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석탄화력발전(미분탄보일러) 개요
• 보일러에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얻은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로 만들고(등압가열) 그 증기
로 터빈을 회전시켜 회전력을 얻은 후(단열팽창) 터빈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

탈
황

탈질

[ 아임계압 재생-재열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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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추세
•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켜 효율을 증가시키는 추세
• 국내 석탄보일러(미분탄보일러)의 발전현황
1) 기수분리 Drum을 이용하는 아임계압 순환형보일러
2) 온도, 압력을 상승시켜 기수분리 Drum이 없는 초임계압 석탄화력보일러

[ 출력, 온도, 압력향상에 따른 효율증가표 (국내화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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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산중공업

u 국내 화력발전소의 추세 변화
•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SOx, NOx등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강화
• 친환경설비로의 전환이 요구
*출처: 한국전력기술

설계치 (탈황, 탈질설비 설치전)

구 분

00표준석탄보일러

00유동층보일러

SOx(ppm)

150

85

NOx(ppm)

230

35

먼지(㎎/㎥)

100

3.6

준공년

1999년

1999년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배 출 시 설
2015.01.01 이후시설

구 분

허용기준

SOx(ppm)

50

NOx(ppm)

50

먼지(㎍/㎥)

10

[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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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동층보일러 개요
Ø 보일러 연소로 하부에 연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Bed Material(모래, 회)을 올려놓고,
아래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비산시켜 유동층을 만들고 그 안에 석회석, 석탄을 넣어 순환
하여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저 NOx, 저 SOx의 친환경설비
Ø 공기의 유속을 증가시키면 유동특성이 변화되어 연소영역이 확대

연소로

[ 유동층 보일러 연소로에서의 유동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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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유동층보일러 장점
Ø 순환매체(Bed Material)에 의한 격렬한 혼합으로 완전연소가 가능
Ø 열전달률이 높음
Ø 미분도가 낮은 탄외에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질탄등 사용이 가능
Ø 낮은 온도에서의 연소(900℃)를 통한 NOx 저감
Ø 연소로에 석회석의 직접 공급을 통한 SOx 저감
Ø 배기가스 온도저하(120℃)로 효율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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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층보일러 주요 운전인자
Ø 운전온도 : 운전안정화, 탈황효율, Nox 배출에 매우 중요한 인자
Ø 유속 (공기량) : 입자의 순환 및 안정적 유동화를 위해 중요한 인자
Ø 연료 입도 (석탄, 석회석 및 회재) : 입도에 따른 순환특성 및 후연소에 영향

• 유동층보일러 문제점
Ø 클링커 생성 : 융점저하 물질, 비유동으로 인한 국부가열
Ø 마모
ü 연소로를 구성하는 모든 면은 전열관으로 구성
ü 일정한 유속으로 부유되며 재순환되는 Bed Material → 전열관의 마모 및 손상
→ 발전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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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동층보일러 연구배경
• 유동층보일러 전열관 손상에 따른 발전사 손실액 : 연 20억원
유동층보일러 손상관련 손실액

항목

정지횟수/정지일수

연평균
손실액

2012년

2013년

2014년

1일
발전손실액

D 발전소

1회/1일

8회/42일

1회/4일

1억6천/호기

25억/년

Y 발전소

20회/50일

5회/16일

2회/8일

1억5천/호기

20억/년

A 발전소

7회/14일

4회/8일

15회/30일

0.7억/호기

12억/년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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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층보일러 연소로 전열관 손상위치

연소로

연소로

[유동층 보일러 연소로에서의 마모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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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해외 'A' 유동층보일러의 연소로 전열관에 마모저감판을 임의의
규격으로 설치하였을 때 튜브 손상에 의한 발전정지가 발생되지 않은 실증을
기반으로 유동층보일러 연소로에서의 유동특성을 해석하였음
1) 유동층보일러 모델링 및 유동매체(유동사, 석회석, 석탄, 공기)를 고려한
유동해석을 통하여 연소로 전열관에서의 유동특성 파악
2) 마모모델을 적용하여 전열관에서의 마모분포 및 최대 마모구간을 파악하고
실제 마모경향과 유사성 비교
3) 해외 'A' 유동층보일러 전열관의 특정위치에 임의의 규격으로 설치하였던
마모저감판의 효과를 유동해석을 통하여 분석
4) 특정위치에서의 마모저감에 최적화된 마모저감판 형상 및 위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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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연구방법
• 유동층보일러내에서의 기체-고체 2상흐름 유동해석시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아래 논문들은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한 유동층
보일러 해석결과와 실험상 결과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음

Ø 최용현은 순환유동층 연소보일러내 기체-고체유동의 컴퓨터 모델링을,
Ø Xia는 유동층보일러내 Anti-wear beam 설치후 유동해석을,
Ø 주영민은 CFD를 이용한 유동층반응기 내부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검증을,
Ø 국민대 신에너지연구원은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설계평가 연구를 CFD로 수행함

• 본 연구는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하여 유동해석을 시행하며 Ansys Program의
Fluid CFX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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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동해석 대상설비
• 본 연구의 대상설비는 상세규격 및 운전 Data 취득이 용이하고 연소로 전열관의
마모 Data를 직접 측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내 D유동층보일러임
• 연소로, 사이클론, FBHE와 Back pass로 구성되며 Bed Material에 의한 마모
가 없는 Back pass는 유동해석에서 제외함

[D 유동층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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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동층보일러 구성 및 손상현황
• 연소과정
Ø 1차공기 주입노즐에 의해 Bed Material 부유
후부
전열관

→ 연료, 석회석과 혼합되어 전열관에 열전달

사이클론

→ 사이클론에서 고체의 Bed Material과 기체
의 연소가스로 분리
연소로

Bed Material은 외부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열전달
후 연소로로 순환
연소가스는 후부전열관으로 유입되어 열전달후
외부
열교환기

굴뚝으로 배출

• 연소특성
Ø Bed Material이라는 독특한 연소특성에 의해

[유동층보일러 구성 및 마모발생 위치]

유동층보일러 전열관은 상시 마모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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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마모손상 발생위치
Ø 상부 사이클론 입구

Rear

Front

ᆞBed Material
ᆞ연소가스

Ø Kick out zone
(수직전열관과 경사전열관이
만나는 부분)
ᆞBed Material

[D 유동층보일러 연소로 전개도]

[D 유동층보일러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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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동층보일러 마모손상 방지대책 현황
1) KEPIC MMR 적용 (압력기기 및 배관정비)
Ø 2.11장 용접 덧살붙임, 용접 오버레이 및 클래드 복구
Ø 3.4장 결함파내기 및 용접보수

3~4mm

마모

길이
250
mm

용접

Grinding

[집중감육부 용접 오버레이 및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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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결함 파내기 및 용접보수]

u 유동층보일러 마모손상 방지대책 현황
2) 내화물 설치
Ø 건설단계에서 하부 경사전열관 및 상부 사이클론 입구에 내화물을 설치
Ø 내화물은 850℃ 이상의 고온 분위기에서 Bed Material의 연속적인 충격력에 의해
손상, 이탈이 발생 ⇒ 전열관 손상으로 이어짐

[전열관에 설치된 내화물 및 손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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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마모 코팅
Ø 내화물 설치는 효율저하를 유발시키므로 설치위치 및 양은 제한됨
Ø 내화물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전열관은 내마모코팅을 통해 보호
Bed Material에 의해 코팅막 손상시
⇒ 형상불연속에 의해 집중적으로 전열관 마모손상 발생 ⇒ 재코팅 작업이 필요

[전열관표면 내마모코팅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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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 Kick-Out부 형상 개선 및 내화물 형상 개선
개선전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Kick out부 형상개선]

[Change Section에서 내화물형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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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해외 'A' 유동층보일러 마모손상 방지대책 현황
1) 내마모 코팅 → 2개월도 지속되지 못하고 전열관 파열
2) 내화물 설치 → 손상이 빈번한 Kick out zone 코너부에 내화물을 설치하였으나
마모 손상위치가 내화물 끝단으로 상향 이동하며 전열관 손상
(동일 위치에서 전열관 손상에 의한 발전정지는 연간 4~6회)

[전열관손상과 내화물 설치의 수 회 반복결과 : 내화물 높이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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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 규격의 Plate 설치
Ø 규격 : 폭200mm x 길이700mm x 두께10mm
Ø Plate 설치 결과 (2014년 하반기 설치)
2015년 이후 동일부위 전열관마모로 연간 4~6회 발생되었던 발전정지 없었음

u 연구배경 및 연구대상 설비
• 본 연구는 해외 'A' 유동층보일러에 마모저감판를 설치했을 때 전열관 손상으로 인한
발전정지가 발생되지 않은 실증을 기반으로 수행
• 해외 'A' 유동층보일러 유동해석을 위한 상세Data 및 운전조건등 자료확보가 불가능
• 상세 Data취득이 용이하고 전열관 마모 Data를 직접측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D' 유동층 보일러를 모델로 유동해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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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마모저감판 설치전 유동해석
• 전산유체역학(CF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Ø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기 위해 유한체적법
을 사용하여 이산화하여 대수방정식으로 변환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근사해를 구함

Ø 물리적, 화학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상유동에서의 질량보존, 운동량보존,
에너지보존, 다상 혼합물 화학 종 보존법칙등이 적용
Ø 유동분포, 온도분포등의 기체상의 해석뿐 아니라 Bed Material이라는 고체의 마모해석을
위해 입자단위의 계산이 필요
→ 기체상은 연속상으로 취급하는 Eulerian approach 사용, 고체상은 불연속상으로
취급하는 Eulerian-Lagrangian approach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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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유동층보일러 연소로 Modelling
Ø 36m x 19m x 7m 직사각형 구조
Ø 바닥면에서 10m높이까지 15도 각도로 넓어지는 Slope
형태의 경사전열관, 10m~36m는 수직전열관으로 구성
Ø 바닥에 위치한 1차공기에 의해 부유된 Bed Material은
연료, 석회석과 혼합되어 열전달 후 사이클론으로 흐름
Ø 석탄은 연소로 하부 Slope front측에서 6개의 급탄기를 통해 공급, 동일 위치에서 탈황
을 위한 석회석 공급
Ø 1차공기는 연소로 바닥에 위치한 744개의 유동화 노즐에서, 2차공기는 Front와 Rear에
위치한 16개의 배관에 의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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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은 후부전열관을 제외한 연소로, 사이클론 및
외부열교환기로 구성후 유동해석을 수행

['D' 유동층보일러 운전조건]
1차 117㎏/s
Air

2차 52.48㎏/s
1585㎜H2O

석회석

2.75ton/hr

모래
사이클론온도
연소로압력

입도 0.1~3㎜
석탄
전열관재질

95ton/hr
입도 0.1~3㎜
SA210C

유동화속도
연소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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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ton(초기충진)
50∼500㎛
910℃
상부 188㎜H2O
하부 1000㎜H2O
5m/s
상부 853℃
하부 865℃

• 유동해석을 위한 격자구성
Ø CFD에서는 연속체로 가정한 입자들의
집합들을 매우 작은 공간으로 이산화하고
각각의 격자에 대하여 운동방정식을 세워 계산
Ø 격자의 조밀도나 품질에 따라 해석시간 및
해석정확성이 달라지며 격자품질은
해의 수렴성과 정확한 해석결과에 영향
Ø 본 해석에 최종 사용된 격자는 사면체격자임

[450만개 사면체(Tetrahdra)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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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격자의 품질평가 결과

평가항목
Element Quality
Aspect Ratio
Jacobian

Parallel Deviation
Max. Corner Angle
Skewness
Orthogonal Quality

Element Quality

1에 가까울수록 좋음

(일반적 평가지표)

0 : 해석불가

Aspect Ratio

정삼각형의 경우 : 1

(사면체 모서리비율) 통상 10이하

평가결과

Jacobian

0.40≤Q≤1

(찌그러짐 정도)

10이하

Warping Factor
(평면에 대한 각도)

평균 1.1

Warping Factor

평기지표

Parallel Deviation

0.05

(사각면의 높이비율)
Max.Corner Angle

평균 11

(격자면 내각)

평균 88°
평균 0.3
평균 0.85

[격자 품질평가 결과]

작을수록 좋음
작을수록 좋음
작을수록 좋음
작을수록 좋음

Skewness

0.25이하: Best, 1: Worst

(뒤틀림 정도)

0.75이상이면 사용불가

Orthogonal

1 : Best, 0: Worst

Quality(직교성)

클수록 좋음

[격자 품질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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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해석을 위한 난류모델 선정
Ø K-ε
- RANS(Reynold Averaged Navier Stokes)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
- 입자의 거동을 효율적으로 추적,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 유동층보일러에서의 사용 예 : 기체-고체 유동연구, 유동층보일러 설비개선 연구등
Ø K-Ω
- 벽면에서 넓은 범위의 유동박리가 발생될 경우에 적합
- 유동층보일러에서 사용 예 : 사이클론 해석연구등

Ø 본 연구의 유동해석 수렴성이 높은 난류모델 선정을 위해 단순조건(고체입자는 석탄만을
넣고 해석)에서 두 난류모델의 해석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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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해석을 위한 난류모델 선정
Ø 세로축은 질량보존 및 운동량보존 잔차(Residual)값을, 가로축은 반복계산횟수를 나타냄
(반복계산은 250회 수행)
Ø 단순조건에서 두 모델 잔차값의 차이는 고체(석탄,석회,모래)-기체(공기)의 다상조건에서
수렴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조건에서 수렴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K-Ω 모델을 적용

10-4

10-4

[K-ε 모델]

[K-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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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판단
Ø CFD 해석결과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렴정도는 10-4 이하임
Ø 본 연구의 대상인 유동층보일러와 같은 다상매체, 순환, 연소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유동의 경우, 반복적 패턴 및 해석영역 내부 변화가 일정할 경우 수렴했다고 판정
할 수 있음

[질량보존, 운동량보존]

[에너지 보존]
[다상유동에서의 보존법칙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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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종 보존]

u 마모모델 적용
• 입자 충돌에 의한 마모모델
Ø 입자 충돌의 침식 효과로 인한 마모는 고체입자의 충돌, 고체입자특성 및 전열관특성의
복잡한 기능이며, 거의 모든 금속에 대한 침식은 충돌입자의 충돌각과 속도에 따라 달라짐
Ø 좌측그림은 충돌각과 속도에 따른 마모연구 결과로(by Tabakoff) 실험결과(○,□,△)와
마모예측 곡선을 비교하였고, 우측그림은 마모입자가 대상물 표면에 부딪친 후의 침식모델
(by Finni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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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akoff 마모모델

Ø

: 무차원 질량감소비

Ø

: 입자 충돌속도,

Ø

: 접선반발율,

: 접근하는 입자궤도와 벽사이의 충돌각,
~

,

: 최대 침식각

: 재료상수 (충돌입자와 전열관의 재료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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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akoff 마모모델
Ø 탄소강 재질의 전열관에 모래 입자의 충돌이 발생될 때 Tabakoff 충돌실험 데이터 결과

Ø 고체입자에 의한 전열관의 침식율

(

: 입자의 질량,

: 시간당 입자수)

Ø Tabakoff 모델을 적용한 유동해석 결과는 침식율과 침식율 밀도변수로 나타낼 수 있음
( 침식율 : kg/s,

침식율 밀도변수 :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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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마모저감판 설치전 유동해석 결과 (마모분포)

Rear

Front

[유동해석 결과 마모분포]

[실제 전열관에서의 마모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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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마모저감판 설치전,후 유동해석 결과 비교 (Kick out zone Area에 국한)
• 마모저감판 Modelling
Ø 마모저감판 : 폭200mm, 길이1400mm, Kick out zone에서 높이 : 250mm

[마모저감판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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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저감판 설치전,후 유동해석 비교
솧

Ø 유동해석 결과 : Kick out zone에 Plate 설치후 침식율 감소
⇒ 'A' 유동층보일러에 적용했을때 연간 4~6회 발전정지 손실이 0으로 감소된 효과를 설명 솧

Front
Rea
r

[마모저감판 설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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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저감판 설치후]

u CaseⅠ: 마모저감판 설치 높이에 따른 유동해석
• Kick out zone에서 높이(H1~H5)
Ø 설치높이는 H0를 기준으로
H1~H5 5가지로 선정
Ø 마모저감판 길이 1400mm
Ø 마모저감판 폭 200mm

H1

H2

H3

H4

H5

H0와의 관계

1/2H0

H0

2H0

3H0

4H0

Kick out zone에서 높이

250㎜

500㎜

1000㎜

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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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out zone에서 높이에 따른 침식율 비교(H1~H5)
Ø 연소로 측면(Kick out zone 코너에서의 침식율 비교)의 유동해석 결과

Kick out zone

Ø 연소로 측면에서의 마모저감 효과(침식율)를 비교하였을 때, H1의 높이에 설치된 마모저감판
하부에서 침식율이 적어지나, H2 높이에서 유동변화에 의해 침식율이 상승, H3 높이에서
마모저감효과는 현저하며 H4 높이에서 마모저감효과가 최대, 이 후 H5 높이에서 다시
유동변화로 침식율이 증가
ØTabakoff 침식율 : 붉은색 10-8kg/㎡s, 파란색 0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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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out zone에서 높이에 따른 침식율 비교(H1~H5)
Ø 연소로 전면(연소로 길이방향(19M)으로 전반적인 침식율 비교)의 유동해석 결과
Kick out
zone

[H1]

[H2]

Ø 연소로 전면에서 전체적인 마모저감 효과(침식율)을 비교하였을 때 H1과 H2의 높이에 설치된
마모저감판 하부에서 부분적으로 침식율이 적어지며, H3와 H4 높이에서 마모저감효과가 현저함.
이 후 H5 높이에서 유동변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마모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발생
ØTabakoff 침식율 : 붉은색 10-8kg/㎡s, 파란색 0kg/㎡s

- Page 37 -

• Kick out zone에서 높이에 따른 침식율 비교(H1~H5)
Ø 연소로 전면(연소로 길이방향(19M)으로 전반적인 침식율 비교)의 유동해석 결과
Kick out
zone

[H3]

[H4]

[H5]

Ø 연소로 전면에서 전체적인 마모저감 효과(침식율)을 비교하였을 때 H1과 H2의 높이에 설치된
마모저감판 하부에서 부분적으로 침식율이 적어지며, H3와 H4 높이에서 마모저감효과가 현저함.
이 후 H5 높이에서 유동변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마모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발생
ØTabakoff 침식율 : 붉은색 10-8kg/㎡s, 파란색 0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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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마모저감판 설치 높이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
1) 마모저감에 최적화 된 마모저감판 설치높이
Ø 연소로 측면 및 연소로 전면 전체의 유동해석 및
마모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Kick out zone으로부터의 최적의 높이는
H3(1000㎜)~H4(1500㎜)임
Ø 이후 수행한 CaseⅡ의 마모저감판
설치높이는 H4(1500㎜) 적용

[설치높이 H4(1500㎜, 3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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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유동층보일러의 마모저감판 효과검증
Ø 해외 'A' 유동층보일러 전열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마모저감판의 높이는
Kick out zone으로부터 약 200~300㎜ 사이

Ø 이는 H1(250㎜)에 해당되며 유동해석결과
마모저감 효과가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높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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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 H1(250㎜, 1/2H0)]

u CaseⅡ: 마모저감판 길이에 따른 유동해석
• 마모저감판 길이(L1~L4)
Ø 설치길이는 L0를 기준으로
L1~L4 4가지로 선정
Ø 마모저감판 높이 1500mm
Ø 마모저감판 폭 200mm

L1

L2

L3

L4

L0와의 관계

1/10L0

1/5L0

1/3L0

1/2L0

Kick out zone에서 높이

700㎜

1400㎜

2300㎜

3500㎜

- Page 41 -

• 마모저감판 길이에 따른 침식율 비교(L1~L4)
Ø 연소로 측면(Kick out zone 코너에서의 침식율 비교)의 유동해석 결과

Kick out zone

Ø 연소로 측면에서의 마모저감 효과(침식율)를 비교하였을 때, L1과 L2 모두 마모저감판 하부에서
침식율이 감소되지만 L1에서 L2 길이로 증가함에 따라 마모저감 효과가 낮아짐(침식율증가).
L3에서 마모저감 효과는 최대이며 L4에서는 유동변화 함께 마모저감 효과가 감소됨.
Ø 이는 L4 길이(마모저감판을 4코너에 모두 설치시 연소로 측면길이에 근접)일 때 하강하는 Bed
Material, 상승하는 Bed Material, 마모저감판 상호간의 큰 유동변화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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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저감판 길이에 따른 침식율 비교(L1~L4)
Ø 연소로 전면(연소로 길이방향(19M)으로 전반적인 침식율 비교)의 유동해석 결과
Kick out zone

[L1]

[L2]

Ø 연소로 전면에서 전체적인 마모저감 효과(침식율)을 비교하였을 때, L1에서는 코너 부근에서의
침식율 감소가 매우 크며, L3에서는 연소로 전체적으로(특히, 연소로 중앙부) 마모저감 효과가
크게 발생됨.
ØTabakoff 침식율 : 붉은색 10-8kg/㎡s, 파란색 0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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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저감판 길이에 따른 침식율 비교(L1~L4)
Ø 연소로 전면(연소로 길이방향(19M)으로 전반적인 침식율 비교)의 유동해석 결과
Kick out zone

[L3]

[L4]

Ø 연소로 전면에서 전체적인 마모저감 효과(침식율)을 비교하였을 때, L1에서는 코너 부근에서의
침식율 감소가 매우 크며, L3에서는 연소로 전체적으로(특히, 연소로 중앙부) 마모저감 효과가
크게 발생됨.
ØTabakoff 침식율 : 붉은색 10-8kg/㎡s, 파란색 0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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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마모저감판 길이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
1) 마모저감에 최적화 된 마모저감판 길이
Ø 연소로 측면 및 연소로 전면 전체의
유동해석 및 마모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마모저감판의 길이에 따른 최적안은 길이에
[설치길이 L1(700㎜)]

선형적이지 않음
Ø 코너부에서 집중적으로 침식이 발생될 경우
최적길이는 L1(700㎜)
Ø 연소로 전체 길이방향으로 광범위하게
침식이 발생될 경우 최적의 길이는
L3(2300㎜)

[설치길이 H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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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유동층보일러의 마모저감판 효과검증
Ø 해외 'A' 유동층보일러 전열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마모저감판의 길이는 700㎜

Ø 이는 L1(700㎜)에 해당되며 유동해석결과
코너부에서의 마모저감 효과가 가장 높게
발생되는 길이임

[설치길이 L1(700㎜, 1/10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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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Bed Material에 의한 연소로 전열관의 마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A' 유동층보일러 Kick out zone 직상부에 설치한 마모저감판의 효과를 유동해석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설비는 상세규격 및 운전 Data 취득이 용이하고 연소로 전열관의
마모 Data를 직접 측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내 'D' 유동층보일러이며, 유동 해석
은 Ansys Program의 Fluid CFX를 사용하였다.
• 마모저감판의 형상 및 위치에 따라 8가지의 유동해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Case
에서의 침식율은 정성적인 그림분포로 표현을 하였다.
•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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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마모경향과의 유사성

Rear

Front

[유동해석 결과 마모분포]

[실제 전열관에서의 마모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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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유동층보일러에 설치하였던 마모저감판의 효과
• 마모저감판의 설치높이는 Kick out zone으로부터
약 200~300㎜ 사이였다. 이는 H1(250㎜)에
해당되며 유동해석결과 마모저감 효과가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높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 마모저감판 설치길이는 700㎜였다.
이는 L1(700㎜)에 해당되며 코너부에서의
마모저감효과가 가장 높게 발생되는 길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 Page 49 -

3) 최적화된 마모저감판
• 8가지 해석결과중 마모저감에 최적화된
마모저감판은 우측 그림과 같이 2가지로
확인되었으며, 마모저감판을 설치하였을 때
침식율 분포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유동해석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코너에서 최적]

최적화된 마모저감판

마모저감판의
최적길이(㎜)
Kick out zone
에서 최적높이

코너에서 최적

전체적으로 최적

L1 = 700㎜

L3 = 2300㎜

H4 = 1500㎜

[전반적 분포에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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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중간 결론
•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한 유동해석의 마모분포 결과와 실제 전열관에서의 마모분포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 해외 'A' 유동층보일러에 설치된 마모저감판의 효과를 마모모델을 적용한 유동해석을
통해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마모저감판의 형상 및 위치에 따라 8가지의 유동해석을 시행하여 최적화된 길이 및
높이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 각 Case별 Kick out zone에서 마모저감 효과는 형상 및 위치등 물리
적 변화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았으며, 마모방지판의 효과는 물리적인 직접적 충돌
Target 변화(전열관→마모저감판) 영향뿐 아니라 마모방지판으로 인한 주변의 유동변화
(무수한 입자들의 충돌각,충돌속도의 변화 및 연소영향)가 크게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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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마모저감판 2장 적용 (Kick out zone 상부)

[마모저감 plate 없음]

[마모저감 plate 1장]

[마모저감 plate 2장 간격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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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저감 plate 2장]

u Furnace 상부 Coner에 마모저감판 적용

[Furnace 상부 Corner 마모저감판 적용시 유동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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