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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유동상 연소로 설계 인자 및

하부 연소율에 따른 설계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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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mpact evaluation through CFB Boiler Design Parameter and 
Lower Furnace Fraction of Combustion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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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rculating fludized bed(CFB) furnace which can use a variety of low-grade fuels

because of high heat capacity and good mixing characteristic in its furnace have turned

out to be effective system. There is no many research to design CFB boiler in korea.

thus, we feel necessity to research design method. So far accurate hydrodynamics and

combustion mechanism information in CFB furnace has been lacked. Therefore, design

method that derives design parameter is being made. so, this study is aimed to derive

design parameters of CFB furnace from heat and mass balance by using existing pla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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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유동상 보일러의 설계는 기존의 성능 평가

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실증 플랜트에 대해서

역계산을 수행하여 주요 설계 인자들을 도출하

고, 인자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선

연구에서 이미 전체적인 보일러 설계 과정에 대

해서 보였으며, 현재 연구에서는 연소로를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계 계산을 수행하였

고, 설계 인자들을 비교 해보았다. 각 계산 과정

에서 필요한 설계 조건은 이전 연구에서의 조건

과 같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순환 유동상 연소로 설계 대상의

범위는 연료를 태움으로써 얻은 열을 물증기측으

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열 면적을 산정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열 면적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열전달 계수이며, 열전달 계수 역시 여러

설계 인자들을 상당 수 포함하며, 효율적인 설계

를 위해서는 이들 인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연소로의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연소열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정의되는 화상 열부하라는 설

계인자를 실증플랜트로부터 결정한다. 역으로 앞

서 구한 화상열부하로부터 새로운 연소로의 단면

적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0차원 열물질

계산을 통해 얻은 공탑속도로부터 체류시간을 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소로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일례로 2MWe급 실증플랜트의 연소로에서

얻은 주요 설계인자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

able 1에 나타난 설계 인자들을 살펴보면, 기존

의 실증 플랜트의 통계적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

을 때, 적절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렇게 Table 1에 나타난 설계 인자들로부터 연

소로의 기본적인 치수를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전

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한다.

Table 1 Major parameter of furnace

Design parameter

From

exisiting

plant

Statistical

data

Grate heat release

rate(MW/m2)
3.5 3.5-5

Residence

time(s)
3.5 -

Superficial

velocity(m/s)
4.08 4-6

Ratio of

width-depth
1:2 -

계산은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소로를 위

아래로 농후상과 희박상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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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structure of CFB furnace

시 농후상을 기포상과 에멀젼상으로, 희박상을

다시 중심부(Core)와 환형부(Annulus)로 나누어

계산하는 1.5D core-annulus 모델을 이용하여 계

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

명하자면, 연소로 내 각 셀에서의 고체 및 기체

는 완전 혼합을 가정하며, 기체의 경우에는 플러

그 유동으로 연소로 바닥에서 분산판에서 공기가

기포 형태로 분출되며, 에멀젼상과 물질전달을

하고 연소로 상부로 전달되며, 다시 상부에서 중

심부와 환형부에 물질전달을 하면서 출구를 통해

서 배출된다고 본다. 고체의 경우에는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소로 내에서 순환하는 것으

로 반영되었다. 계산의 목적은 전열 면적을 산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소로 상하부의 연소부담율

과 여러 수력학적인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함이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연소로 상하부의

연소 부담율을 예측하기 위해 상하부 온도를 적

절히 고정시키고, 하부 연소로 출구 가스 성상을

통해 연소 부담율을 예측하였다. 하부 연소로 출

구 가스 성상(0.58m 지점)은 아래 Fig. 2와 같고,

각 상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몰분율를 나타내

었다. 이산화탄소의 정보로부터 하부 연소 부담

율은 75%정도로 계산되었다.

Fig. 2 Mole fraction; O2, CO2 of Lower furnace.

Fig. 3 Mechanism of heat transfer.

순환 유동상 보일러에서 열전달 현상은 Fig. 3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분산상과 클러스터에 의한

각각의 대류 및 복사 열전달 현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열전달 계수는 주로 각각의 열전달 계수

의 대수적인 합으로써 계산되는 많은 식을 통해

얻어진다. 보통 순환 유동상 연소로 상부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130~170W/K의 범위 사이에

존재한다. 앞서 얻은 상하부 연소율 정보를 통해

서 설계 대상 보일러에 대하여 계산한 열전달 계

수를 비교해본 결과(140W/K) 이러한 범위 내

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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