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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유동 입자들의 순환 경로는 연소로에서 비산된 입자들이 사이클론에서 포집되어 비기계적

밸브인 실포트(Sealpot)를 거쳐 연소로로 재순환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갖는다. 그러나, 유동 입자들로부터 열을 추가적

으로 흡수하기 위해 유동층 외부열교환기(FBHE; Fluidized Bed Heat Exchanger)가 설치된 경우, 실포트의 일부 입자

들은 FBHE를 거쳐 연소로로 재순환하는 경로를 갖게 된다. 이때 기포유동층 영역으로 운전되는 FBHE는 실포트로부

터 유입되는 고온(800~950 oC)의 입자들의 유동 특성에 따라 열교환 튜브의 국부적 가열로 인한 손상 및 hot spot에

의한 입자들의 고온 뭉침(agglomeration)이 발생할 수 있어 순환유동층의 안정적 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 D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FBHE에 대한 운전자료 분석 및 바라쿠다를 통한 CPFD(Computational Particle

Fluid Dynamics) 해석을 통해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열흐름의 불균일성을 밝혀내었다. 실제 D 순환유동층의

FBHE 열교환 튜브 온도는 실포트의 고체온도 변화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FBHE 내의 열흐름의 불

균일성은 FBHE의 조업 유속의 증가(0.3→0.7 m/s)로는 그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BHE

로 유입되는 고온 입자들에 대한 사전 혼합 영역(Premixing Zone)이 설치된 경우와, 연소로로 재순환되는 입자 배출

라인의 대칭화를 통한 구조변경 시, 입자 혼합의 증대와 더불어 열흐름의 불균일성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고찰

되었다. 이에, FBHE의 구조 최적화가 열교환 성능 및 운전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In general, the circulation path of the fluidized particles in a CFB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is such

that the particles entrained from a combustor are collected by a cyclone and recirculated to the combustor via a sealpot

which is one of non-mechanical valves. However, when a fluidized bed heat exchanger (FBHE) is installed to additionally

absorb heat from the fluidized particles, some particles in the sealpot pass through the FBHE and then flow into the

combustor. At this time, in the FBHE operated in the bubbling fluidization regime, if the heat flow is not evenly

distributed by poor mixing of the hot particles (800~950 oC) flowing in from the sealpot, the heat exchanger tubes would

be locally heated and then damaged, and the agglomeration of particles could also occur by formation of hot spot. This

may affect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irculating fluidized bed. In this study, the unevenness of heat flow arising from

structural problems of the FBHE of the domestic D-CFB boiler was found through the operating data analysis and the

CPFD (Computational Particle Fluid Dynamics) simulation using Barracuda VR. Actually, the temperature of the heat

exchanger tubes in the FBHE showed the closest correlation with the change in particle temperature of the sealpot. It was

also found that the non-uniformity of the heat flow was caused by channeling of hot particles flowing in from the sealpot.

However, it was difficult to eliminate the non-uniformity even though the fluidizing velocity of the FBHE was increased

enough to fluidize hot particles vigorously. When the premixing zone for hot particles flowing in from the sealpot is

installed and when the structure is changed through the symmetrization of the FBHE discharge line for particle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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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ing into the combustor, the particle mixing and the uniformity of heat flow were found to be increased considerably.

Therefore,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structural modification of the FBHE, related to premixing and symmetric flow of

hot particles, is an alternative to reduce the non-uniformity of the heat flow and to minimize the poor particle mixing.

Key words: Fluidized bed heat exchanger, Barracuda simulation, Particle mixing, Heat flow

1. 서 론

화석연료의 청정에너지로의 활용에 있어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고효율의 저급에너지원 활용기술로서 수십여 년간에 걸쳐 많은 관

심과 시장 성장을 이루어왔다[1-3]. 경제적 에너지 전환방법의 일환

으로 대용량화가 되어 감에 따라 열흡수 및 연소로 온도조절 등의

목적으로 유동층 외부열교환기(FBHE)를 두고 사이클론에서 포집

된 입자를 직접 연소로로 재순환하기 전에 이곳으로 우회하여 입자

로부터 열을 흡수한 후, 연소로로 재순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

다[4-5]. 특히, 연소로가 대형화 됨에 따라 FBHE의 개수 또한 증가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열 흡수 후 재순환되는 입자의 온도 및 입

도, 순환량에 따라 전체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성능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7]. 국내 D-화력의 순환유동층 보일

러는 현재 3개의 사이클론과 이와 연결된 3개의 FBHE를 갖고 있

다. 각각의 FBHE에 구성된 열교환 튜브를 통해, 증발기, 최종과열

기 및 최종재열기 역할을 수행 중이나, 3개의 FBHE 구성에 따른

비대칭 형태의 구조로 중앙에 위치한 최종재열기의 운전이 간헐적

으로 불안전하게 운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이러한 FBHE는

기포유동층 영역으로 운전되는 형태로, 공탑 유속이 0.2~0.3 m/s로

비교적 낮은 유속으로 운전되고 있어 입자의 유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FBHE 내의 열전달 및 국부적 가열로 인한 열교환 튜브의 손

상 및 입자 뭉침(agglomeration)의 원인이 되어 전체 조업의 중단까

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

고 FBHE의 해석 및 원인진단은 거의 이루어진 경험이 없으며, 문

제 발생 시, 현장에서의 유속 조절을 통한 일시적인 해결을 통해 운

전을 유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통해 국부가열 및 비유동으로부터 발

생된 클링커 해소 후 재조업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러한 운전방식은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원인진

단을 통한 구조변경 또는 조업방식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유동층 해석에 있어 다양한 전산 기법을 통한 해석 및 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된 CPFD

(Computational Particle Fluid Dynamics)의 기법을 이용한 바라쿠

다(Barracuda) 해석툴은 사이클론 및 실포트(또는 룹씰, Loopseal)

그리고 순환유동층 연소로 등 순환유동층 단위영역뿐만 아니라, 전

체 순환 고리 해석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9-15]. 특히,

대용량 유동층 영역에 있어 실험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의 유동 및

열흐름 모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D-화력의 순환유동층에 구성된

FBHE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열교환 튜브의 온도상승 및

손상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고, FBHE의 유동해석과 열흐름 해석을

통해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순환유동층 FBHE 구성 및 해석 방법

D-순환유동층의 개략도 및 FBHE의 배열도를 Fig. 1(a)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순환유동층 보일러는 1개의 연

소로와 3개의 사이클론 및 이와 연결된 3개의 FBHE로 구성된 순

Fig. 1. Schematic diagram and FBHEs’ arrangment of D-CFB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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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고리(Circulating Loop)를 가진 장치로, 연소로에서 비산되어 순

환된 입자는 사이클론에서 포집되어 실포트로 유입된 후, 연소로로

재순환되는 일반적인 순환 경로를 지닌다. 여기서, 실포트는 학술

적으로 룹씰(Loopseal)로 명명되곤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계 제

작사의 모델 명칭인 실포트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실포트로

유입된 순환 입자들 중 일부는 실포트 하부에 있는 ACV(Ash

Control Valve)의 개도 조절에 따라 FBHE로 우회하여 유입되며,

이때 유입된 입자들은 FBHE 내에 열교환 튜브로 열을 전달한 후

연소로로 재순환하는 경로를 가진다. 이때 ACV 개도에 따라

FBHE로 유입되는 고온의 고체량이 결정되며, D-순환유동층 3개의

FBHE 각각은, 열교환 튜브의 역할에 따라 증발기, 최종과열기 및

최종재열기로 구성된다. 한편,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FBHE로부터 연소로로 연결된 재순환 라인은 증발기(Evap) 및 최

종과열기(F-SH)의 경우 중앙에 위치하나, 최종재열기(F-RH)는

FBHE 측면에 재순환 라인이 위치하는 점이 차이가 난다. 각

FBHE는 기포 유동층(bubbling fluidized bed) 영역에서 운전되도록

FA(Fluidizing Air) 팬에서 적절한 유동화 공기가 공급되나, FA 팬

(fan) 하나에 FBHE 뿐만 아니라, 실포트 및 연소로에서 배출된 회

(Ash)를 냉각하여 처리하는 유동층회재냉각기(FBAC : Fluidized

Bed Ash Cooler)의 유동화 공기도 댐퍼 조절을 통해 동시에 공급받는

방식으로 FA flow 조절 시 상호 영향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은 층온도의 범위가 500~800 oC 될 때를 기준 범위로 선

정하여 FBHE의 운전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FBHE 내의 공

탑속도(Uo)는 0.18~0.34 m/s 범위에 있으며 이는 FBHE 내의 평균

입도인 300 μm에 대한 최소유동화 속도(Umf) 대비 4.5~10.6 Umf 사

이의 비교적 원활한 유동화 영역에서 운전됨을 보인다. 한편,

FBHE 내의 열교환 튜브의 용적(38%)을 고려한 유속으로 환산시,

0.29~0.55 m/s 값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는 더욱 활발한 유동화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ble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실제 F-RH FBHE의 유량이 가장 높게 운전되고 있

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소로에 연결된 재순환 라인의

비대칭 구성으로 인한 입자 흐름의 불균일성이 나타나 고체 혼합

정도를 높이기 위해 유속을 올려 운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두 FBHE에 비해 비교적 운전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F-RH FBHE를 대상으로 고체

혼합에 따른 열분포 해석 및 이의 해결을 위한 FBHE 형태 개조 시

의 고체 혼합 및 열분포 해석 또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BHE의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해 삼차원의 유체와

입자들의 모멘템 수식을 각각 Eulerian과 Lagrangian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CPFD 방식의 독자적 구현을 하는 Barracuda VR (17.2.0)

상용 코드를 사용하였다. Fig. 2(a)는 바라쿠다 해석을 위한 F-RH

FBHE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F-RH FBHE는 높이 5.0 m, 너비

5.5m 그리고 폭 3.5m의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 흐

름 방향으로 우측에 연소로로 재순환하는 라인이 구성되어 있다.

F-RH FBHE 내의 열교환 튜브는 63.5 mm 직경을 지닌 튜브가 8행

(row), 46열(column)로 매우 조밀하게 구성된 형태이나 격자 구성

및 해석의 간편함을 위해 8행, 5열로 간략화하여 그 대상을 구성하

였다. 본 바라쿠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 구성은 200,0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FBHE내의 입도분포는 Fig. 2(b)에 그리

고 해석의 가정 및 경계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F-RH FBHE의 구성 및 형태를 바꾸었을

경우 나타나는 성능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Fig. 3에 F-RH FBHE의

Table 1. Analysis of FBHEs’ operation conditions

Classification
FBHE

Evap. F-SH F-RH Evap. F-SH F-RH

Avg. bed temp. [oC] 500 800

Flow rate [kg/s] 2.16 2.55 2.95 2.16 2.55 2.95 

Uo [m/s] 0.179 0.211 0.243 0.248 0.293 0.338 

Umf  (Pavg.
 = 300 µm) 0.040 0.0319

Uo/Umf  [-] 4.5 5.3 6.1 7.8 9.2 10.6

Tube fraction [%] 38

Uf [m/s] 0.288 0.340 0.393 0.400 0.472 0.545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FBHE(F-RH) for Barracud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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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변경된 형태를 제안하여 그 영향을 해석하였으며, 각 경계조

건은 Table 2에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변경 제안된 형태로는

FBHE로 입자가 투입되는 영역에 경계막(division wall)을 설치하

여 순환, 투입된 입자가 사전에 혼합되는 영역(15% 너비 확장)을

갖도록 하는 경우(Fig. 3(a))와, 사전 혼합영역의 확대를 위한 경계

막의 높이를 높였을 경우(Fig. 3(b), FBHE 및 경계막 높이 30% 확

장)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입자의 출구를 중앙에 깔때기 형태로 구

성한 경우(Fig. 3(c))로 나누어 그 영향을 해석하였다. 이때 FBHE

주 열교환 영역 및 격막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사전 혼합 영역에 공

급되는 유동화 공기량은 초기 개조 전의 유동화 공기량과 동일한

유속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D-순환유동층은 사이클론 및 FBHE가 각각 3개로 구성된 순환

룹(loop)을 가지고 있는 보일러로, 중앙 사이클론에 연결된 F-RH

FBHE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운전 형태를 띤다. 먼저, Fig. 4(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이클론에서 포집되어 실포트로 유입된 순

환입자의 온도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FBHE 고체층 일부 영역에

서의 온도 상승이 고찰되고 있으며, 이로 야기된 다양한 운전 변화

가 고찰되었다. Fig. 4(a)에 나타낸 T2~T4는 FBHE 내에 고체흐름

방향으로 우측면에 설치된 고체층 온도분포이며, T5~T8는 좌측면

에 설치된 고체층 온도분포로, 실포트의 고체층 온도증가에 따라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of FBHE (F-RH)

Classification FBHE

Drag model [16-18] Wen & Yu-Ergun with agglomeration

Fluid

property air and particles without reaction

temp. [oC] 800

press. [Pa] 101,325

Flow B.C.

solid 
flow rate [kg/s] 250

temperature [oC] 900

fluidizing air

flow rate [m/s] 0.3~0.7 (2.16~5.39 [kg/s])

temperature [oC] 230

pressure [Pa] 120,000 

Pressure B.C.
FBHE inlet [Pa] 112,300 [Pa]

FBHE outlet [Pa] 102,300 [Pa]

Particle 

size [µm] 0~500 with size distribution

sphericity [-] 0.85

density [kg/m3] 2,600

Geometric change
solid return line biased / centered

division wall without / with, expanded

Fig. 3. Schematic diagram of a FBHE(F-RH) for Barracud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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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HE 고체 흐름 방향으로 우측면에 설치된 T2~T4 영역의 고체층

온도는 증가하는 반면, 좌측면 고체층 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FBHE 내의 유동현상이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매우 격렬한 기포유동층 영역에서 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고체 혼합에 따른 문제

라기보다는 다른 운전 변수에 따라 FBHE 고체층의 좌측과 우측

영역이 각각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고체

혼합이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열교환 튜브의 온도 편차나 온도

패턴의 역전현상이 갑자기 발생하였을 경우, 국부적으로 열교환 튜

브로의 열전달 양의 차이 또는 역으로 열교환 튜브로부터 열을 전

달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좌, 우측 영역의 온도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BHE의 국부적 고체층 온도상승은 Fig. 4(b)에 나타낸

FBHE 내의 일부 열교환 튜브(3R~5R, 우측면 열교환 튜브군)의 온

도상승을 일으키며, 일부 열교환 튜브군(5R)은 제한 온도치를 벗어

나는 상승을 보여, 궁극에는 FBHE의 유동화 공기량을 늘려(Fig.

4(a) 및 (c)) 국부적 온도상승을 제어하려는 운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FBHE 내의 좌, 우측으로 편류가 형성된 고온의 입자 흐

름의 혼합을 증대시켜 온도상승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운전방

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튜브군(5R)의 경우 온도증가가 완전

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해서 높게 운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FBHE 내의 좌, 우측 열교환 튜브군(3R~5R, 6R~8R)의 온도 변화

가 상반되는 현상을 고찰할 수 있는데, 이는 좌측 열교환 튜브군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열교환 튜브 내의 증기 흐름 저항에

따라 우측 증기 흐름량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온도의 감소가 나타

나 이러한 비대칭적 증감 패턴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측 열교환 튜브 온도 감소로 인해 Fig. 4(a)에서 나타

낸 FBHE 내의 우측 고체층 온도(T5~T8)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

해된다.

한편, D-순환유동층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 팬 한곳

에서 댐퍼 조절을 통해 FBAC 그리고 실포트 및 FBHE에 필요한

유동화 공기를 모두 공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FBHE

의 유동화 공기량의 증가 시, FBAC에 비해 비교적 적은 공기량이

공급되는 실포트의 유동화 공기량이 영향을 받아 실포트로 주입되

는 유동화 공기량이 약간 상승하고 이로 인한 고체 입자 혼합 및 연

소반응 증대로 실포트 고체층 온도 또한 약간 피크 상승을 보인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Fig. 4(c)).

그러므로, 상기의 Fig. 4에서 나타낸 FBHE 운전 특성은 결과적

으로 실포트의 고온 순환입자가 FBHE로의 유입 시, 흐름의 불균일

성이 FBHE 내의 열교환 튜브의 국부적 온도상승을 가져오며, 이의

해소를 위한 FA 증가는 열교환 튜브 온도 증가의 국부적 해소를 가

져올 수는 있으나 전체 열교환 튜브의 온도증가를 해소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운전 변수에 대한 성능 영향 분석을 바라쿠다 해

석을 통해 Fig. 5에 나타내었다. 먼저, FBHE 내의 유동화 속도(Uf)

가 0.3 m/s일 경우, FBHE 내로 고온의 입자가 유입됨에 따른 고체

입자의 유동화 및 입자 혼합 그리고 온도분포에 대해 Fig. 5(a), (b),

(c)에 각각 도시하였다. Fig.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체 입자의

유동화 현상은 국부적 비유동 지역의 발생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Fig. 5(b)와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FBHE로 유

입된 고온 입자들의 혼합 및 이에 따른 온도분포는 입자의 흐름 방

향으로 편류가 일어나 일부 영역에서 비혼합에 따른 온도상승이 고

찰되고 있다. 특히, 입자의 출구 방향으로의 편류와 유동층 표면에

서의 비혼합이 이러한 온도상승의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고찰되

었다. 이는 기포 유동층 영역에서 입자의 투입과 배출이 있는 즉,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의 입자 혼합은 혼합 속도보다 입자의 흐름

Fig. 4. Correlative operation variables with tube temperatures in a FBHE(F-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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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편류의 방향은

입자의 배출라인 위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FBHE 내의 유동화 속도(Uf)를 0.3 m/s에서 0.7 m/s까지 증

가시켰을 때, 입자 혼합 및 온도분포를 Fig. 5(d)~(i)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 혼합 및 온도분포는 유속이 증가함

에 따라 고체 입자의 혼합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온도분포 또한

유속이 낮은 경우에 비해 고르게 변화함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Fig. 5(f)와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유속에 비해 2배 이상의

유속 증가를 하는 경우라도 고온의 입자가 유입되는 초기에는 편류

의 흐름이 지속해서 고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입자 혼합의 경우, 30초 경과 후 패턴은 온도분

포((g)~(i))와 유사하게 나타나, 40초 후의 입자 혼합 정도를 나타내

었으며, Fig. 5(d)~(f)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초 후의 열흐름의 편류

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고체 입자의 혼합 증가가 일부 일

어나 유속 증가와 더불어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지만 입자 혼합 및

온도 분포가 기존에 비해 고르게 변화함을 고찰할 수 있다.

Fig. 5. Particle fluidization, mixing and temperature with fluidizing gas velocities (0.3, 0.5, 0.7 m/s) in a FBHE (F-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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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5에 나타낸 해석적 결과는 Fig. 4에 나타낸 실제

FBHE 내의 운전 현황을 잘 모사하고 있다. Fig 5에 나타낸 고온 입

자의 편류 흐름은 FBHE 내의 우측 열교환 튜브군(3R~5R)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이의 해소를 위해 FBHE 유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해소되나 일부 해소되지 않는 영역(5R)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Fig. 6은 Fig.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온 입자가 실포트에서

바로 FBHE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격막(division wall)을 설치하여

사전 혼합 영역을 갖도록 한 경우에 대해 시간에 따른 유동 및 입자

혼합 그리고 온도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FBHE 내에 사

전 혼합 영역을 갖춤으로써 실포트로부터 유입되는 고온의 입자들

이 열교환 튜브군과의 직접 접촉하는 흐름을 지연함과 동시에 입자

의 국부적 편류 흐름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격막을 설치하

더라도 비교적 낮은 유속의 유동화 조건이어서 입자 마모 및 벽면

의 마모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격막으로

나눠진 사전 혼합 영역의 유동화 공기량은 주 유동층과 동일한 유

속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공기량 조건(2.16 kg/s)은 최소 4.5 Umf 조건으로 비교적 원

활한 유동화가 형성되는 유속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유동화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Fig. 6(b)에 나타낸 고체 혼합의

경우에는 격막에 의한 사전 혼합영역이 존재함으로 인해 Fig. 5의

격막이 없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고체 혼합은 증가하고 및 입자 흐

름의 편류가 작아짐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Fig. 6(c)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분포 또한 격막이 없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

포됨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는 격막으로 분리된 영역에서 입자들

이 사전 혼합을 통해 열교환 튜브가 있는 주 유동영역으로 고르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Fig. 6에서 보듯이, 입자

의 최종 출구가 흐름 방향으로 우측에 존재함으로써 완전하게 편류

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실포트로부터 FBHE로 유입되는 고온 입자의 사전 혼합 영역을

Fig. 6. Fluidization, particle mixing and temperature change in a F-RH FBHE with division wall (FA = 2.16 kg/s).



바라쿠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동층 외부 열교환기의 유동해석 649

Korean Chem. Eng. Res., Vol. 58, No. 4, November, 2020

확보하기 위한 격막(division wall)의 높이를 기존에 비해 30% 증

대시켰을 경우와(Fig. 3(b)) 이에 추가하여, 열교환 후 연소로로 순

환 연계되는 입자 출구 라인을 점진적으로 면적이 감소하는 형태로

중앙에 위치시켰을 경우(Fig. 3(c))의 영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특히, FBHE로 고온의 입자가 주입되는 초기에 입자 혼합의 불균일

성과 열교환 튜브의 온도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해, 고온의 입

자가 주입되는 초기, 약 20초 내의 입자 혼합과 온도분포 변화를 고

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막의 높이를 확장한 경우

(Fig. 7(b)), 확장 전(Fig. 7(a))에 비해 입자 흐름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확장 후 온도 분포(Fig. 7(e)) 또한 확장 전(Fig. 7

(d))에 비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격막 높이를

높임으로써 고온 입자가 머무는 사전 혼합 영역의 부피가 커짐으로

써 입자의 사전 혼합에 따른 균일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러나, Fig. 6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전 혼합 영역의 부피가 증가

하더라도 입자의 출구가 비대칭으로 입자 흐름방향의 우측에 위치

함으로써 우측으로의 편류 발생과 더불어, 온도분포의 치우침이 발

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Fig. 7(c)와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격막의 확장과 더불어

입자의 출구를 중앙에 설치했을 경우의 입자 혼합 및 온도분포는

기존 격막만 있는 경우에 비해 훨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포트로부터 고온의 입자가 주입되는 초

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르게 유동화 영역을 지나서 출구로 배

출되는 형태를 띄고 있어 사전 혼합 증대의 영향과 편류 흐름의 감

소 영향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실포트로부터 FBHE로 유입되는 고온의 입자들의

균일한 혼합을 통해 유동층 내의 국부적 온도상승에 의한 비유동화

및 열교환 튜브군의 고온 손상 방지를 위해서는 입자의 사전 혼합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입자 흐름 방향으로 대칭적 배출라인을 갖

도록 하는 구조개선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4. 결 론

국내 D-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유동층 외부열교환기(F-RH

FBHE)에 대한 운전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바라쿠

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석을 통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Fig. 7. Particle mixing and temperature change at an early stage of particle inflow in a F-RH FBHE with modified shape (FA = 2.16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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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순환유동층 보일러의 F-RH FBHE는 고온의 입자가 실포트로

부터 주입될 경우, 충분한 유속을 주입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

온의 입자 편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열교환 튜브군의 온도상승

이 나타나 고온의 튜브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바라쿠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동화 정도 및 입자 혼합, 그리고

온도 분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F-RH FBHE의 경우, 유동화

속도를 0.3 m/s에서 0.7 m/s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편류 및 온도 불

균일성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자 배출라인의 비대

칭 치우침으로 입자 흐름의 편류 및 온도 불균일성은 완전하게 해

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BHE 내 고온의 입자가 유입되는

입구 영역에 격막(division wall)을 통한 사전 혼합 영역을 두었을

경우, 유입되는 고온의 입자가 열교환 튜브로의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편류의 영향도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 혼합을 위한 영역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경우 입자 혼합 및 온

도분포는 더욱 균일하게 나타남을 고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FBHE 내에 격막 및 입자의 배출라인의 대칭적 구조를 갖게 하는

경우, 입자 혼합의 불균일성과 입자 흐름의 편류가 상당부분 해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에 언급된 FBHE의 운전 불안정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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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Uf : Fluidizing velocity [m/s]

Umf : Minimum fluidizing velocity [m/s]

Uo : Superficial Velocity [m/s]

ρ : Particle density [m3/kg]

φ : Particle sphericity [-]

Abbreviation

1-D : First-sealpot’s Downleg

1-L : First-sealpot’s Liftleg

2-D : Second-sealpot’s Downleg

2-L : Second-sealpot’s Liftleg

3-D : Third-sealpot’s Downleg

3-L : Third-sealpot’s Liftleg

ACV : Ash Control Valve

CFB : Circulating Fluidized Bed

CPFD : Computational Particle Fluid Dynamics

Evap. : Evaporator

FBAC : Fluidized Bed Ash Cooler

FBHE : Fluidzied Bed Heat Exchanger

F-RH : Final Reheater

F-SH : Final Super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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