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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급수예열기 및 공기예열기 등의 열교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따른 열회수율 및 파울링 발생량 특성에 대해 조사

하였다. 열교환기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구성된 급수예열기와 공기예열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소형소각로를 제작하여 모

사실험을 수행하였다. 24시간동안 미분탄을 연소하면서 파울링 발생 및 열회수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급수예열기의 구조에 따

른 파울링 발생량은 핀(FIN) 튜브형 > 튜브 연결형 > 파이프형 > 자동세정형의 순서로 발생량이 많았으며, 그에 따른 열회수율은

핀튜브형 > 자동세정형 > 파이프형 > 튜브연결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기예열기의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 핀(FIN)튜브형 > 핀

(FIN)판형 > 파이프형 > 테프론 파이프형 > 세라믹 파이프형 순으로 파울링 발생량이 많았으며, 열회수율도 같은 순서로 높게 나

타났다. 재질의 내구성, 내산성, 내열성 등을 고려하여 세라믹이나 테플론 코팅을 할 경우에는 파울링량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열회수율이 낮게 나타나 비효율적이었다. 

주제어 : 열교환기, 급수예열기, 공기예열기, 열회수율, 파울링(FOULING) 

Abstract

We researched characteristics of heat recovery rate and fouling according to structures and materials in heat exchangers like

water preheater and air preheater. Economizer and air preheater have used in thermal electric power plant. we made small incin-

erator and heat exchangers to carry out simulated experiment. We observed fouling formation and change of heat recovery rate,

combusting powdered coal for 24 hr. In economizer, fin tube type had the largest amount of fouling formation, followed by tube

line type > pipe type > auto washing type according to structures. As heat recovery rate, fin tube showed highest recovery rate,

followed by auto washing type > pipe type > tube line type. In air preheater , fin tube type had the largest amount of fouling

formation, followed by fin plate type > pipe type > pipe type coated by teflon > pipe type coated by ceramic according to struc-

tures. And then, heat recovery rate showed the same oder. 

Key words : Heat Exchanger, Economizer, Air Preheater, Heat Recovery Rate, Fo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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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 생산시 원자력과 더불어 에너지원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탄은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

하고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요한 수급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1) 그러나, 최근 중국 및 전세계

경제 악화로 인하여 석탄 수요 증가와 석탄 시장의 여

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석탄의 품질이 매우

저급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대다수 대용량 발전소

에서는 고수분, 고휘발분 함량을 가진 저품위탄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이다.2) 이에 따라 연소가스 내에

SOx, NOx, 미세먼지, 미량의 중금속 등 다양한 입자상

/가스상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이

러한 오염물질은 급수예열기(Economizer), 공기예열기

(Air Preheater) 등 열교환기의 열전달 표면에 열전달을

방해하는 침전물의 층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물리화학

적 현상을 오염(fouling)이라고 한다.3) 파울링이 생성되

는 경우 열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열교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따라서, 열교환기 내의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

여 압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어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할 수밖

에 없다. 파울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장치의

운전을 정지하고, 열교환기를 분해하여 오염물질을 수

작업에 의해 브러시 등으로 닦거나 화학약품에 침지하

여 세정하였다.4,5)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세정시 장

치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열교환기를 분해하여 세정하

고 다시 조립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으며, 특히 화

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고온배가스, 저급연료 등의 사용에 따른 부식

성 연소배가스 등에 적용가능하고, 파울링 발생량이 적

고 폐열회수를 저하시키지 않는 고내마모성/고내식성의

재질 및 구조를 고려한 열교환장치의 개발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화력발전소의 경우 급수예열기나 공기예열기

등 열교환기에서의 파울링에 관한 연구는 큰 설비규모,

그 복잡성과 다양한 영향인자 등으로 인하여 시작단계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미세먼지, 산성가스 등

응축성물질의 고온 배가스로부터 부착되는 파울링에 대

한 실험이론적 연구에 대해서는 개념 정립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상에서 일어나는 파울링의

경우는 일부 기관(부산대)에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 적

이 있으나, 이것은 미분탄 연소로에 대해서만 수행되었

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는 미국의 Drexel

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초적 이론적 연구 및 실험적 연구

를 수행하여 스케일(scale)의 생성 및 이탈 거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구조의 열교환기에 대해 파울링

저감방법6,7)이나 제거장치8-10)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

직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생성된 스케일을 효과적

으로 청소하기 위한 수단이 개발되고 있지만, 주로 청

정제를 주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제기술적으로 보

면 제한적이며 주변적 기술의 발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bench scale 규모로 소규모의 보일러(가

연성 연소장치), 급수예열기, 공기예열기, 집진설비, 냉각

설비 등을 포함하는 석탄화력발전 계통의 일부 실험장

치를 모사하여 설계 제작하였으며, 주요 전열판의 재질

및 구조를 고려한 급수예열기와 공기예열기 등의 폐열

회수장치를 다양하게 설계 제작하여 이에 대한 파울링

량 및 열회수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파울링 및 열회수 측정방법 

2.1. 파울링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bench scale 시스템의 여건상 실험실

내에서 총괄열전달계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열저

항성을 오염도계수로 측정하였다. 오염도계수는 파울링

의 열저항성이 오염물질의 점착두께와 열전달계수에 각

각 비례 및 반비례한다는 전제 하에 도입한 개념이다.

따라서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R : 총괄오염계수 (m2hroC/kcal)

Us: 일정 시간 운전 후 총괄열전달계수 (kcal/(m2·hr·oC))

Uo: 운전 초기의 설계 총괄열전달계수 (kcal/(m2·hr·oC))

L1: 배가스측 오염물 두께 (m)

L2: 교환매질측(물, 공기) 오염물 두께 (m)

λ1: 배가스측 오염물 열전도율 (kcal/(m2·hr·oC))

λ2: 교환매질측(물, 공기) 오염물 열전도율 

(kcal/(m2·hr·oC))

교환매질측(물, 공기)에는 오염물질은 오랜 시간 가동

할 경우 주로 발생하므로, 본 실험에서는 발생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고 배가스측 오염물질 발생량만 고려하였

으며, 고온고압의 실험 운전 조건 하에 가동 중인 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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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의 열전도율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

안하여 열전도율이 온도차에 따른 변화 또한 없다고 가

정하였다. 이에 부착물의 두께에 대해서만 파울링의 측

정 기준으로 삼고 열교환기 사용 전후의 두께를 간접법

으로 산정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L : 파울링 점착 두께 (m)

Ma : 파울링 발생 후 열교환기 무게 (kg)

Mb : 파울링 발생 전 열교환기 무게 (kg)

ρ  : 오염물질의 밀도 (kg/m3)

A  : 열교환기 전열면적 (m2)

2.2. 열회수율 측정 방법

Fig. 2는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시설의 에너지 흐름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흐름에 따르면 에너지회수는 연소 시 필요한 연소용

공기와 보조연료, 에너지를 회수할 대상인 공기와 물 등

이 갖고 들어가는 에너지, 또한 팬 및 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구동에너지와 공기와 물 및 연료 등의 예열 및

건조에 들어가는 에너지 등을 투입하여 온풍, 온수, 스

팀 등의 에너지를 회수하고 재, 배출가스, 설비자체 등

에 의해 에너지를 손실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수지에

의해 투입에너지는 회수에너지와 손실에너지의 합과 이

론적으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회수효율을 다음

식 (3), (4)와 같이 2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Energy recovery rate =

(3)

Energy recovery rate = (4)

여기서, 식 (3)의 경우는 투입에너지에서 손실에너지

를 뺀 것을 회수에너지로 본 것으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상의 에너지회수효율 산정기준과 의미상으로 같으나,

계산해야 할 에너지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일부는 계산

자체가 힘든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에너지 회수시설

의 회수율 기준을 설정한 근본적인 취지가 원래 투입한

연료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발열량에 대하여 에너지 회수

매체(스팀, 온수 등)로써 회수되는 물질들이 갖는 에너

지의 양이라는 관점에서 손실에너지보다는 회수에너지

의 양으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회수된 매체의 온도, 압력 등을 용이하게 측

정할 수 있는 변수로써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식 (4)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할 때 산정범위 및 고려대상 에

너지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연소시설을 포함시킬 것이냐 에너지 회수시설로 한정할

것이냐, 고려 대상 에너지에 대해 보조연료, 예열에너지,

팬 등의 구동에너지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달리지고 이에 따라 현실성 있는 에너지 회수기준

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별 열교환기를 비교 대상으로 하

여 열교환기의 이론적 회수에너지를 해당 열교환기에

투입된 에너지로 간주하고, 실측을 통한 회수에너지와

비교하여 해당 열교환기의 에너지효율(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측정의 재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모든 측정은 3회 이상 이루어졌다.

따라서 에너지회수율 산정에 이용된 식을 다시 정리

하면 식 (5) ~ (7)과 같다.  

에너지 회수율 = (5)

L Ma Mb–( )
1

ρ
---×

1

A
---×=

Input energy  Loss  energy –

Input energy
--------------------------------------------------------------------- 100×

Recovery energy

Input energy
---------------------------------------- 100×

Qout

Qin

--------- 100×

Fig. 1. Comparison photo with before/after fouling formation.

Fig. 2. Energy flowchart of energy recover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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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 = F × [Go + Ao × (m − 1)] × Cp × (Tg1 - Tg2) (6)

• Qin : 투입에너지(kcal)

• F : 연료량(kg)

• Go : 이론배가스량 (N·m3/kg)

• Ao : 이론공기량(N·m3/kg)

• m : 공기비(1+과잉공기량/이론공기량)

• Cp : 배가스 비열(kcal/(oCN·m3)) - 일반적으로 배

가스의 비열은 0.33 (kcal/(oCN·m3))

• Tg1 : 회수 전 배가스 온도 (oC)

• Tg2 : 회수 후 배가스 온도 (oC)

Qout = Qex× Cpex× (Tex1− Tex2) (7)

• Qout : 회수에너지 (kcal)

• Qex : 열교환매질 유량 (m3)

• Cpex : 열교환매질 비열 (kcal/(oCN·m3))

• Tex1 : 회수 후 열교환매질 온도 (oC)

• Tex2 : 회수 전 열교환매질 온도 (oC)

3. 실험방법

3.1. 실험 장치 및 사용 연료

Fig. 3은 본 연구에 적용된 시험장치의 개요도를 나

타낸 것이다. 소형소각보일러, 급수예열기, 공기에열기,

배가스 처리설비, 냉각설비 및 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bench scale 규모로 제작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소형소각 보일러 내부에는 주요 지점을 고려하

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K-type의 열전대가 5개 설

비되어 있다. 급수예열기와 공기예열기에는 배가스의 유

입/유출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이 있어 측정 장

비나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급수예

열기의 경우에는 물의 유출입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K-type)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기예열기의 경우

에는 공기의 유출입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K-

type)가 설치되어 있다. 냉각설비에는 급수예열기로의 물

의 유출입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펌프 및 유량

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Table 2). 또한, 배가스 처리

설비(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실험 후, 깨끗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Fig. 3. Experimental setup to clarify the behavior of heat recovery rate and fouling.

Table 1. Specification of thermalcouple

Classification small incinerator economizer Air preheater

Thermocouple K-TYPE K-TYPE K-TYPE

Range −73oC ~ 760oC −40oC ~ 250oC −40oC ~ 250oC

Stem Size Φ 12.7 × L127 mm Φ 1.5 mm Φ 1.5 mm

Length 216 mm 500 mm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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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연료로는 미분탄(국내 업체 J사로

부터 구입, 중국산)으로써 이에 대한 특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배가스량을 3 m3/min으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구조 및 재질을 고려하여 bench scale 규모의

급수예열기 4종류과 공기예열기 6종류를 설계 제작한

것을 나타내었다(Table 4와 5). 파이프형은 하부에서 냉

각수가 공급되어 각 냉각관으로 분기되고, 열교환 후 냉

각수가 다시 상부로 모여서 배출되는 형식이며, 튜브형

Table 2. Specification of pump and flowmeter

Classification pump flow meter

 Dimensions (mm) 250 × L600 × 300 300 × L800 × 300

Input Pressure 0 ~ 10kgf/cm3 -

Accuracy - ± 0.5%

Design Flow Range 0 ~ 300 L/min 6 ~ 350 L/min

Table 3. Properities of pulverized coals used in this study

Proximate analysis(wt% as dry basis) Ultimate analysis(wt% as dry basis)
Heating value

(kcal/kg)Initial 

moisture

Volatile 

matter
Ash

Fixed 

carbon
C H N S O Ash

1 9.02 29.90 8.683 52.40 68.63 4.09 0.87 0.29 21.30 4.82 6,827

2 8.90 29.56 8.813 52.73 72.95 3.85 1.01 0.28 20.58 1.33 6,785

3 8.92 29.82 8.860 52.40 71.96 4.38 1.30 0.28 20.67 1.41 6,780

4 -　 -　 -　 -　 65.29 3.96 1.76 0.29 22.23 6.47 6,764

5 　- 　- 　- 　- 59.50 5.13 1.53 0.29 24.53 9.02 -　

average value 8.94 29.76 8.79 52.51 67.67 4.28 1.30 0.29 21.86 4.61 6,789

Table 4.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tructures of economizer

Classifi-cation Material Photo Drawing
heat exchange 

area (m2)
Feature

Pipe type STS304 0.43

- upper part to water supply and lower 

part to drain

- 25 pieces of pipe

Tube type STS304 0.37
- connecting tube pipe to one way 

direction

Fin tube 

type
STS304 0.52 - adhesion of fin coil on tube pipe

Auto washing

type
STS304 0.37 - Tune pipe + washing 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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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냉각수가 하나의 관으로 유입되고 배출되는 형식

이다. 핀튜브형은 튜브형의 열교환관에 핀을 장착하여

전열면적을 넓게 한 것이고, 자동세정형은 튜브형에

노즐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마다 노즐을 통하여 물을

분사하여 스케일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사

용된 재질은 주로 고온에서의 안정성, 부식성 및 내

산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Cr과 Mo 등이 함유된

합금강(KSD 3573)과 STS(스테인리스강)304로 구분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급수예열기의 파울링 발생량 및 열회수율 비교분석

4.1.1. 파울링 발생량

급수예열기의 구조에 따른 파울링 발생량의 분석 결

과를 Table 6 및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재질은 모두

STS304로 제작하여 재질별 특성 분석은 제외하였다. 

실험조건으로는 형태별로 미분탄(100%)을 시간당 2 kg

씩 총 24시간 동안 연소시켰으며, 4종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울링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

타났으며, 24시간 경과후의 경우에 핀이 부착된 핀튜브

Table 5.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tructures of air preheater

Classifi-cation Material Photo Drawing
heat exchange 

area (m2)
Feature

Pipe type alloy metal 0.15
- usual type of heat exchanger

- pipe diameter : 15 mm(16ea)

Ceramic pipe

(ceramic coating)
alloy metal 0.15

- heat-resistance

- acid-resistance

- reduce fouling

Teflon pipe

(teflon coating)
alloy metal 0.15

- heat-resistance

- acid-resistance

- reduce fouling

Pipe type

(STS)
STS304 0.15

- using stainless steel

- pipe diameter : 

  15 mm(16ea)

Fin tube type STS304 0.18
- adhesion of fin coil on tube pipe

- inscease of heat exchange area

Fin plate type STS304 0.18
- adhesion of fin

- inscease of heat exchan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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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0.92 mm로 가장 높고, 튜브연결형 0.89 mm, 파이

프형 0.88 mm, 자동세정형 0.83 mm 순으로 나타났다. 

4.1.2. 열회수율

급수예열기의 구조에 따른 열회수율의 분석 결과를

Table 7 및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재질은 모두 단일재질

(STS304)로 제작되어 재질별 특성 분석은 제외하였다. 

4종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회수율이 감소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들은 24시간 경과후의

경우에 핀이 부착된 핀튜브형이 약 52.3%로 가장 높고,

자동세정형 약 50.7%, 파이프형 약 48.7%, 튜브연결형

약 48.5% 순으로 나타났다. 핀튜브형의 경우 4시간 때

의 약 53.8%에서 24시간 경과후의 경우 약 50.9%로써

약 2.9% 정도의 열회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회수율은 튜브연결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파이

프형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값으로 나타났

다. 핀이 부착된 핀튜브의 경우 파울링량이 가장 많으

Table 6. Result of experiment about fouling according to structures of economizer

Classification
average weihgt of 

fouling (g)

density of fouling

(kg/m3)

heat exchange area

(m2)

thickness of fouling

(mm)

pipe type 503.3 1.33 0.43 0.88

tune type 438.0 1.33 0.37 0.89

fin tube type 636.3 1.33 0.52 0.92

auto washing type 408.4 1.33 0.37 0.83

Fig. 4. Characteristics of fouling according to structures of

economizer.

Table 7. Result of experiment about heat recovery rate according to structures of economizer

Classification

Temp. of 

exhaust gas

(oC)

input energy

(kcal)

ΔTemp. of

heating medium

(oC)

recovery 

energy

(kcal)

recovery 

rate

(%)

recovery ratio per 
heat exchange area 

(%/m2)

pipe type 199.9 35,460.7 40.0 17,280 48.7 113.18

tube type 198.5 35,212.3 39.5 17,064 48.5 131.20

fin tube type 201.3 35,709.0 43.2 18,662 52.3 100.51

auto washing type 201.4 35,726.8 41.9 18,101 50.7 137.12

• amount of fuel : pulverized coal 48 kg

• theoretical amount of exhaust gas : 8.68 kg

• theoretical amount of air : 8.40 kg

• air ratio : 1.3

• specific heat of exhaust gas : 0.33 kcal/(oC·Nm3)

• specific heat of water : 1.0

• amount of water supply : 432 m3

Fig. 5. Characteristics of heat recovery rate according to

structures of econo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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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회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하는

기울기를 고려했을 때, 장기사용시 자동세정형의 열회

수율이 핀튜브형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열면적당 열회수율을 비교해 보면, 자동세정형

137.12%/m2, 튜브연결형 131.20%/m2, 파이프형 113.18%/

m2, 핀튜브형 100.51%/m2 순으로, 핀튜브형이 다른 구조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전열면적이 다른 구조에 비

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파이프형의 전열면적은 상부와 하부의 표면적

은 포함되지 않고 오직 파이프의 표면적만 계산하였다.).

4.2. 공기예열기의 파울링량 및 열회수율 비교분석

4.2.1. 파울링 발생량

공기예열기의 재질 및 구조에 따른 파울링량의 분석

결과를 Table 8 및 Fig. 6에 나타내었다. 6종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울링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

으로 나타났으며, 24시간 경과후의 경우에 핀이 부착된

핀 튜브형 0.24 mm로 가장 높고, 핀 판형 0.23 mm,

파이프형(합금강) 0.22 mm, 파이프형(STS) 0.21 mm,

테플론 파이프형 0.20 mm, 세라믹 파이프형 0.18 mm

순으로 나타났다. 핀 튜브형이 가장 파울링 발생량이 많

았으며, 테플론과 세라믹 코팅이 된 경우에는 파울링 발

생량이 약 10 ~ 20% 정도 적게 나타났다. 

재질에 따른 파울링 발생량의 특징은 STS 재질이 합

금강 재질보다 파울링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파이프형), 재질에 따른 영향보다는 구조에 따른 영

향이 파울링 발생량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2. 열회수율

공기예열기의 재질 및 구조에 따른 열회수율의 분석

결과를 Table 9 및 Fig. 7에 나타내었다. 6종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회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24시간 경과후의 경우에 핀 튜브형이 7.0%

로 가장 높고, 핀 판형 6.5%, 합금강 파이프형 6.4%,

파이프SUS형 6.4%, 테플론 파이프형(테프론코팅)

6.1%, 세라믹 파이프형(세라믹코팅) 5.6% 순으로 나타

났다. 핀 튜브형의 경우 4시간 때의 약 8.5%에서 24시

간 경과후의 경우 약 7.0%로써 약 1.5% 정도의 열회

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 튜브형의 경우 파

울링량이 가장 많았으나, 열회수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합금강 재질에 비해 STS304 재질로 만

든 공기예열기의 열회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세

라믹이나 테플론으로 코팅한 경우의 열회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열면에 세라믹이나 테프론으로 코

팅을 할 경우, 전열면의 내구성이나 내산성, 파울링 저

감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열회수율에는 나쁜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열면적당 열회수율을 비교해 보면, 합금강파이프형

42.78%/m2, 파이프STS형 42.56%/m2, 테프론 파이프형

40.33%/m2, 핀 튜브형 38.89%/m2, 핀 판형 38.33%/m2,

Table 8. Result of experiment about fouling according to structures and materials of air preheater

Classification Material
average weihgt of 

fouling (g)

density of fouling

(kg/m3)

heat exchange area

(m2)

thickness of fouling

(mm)

Pipe type alloy metal 43.9 1.33 0.15 0.22

Ceramic pipe

(ceramic coating)
alloy metal 35.9 1.33 0.15 0.18

Teflon pipe

(teflon coating)
alloy metal 39.9 1.33 0.15 0.20

Pipe type(STS) STS304 41.9 1.33 0.15 0.21

Fin tube type STS304 57.5 1.33 0.18 0.24

Fin plate type STS304 55.1 1.33 0.18 0.23

Fig. 6. Characteristics of fouling according to structures and

materials of air pre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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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파이프형 37.44%/m2 순으로, 세라믹파이프형이

다른 재질 및 구조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전열면적이 6종류 모두 0.15 ~ 0.18 m2으로 유사하지만,

폐가스와의 접촉면인 가열판의 재질 및 구조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소형 소각시스템을 제작하고, 급수예열기와 공기예열

기의 형태와 재질에 따른 파울링 발생량과 열회수율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았다. 24시간동안 미분탄을 연소하

면서 파울링 발생 및 열회수율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예열기나 공기예열기 등은 구조적으로 전열면

적이 클수록 연소가스와 전열면과의 접촉면적의 증가로

인해 파울링되는 양은 증가하며, 파울링되는 양이 많을

수록 열교환장치의 열회수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

어 폐열회수장치의 효율증대 및 부착물 최소화를 위해

서는 기술적/구조적/재질적 개선을 고려한 설계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기예열기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재질에 따른 파

울링량은 파이프형을 비교했을 때, 합금강 재질로 만든

것이 43.9 g (0.22 mm), STS 재질로 만든 것이 41.9 g

(0.21 mm)로 파울링이 발생하여 합금강 재질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라믹 파이프형과 테크론 파이프

형은 파울링 발생량이 각각 35.9 g (0.18 mm), 39.9 g

(0.20 mm)로 낮게 나타나 열교환 파이프의 표면처리가

파울링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공기예열기의 경우, 파이프형을 비교했을 때 합금

강 재질의 열회수율과 STS304 재질의 열회수율이

6.4%로 같게 나타났으며, 세라믹이나 테플론으로 코팅

한 경우의 열회수율은 각각 5.6%와 6.1%로  낮게 나

타났다. 이것은 전열면에 세라믹이나 테프론으로 코팅

할 경우, 전열면의 내구성이나 내산성, 파울링 발생 저

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열회수율에는 나쁜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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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 of experiment about heat recovery rate according to structures and materials of air preheater

Classification
Temp. of exhaust 

gas (oC)

input energy

(kcal)

ΔTemp. of

heating medium

(oC)

recovery energy

(kcal)

recovery rate

(%)

recovery ratio 

per heat exchange area 
(%/m2)

Pipe type

(alloy metal)
50.3 8,922.8 5.5 570 6.4 42.78

Ceramic pipe

(ceramic coating)
49.5 8,780.9 4.8 498 5.6 37.44

Teflon pipe

(teflon coating)
50.7 8,993.8 5.3 550 6.1 40.33

Pipe type(STS) 50.2 8,905.1 5.6 581 6.4 42.56

Fin tube type 52.4 9,295.3 6.3 653 7.0 38.89

Fin plate type 51.2 9,082.5 5.7 591 6.5 38.33

• amount of fuel : pulverized coal 48 kg

• theoretical amount of exhaust gas : 8.68 kg

• theoretical amount of air : 8.40 kg

• air ratio : 1.3

• specific heat of exhaust gas : 0.33 kcal/(oCNm3)

• specific heat of air : 0.24 (base on weight)

• amount of water supply : 432 m3

Fig. 7. Characteristics of heat recovery rate according to

structures and materials of air pre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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