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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yro-process of solids is the way to heat solid materials under high temperature. In this processing, energy 
efficient use is one of the main concerns due to its high energy consumption of bulk materials. To calculate 
the energy use of processes, heat & mass balance in simplified 0-dimensional model was performed. Energy 
calculation by this simplified model can lead to confusion due to simplific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
stand considerations of energy analysis. In this study, cement manufacturing as a very common example of pyro- 
processing of solids, was introduced for explaining considerations of energy analysis for energy efficien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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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average specific heat coefficient of 

chemical component [kJ/kg℃]
  average specific heat coefficient of 

chemical component [kJ/kg℃2]
  atomic weight [kg/kmol]
 molecular weight [kg/kmol]
 theoretical amount of air [kg/kg]
 theoretical amount of oxygen [kg/kg]
 specific heat [kJ/kg℃]
 excess air ratio
 enthalpy [kJ/kg]
 mass flow [t/h]
 reference pressure [kPa]
 heat [MW]
 energy per materials [MJ/kg]
 Inverse of efficiency

 entropy [kJ/K]
 reference temperature
 volume
 work [MW]
 exergy destruction [MW]

Greeks
 physical exergy [MW]

Subscripts
 control volume
 evaporation
 unit process
 mass flow component
 chemical component
 the number of unit processes
 the number of components
 reference value

1. 서 론

광물 처리 공정에서 필수적인 고온공정(pyro-process) 
은 처리량이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철강산업의 경

우 1기 원광처리량은 연간 150만 톤 이상으로 이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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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ement process[1].

당 58 kg을 처리하는 큰 규모를 가지게 된다. 또한 강

철 1 kg을 생산하기 위해 최소 59 MJ/kg의 공정에너

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급한 생산량을 

위해서 시간 당 150톤의 석탄투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고체 처리 공정은 에너지 집약적(energy intensive)이
다. 그러므로 투입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

감하는 방법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 공정 별 요구 에너지량 계산 및 이

를 통한 공장규모 운전조건 및 설계를 점검해야 한

다. 각 공정을 입/출구만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단순

화 할 수 있고 이러한 단순화된 시스템에 대한 열역

학적 열․물질 정산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시멘트 생산 공정을 

예시로 에너지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 에너

지 계산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공정은 원광을 예열하는 공정, 로터리킬른 

반응기 내에서 고온 기체를 통해 소성시키는 공정, 
그리고 소성광을 냉각시키는 냉각공정으로 이루어

져 있다(Fig. 1).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개별 반응기 

입, 출구 기체 및 고체 조건을 가정하여 열 물질 정산

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에너지 정량화

2.1 에너지 사용량 평가 기준

열․물질 정산을 통해 계산된 공정에 요구되는 에

너지의 평가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

한 표현이 가능하다. 

① 전 공정 기준 에너지 사용량(, MJ)
목표 고체 처리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에너지 사용량

② 시간당 에너지 사용량(, MW)
목표 고체 처리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에너지 사용량

③ 연료 기준 에너지 사용량(t/h fuel)
고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

량을 실제 투입되는 연료 투입량으로 환산한 표현

이며 열원 공급을 위해 주로 쓰이는 석탄을 기준으

로 coal t/h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④ 물질처리량 기준 에너지 사용량(, MJ/kg)
최종 단위 생산량 당 에너지 사용 기준으로 최종

제품 혹은 단위 공정별 중간 공정의 에너지 사용 지

표로 활용할 수 있다.

2.2. 에너지량 정의

2.2.1. 에너지원별 정의

공정을 위한 요구 에너지량이 동일하더라도 열원

의 종류에 따라 공정비용 및 요구 시스템이 상이하

게 된다. 크게 투입 연료에 따라서 석탄 등을 이용

한 화석 연료의 사용, 전기의 사용, 재활용 폐열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에너지원들은 비등가성을 가

진다는 특징이 있다.

① 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연소 시 발생하는 고온 연소가스를 통한 열 공급 방

식이다. 고체 공정의 열원 공급을 위해 주로 석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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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es and conceptual diagram of gas-solid reactors.

소가 사용되며 크게 직접가열과 간접가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가열은 반응기 내부 연소 화염 혹은 외부 

고온기체발생기에서 생성된 고온 연소가스를 통한 열

전달 방식이다. 간접가열은 반응기 외부를 고온의 연

소가스로 가열하여 반응기 내부 물질에 간접적으로 

열전달을 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변환 과정이 없으므로 2차 에너지를 열원

으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효율이 높으나 반응기 방

향으로 온도 구배가 있으므로 품질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내열재와 같이 고온 기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반응기 설계가 필요하다.

②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전기를 이용한 열원 공급은 반응기 외부를 전기

열선으로 가열하여 반응기 내부의 물질에 열을 전

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반응기 외부 전체를 동

일한 온도로 가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배출 가

스 손실이 적으므로 열적 에너지 공급방안에 비해 

비교적 에너지 소모량이 낮다. 하지만 전기는 2차 에

너지원으로서 석탄에 비해 에너지 대비 단가가 비싸

다는 단점이 있다.

③ 재활용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열원을 공급하는 경우 반

응 후 배출 가스는 높은 온도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으

로 이용하는 방법은 배출 가스를 그대로 반응기에 투

입하는 방법이며 투입 공기를 간접적으로 예열하거

나 폐열 전기 생산과 같은 간접적 이용 방법이 있다.

2.2.2. 에너지 정의방식 별 정의

투입 기체 및 고체 유동의 현열은 식 (1)과 같이 단

순 계산할 수 있으며 유량과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      (1)

하지만 단순 에너지 값으로만 평가 시 온도가 가

지는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공정 구성 및 반응기 

종류에 따라 투입 열원의 온도 조건가 상이한데 외

부온도에 대한 가용일은 단순 열량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엑서지(exergy) 해석이 필

요하다. 엑서지는 기준 온도(25℃)와 기준 압력(1기
압)에서 행할 수 있는 가용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온도에 따른 열원의 질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음은 엑서지 해석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예시이다. 예
시를 통해 열원의 절대열량이 동일하더라도 엑서지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75℃, 10kg/s 열원, 35℃, 50kg/s 열원

∙에너지 계산

×℃×℃℃ 

×℃×℃℃ 

∙엑서지 계산

×℃××ln

  

×℃××ln

  

2.2.3. 단위 공정별 정의

시멘트 공정의 개별 공정은 기체-고체 반응기를 

통한 고체를 고온으로 가열함으로써 진행된다. 세부 

처리 목적에 따라 Fig. 2와 같이 다양한 반응기가 존

재하지만 기체와 고체 간의 열전달을 이용하는 기

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에너지 계산 시 장

치 별 상이한 조건들을 모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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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plified diagram of cement process (Case A). 

Fig. 4. Unit processes and total process.

0차원 단순시스템에서 열․물질 정산은 동일한 방식

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순화 된 0차원 모형에서는 정상상태, 화학 평형, 

반응기 내 물질의 완전 혼합을 가정하고 온도 구배

에 대한 고려를 제외한 공정의 입출구 조건만을 고

려하여 질량 보존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을 바탕으

로 에너지 정산이 수행된다[2-4]. 하지만 실제 공정

에서는 반응기의 형상, 운전 조건, 성능에 따라 열물

질 전달현상이 다르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시멘트 공정(Case A)은 Fig. 3과 

같은 단순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고체 투입량

은 72.58 t/h이며 41.96 t/h의 최종 생산규모를 가진

다. 예열 공정과 소성 공정에서 에너지 대부분이 투

입되며 전 공정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연속공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Fig. 3과 같이 각

각의 공정들을 분리하여 단위 공정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계산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단위 공정과 전체 공정에 대한 의미 차이는 Fig. 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위 공정은 연속 공정을 

각 공정으로 분리한 것을 의미하며, 단위 공정들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공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전체 공정은 각각 나누어진 단위 공정 간 상

호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로 고려한 공정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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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정의 에너지 계산을 위한 열․물질 정

산 방법을 나타냈으며 단위 공정 모델 분석 후 전체 

공정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1) 물질 정산(Mass balance)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료 고체 물

질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석탄과 연소용 공기가 투

입되며, 배출되는 물질로는 공정을 거치면서 처리된 

고체 물질과 배출가스 그리고 부산물 이 있다. 이를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각 인자의 의미와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2)

i : raw material, fuel, inlet air
e : product, by-product, exhaust gas

① 광석 처리량 결정

광석의 처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 생산량

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

해 투입되는 광석의 양은 함유된 성분, 화학 반응, 
열 변형에 의한 질량 손실, 부착수의 양 등의 조건

에 따라 결정된다.

② 연료 투입량

광석을 가열시키기 위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연료

를 연소시키게 된다. 광석을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수분 증발, 반응열, 승온)와 열 손실 등을 고려한 에

너지 계산 후 요구 열량 및 연료 발열량을 이용하여 

연료 투입량을 계산할 수 있다. 

③ 연소용 공기 주입량

화석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일반 적으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공기량의 1-1.2배를 투입한

다. 연료의 원소분석을 통해 Table 1과 같이 완전 연

Table 1. Theoretical amount of oxygen and air by main 
components of fuel

 Reaction


[kg/kg]

[kg/kg]

C 12.01   




×



H 1.01 

  


 



S 32.07   


O 16.0  

 -1

N 14.0  

 0

Table 2. Theoretical amount of exhaust gas by main 
components of fuel
 Amount of exhaust gas [kg/kg]

CO2 44.01 ⋅

H2O 18.02 ⋅

SO2 64.07 ⋅

O2 32.00  ⋅⋅⋅

N2 28.00  ⋅⋅⋅

소를 위한 산소량과 공기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론 

공기량은 식 (3)과 같이 구성 석탄 성분의 합으로 계

산될 수 있으며, 이때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만 구성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계산에서 사용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79%와 21%이며, 질
량비는 76.8%와 23.2%이다.

 




















×



(3)

④ 연소가스 발생량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발생되는 연소가스의 양은 

Table 2와 같이 계산된다. 연소에 이용되고 남은 산

소와 반응에 관여하지 않은 질소에 대한 계산을 과

잉공기비(excess air ratio(EAR))로 표시할 수 있다.

⑤ 배출되는 광석량

투입되는 광석은 연료의 연소에 의해 열을 공급받

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광석에 부착된 수분은 광석의 승온 과정에서 증

발하게 되어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수분의 양과 

성분 분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⑥ 배출가스의 양

공정 간 광석의 수분 증발과 성분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고려한 배출가스 유량을 계산하였다.

2) 열 정산(Heat balance)
공정에 투입되고 배출되는 물질들은 현열을 가지

고 있으며 식 (1)와 같이 계산되고 식 (4)와 같이 현

열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 


 (4)

i : unit process
j : mass flow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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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체 고온 처리과정 중 연료 연소에 의한 발

열량과 고체 물질의 반응 그리고 반응기의 열손실

을 고려하여 식 (5)와 같이 에너지 유입량 및 유출량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source : combustion heat or external heat
react : exothermic( ), endothermic( ) 
loss : heat loss to wall

현열은 기준온도(보통 0℃) 대비 상대적인 에너지

로 계산하였다.

① 연료 현열 및 발열량

연료의 현열은 식 (6)과 같이, 발열량은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6)

 
 (7)

LHVfuel : lower heating value of fuel [kJ/kg]

② 공기의 현열

기체의 경우 온도에 따라 비열이 크게 변화하지

만 연소용 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투입

되기 때문에 식 (8)과 같이 계산하였다.

 
    (8)

③ 광석의 현열

광석의 비열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하여 식 (9)와 같이 현열을 계산하였다. 

or   or or  or    (9)

④ 배출가스의 현열

배출가스의 비열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며 가

스의 구성성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Table 
3에 제시된 비열 계수를 사용하여 식 (10)과 같이 선

형화하여 계산한다. 연소가스의 계산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10)

배출가스의 현열은 식 (11)과 같이 계산되었다.

 
 








≈


  (11)

Table 3. Specific heat coefficients of chemical com-
ponents

Component a(J/kg℃) b(J/kg℃)

CO2 839.07 0.4789

H2O 1835.8 0.6220

O2 914.12 0.2178

N2 1034.6 0.2000

Air 987.28 0.2025

⑤ 배출광석의 현열

투입 광석의 현열과 동일하게 식 (10)을 통해 계

산되었다.

⑥ 반응열

물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

며 구성 성분에 따라 반응열이 달라진다. 시멘트 공

정의 소성공정 간 발생하는 반응열은 식 (12)와 같

이 경험적인 값을 인용하여 계산하였다.

   

   (12)

3) 열․물질 정산의 한계점

공정을 0차원 형태의 모형으로 단순화 하여 에너

지 계산을 수행하므로 단순화 가정에 수반되는 여러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① 공정 입/출구 조건 기준만으로 계산하였으므로 

반응기 내부 성능 파악이 어렵다.
0차원 형태의 모형을 이용한 열․물질 정산은 단

순 입구, 출구 조건(온도, 유량 등)만을 이용하여 계

산되기 때문에 반응기의 내부 위치에 따른 열 및 물

질 전달, 반응, 열 손실 등의 내부 구배 파악은 어렵

다. 이는 충분하지 못한 열전달 속도 혹은 체류시간 

등으로 인해 목표 성능이 달성될 수 없을 수도 있음

을 의미한다.

② 반응기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응기 내에 투입되는 유량과 열전달 면적에 대

한 고려가 없이 계산되어 반응에 필요한 반응기 크

기나 형상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기 힘들다.

③ 기준 온도 설정에 따른 현열 값

단위 공정에 투입되는 각 물질들의 현열은 식 (1) 
을 통해 계산되며, 기준온도의 설정값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

④ 반응기의 열 손실은 경험적인 값으로 가정

적용된 단순 모델에서는 반응기의 열 성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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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ergy Use of Total Processes.

Fig. 5. Energy Use of Unit Process.

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열 손실을 경험적인 값(에
너지 투입량의 약 12%)으로 가정하여 계산에 포함

하였다.

⑤ 에너지 값의 표현의 혼동

질량유량과 엔탈피 차이의 곱으로 열량이 표현되

기 때문에 열원의 온도와 장치 규모(유량)에 대해 

간과하기 쉽다.

서술한 방식으로 해석 결과를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위 공정 에너지 사용량은 실제 소비되는 

연료 기준으로 하였으며 냉각 공정의 경우 실제 소

비되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표현되지 않

았다. 

2.2.4. 전체공정의 총 소요에너지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단위 공정별 에너지 사

용량을 파악하였다. 식 (13)과 같이 각 단위 공정 에

너지 사용량의 합으로 전체 공정 소요 에너지를 계

산하였으며 Fig.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단위 공정 에너지 사용량의 합을 통해 전체 공

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는 방식의 에너지 평가 

시 주의사항이 있다.

 
  







 (13)

① 공정의 연속성 고려하지 않음

단위 공정 별 독립계산을 수행했기 때문에 투입 

고체는 이전 공정의 배출 온도와는 관계없이 항상 

상온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고려하였고, 공정 간 열

원 이동 시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② 열원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없음

본 대상에서는 석탄 연소에너지로만 에너지를 사

용하였으나 전기 혹은 기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

에도 같은 열량으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의 비등가성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는다.

2.3. 에너지 사용의 적정성

열․물질 정산을 통해 연속 공정의 총 소요 에너

지를 계산하였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에관해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효 

사용량을 정의할 수 있다.

2.3.1. 이론 열 요구량

에너지 사용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식 (14)와 

같은 이론 열 요구량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 

내에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이다. 식 (15)는 이론 열 

요구량을 해당 물질량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서 단

위 질량 당 필요 에너지이다. 

 ∆ ∆ ∆  (14)

  

 (15)

2.3.2. 투입 대비 유효 사용량

실제 에너지 사용량의 이론 열 요구량 대비 초과

사용량을 식 (16)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공정 간 방열손실 및 배

가스 손실 등이 있으므로 투입 대비 유효 사용량(식 

(16)은 1보다 크게 된다. 열 손실량은 일반적인 로터

리킬른 반응기의 열손실량인 투입 열량의 약 20%로 

단순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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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ergy Use per Product.

Fig. 8. Rival cement process(Case B)[6].

 

 , where  

 (16)

예열 공정의 경우 고체 물질의 승온이 목적이며 

이론 열 요구량은 12.34 MW로 R1은 2.57이며, 소성 

공정의 경우 물질의 승온과 반응이 목적으로 이론 

열 요구량은 33.77 MW로 R2은 1.44이다. 예열 공정

에서 최소 필요 에너지보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됨을 알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해

당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에너지효용성 개선

3.1. 평가 및 비교방법

전 공정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비의 구성과 처리 목적이 유사한 경쟁 공정

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위공

정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점검은 동일 공정에 있어 

대체반응기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의 내용에서 이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

였으며 앞서 설명한 적절한 에너지 지표를 통한 평

가를 진행하였다.

3.1.1. 경쟁 공정 간

일반적으로 경쟁 공정 간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총 에너지 사용량을 통한 단순 열량 크기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질처리량 기준 에너지 사용량

(energy use per product)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는 식 (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Fig. 7).


 














 (17)

비교 대상[6]은 Van Cement Plant를 대상으로 수집

된 자료이며 본 대상 공정과 마찬가지로 시멘트를 생

산하는 공정(Case B)이다. Fig. 8과 같이 고체 투입량

이 41.66 t/h이고 최종 생산량이 25 t/h로 본 대상의 규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경쟁 공정(Case B) 또한 

동일하게 예열 및 소성, 냉각과정을 거친다. 두 공정

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품 기준 에너지 사용량 지표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가정을 통해 단위 

공정별 사용 에너지 및 연속 공정의 총 소요 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Fig. 9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통해 연구 대상 시멘트 공정(Case A)에서

의 에너지 사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



하대승․최상민26

Fig. 9. Comparison of energy use per product.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품 기준 에너지를 평가 지표로 사용한 경우 

결과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

며 해당 조건들이 동일한 가정에서 비교 평가를 실

시해야 한다.

① 고체 초기 조건

투입되는 고체 조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결정

된다. 특히 광석의 함수율은 수분 증발에 요구되는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며 초기 함수율이 높을수록 증

발에 요구되는 에너지가 많다. 또한 광석 초기성분

에 따라 필요 반응 에너지가 결정되며 이는 그리고 

초기 연료 투입량을 결정한다. 또한 투입물질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② 단위공정 별 목표 성능 수준

공정마다 처리 목적이 다르며, 고체 목표온도, 수
분 제거율, 반응율과 같은 처리목표 수준에 따라 요

구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고체 처리목표 수준을 높

게 설정할수록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3.1.2. 단위공정 기준 대체공정

해당 공정에 적합한 대체반응기와의 비교를 통해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반응기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유효 사용량을 이용하여 식 (16)과 같이 

비교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예열 공정을 예로 들면 

직접가열 반응기(로터리킬른)에서 R1값은 1.91이나 

대체 공정인 공압식(pneumatic) 반응기에서는 R1값

은 1.44로 공압식 반응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대

상에 적용된 반응기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혹은 에

너지 절감방안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계

산 과정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① 직접 가열 반응기(로터리킬른)
직접 가열식 반응기는 연소를 이용한 열원 공급

을 통해 고온 열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열 

공정에서 반응기의 이론 열 요구량은 고체물질을 25 
℃에서 308℃로 가열하기 위한 승온 에너지와 건조

광 1/3 정도의 소성반응 완료에 필요한 에너지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온도가 높고 

열 손실 또한 크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 사용량은 이

론 열 요구량에 비해 상당히 크다.

 




∆→℃ ∆ 
 


 (18)

② 공압식 반응기

공압식 반응기의 특징은 비교적 낮은 온도의 공

기가 대량으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예열 공정에서 공

압식 반응기의 최소 요구 에너지는 고체물질을 25℃
에서 92℃로 가열하기 위한 승온 에너지와 마찬가지

로 건조광의 1/3 정도의 소성반응 완료에 필요한 에

너지와의 합이다. 배출 가스 온도가 낮은 이유는 공

압식 반응기의 경우 기체 고체 간 온도수렴성이 상

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낮은 열원의 사용이 가능

하므로 배기가스 재순환(recirculation)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이 가능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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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선 방향 검토

에너지 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 

뿐만 아니라 엑서지 손실 또한 감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 조건 재검토, 공정 간 재활용, 공정 간 물

질 이동 열 손실 감축, 장치의 열효율 개선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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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nergy output of unit process. 

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방

향을 검토하였다. 

 ① 단위 공정 에너지 검토 

 ② 엑서지 분석을 이용한 검토

 ③ 개선 방안 적용 및 예측

(a) 공정 복합화

(b) 공정 간 에너지 재활용

(c) 공정 간 물질이동 시 열손실 절감

3.2.1. 단위공정 에너지 검토

전체 공정 및 단위 공정에 대한 에너지 비교를 통

해 Fig. 10과 같이 단위 공정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

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에너지 효용성 개선의 필요

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투입된 에너지는 주로 배기가스 손실과 고체물질

의 승온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절

감하거나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정조건이 개선되어

야 한다.

3.2.2. 엑서지 분석을 이용한 검토

열역학 제 1법칙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 절대량

을 파악할 수 있으나 에너지의 방향성과 가용성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역학 제 2법
칙을 기반으로 엑서지 계산을 통해 최대 가용일을 

파악함으로써 온도에 따른 열원의 가용일 또한 고

려해야 한다. 엑서지 균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 (20)
과 같다.











 






   

(20)

정상 상태에서는 

 

  이 된다. 본 연구

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물리적 엑서지만을 고려하였

Fig. 11. Exergy flow diagram of unit processes.

고 엑서지 유동을 고려하여 식 (21)과 같이 엑서지 흐

름을 표현할 수 있다.

        (21)

  ln



Case A에 대해 단위 공정의 엑서지를 식 (20), 
(21)을 통해 각각 계산하였고 결과를 Fig. 11과 같은 

생키 선도(Sankey diagram)로 표현함으로써 투입 열

원 대비 항목 별 에너지 이용 비율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 항목

을 확인할 수 있다[7].
열손실은 주로 배가스 손실 및 외부와의 온도차

이로 인한 방열손실이 주된 요인이다. 효율적 열교

환이 가능한 반응기를 통해 배가스 온도를 낮추거나 

벽면에 단열재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로터리 킬른의 경우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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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rial movement of solids.

Fig. 13. Energy use in combined system.

Fig. 14. Energy saving prediction through reuse of exhaust gas.

한 배가스 및 반응 후 배출 물질 현열 손실이 발생

하는데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

3.3. 개선 방안

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

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화된 형태의 공

정 에너지 계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개선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경향성은 확

인할 수 있다.

3.3.1. 설계 조건의 재평가

에너지 계산은 입출구 조건(유량, 온도)을 이용한 

열․물질 정산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 조건은 고체

물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치므로 초기 투입 조건과 공정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기 함수율 및 성분의 정확성, 고
체 물질 투입, 배출 시 유량 및 온도의 적절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3.3.2. 공정 복합화

단위공정 계산 시 단순화를 위해 상온 물질을 투

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고체 처리 

공정은 연속 공정으로 공정 간 상호관계를 고려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온도로 배출된 광석의 현

열은 다음 공정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열공정에서 배출된 고체의 현열

은 소성 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로서 포함되어야 한

다. 이러한 가정을 통한 계산한 결과는 Fig. 13과 같

다. 이전 단순 개별 공정만 고려한 결과에서는 8.6%
의 에너지가 과다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장규모 평가 시 반응기 간 상호 영향을 고

려해야 한다. 

3.3.3. 공정 간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활용성을 높여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남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반응기에 직

접 투입하는 방법과 재생 열교환기(regenerator) 혹은 

축열 열교환기(recuperator) 등을 이용하여 남는 폐열

과 연소용 공기와의 열 교환을 통해 투입되는 공기

를 예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 때 폐열의 온도가 중요하며 온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범위가 달라진다. 
본 공정에서는 직접 방식을 통한 폐열 재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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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nsideration of heat loss of inter-process.

고려하였다. 냉각공정에서의 배출공기는 고온 상태

의 고체물질과 공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예열된 열

원으로 소성공정 열원을 예열하는 것으로 활용하였

으며 소성공정 배가스는 예열공정으로 직접 투입하

여)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대비 37.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Fig. 14).

3.3.4. 공정간 물질이동 시 열손실 절감

단위 공정 간 배출, 투입 과정 사이의 물질이동 

시 현열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폐열을 재활용

하기 위한 물질 이동 간에도 열손실이 발생하며 이

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중

요하다.
공정간 물질이동 시 열 손실은 외부조건(온도, 압

력, 습도, 물질의 노출 시간 등)에 따른 복잡한 열 손

실 모델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에너

지 계산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 활용 방안의 기초 접

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정 이동 간 열 

손실 또한 현열의 20%로 가정하여 Table 4와 같이 

변화된 투입 온도를 통해 단순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정확도는 떨어지나 경험적 데이터가 있으면 

간단히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 결과 공정 간 열손실을 고려한다면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Fig. 14) 27%의 에너지가 더 요구된다

(Fig. 15). 그러므로 단열재 보강 및 이송 속도 향상

과 같은 방안을 통해 공정 간 방열손실을 최대한 절

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able 4. Material movement of inter-process

Materials Solid Gas

Movement
(Out→ In) 

Preheating→
Calcining

Calcining→
Preheating

308℃→ 246℃ 935℃→ 749℃

Calcining→
Cooling

Cooling→
Calcining

1,300℃→ 1,040℃ 732℃→ 586℃

4. 결 론

고체의 처리 공정은 에너지 집약 공정으로 효율

적인 에너지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시멘트 생산 공

정을 예로 들어 단순 에너지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

을 마련하고 계산결과 및 개선사항들을 정리해 보았

다. 이를 통해 단위공정 및 전체 공정의 총 소요 에

너지를 계산할 수 있었고 유효 사용량을 통해 적절

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열량 사용량과 엑서지 

검토를 통해 공정의 복합화, 공정 간 에너지 재활용 

그리고 공정 간 물질 이동 시 열 손실 절감과 같은 

에너지 절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해석의 이해를 높이고 시멘트 

공정 이외 고체 처리공정의 에너지 관리에서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단순 계산을 통한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

한다. 향후 지속적인 해석 모델 개선을 통해 더욱 정

확한 단위 공정 평가, 반응기 내부 성능 평가, 운전 

조건에 따른 발생 가능 문제 파악과 같은 추가사항

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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