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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tary kiln furnace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gas-solid reactors in the industrial field. Although the 
rotary kiln is a versatile system and has different size, approach to the reactor modeling can be generalized 
in terms of flow motion of the solid and gas phases, heat transfer, and chemical reactions on purpose. In 
this paper, starting from a zero-dimensional model and extending to higher dimension and comprehensive 
models, overall procedure of the design development of rotary kiln reactors and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The approaches to performance analysis of the reactors are introduced and examples of application cas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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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 원료 또는 연료가 주입되어 주위 기체와 상

호 작용하는 기체-고체 반응기는 산업용 보일러, 소
각로, 가스화기 뿐 아니라 시멘트 소성, 각종 금속광

물 정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고체

층 형태에 따라 고정층, 이동층, 비말동반, 유동층, 
로터리킬른 반응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로터리킬른 반응기는 석회 및 시멘트 제조, 각종 금

속의 환원, 폐기물 처리 및 소각, 식품 가공 등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로터리킬른은 Fig. 1과 같이 회전하는 원통형 반

응기로 수평면에 대해 약간 기울어진 형태(1-3°)로 

설치되며, 축을 기준으로 느린 속도(1-2rpm)로 회전

하면서 킬른의 위쪽으로부터 투입된 반응제와 원자

재를 이동시킨다. 고체물질은 회전방향으로 운동하

면서 서서히 축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시스템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반응 정도를 

얻을 수 있다. 로터리킬른은 거의 모든 원료물질에 

적용 가능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 및 

연소가 가능하며, 처리목적에 따라 온도와 체류시간

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량의 처리에 부적합하고, 내화재의 손상이 심하

여 미연분과 비산분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
른 반응기에 비하여 열효율이 비교적 낮다는 단점

이 있다[1]. 로터리킬른은 공정방식에 따라 습식과 

건식, 열매체와 원료의 접촉방식에 따라 병류식과 

향류식, 시스템 내부 가열방식에 따라 직접 가열식

(연료 연소가스 사용)과 간접 가열식(전기 등 외부열

원 사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로터리킬른은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시스템의 

크기, 운전조건, 열전달 메커니즘 등이 다르지만, 기
체상과 고체층 사이의 열 및 물질 전달, 화학반응 등 

주요 물리화학적 과정들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로터리킬른 내 고체층과 기체상 사이의 열물질 전달

에 대한 접근방법은 일반화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상상태에서 단

계별 반응기 설계 접근방법과 의미, 고려사항을 정

리하고자 한다. 또한 성능해석을 위한 모형 개발과

정을 일반화하고 적용사례를 통해 결과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rotary kil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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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화학적 고려사항과 단순화 

2.1. 고체유동 

로터리킬른 내 고체입자의 거동은 킬른의 직경, 
회전속도, 기울기, 입자 안식각의 함수이다. 킬른의 

회전력에 따른 단면에서 고체층의 움직임은 Rota-
tional Froude 수(Fr = ω2·r/g)에 의해 예측된다. 여기

에서 ω는 각속도, r은 킬른의 반경, g는 중력을 의미

한다. 각속도 증가에 따라 미끄럼 모드(slipping mode, 
고체입자들이 킬른 내벽을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미

끄러지는 현상)부터 원심분리 모드(centrifuging mode, 
킬른의 회전속도가 빨라 원심력이 중력보다 커져 

고체입자들이 킬른 내벽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현상)
까지 예측할 수 있다[2]. 이 중 대부분의 로터리킬른

은 Fig. 2와 같이 롤링 모드(rolling mode)에서 운전된

다. 왜냐하면 이 운전조건에서 입자의 혼합이 최대

화되며, 고체층 단면에서의 온도구배가 최소화되어 

좋은 열물질 전달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1,3]. 
이 영역에서 고체층은 기체상과의 접촉 수준에 따

라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주위 기체와 접촉

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활성층(active layer)과 기체와 

접촉이 없는 비활성층(passive layer)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3-6]. 활성층에서 입자는 기울어진 고체층 표

면을 따라 반경방향으로, 기울기에 따라 축방향으로 

반복 이동한다. 비활성층에서 입자는 킬른의 회전방

향으로는 운동이 없으나 축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응기 회전에 의한 입자운동

은 회전방향 및 중력에 의한 축방향의 합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축방향 면에서 거

Fig. 2. Conceptual description of displacement of solid 
particles in a rotary kiln[3-5]. 

Fig. 3. Motion of solid particles with lifter - active and 
passive bed[6]. 

시적으로 보면 길이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Fig. 2와 

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단순

화 할 수 있다[4,5]. 또한 Fig. 3과 같이 열물질 전달 

및 혼합효과의 증진을 위해 킬른 내에 리프터(lifter 
or flight)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고체입자가 리프터

에 의해 내벽을 타고 상승 후 낙하한다. 이 경우에는 

(단위 시간에) 주위 기체와 접촉하는 활성층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 
이러한 고체유동 특성을 갖는 로터리킬른 내에서 

고체층의 축 방향 이송 속도에 따라 체류시간 및 체

적유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송 속도를 예측하는 것

은 중요하다. 반응기 반경, 회전속도, 기울기와 측정

된 고체입자의 안식각을 안다면 반응기 내 고체입자

의 평균 이송 속도는 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 여기서 r은 반응기 반경, φ은 기울기, ω는 회전

속도, ξ은 입자의 안식각을 의미한다(Fig. 2). 

2
sin

axialu r φπ ω
ξ

⎛ ⎞
= ⎜ ⎟

⎝ ⎠
(0 90 )ξ° < < ° (1)

평균 체류시간은 식 (2)와 같이 킬른의 길이 L을 

이송 속도로 나누어 구하며,

sin
2
L

r
ξτ

π ωφ
= (2)

고체층 체적유량 q는 식 (3)과 같이 이송 속도에 

킬른의 단면적 Ax를 곱하여 구해 준다. 여기서 h는 

반응기 단면에서 볼 때, 충진된 고체층의 최장 높이

를 말한다(Fig. 2). 

24 (2 )
3 sin

axial xq u dA rh hπω φ
ξ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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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terial flow and heat transfer mechanism in a rotary kiln. 

2.2. 열전달 및 화학반응

로터리킬른 내부에 주입된 원료 입자는 기체상 또

는 고체상의 주위 반응제와 화학반응(물질 전달)을 

한다. 목적한 반응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연소가스를 사용하거

나(직접 가열식) 벽 외부에서 열을 공급(간접 가열식) 
할 수 있다[7-9].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

열식의 경우 연소모형과 함께) 로터리킬른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물질 전달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

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로터리킬른 내 열전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6-12], Fig. 4는 이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Fig. 5는 보다 자세한 열전

달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각각 형태가 다른 

고체입자, 기체상, 킬른 벽면 사이의 복잡한 전도, 대
류, 복사 열전달이 있지만 실제로 모두 다루기 어렵

기 때문에 대부분 반응기 모형에서는 각 상(phase)을 

연속체로, 열물질 전달 메커니즘을 단순화하여 표현

한다. 
반응기에 따라 각 열전달 현상의 중요도 및 열전

달 계수는 다르지만 열전달에 의해 고체입자의 승온 

및 반응에 필요한 열량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내

부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전달과 화학반응, 그리고 이어지는 물질 전

달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열전달에 의해 고체에 전달된 열량은 손실된 열

량을 제외하고 입자의 승온 및 건조, 소성, 환원 등 

여러 화학반응에 사용된다. 고체층에 전달된 열량 중 

반응에 사용되는 열량과 고체입자의 온도 상승에 사

용되는 열량 분배는 해당 화학반응의 평형상수 또

는 반응속도를 적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13]. 

Fig. 5. Simplification of heat transfer mechanism in a 
rotary kiln.

[ ] [ ]( )
[ ] [ ]eq
R SK T
A B

ρ σ

α β= (4)

0[ ][ ] , exp aA
A B

Edm k C C where k k
dt RT

−⎛ ⎞= − = ⎜ ⎟
⎝ ⎠

(5)

in reaction, A+ B R S (  [kJ/mol])rHα β ρ σ °→ + Δ

식 (4)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도의 함수인 평형

상수를 통한 화학종들의 열역학적 관계를 보여주고, 
식 (5)는 반응속도 상수를 사용한 아레니우스 식 형

태의 반응률 모형을 나타낸다. 화학반응의 메커니즘

은 반응기의 사용목적(연소, 소성, 환원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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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ptual diagram of mass and energy balance for a zero-dimensional steady flow reactor model. 

여러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단순화된 메

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운전조건 범

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수들을 문헌으로부터 

인용할 수 있다[13-15].

3. 단계적 모델링-차원적 접근방법

3.1. 반응기 출입 열물질 정산(0차원)
로터리킬른 기본 설계와 운전 평가를 위한 기초적

인 부분은 반응기를 완전 혼합된 0차원 반응기(per-
fectly-mixed reactor)로 가정하고 수행하는 열물질 정

산이다. 실제 시스템은 주어진 기하학적 형상 내 운

전조건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열물질 전달과 화학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0차원 모형은 앞서 설명

한 유동에 관한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반응기 내에 

주입된 물질들의 체류시간이 충분하여 반응이 완전

하게 (시간이 무한대로) 진행되었다고 가정된 이상적

인 모형이다. 공간적인 개념 없이 하나의 검사체적과 

입출구만이 고려되고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양이 

질량 보존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을 바탕으로 계산

된다.
Fig. 6은 로터리킬른에서 발생하는 열 및 물질 정

산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직접 가열식 반응기

의 경우 전체 시스템을 연소실과 반응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투입된 물질들은 반응기에서 혼합, 
반응, 물질 전달 현상을 거쳐서 에너지 방출 및 물질 

전환이 발생하며 그 결과는 처리된 광석, 부산물, 배
출가스, 반응기 및 주위로의 열손실 그리고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손실 등으로 나타난다. 가열 방식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출입 열물질이 다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직접 가열식 반응기의 경우 연료의 연소와 

관련된 항들이 추가되고, 간접 가열식 반응기의 경

우 공급되는 외부열원에 대한 항이 고려되어야 한

다.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3.1.1. 물질 정산(Mass balance) 
시스템에 투입되는 물질로는 기본적으로 원료 광

석과 반응제가 있고, 생성물질로는 처리된 광석과 배

출가스 등의 부산물이 있다. 직접 가열식이라면 연료

와 연소용 공기가 투입되고 연소가스가 생성될 것

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6)과 같이 질량 보

존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인자들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i e
i e

m m=∑ ∑& & (6)

i : raw material, reactant, fuel, inlet air (oxidizer) 
e : product, by-product, exhaust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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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석 처리량 결정 및 특성 분석 

원료 광석의 처리량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처리량 

뿐 아니라 처리 대상 광석의 화학적 성분 및 반응 특

성을 분석하여 반응기 내에서 발생하는 열화학 반

응식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목표 생산물의 양

을 결정한 후 광석 내 성분의 중량을 실험적으로 파

악하면(로터리킬른 내 공정상의 손실을 무시한다면) 
필요한 원광석의 양이 도출된다. 광석의 환원 등에 

사용되는 반응제의 종류를 결정한 후 발생하는 반응

식을 구성한다. 이들의 반응식은 중간 반응을 포함

한 여러 단계의 반응식이 있을 수 있지만 0차원 모형

에서는 반응물이 모두 생성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

하기 때문에 식 (7)과 같이 완전 반응식이 사용된다. 

A+ B R S (  [kJ/mol])rHα β ρ σ °→ + Δ (7)

A : raw material
B : reactant (such as reductant)
R : product
S : by-product

예를 들어, 로터리킬른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인 반응으로는 산화철(Fe2O3)의 환원 과정과 석회석

(CaCO3)의 소성 과정이 있다. 식 (8)과 (9)는 각각 표

준상태에서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다. 

2 3 2Fe O ( )+CO( ) 2FeO( )+CO ( )  (+10.1 kJ/mol)s g s g→ (8)
in case of reduction of iron oxide

3 2CaCO ( ) CaO( )+CO ( )  (+179.4 kJ/mol)s s g→ (9)
in case of calcination

② 반응제와 생성물의 양

화학 양론적으로 살펴보면 식 (7)에 의해 환원 등

에 필요한 반응제와 생성 부산물의 양이 결정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최종적으로(완전 반응이 아

닐 때) 생성된 물질의 양이 알려진 값이라면, 또는 

반응률 기준으로 시스템 효율이 100%가 아닌 특정 값

이라면 내부에서 반응하지 않고 배출된 원광석의 양

을 고려하여 반응식이 수정될 수 있다. 

③ 연료 주입량

직접 가열식의 경우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연료를 연소시킨다. 여기에 필요한 연료 주입량은 반

응기 내 물질의 반응열과 열손실 등을 모두 고려한 

열정산 후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열을 연료의 발열량

과 관련지어 결정될 수 있다. 

Table 1. Theoretical amount of oxygen and air on atom 
composition of fuel

Aw Complete reaction Am,O2 

[kg/kg]
Am,air

[kg/kg]

C 12.0 C + O2 = CO2 32/12.0

Am,O2*

(100/23.2)

H 1.01 H + 1/4O2 = 1/2H2O 8/1.01

O 16.0 O = 1.2O2 -32/32

N 14.0 N = 1/2N2 0

S 32.1 S + O2 = SO2 32/32.1

 
Table 2. Theoretical amount of combustion flue gas on 

product species and excess air ratio (EAR) 
Mw Amount of flue gas [kg/kg]

CO2 44.01  (44.01/12.01)･C

H2O 18.02  (9.01/1.01)･H

O2 32.00  (Am,air)*(EAR-1)*23.2*0.01

N2 28.02  (Am,air)*EAR*76.8*0.01

SO2 64.07  (64.07/32.1)*S

④ 연소용 공기 주입량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일반적인 화석연료의 경우, 
이론공기량 즉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 공기량의 

1-1.2배 정도 주입한다(과잉 공기비, excess air ratio).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료의 구성원소별 산화반

응을 고려해야 한다. 연료의 연소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인자는 연료의 화학적 성분이다. 
원소분석을 통해 연료를 CxHyOzNmSn 형태로 구성되

었다고 가정하면 연료의 구성원소별 이론 연소용 

산소량과 공기량은 Table 1과 같이 계산된다. 연료

에 포함된 산소는 산화제의 역할을 하므로 필요 공

기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 이를 종합하여 공기 

주입량(Am,air)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 

, 11.49( ) 34.14( ) 4.297( ) 4.310( )m airA C H S O= + + − (10)

11.49 = (32/12.0)*(100/23.2)
34.14 = (8/1.01)*(100/23.2)
4.297 = (32/32.1)*(100/23.2)
4.310 = (-32/32)*(100/23.2)
unit is [kg/kg], based on mass O2 : N2 
= 23.2 : 76.8 [%] in air

⑤ 연소가스 발생량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연소가스의 양은 반응기 체

적결정 및 이후에 기체가 통과하게 되는 부대설비들

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과잉 공기비를 고

려할 때 각 원소의 연소에 의한 연소가스 발생량은 

Table 2와 같다. 로터리킬른은 긴 원통형 용기로써 



엄민재․한택진․이후경․최상민14

원형 덕트 내 유동으로 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기의 규모가 결정된 상태라면 연소가스 발생량을 통

해 시스템 내부에서 기체의 선속도를 예상할 수 있다. 

3.1.2. 열 정산(Heat balance)
열정산은 반응기 내 입열과 출열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식 (11)은 앞서 언급한 물질 정

산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평형 관계식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직접 가열식 반응기의 경우 연료의 발열

량과 발생하는 연소가스의 비열에 대한 정보를 파

악해야한다. 연료의 발열량은 대부분 실험적으로 측

정하거나 원소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경험식을 통해 

발열량을 예측할 수 있다. 

i source react loss e
i e

H Q Q Q H+ + − =∑ ∑ ∑ ∑ ∑& & && & (11)

i : sensible heat of incoming materials 
e : sensible heat of outgoing materials 
source : internal heat by combustion or external heat 
react : exothermic( ) or endothermic( )
loss : heat loss to wall by convection and radiation

연소가스의 비열은 연소가스의 열용량 및 열전달 

계산에 필요하며, 온도 및 연소가스 구성성분의 비

율에 따라 달라진다. 비열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

문에 Table 3에 나타난 계수를 사용하여 식 (12)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계산한다. 

,
1 1

n n

P g i i i i
i i

C a m T b m
= =

= + ⋅∑ ∑ (12)

열정산을 위한 각 인자들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다

음과 같다. 

3.1.2.1. 입열량 계산 

① 연소가스의 현열

직접 가열식 로터리킬른은 0차원 모형에서 Fig. 6
과 같이 연소실과 반응기가 연결된 시스템으로 생각

Table 3. Specific heat capacity coefficients of chemical 
species[16]

Species a [J/kg.K] b [J/kg.K2]

CO2 839.07 0.4789

H2O 1835.8 0.6220

N2 1034.6 0.2000

O2 914.12 0.2178

Air 987.28 0.2025

할 수 있다. 반응기에서의 열정산을 위해 연소실에

서 생성된 연소가스가 현열을 가지고 들어간다. 식 

(13)은 이를 구하기 위해 연소실 내에서 입출열 차이

를 나타낸 식이다. 각 항의 의미는 아래에 자세히 설

명된다. 

source f f air ash ubQ E H H H Q= + + − −& && & & & (13)

∙연료 현열과 발열량 : 연료 현열은 식 (14)와 같

이 연료가 반응기에 투입될 때 가지고 들어오

는 온도에 의한 상대 에너지로서 기본적으로 

열물질 정산에서는 0℃가 기준온도로 쓰인다. 
또한 연소에 의한 연료의 발열량은 식 (15)와 같

이 연료의 저위발열량을 투입량으로 곱하는 것

으로 계산된다. 

,f f P f fH W C T= ⋅ ⋅& (14)

f f fE LHV W= ⋅& (15)

Wf : mass flow rate of fuel [kg/s]
CP,f : specific heat of fuel [kJ/kg.K]
Tf : temperature of fuel [K]
LHVf : lower heating value of fuel [kJ/kg]

∙연소용 공기의 현열 : 연소용 공기는 대부분 연

료의 연소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가열되어 주입

된다. 공기의 비열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가 

없으며(예를 들어, 27℃에서 1.005 kJ/kg.K, 22
7℃에서 1.029 kJ/kg.K) 열물질 정산에 참여하

는 비율이 높지 않아 다음과 같은 식 (16)이 이

용된다.

0

,, ( )
T

P airair air P air air air
T

H W C T dT W C T= ≈ ⋅ ⋅∫& (16)

Wair : mass flow rate of air for combustion [kg/s] 
Tair : temperature of air [K] 

∙미연분 손실 : 석탄 등의 연료 중 탄소성분이 

반응 후 모두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일부가 불완전 연소물질인 일산화탄소

로 전환됨에 따른 열손실을 의미한다. 물론 일

산화탄소 이외에도 메탄, 수소 등의 다양한 불

완전 연소물질들이 존재하지만 그 비율이 낮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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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
12

CO
ub f CO

CO CO

XCQ W H
X X

⎛ ⎞
= ⎜ ⎟⎜ ⎟+⎝ ⎠

& (17)

X : mole fraction of species 
HCO : heat of reaction of CO [kJ/kg]

∙재의 현열에 의한 손실 : 반응기에서 반응을 끝

낸 바닥재는 배출된다. 이때 재의 온도는 상당

히 고온이기 때문에 재의 질량이 갖고 있는 현

열은 열손실에 해당한다. 이는 식 (18)과 같이 계

산할 수 있고, 재의 비열은 대략 1 kJ/kg.K으로 

가정한다.

,1ash f P ash ash
C

AH W C T
A

⎛ ⎞
= ⋅ ⋅ ⋅⎜ ⎟−⎝ ⎠

& (18)

A : mass fraction of ash in fuel 
Ac : unburned carbon mass fraction in ash 
CP,ash : specific heat of ash ≈ 1kJ/kg.K 
Tash : temperature of ash [K] 

② 외부 열원에 의한 열량

간접 가열식의 경우 반응기 내 물질의 승온, 반응

열, 열손실 등을 모두 고려한 열정산 후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외부 열원의 양이 구해지게 된다. 공급열량 

계산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③ 광석과 반응제의 현열

연료의 현열과 마찬가지로 광석과 반응제가 반응

기에 투입될 때 가지고 들어오는 온도에 의한 상대 

에너지로써 식 (19)와 같이 계산된다. 

, , ,i k i k P k kH W C T= ⋅ ⋅& (19)

k : raw material and reactant

3.1.2.2. 출열량 계산

① 대류에 의한 열손실

공급열로 인해 고온의 상태에 있는 기체 반응제

는 반응기 벽면과의 대류 열전달에 의해 열을 방출

하게 된다. 반응기 내 열유동을 단순 덕트 내 유동

으로 가정하면 식 (20)과 같은 열전달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열전달 계수는 여러 문헌에서 제시한 관계

식 또는 실험값 중 모형에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8-15]. 벽 온도의 경우 상온으로 가

정할 수 있거나 실제 운전 중인 시스템이 있다면 측

정을 통해 대입할 수 있다. 열전달이 발생하는 면적

은 Fig. 4와 같이 기체와 벽면이 만나는 면적으로 고

려한다.

, ( )conv w g g wQ hA T T= −&
(20)

h :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Aw,g : contact area between gas phase and wall [m2] 

② 복사에 의한 열손실

반응기 내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복사에 의

한 열전달이 급격하게 증가되며 벽으로의 열손실 역

시 증가된다. 복사 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해 식 (21)과 

같은 경험식이 주로 사용된다[17]. 관계되는 가스 방

사율과 흡수율 등은 대류 열전달과 마찬가지로 여

러 문헌에서 제시한 관계식 또는 실험값 중 모형에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18-21]. 
 

4 4

, ( 1) ,  where 0.8
2

g g g w
rad w g w w

T T
Q A

ε α
σ ε ε

⎛ ⎞−
= + >⎜ ⎟⎜ ⎟

⎝ ⎠
& (21)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7 × 10-8 
[W/m2.K4]

εw : emissivity of wall surface
εg : emissivity of gas phase 
αg : absorptivity of gas phase

③ 배출 광석, 부산물 및 배출가스의 현열

최종적으로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처리된 광석과 

생성된 부산물, 배출가스의 현열은 식 (22)와 같이 

고려된다. 생성물의 온도는 상온으로 가정할 수 있

거나 실측을 통해 대입할 수 있다. 

, , ,e k e k P k kH W C T= ⋅ ⋅& (22)

k : product, by-product, and exhaust gas

3.1.2.3. 반응열 및 공급열량 계산

승온과 화학반응은 로터리킬른 내에 열량을 공급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열정산 후 필요 연료량과 산

화제량 또는 외부 가열량 선정 시 중요한 인자로 작

용한다. 반응열은 앞서 식 (7)과 같이 정해진 반응식

에서 식 (23)과 같이 생성물이 가진 생성열(enthalpy 
of formation)의 총합에서 반응물이 가진 생성열의 

총합의 차이로써 구할 수 있다[22]. 식 (8), (9)와 같

은 열화학 반응식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사용하

는 것은 반응물 및 생성물의 상변화를 모두 고려하

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필요열(승온을 위한 현열과 

반응열)이 합이라 할 수 있다[23]. 또한 엔탈피를 가

지고 에너지 평형을 고려하는 것은 반응기가 등압 

상태라는 점이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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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reactants)reac p f r fQ H Hυ υ° °= Δ Δ − Δ Δ∑ ∑& (23)

υp : stoichiometric coefficient of the products 
υr : stoichiometric coefficient of the reactants 
∆Hf° : standard enthalpy of formation for the re-

actants or the products(ΔHf° > 0 : endother-
mic, ΔHf° < 0 : exothermic)

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소가스의 온도와 

각 열량은 기체의 현열과 함께 반복 계산을 통해 구

해진다. 대류 및 복사 열손실은 온도의 함수이고 각 

온도에 따른 생성 엔탈피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연료 

유량 또는 외부 가열량의 초기치를 가정하여 계산

하고 그 값으로부터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

복 계산하여 오차가 기준 범위 안에 있을 때의 값이 

시스템에 필요한 총 열량이 된다. 
시스템 내에서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이 발생

하므로 반응기를 단순하게 완전 혼합된 이상적인 시

스템으로 가정하는 것은 실제상황을 모사하기에 한

계가 있지만 0차원 모형으로부터 로터리킬른 성능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열물질 정산을 통해 반응기

에 출입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사용관계를 파악하여 

필요한 반응기(단순 기체 부피 등을 통해) 규모를 일

차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기의 설계

를 위해서는 위 항목들 외에도 실제 반응기 내 상황

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이 많으며, 석탄 등 고체연

료의 경우 성상의 불균일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2. 축(길이) 방향 진행형 (1차원)
로터리킬른의 1차원 해석은 반응기 내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축(길이)방향으로 변화하는 온도, 화학종

의 분포 및 반응률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다. 로터

리킬른은 거시적으로 보면 반경방향보다 체류시간

에 따른 길이방향으로의 물질 흐름이 중요시되기 때

문에 정상상태 1차원 모형은 반응기 설계를 위한 의

미 있는 결과들을 준다[9,20,24]. 0차원 모형으로부

터 길이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2장에서 언급한 물

리화학적 현상의 모형이 적용된다. 단위 길이 또는 

단위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각각 정해진 반

응기 길이 또는 체류시간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열

물질 전달의 정도(degree of heat and mass transport)
에 대한 개념이 더해지고 로터리킬른 축방향에 따른 

이들의 분포와 중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Fig. 7은 1차원 반응기 모형의 개념을 나타낸 그림

으로써 로터리킬른을 길이방향으로 수 개의 시스템

으로 나누어 고려한다. 각 셀은 길이 dx를 갖는 균일

한 검사체적으로 가정되고, 기체상과 고체층은 서로 

열물질 전달을 하며 반대방향으로 진행한다. 각 셀에

서 고체층의 체류시간은 전체 체류시간 중 일부를 차

지하며 기체상 유동은 균일유동(plug flow)으로 가정

되어 덕트 내 유동과 같은 형태로 고려된다. 수많은 

입자의 개별적인 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에 고체층 역시 균일한 연속체로 충분히 잘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단위 검사체적에서 기체상과 고체

층에 대한 물질 전달 및 평형식은 식 (24), (25)와 같

이 표현되고, 열량 전달 및 평형식은 식 (26),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체상 및 고체층이 여러 화학

종의 혼합물일 경우 비열은 각 화학종의 몰분율을 고

려하여 위에서 언급한 식 (12)와 같이 계산할 수 있

다[22]. 

,
, , , ,( ) ( )g i

g i j j prod g i j j react
j j

dn
r r

dx
υ υ= ⋅ − ⋅∑ ∑ (24)

in gas phase

,
, , , ,( ) ( )s k

s k m m prod s k m m react
m m

dn
r r

dx
υ υ= ⋅ − ⋅∑ ∑ (25)

in solid phase

ng,i : molar flow rate of gas species i 
ns,k : molar flow rate of solid species k
υg,i, : stoichiometric parameter for gas component 

i in the jth reaction 
υs,k,m : stoichiometric parameter for solid component 

k in the mth reaction 
rj : reaction rate of jth gas-involved reaction 

[kmol/s] 
rm : reaction rate of mth solid-involved reaction 

[kmol/s]

Fig. 7. Conceptual diagram of a one-dimensional steady 
flow re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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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P g mixg mix g
g s w g source r j j

j

d W C T
Q Q Q H r

dx
°

− −= + + + Δ ⋅∑& & & (26)

, ,where,  g mix g i
i

W W=∑

in gas phase

, ,,
,

( )
( )

P s mixs mix s
g s w s r m m

m

d W C T
Q Q H r

dx
°

− −= − + + Δ ⋅∑& & (27)

, ,where,  s mix s k
k

W W=∑

in solid phase

Contact surfaces are shown in Fig. 4. 
Qg-s : heat transfer at the contact surface between 

the gas phase and the solid phase, Aeff 

Qw-g : heat transfer at the contact surface between 
the wall and the gas phase, Aw,g 

Qw-s : heat transfer at the contact surface between 
the wall and the solid phase, Aw,s 

Qsource : heat of combustion(in direct-heating reactors) 
or external heat from wall(in indirect-heating 
reactors)

∆ : heat of reaction in jth gas-involved reaction
∆ : heat of reaction in mth solid-involved reac-

tion
[-] means exothermic reaction such as combustion
[+] means endothermic reaction such as reduction

물질 전달은 해당 화학 반응식의 반응률에 따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하며 발생한다. 반응률은 

반응물의 농도와 온도의 함수이고 많은 모형에서 

운전 데이터와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고려하여 아

레니우스 식 형태의 모형을 사용한다[9,20,24-28]. 각 

셀에서 기체상과 고체층의 온도는 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위 식에서와 같이 반

응기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열전달 메커니즘을 계산

하여 구해진다. 연소 또는 외부가열(벽면으로부터 받

은 열량)로부터 얻은 열량 중 고체층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데 사용된 열량, 화학반응에 사용된 열량, 벽
면으로 손실된 열량이 계산되면 해당 셀에서 기체상

과 고체층의 온도가 연결되어 계산된다. 위에서 언

급된 수식에 관계된 인자들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다

음과 같다. 

① 화학 반응률

단위 시스템에서 열물질 전달률은 화학 반응률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시간 또는 공간의 진행에 따른 

반응 정도는 열물질 전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반응률 결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부 모

형에서는 각 검사체적에 평형상수를 도입하여 화학

종의 평형상태(local equilibrium)를 반응기 길이와 체

류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고려한 모형과, 식 (28)과 

같이 아레니우스 식을 통해 물질 전달률 및 반응열

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화학반응 속도상수의 온도 의

존성을 설명하기 위한 경험식으로써, 빈도인자(k0), 
활성화 에너지(Ea), 기체상수(R), 온도(T), 반응물 A, B
의 농도 [CA], [CB]의 함수로 표현한다. 반응속도는 반

응물의 변화량과 생성물의 발생으로 연결되고 해당 

반응열을 방출 또는 흡열한다. 온도범위가 넓을 때에

는 엄밀히 빈도인자와 활성화 에너지 역시 온도의 

함수가 되지만 이를 단순화 하여 상수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변수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측

정치와의 비교를 통한 모형 조율이 필요하다.

0[ ][ ]  , exp a
A B

Er k C C where k k
RT
−⎛ ⎞= − = ⋅ ⎜ ⎟

⎝ ⎠
(28)

k : rate constant 
CA, CB : concentration of species A and B, respec-

tively [kmol/m3] 
k0 : pre-exponential factor 
Ea : activation energy [kJ/kmol]
R : gas constant [kJ/kmol.K]

② 연료 발열(연소)
직접 가열식 반응기는 연료의 연소를 통해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적절한 연소모형을 통한 발

열량이 에너지 평형식에 추가된다. 0차원 반응기 모

형에서는 반응열, 열손실 등을 고려한 후 최종 필요 

연료량 및 공기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1차원 모

형에서 그 정보들은 초기 및 경계 조건으로 활용된다. 
반응기의 내부 상황 예측에 초점을 맞춘다면 복

잡한 연소현상을 자세히 다루는 것 보다 단순모형

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1차원 모형의 

특성상 연료가 가진 에너지를 축방향으로 방출하는 

식 (29)와 같은 열방출 속도 모형을 적용하여도 적절

한 모사성을 가질 수 있다[25].
 

1 expsource comb
F

xQ Q
L

τ
⎡ ⎤⎛ ⎞

= − −⎢ ⎥⎜ ⎟
⎝ ⎠⎣ ⎦

& &
(29)

τ : heat release constant

③ 전도 열전달

로터리킬른에서 단순화된 열전달 메커니즘은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도에 의한 열전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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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30)과 같이 고체층과 벽면 사이에서 이루어지

고 해당 열전달 상수는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8]. 고
체층의 확산과 전도율을 측정한 후 충진율에 따른 

중심축으로부터의 각을 안다면 킬른의 운전조건을 

사용하여 열전달 상수를 예측할 수 있다. 열전달 상

수에 포함된 비례상수는 실험을 통해 조정할 수 있

다. 하지만 전도에 의한 열전달량은 대류와 복사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므로 더 단순한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1]. 

, - , ,

2

,
,

( )

11.6

cd w s w s w s w s

s
w s

w s s

Q A h T T

k rh
A

ω
α

= −

⎛ ⎞Γ
= ⎜ ⎟

⎝ ⎠

&

(30)

hw,s : condu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Aw,s : contact area between the solid phase and the 

wall [m2] 
ks : thermal conductivity of solid phase [W/m.K]
Γ : angle of fill of the kiln [rad]
αs : thermal diffusivity of solid phase [m2/s]

④ 대류 열전달

가열된 기체 반응제와 고체층, 벽면 사이에는 대

류 열전달이 발생한다. 이는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가열방식에 따라 열전달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접 가열식 반응기의 경우 기체상

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벽으로 방

출될 수 있고(열손실), 간접 가열식 반응기의 경우 벽

면 온도가 기체상 보다 더 높기 때문에 벽면에서 기

체상으로 열전달이 발생한다. 

, -

, - , ,

( )

( )
cv g s eff eff g s

cv g w w g w g g w

Q h A T T

Q h A T T

= −

= −

&

&
(31)

heff, hw,g :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Aeff : contact area between the gas phase and the 

solid phase [m2] 
Aw,g : contact area between the gas phase and the 

wall [m2] 

열전달 계수는 여러 문헌에서 제시한 관계식 또는 

실험값 중 모형에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8-15]. 본 모형에서는 식 (32) 형태의 열전달 상

수를 사용한다. 이는 회전에 의한 레이놀즈 수의 영

향을 고려한 식으로써 충진율에 대한 함수이다. 이
로써 고체층의 충진율은 열전달 상수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라는 점이 인식되고 정확히 측정되

어야 한다.

0.535 0.104 0.341

0.575 0.292
,

0.46

1.54

g
eff d

e

g
w g d

e

k
h Re Re

D
k

h Re Re
D

ω

ω

η−

−

=

=
(32)

kg : gas thermal conductivity [W/m.K] 
De : hydraulic diameter of the kiln [m] 
Red : axial Reynolds number 
Reω : angular Reynolds number 
η : fill fraction 

⑤ 복사 열전달

반응기 내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상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고체층과 

벽면에 전달하는 열량은 식 (33)과 같은 경험식이 사

용된다[17]. 

4 4

, -

4 4

, - ,

( 1) , where  0.8
2

( 1) , where  0.8
2

g g g s
rd g s eff s s

g g g w
rd g w w g w w

T T
Q A

T T
Q A

ε α
σ ε ε

ε α
σ ε ε

⎛ ⎞−
= + >⎜ ⎟⎜ ⎟

⎝ ⎠
⎛ ⎞−

= + >⎜ ⎟⎜ ⎟
⎝ ⎠

&

&

(33)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7 × 10-8 [W/ 
m2.K4] 

εw,εg,εs : emissivity of wall surface, gas phase, and 
solid phase, respectively

αg : absorptivity of gas phase 

간접 가열식 반응기의 경우 벽면 온도가 일반적으

로 고체층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복사 

열전달이 발생하며 이는 식 (34)와 같이 고체층이 쌓

인 형태를 고려하여 표현된다[29]. 관계되는 가스 방

사율과 흡수율 등은 대류 열전달과 마찬가지로 여

러 문헌에서 제시한 관계식 또는 실험값 중 모형에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18-21,29]. 

( )4 4
, -s ,rd w w s s w w sQ A T Tσε ε= Ω −& (34)

,    
( )

sLwhere
D π β

Ω =
−

Aw,s : contact area between the solid phase and the 
wall [m2]

Ω : view factor for radiation
Ls : chord of the sector covered by the charge [m]
D : kiln diameter [m]
β : angle made by the solids at the center of kiln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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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반응기를 일정 간격으로 나눈 미소 시스템

의 개수에 따라 Aeff, Aw,g, Aw,s 등의 기체상과 고체

층, 벽면 사이의 면적이 정의되며, 이를 통해 열물질 

전달이 발생한다. 위 식들은 0차원 반응기와 마찬가

지로 온도와 화학종을 구하기 위해 반복계산 방식

으로 축방향에 대해 계산된다. 내부 상황을 알 수 없

는 고온 반응기의 경우 1차원 모형을 사용하여 반응

의 진행 정도 및 온도 분포 경향을 알 수 있고, 운전 

중인 시스템의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성과 조율성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1차원 모형은 반응기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3.3. 유동 현상을 고려한 다차원 해석

앞서 언급한 모형들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

할 수 있지만 실제 로터리킬른과 같이 반응기 내부에 

고체 미립자와 기체 유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동

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줄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열물질 전달과 더불어 실제 운전 중

에 발생하는 비산과 혼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계

이다. 위에서 언급한 0, 1차원 모형에서는 집중질량

(lumped mass)형태의 균일 고체층, 완전 혼합율로 

가정하여 반복 계산을 통한 각 상의 평균온도를 해

당 검사체적에 적용하였지만, 실제 로터리킬른에서

는 주입되는 입자의 각기 다른 직경, 밀도, 모양 등의 

차이와 기체상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분리현상과 온

도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체층의 

온도, 반응 정도에 있어서 킬른의 길이 방향은 물론 

반경방향으로의 불균일성으로 이어진다. 기체상 역

시 온도 등의 주위환경에 따라 속도, 점성, 밀도 등

이 달라지고, 이는 고체입자와 접촉 시 반응률과 입

자 무리의 흩어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2, 3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30]. 
분리된 객체로써 고체입자와 연속체인 기체상의 

상호작용은 Fig. 8과 같이 표현된다. 로터리킬른의 운

전 경계조건 아래 기본적인 지배방정식에 의해 형성

된 유동장에서 고체입자는 검사체적 내 기체상과 열

물질 전달을 하고[31], 입자의 밀도와 직경 감소 등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기체상과 입자 운동량의 합력과 

중력 등에 의해 이동한다.
고체입자와 주위 기체와의 물리적 상호작용은 일

반적으로 식 (3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입자에 작용하는 역학적 평형을 고려한 입자의 운

동 방정식이다. 두 상의 밀도, 상대속도, 중력 이외

에 회전하는 킬른을 모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속항

으로 회전에 의해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힘 역시 고

려되어야 한다. 킬른 내부에 공급되는 원료 미립자

는 대부분 µm단위를 가지므로 항력을 계산할 때 주

Fig. 8. Mass and heat exchange between individual 
particle and gas phase flow field. 

의가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 모형에서는 합리적인 

모델링 구현을 위해 식 (36), (37)과 같이 입자 외형

을 구형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고 레이놀즈 수 범위

에 따른 적절한 항력 계수를 사용한다[32]. 

( )
( )p p g

g pD
p

gdu F u u F
dt

ρ ρ
ρ
−

= − + +
r

r r ur
(35)

2

Re18
24
D

D
p p

CF
d
μ

ρ
= (36)

32
1 2where,  

Re ReD
aaC a= + +  (spherical) (37)

up, ug : particle velocity and gas velocity, respectively 
[m/s]

ρp, ρg : density of particle and gas, respectively 
[kg/m3]

g : gravity [m/s2] 
FD : Drag force 
F : additional force 

개별 입자의 현열과 반응열은 주위 기체상과 열물

질 전달을 통해 얻거나 방출하며 수학적인 평형 방

정식은 식 (24)-(27)과 같은 형태로 3차원 공간의 인

접 미소체적간 이동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열

물질 전달항의 의미와 계산방법 역시 1차원 모형에

서 고려한 내용과 유사하다. 2, 3차원 모형이 1차원 

모형과 다른 점은 1차원 모형에서는 기체상과 고체

층이 분리되어 혼합되지 않으나 3차원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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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상의 단위체적 안에 기체상과 고체상이 공존 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또한 집중질량 개념

이 아니기 때문에 고체입자가 속한 기체상 검사체적 

내의 온도를 가지고 대류 및 복사 열전달 식이 표현

된다. 그리고 열전달과 화학반응이 발생하는 면적이 

Fig. 5에서 단순화하기 전 상황과 같이 고체층이나 

반응기 벽의 한 면이 아니라 개별 입자의 겉넓이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입자의 밀

도는 일정하고 직경이 감소하는 중심부 수축 모형

(shrinking core model) 또는 직경이 일정하고 밀도가 

감소하는 단순 입자 모형(grain model)이 적용될 수 

있다[33,34]. 퓨리에(Fourier) 수가 매우 작아 입자 내

에 온도구배가 없다고 가정하면 각 공간적 분포에 따

른 고체입자의 환원률 또는 온도는 해당 부피 내에

서 평균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근래에는 범용 전산유체역학 코드가 널리 사용

되어 입자의 궤적, 기체와 고체 유동, 열전달, 화학반

응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터리

킬른 반응기 모형에 확장되고 있다[26,27,32,35]. 

4. 해석사례 및 활용방안

지금까지 정리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한 세 

가지 모형 사례를 소개한다. 대상 로터리킬른은 국내

에서 운전 중인 금속 환원용 반응기들로써 각각 0차
원, 1차원 해석을 위한 사례 (I), (II)의 대상 반응기 

운전조건은 Table 4에, 3차원 해석을 위한 사례 (III)
의 반응기 운전조건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사례 (I), 
(II)의 대상은 미분탄을 연소시켜 열원을 확보하는 직

접 가열식 반응기이고 길이/직경 비 24의 대형 반응기

이다. 사례 (Ⅲ)의 대상은 역시 금속 환원을 위한 로

터리킬른으로써 길이/직경 비 12의 파일럿 스케일 반

응기이다. 이는 외부열원을 통해 킬른의 외벽을 가

열함으로써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간접 가열식 

시스템이다. 원료의 환원을 위한 환원제는 기체상으

로써 광석과 환원제 이동 방향은 대향류 구조이다. 

Table 4. Operating condition of a direct-firing type rotary 
kiln for example cases (I) and (II) 

Rotary
kiln

Aspect ratio (L/D) 24 

Rotating velocity 1-2 rpm

Bed-fill capacity 10%

Fuel
Type coal

Flow rate 6 t/hr

Reductant
Type solid phase

Flow rate 8 t/hr

Solid
material

Flow rate 120 t/hr

Residence time 120 min

Table 5. Operating condition of an indirect-firing type 
rotary kiln for example case (III)

Rotary
kiln

Aspect ratio (L/D) 12

Rotating velocity 1-2 rpm

Bed-fill capacity 10% 

Heating
Type electric

Temperature from wall ave. 800℃

Reductant Type gas phase

Solid
material

Flow rate 1 t/hr

Residence time 90 min

Fig. 9. Conceptual example diagram of energy flow 
based on a zero-dimensional steady flow reactor 
model. 

4.1. 적용사례 (I) 0차원 모형

사례 (I)은 정상상태 0차원 모형의 결과로써 투입

물질은 원료 광석, 연료용 미분탄, 환원용 석탄, 공기

이고, 배출물질로는 calcine, ash, 배기가스가 있다. 열
정산 항목은 입열로 원료 현열, 미분탄 현열, 환원탄 

현열, 주입공기 현열이 있고, 출열에는 생성된 calcine 
현열, 환원된 FeO 현열, 배기가스 현열, 재 현열, 대
류 및 복사 열전달에 의한 출열이 있다. 0차원 열물

질 정산 결과는 Fig. 9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0차원 열물질 정산을 통해 로터리킬른 환원로

에 필요한 환원탄 투입량 및 공기 주입량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요소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기 설계 면에서 전체

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4.2. 적용사례 (II) 1차원 모형

사례 (II)는 사례 (I)과 같은 대상의 로터리킬른을 

정상상태 1차원 성능 해석한 내용이다. 내부에 석탄

화염과 추가 환원용 석탄과 산화제 공기를 주입한 

위치를 고려하였다. 대상 반응기는 직접 가열식으로 

연소 모형이 필요하고 이는 석탄화염에 의한 발열

이 킬른의 길이에 따라 지수적으로 나타난다는 단

순 연소 모형을 사용하였다[25]. Fig. 10은 그 결과로

써 길이방향으로 계산된 온도분포이다. Tg와 Ts는 각

각 위에서 소개된 접근방법으로 얻은 기체상,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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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gree of reduction of raw material(in case of Fe2O3) and velocity distribution in a rotary kiln. 

Fig. 10.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axial direction of 
a rotary kiln in a one-dimensional steady flow 
reactor model. 

층의 온도분포이다. 해당 시스템은 상온의 보조용 공

기가 내부로 공급되기 때문에 기체상 온도가 급격

히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Tportion값은 기체상의 

온도와 고체층의 온도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나타

낸 온도이다. 실제 로터리킬른 내 온도측정에 사용

되는 열전대가 온도측정 시점에 따라 (킬른이 회전

함에 따라) 기체상 혹은 고체층의 온도를 측정데이

터로 얻는다. 그래서 열전대가 임의의 순간 기체상

에 위치할 확률은 약 72%, 고체층에 위치할 확률은 

약 28%임을 고려(충진율 10%일 때 원주의 비율)하
여 가중평균을 계산하였다. 

4.3. 적용사례 (III) 유동을 고려한 모형

사례 (III)은 앞서 언급된 차원의 모형들에서 얻은 

고체층과 기체상의 온도분포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부 유동이 물리화학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한 경우이다. 고체층 및 기체상을 집중 질량(lumped 

mass) 형태의 완전 혼합된 상태로 가정하는 모형과

는 달리 실제 운전에서 겪고 있는 유동 형태에 의해 

좌우되는 다양한 현상들이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체 미립자의 비산, 기체와의 혼합, 기

구적 조건변화(회전속도, 기울기의 변화 등)가 내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상용 CFD 
프로그램인 Fluent ver. 6.0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

로써 기체상의 환원제와 광석입자들이 각각 시스템 

끝단에서 대향류 방향으로 분사될 때 시스템 내 유

동의 속도 분포와 광석의 환원률을 보여준다. 이로

써 실제 운전 중 측정하기 어려운 내부 유동장을 예

측할 수 있다. 개개의 고체 미립자들은 기체와 상호

작용하여 비산되는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운전 중 측정하기 어려운 점으로써 모형에 의한 

예측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전산해석에

서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광물의 정확한 입도, 항력 

계수 등이 필요하며, 본 사례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

을 수 있었고[6,28] 이를 본 모형에 적용하였다.
고체입자를 연속체로 가정한 1차원 모형 결과와 

비교하여 복잡한 거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 입자

의 평균적이고 확률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

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대표적 기체-고체 반응기인 로터리킬른 설계를 위

한 성능해석 모형 개발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
응기 종류와 용도에서부터 일반적인 형태, 물리화학

적 현상 모사의 단순화 가능성, 열 및 물질 전달 메

커니즘, 단계별 해석차원에 따라 각 모형이 줄 수 있

는 정보, 해당 수학적 모형을 살펴보았다. 로터리킬

른의 설계 및 해석 절차를 적용하여 두 가지 대상 반

응기에 대해 시행된 단계별 해석 사례들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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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모형들은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각 차원

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

의 단계별 모형을 통하여 다양한 실제 로터리킬른 운

전에도 적용하여 반응기의 설계 및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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