안의 대형화 방

안, 사이클론의 배치 및 특징, 외부 열교환기의 배

치 및 특징, 증기 계통의 구성 등의 개념 설계 입장

에서 디자인 개념을 비교한다. 또한 증기 계통 특

징과 초임계압 혹은 초초임계압의 증기 조건에 따

른 열 배분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각 보일러의 외

부 열교환기의 열부하율과 보일러 요소 별로 열부

하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대형 순환유동상 보일러

의 설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2. 연구 방법

Fig. 2에 본 연구의 연구 순서를 나타내었다. 먼
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공급자들이 제시한 

대형(300 MWe급 이상)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대형화 
방안의 설계 및 운전 자료를 수집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형화 방안의 자료들을 크게 

수력학적 측면의 디자인 특징과 열 회수 측면에서

의 디자인 특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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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lstom과 Foster Wheeler의 인수 합병 개요[3].

Fig. 2. 제시된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대형화 방안 비교 평

가 순서.

다. 수력학적 측면에서는 각 공급자들의 보일러의 

대형화, 사이클론의 배치 및 특징, 외부 열교환기의 

배치 및 특징, 증기 계통의 구성 등의 개념 설계의 

입장에서 특징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열 회수 측

면에서는 제시된 초임계압 혹은 초초임계압의 증기

조건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형화 방

안을 특징의 비교 정리를 바탕으로 간단한 열 및 물

질 정산을 수행하여 유량 및 유속 그리고 열부하 및 
요소 별 열배분 계산을 통해 직접적인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3.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특징 비교

유동상 보일러의 제작사 들은 엄청난 경쟁 속에 

합병과 인수를 거듭하면서 Foster Wheeler와 Alstom, 
중국의 3대 보일러 업체(Harbin, Shanghai, Dong-
fang)들이 전 세계 유동상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

고 있다. Fig. 3은 Alstom사와 Foster Wheeler 사의 

인수 합병 개요를 나타내었다. Foster Wheeler의 경

우 Pyropower(USA) 사가 Ahlstrom(Finland)로 흡수 

되고 Ahlstrom이 Outokumpu(Finland)와 함께 Foster 
Wheeler(USA/Finland)에 합병되었다. Alstom의 경우 

ABB Combustion Engineering(USA)가 ABB CE Boi-
ler systems로 바뀌고 EVT Energie & Verfahrenste-
chnik(Germany)과 Stein Industrie(France)가 합병되어 

GEC-Alsthom이 현재의 Alstom(UK/France)가 되었다. 
현재 Foster Wheeler와 Alstom사를 중심으로 순환유

동상 스케일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여러 설계 안을 제시하였다.

3.1 Foster Wheeler
유동상 보일러 공급 실적 시장 점유율 1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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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ster Wheeler, Lagisza 46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4] (b) Foster Wheeler,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5]

(c) Foster Wheeler, 8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6]
Fig. 4. Foster Wheeler사의 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지하고 순환유동층 보일러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이

다. 세계 최초로 460 MWe 급 초임계압 순환유동상 

보일러를 폴란드에 건설하고 있으며, 300 bar, 600/ 
620℃급 순환유동상 보일러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

사를 수행하고 있다. Fig. 4는 현재 Foster Wheeler에
서 제안한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 안을 용

량 별로 나타내었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순환유동상 보일러

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수력학적 조건을 유지하

면서 단위 용량을 스케일업 해왔다. Foster Wheeler
사는 100 MWe 연소 소실-분리기 모듈로 블록을 구

Fig. 5. Foster Wheeler사의 스케일업 전략[7].

성하여 스케일업을 이미 진행해 오고 있다. 사이클

론 배치에 있어서 사이클론의 물리적 크기가 늘어

나면 분리 효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 사이클론의 수를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스케

일업을 하고 있다. Fig. 5의 대형화 전략의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Foster Wheeler사의 경우 8개의 일

체형 단순화 분리기(Fig. 6)를 가지고 있다.

Fig. 6. Foster Wheeler사의 일체형 단순화 분리기(Com-
pact Separato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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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 열교환기 (b) 다단계 외부 열교환기

Fig. 7. 외부 유동상 열교환기[3]와 8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다단계 외부 열교환기[7].

(a) 46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물/증기 사이클[4]

(b) 8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물/증기 사이클[9]
Fig. 8. Foster Wheeler 사의 물/증기 계통 설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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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 화상 (b) 이중 화상

Fig. 11. Alstom 사의 순환유동상 연소기 포트폴리오[11].

또한 460 MWe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이클론에 

한 개의 외부 유동사내 열교환기(Foster Wheeler는 

INTREXTM라는 상표로 부름)가 800 MWe의 경우에

는 하나의 사이클론에 2개의 외부 열교환기가 연결

되어 대형화 되고 있다. Foster Wheeler사가 사용하

는 외부 유동상 열교환기의 특징은 비 기계적 고체 

전달 시스템을 통하여 순환되는 주로 200 µm 정도

의 미립자를 이용하여 열교환을 하게 된다. 외부 

열교환기 내의 유동화 속도는 0.15~0.45m/s의 낮은 

속도로서 전열수관의 마모 문제를 최소화 시키고 열

교환기의 외벽은 연소로 벽면과 동일하게 냉각관을 

설치하여 가열에 따른 팽창효과를 같게 하였다. 이
에 따라 연소로를 비롯하여 사이클론, 외부 열교환

기 등 장치의 지지점을 같게(top support)하여 설계 구

조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60 MWe 
급의 순환유동상에서는 외부 열교환기 하나가 과열

기 혹은 재열기로서 사용되지만, 800 MWe 급에서

는 직렬로 외부 열교환기가 연결된 형태로 사용하

여 열 회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Fig. 7은 외부 열교

환기와 다단계 외부 열교환기를 나타내었다.
Fig. 8은 460 MWe급(Fig. 8(a))과 800 MWe(Fig. 

8(b))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증기사이클 개념도이

다. Foster Wheeler사의 외부 열교환기가 460 MWe
의 경우 최종과열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800 MWe에
서는 중간 과열기와 최종 과열기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대류 전열관부에서 단일 구조 배열을 
보이는 460 MWe와는 달리 800 MWe에서는 병렬 구

조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

3.2 ALSTOM
Alstom사는 2005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13% 

를 차지하여 Foster wheeler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EDF와 공동으로 600 MWe(275 bar,

Fig. 9. Alstom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10].

Fig. 10. Alstom사의 스케일업 전략[10].

600℃) 개념 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에 상용화를 계

획하고 있다.
보일러의 개략도는 Fig. 9에 나타내었다. 연소로의 

온도는 850~900℃ 정도이며 석탄의 광물질, 탈황제 

등으로 구성되는 층물질은 50~300 µm 범위에 두었

다. 연소로의 내벽과 대류전열부 이 외에 외부유동상 
열교환기(FBHE)로 스팀을 생산한다. 외부 유동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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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회전 재 냉각기(Rotating Ash Cooler)[15].

Fig. 12. Alstom 사이클론 스케일업 진행 과정[12].

교환기는 1차 루프에서의 열전달로부터 연료 연소

를 분리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료와 다양한 부

하 변동에도 최적의 연소 조건을 유지시키게 도와

준다.
Alstom사의 용량에 따른 사이클론 배치 형태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Alstom사의 순환유동상 연소

기 설계는 350 MWe급까지 적용 가능한 단일 화상

(Fig. 11(a)), 300 MWe 이상의 대용량 순환유동상에 

적용 가능한 이중 화상(pant-leg) 배치(Fig. 11(b)) 구
조가 있으며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경우 단일 
화상에 비해서 높이와 단면적이 크고 연소로의 연료 
혼합 및 하부에서 투입되는 석회석과 산화제의 원

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중 화상 배치가 적합하다[11]. 
또한 각각의 화로 하부가 각각의 투입 시스템을 갖

추고 있으므로 사이클론을 바로 4~6개로 확장 할 

수 있으며(Fig. 12), 이미 수행된 Seward 프로젝트

(292×2 MWe, 2004)와 Red Hills 프로젝트(250×2 MWe, 
2002)에서 검증 되었다[12].

3.3 중국의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중국은 2003년 Alstom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대형 순환유동상 보일러 발전을 이끌었다[13]. 이후 

300 MWe 급의 순환유동상 보일러 기술을 도입한 

시기와 동시에 각 연구기관과 보일러회사들은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하여 중국 내 지식재산권으로 만

든 순환유동상 보일러를 제작하여 각 대형 보일러

회사는 자체 기술의 300 MWe CFB 보일러를 보유하

게 되었다. Harbin 보일러는 중국에서 가장 큰 발전 

설비 제조업체로 2009년 Jiangxi의 Fenyi 33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Dongfang보일러는 2006년 Qin-
huangdao 3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Shanghai 보
일러는 2007년 Kaiyuan에 300 MWe 순환유동상 보

일러를 건설하였다[14].
중국은 연료 특성과 석탄 공급의 변동이 매우 심

하므로 중국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인다. 그 첫째

로 회전 재 냉각기(Rotating Ash cooler)(Fig. 13)를 들 
수 있다. 메이저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동상 재 
냉각기로 해결할 수 없는 막힘 현상과 높은 온도의 

재 배출로 인해 문제들이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 회전 재 냉각기는 성공을 거두었고 외국 기

술로 제작된 보일러도 이 방식으로 교체 보완하였

다. 그 외에도 grid nozzle, reheat wingwalls, cyclone 
construction, Bed temperature, Front wall fuel feed, 
Lighter structure steel 등의 고유 특징을 보인다.

중국은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3대 보일러 회사(Dongfang, Harbin 
그리고 Shanghai)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정부 주도

로 합작하여, 600 MW 순환유동상을 중국의 독자 

기술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600 MW 순환유동

상을 제안한 보일러 회사 및 대학의 디자인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중국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스케

일업 전략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M형은 
사이클론에서 빠져 나온 배기 가스가 하나의 덕트

를 이용할 경우를 말하고, H형은 배기 가스의 오버

덕트가 두 개일 경우를 말한다.
Fig. 16은 Zhejiang 대학의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 안의 증기사이클 개념도이다. 바지가랑

이(Pant leg) 형태의 연소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Foster 
Wheeler의 경우 외부 열교환기, 즉 외부 열교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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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bin Boiler와 Tsinghua University[13] (b) Dongfang Boiler[13]

(c) Shanghai Boiler와 Thermal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16] (d)Zhejiang University[17]
Fig. 14. 중국의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

Fig. 15. 중국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스케일업 전략[18].

Fig. 16. Zhejiang 대학의 물/증기 계통 개념 설계 안[17].

서 최종 과열기를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백패스(Back 
pass)의 과열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열기로 

외부 열교환기 4개 재열기로 외부 열교환기를 2개 

사용하고 있다. Fig. 17은 Tsinghua 대학의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를 나타내었고, 사이클론에

서 열을 회수하는 것과 단열인 것 두 가지 옵션에 대

해 나타내었다. Tsinghua의 설계 안에서는 외부 열

교환기에서 최종 과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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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oster Wheeler사의 용량 증가 별 높이 비교[19].

Fig. 17. Tsinghua 대학의 물/증기 계통 개념 설계 안[16].

3.4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대형화 특징 
비교

Foster Wheeler사(Fig. 5), Alstom사(Fig. 10), 중국의 
대형화 전략(Fig. 15)에서 보면,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는 신뢰성을 축적한 중소형 보일러의 

수력학적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높이

(Height)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형태로 보일러의 너

비와 폭이 증가하는 모듈화 설계(Modular design)를 

하고 있다. Fig. 18은 Foster Wheeler사의 건설되고 

혹은 건설중인 상용 보일러에 대해 단위 용량 변화

에 따른 높이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보일러의 높이는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보일

러의 높이가 증가하면 고체의 밀도는 감소하고 이

Fig. 19. Foster Wheeler사의 모듈화 설계[19].

Fig. 20. Foster Wheeler사의 용량 별 규격 비교.

로 인해 회수되는 열이 감소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Fig. 19는 Foster Wheeler사의 

모듈화 설계를 보여주는 예로, 120 MWe의 보일러

(7.8 m × 15.2 m)가 Lagisza 460 MWe 순환유동상 보

일러(11.1 m × 27.8 m) 설계로 모듈이 확장되는 형태

로 대형화되며, 전체적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듈화 되어서 보일러의 단위 용량이 증가되

고 있음을 보인다. Fig. 20은 Foster Wheeler의 순환

유동상 보일러 중에서 Turow 4-6(262 MWe), Lagisza 
(460 MWe)와 8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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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열유속 비교 (b) 가스 온도 비교

Fig. 22. Foster Wheeler사의 Case1과 Case2의 열유속 및 가스 온도 비교 결과[21].

Fig. 21. Alstom의 바지가랑이(Pant leg) 디자인[13].

안의 규격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보일러 폭(Depth or Width)은 일정 값 이상으

로 커질 경우 2차 공기의 침투 및 휘발분의 균일한 

분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 부분적

인 연료 과잉 현상으로 연소 효율의 저하와 불완전 

연소의 발생이 증가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혼합을 

위해서 폭의 제한이 있게 되는데, 대형 보일러에서 

폭의 제한은 보일러 설계에서 경제적인 제약을 만

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Alstom과 

Dongfang Boiler, Harbin Boiler의 경우 Fig. 21과 같

은 이중 화상 즉, 바지가랑이(Pant-leg) 디자인을 사

용하고 있다. 바지가랑이(Pant leg) 디자인을 채용할 

경우에 두 배 가까이 너비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연료 공급이 보일러의 중앙 부분과 측면 부분에서 

가능하며 이는 대형 보일러에서 혼합효과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20].

보일러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공기와 연료의 불

균일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일러가 이러한 공

기 및 연료의 공급 균일성에 민감하다면 부분적인 

과열이나 불균일성이 발생한다. Foster Wheeler사에

서는 모든 연료 주입구에서 균일하게 연료를 주입

하는 Case 1과 전체 투입량은 동일하나 보일러 앞 

벽의 맨 오른쪽 연료 주입을 멈춘 Case 2로 나누어 

공기 및 연료 공급의 불균일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

행하였다. Fig. 22는 열유속과 가스 온도에 관해 해석

을 수행한 결과로 열유속의 경우 그 차이가 전 범위

에 걸쳐 Case 1에 비해 8% 이내로 매우 작은 차이

를 보이며, 벽면 온도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 기체 온도의 차이도 최대 지점에서 25℃의 차

이를 보이며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1].
Table 2는 Foster Wheeler사와 Shanghai Boiler, 

Zhejiang 대학의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 안의 설계 

탄의 성상과 간단한 보일러 규격을 이용하여 유량을 
계산하고 연소실의 온도가 850℃로 가정하여 공탑

속도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인 상용 유동상 보일러

의 공탑속도 범위는 약 4~6 m/s이고, 계산을 수행한 
대용량 보일러의 설계 안 또한 유사한 범위에서 운

전되고 있음을 보인다.
Table 3은 각 개념설계의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설비의 대용량화에 따라 열 회수 가능 면적

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 보일러 회사 들

은 열에너지를 최대한 얻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

법을 고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형태를 제

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Alstom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대형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중국의 연료 수급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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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대용량 순환유동상 대형화 개념 설계 특징 비교

Foster Wheeler Alstom China boiler company
사이클론 

배치
Tapered combustor 한 개 당 4개, 총 8개 Pant-leg 한 개당 3개, 총 6개 Font/Rear wall 3개씩, 총 6개

연소실 하부 단일 화상 (Single grate) 이중 화상 (Pant-leg)

Harbin, Dongfang
:이중 화상l(Pant leg)

Shanghai
:단일 화상

수벽 배열 Vertical OTU Vertical OTU Vertical OTU
외부 

열교환기

8개의 외부 유동상 열교환기 (460MWe)
16개의 외부 유동상 열교환기 (600MWe) 6개의 외부 유동상 열교환기 6개의 외부 유동상 열교환기

재 냉각기 유동상식 유동상식 회전식 

Table 4. 보일러 회사와 대학의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증기 조건

Foster 
Wheeler

Foster 
Wheeler Alstom Shanghai Zhejiang Tsinghua

Capacity (MWe) 460 800 600 600 600 600
Main steam flow rate (kg/s) 341.4 568.8 483.0 531.4 527.8 527.8
Main steam Temperature(℃) 597.0 604.0 602.0 571.0 580.0 571.0

Main steam Pressure(bar) 275.0 310.0 276.0 254.0 280.0 254.0
Reheat steam flow rate(kg/s) 276.8 487.2 400.0 440.6 416.7 416.7

Reheat steam Temperature(℃) 594.0 621.0 602.0 569.0 580.0 569.0
Reheat steam Pressure(bar) 54.4 44.1 60.0 43.5 44.0 44.0
Feedwater Temperature(℃) 289.0 289.0 290.0 282.0 290.0 290.0

Table 2.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설계탄 성상과 규

격 및 계산된 공탑속도

Foster 
Wheeler

Foster 
Wheeler Shanghai Zhejiang

Capacity(MWe) 460 800 600 600
Design coal analysis

C(wt%) 63.75 63.75 36.72 57.42
H(wt%) 4.50 4.50 1.87 3.81
O(wt%) 6.88 6.88 12.59 7.16
N(wt%) 1.25 1.25 1.01 0.93
S(wt%) 2.51 2.51 1.66 0.46
Cl(wt%) 0.29 0.29 0.00 0.00

Ash(wt%) 9.70 9.70 11.45 21.37
moisture(wt%) 11.12 11.12 34.70 8.85

Furnace 
temperature(℃) 850 850 850 850

Flue gas flow 
rate(Nm3/s) 412.94 718.15 695.33 488.73

Superficial 
velocity(m/s) 5.50 6.15 6.38 5.32

존재하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유동상 재 냉각기 

대신 회전 재 냉각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Foster 

Wheeler의 경우 단일 화상을 사용하여 비교적 폭이 

길어진 형태의 보일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외부 열

교환기 방식의 열교환기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확

인 할 수 있다.

4.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 열 회수
개념 비교

4.1 보일러 열교환을 위한 구성요소 별 열배분

일반적인 순환유동상 보일러는 절탄기, 증발기, 과
열기, 재열기와 공기예열기의 열교환을 위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열 설계의 목표는 각각의 보

일러 구성요소의 열전달 면적을 결정하고, 열부하와 
열전달계수를 결정하는 것이다[20]. 열설계의 첫 단

계는 보일러 전열 면적의 여러 구성요소의 열부하

를 결정하는 것으로, 각 구성요소의 열부하는 보일

러의 증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각각

의 구성요소의 열부하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

기량과 최종과열기의 온도와 압력 최종재열기의 온

도와 압력 그리고 절탄기로 유입되는 공급수의 온

도가 필요하다. Table 4에는 설계가 제안된 대용량 

순환유동상의 과열증기, 재열증기, 공급수, 스팀량의 
대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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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제시된 대용량 보일러의 설계 안의 열 배분.

Fig. 23. 증기 생산 개념에 따른 물/증기계통 p-h 선도[5].

대형 보일러의 경우 증기 생산의 개념으로 초임계

압(SC) 혹은 초초임계압(USC)를 사용하고 있다. 초
임계 보일러는 22.089 MPa의 임계 압력과 647.29 K
의 임계 온도이상에서 작동한다. 증기 온도와 압력

이 높을수록, 증기 동력 설비의 열역학적 효율은 높

아진다. 임계 온도와 압력 이상에서는 물을 증기로 

증발시키는데 증발 잠열이 요구되지 않으며, 물에

서 증기로의 연속적인 변화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의 아임계압에서의 증기 사이클과는 차이점을 보인

다. Fig. 23은 Foster Wheeler에서 사용된 증기 생산 

개념에 따른 물/증기계통의 입출력 조건을 P-h 선도

에 나타낸 그림이다.
Fig. 24에서는 초임계압 혹은 초초임계압 상황에

서 보일러의 증기계통 구성요소를 과열기, 재열기, 
증발기, 절탄기로 구성하고 각 증기 조건에 따라 열 
배분을 계산하고 계산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오른쪽 Reference는 Foster Wheeler 사에서 발표한 

8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열배분을 표시하였

다. Shanghai 보일러의 설계 안과 Tsinghua 대학의 

보일러 설계 안은 초임계압 조건이고 그 외는 모두 

초초임계압 조건이다. 비슷한 압력 조건일 때 구성

요소 별 열 배분은 유사한 값을 가진다.

4.2 순환유동상 보일러 각 요소 별 열회수

열 회수 측면에서 순환유동상은 크게 두 가지 영

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일러의 화로, 사
이클론을 포함한 분리기, 루프 실을 포함한 고체 

재순환부와 외부 열교환기를 포함한 1차 루프영역

이고, 두 번째 영역은 사이클론에서 분리된 연소가

스가 공기예열기를 빠져나가는 2차 루프 또는 백패

스이다. 4.1절에서 계산한 결과는 영역 별로 구분되

지 않고 계산한 결과로 이를 요소 별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4.2.1 외부 열교환기

화로부분에서는 보통 증발기와 과열기의 일부분, 
재열기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포함되고, 절탄기는 

보통 백패스에서 과열기와 공기예열기 사이에 위치

한다. 증발기는 화로 벽면에 위치하지만, 외부 열교

환기나 백패스에도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열기, 
재열기, 증발기, 절탄기 등에서의 열 회수는 각 회

사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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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상용 순환유동상 보일러 1차 루프에서 외부 열교환기의 열부하 비율[22]

Fuel Plant Plant capacity(MW) FBHE duty
(% of primary CFB loop duty)

Ruhr coal Flensburg 108 63
Bituminous Duisburg 208 63

Lignite Inoue 56 0
Anthracite culm Scott Paper 203 25

Bituminous Chatham 69 39
Bituminous Bayer 98 70

Table 6.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증발기 대비 외부열교환기 열부하율

Plant 외부열교환기 

과열기 열부하(MWth)
외부열교환기 

재열기 열부하(MWth)
증발기 대비 

외부열교환기 열부하율(%)
Foster Wheeler 460 MWe 132 46.7 44.5
Foster Wheeler 800 MWe 288 190 45.5

Zhejiang 600 MWe 245 125.3 42.7

Table 7.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연소실 벽면 면적 대비 증발기 전열 면적

Foster Wheeler Foster Wheeler Shanghai Zhejiang
Capacity(MWe) 460 800 600 600

실제 연소실 크기

Depth(m) 11.1 12.0 14.6 18.0
Width(m) 27.8 40.0 30.7 21.0
Height(m) 47.0 50.0 56.2 62.0

Surface area(m2) 3656.6 5200.0 5091.3 4836.0
계산치 및 가정치

Evaporator Heat duty(kW) 334794.4 561453.5 384120.7 506869.1
Avg. Heat transfer coefficient(W/m2℃) 150.0 150.0 150.0 150.0

화로 temperature(℃) 850.0 850.0 850.0 850.0
Water temperature in Waterwall(℃) 360.0 360.0 350.0 320.0

Calculated surface area(m2) 4555.0 7638.8 5121.6 6375.7
연소실 벽면 면적 대비 증발기 전열 면적

(Calculated Surface area/ Surface area) 0.80 0.68 0.99 0.76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과열기를 부식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외부 열교환기를 사용하며 순환유동

상 보일러가 대형화됨에 따라 열을 회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대용량보일러에서는 외부 

열교환기를 고려하여 부족한 열전달 면적을 확보한

다. 외부 열교환기에서 회수되는 열량은 총회수 열

량의 약 20~60%에 달하며, Table 5에서 비교적 작

은 규모의 상용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외부열교환기 

열부하를 나타내었다.
1차 루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증발기의 

열량을 1차 루프의 열부하로 가정하고, 외부 열교

환기의 열부하를 증발기 열부하로 나누어 계산하여, 
Table 4에 Foster Wheeler 460 MWe와 800 MWe 순

환유동상 보일러 그리고 Zhejiang 대학의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제시안에 대해 증발기 대비 외

부 열교환기 열부하 비율을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소규모의 순환유동상 보일러가 다양한 범위의 외부 

열교환기 열부하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Table 6에
서의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는 비교적 비슷한 수

준에서 외부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용량에서는 외부열교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부터 연소실내 부식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열을 
외부에서 회수하는 등 열 회수를 위한 선택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대형화가 되어 갈수록 전열 면적의 

감소로 대부분의 대용량 설비는 서로 비슷한 개념

의 대형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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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Zhejiang 대학의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각 요소 별 열 배분.

4.2.2 연소실 열 회수

Table 7은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실제 연

소실 벽면 면적을 평균 열전달 계수를 이용하여 계

산한 벽면 면적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설비

로는 Foster Wheeler의 460 MWe와 800 MWe 순환

유동상 보일러의 설계 안과 Shanghai 보일러 그리고 
Zhejiang 대학의 설계 안을 선정하였다. 각 각의 보

일러 연소실 크기를 나타내었고, 평균 열전달계수

로는 150 W/m2℃로 가정하여 증발기 열부하의 값

을 고려하여 필요 전열 면적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

과 Foster Wheeler 8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

계 안의 경우 가장 작은 값인 0.68을 나타내는데 이

는 연소실 벽면에서 과열기로의 열전달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연소실이 비교적 작게 설계 되

었다는 것을 뜻한다.

4.3.3 보일러 요소 별 열 배분

순환유동상 보일러의 각 요소 즉 연소실, 사이클

론, 루프실, 외부 열교환기, 백패스 등의 열 배분을 

공정 해석적 입장에서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연소실 평균 체류시간, 연료의 재순환 비율, 
공기 공급량, 연료의 공급량, 기체와 고체의 유속 

및 유량, 각 요소 별 전열 면적, 각 요소 별 열전달 

계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Fig. 25는 Zhejiang 
대학의 600 MWe 순환유동상 보일러 설계 안에 대

해서 각 요소 별 열 배분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연소실 벽면과 외부 열교환기는 고체와의 열교환이 

존재하므로 면적 대비 열부하가 상당히 큰 편이며 

특히 고체의 비율이 높은 유동상 열교환기의 열전

달률이 가장 높아 연소실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
차 루프는 면적 비율은 약 13%를 차지하지만 열부

하는 59%를 가지고 있고, 백패스는 전체 면적의 87 
%를 차지하고 있지만 열부하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5. 결 론

Foster Wheeler, Alstom 그리고 중국의 보일러 회

사와 대학에서 제안된 대용량 순환유동상 설계 안

에 대해 그 특징을 나열하고 정리하였다. 먼저 스케

일업 전략과 증기 계통도, 사이클론 및 외부 열교환

기 배치와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

료를 토대로 수력학적인 측면에서 2차 공기 침투를 

위한 연소실 형상변화와 연료 불균일에 관한 스케일

업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몇 가지 설계 안에 
대해서 공탑속도를 계산하였다. 열 회수 측면에서 

외부 열교환기의 비율과 연소실의 전멸면적에서의 

열 회수량 그리고 Zhejiang 대학의 설계 안을 바탕으

로 각 보일러 요소 별 열 배분을 확인하였다. 그 결

과로 대용량 순환유동상 보일러에서 외부 열교환기

의 1차 루프에서의 비중은 약 40%대로 거의 유사

하였으며, 연소실에서의 40%대부하는 Foster Wheeler
의 800 MWe 급 순환유동상 보일러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얻어 내었고, 보일러 요소 별 열 
배분에서는 전체 열전달 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

는 1차 루프에서 약 59%의 열부하를 가지게 설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환유동상 보일러가 대형화 

될수록 열을 회수 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이 된 상

황에서 대부분의 보일러 개념 설계가 세부사항을 제

외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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