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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 내 고체 미립자의 거동 예측을 위한

유동-고체입자 간 비산에 관한 실험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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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industrial furnaces or reactors, entrainment of the material particle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rom the point of view of efficient material-use. The particles of solid

phase which has submicron unit are easily entrained with gas phase as a reacting agent

or product, and it causes a loss of the material. In this study, wind-tunnel experiment is

carried out to interpret the distribution of the particles entrained along the tunnel length.

Through CFD-based computational analysis of the experiment, availability of result from

the CFD analysis associated with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gaseous velocity to

practical system i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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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업용 로 내부에서는 고온 환경에서

다상의 물질들이 반응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에너지 및 고순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산화,

환원, 연소 등의 고체-기체상 반응이 주로 이루

어지며 그 다용도성 때문에 산업용 로는 산업현

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기 내에서 사용되는 원료 또는 연료

의 기준 이상의 전환율은 경제성과 시스템 성능

면에서 중요한 지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

러 운전 조건들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분탄 보일러 및 가스화기에서는 석탄의

전환율이 이를 나타내고 있고, 금속 환원을 위한

로터리 킬른 등의 반응기에서는 사용 원료의 반

응율이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사용되는

광물 또는 석탄 등의 대부분 고체원료 및 연료는

마이크로 미터 단위를 가지는 미세한 입자 직경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위 기체와 반응하는 고

체입자의 단면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미세 입자가 주

요 필요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 중인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

다. 유격 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내부에서 물질

유출, 사용 원료의 예상보다 낮은 전환율, 분위기

기체와의 비산에 의한 입자손실 등이 있다. 실제

대형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

렵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통한 예측 가능한 모델

링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입자 비산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인자와 모델링 실태를 알아보고, 2)

cross-current flow 풍동 모형실험을 통해 입자

의 비산 정도를 테스트하고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시뮬레이

션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3) 실제 시스템에

서 CFD 해석을 통해 입자 거동을 예측한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Fig. 1 Ore particles observation by SEM.



제 44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94

0.1 1 10 100 1000

0

1

2

3

4

5
M

as
s 

fra
ct

io
n

Particle size (um)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주요 인자로써 고려 사항은 입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학적, 물리적 성질, 기체와 접촉특성이다. 형

태학적, 물리적 성질에는 고체입자의 외형, 크기,

사이즈 분포도, 밀도가 있다. Figure 1은 사용되

는 원료 중 하나의 예로써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촬영을 통해 볼 수 있는 입

자들의 외형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체입자

는 구형이 아닌 다각형이고, 크기도 매우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모델링에서 입

자는 일정한 직경을 지닌 구형으로 가정된다. 이

는 거시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가정일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가정은 모델링 시 정확하지 않은 결과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자들이 같은 밀도

를 가진다면 이를 부피 기준으로 분류하면 Fig.2

와 같은 사이즈 분포도를 가질 수 있고, 모델링

에 반영해야 한다. 연소로에서 미분탄 연소, 환원

로에서 금속 환원에 관련된 이전 모델링 연구

중, 입자분포도와 관련된 파라미터 스터디는 입

자크기가 연소 또는 반응 효율 등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

주위 가스와의 물리화학적 접촉특성 또한 미립

자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연속적인 조업을 하기위해서는 정상상태

(또는 비정상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원료와 반응

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기체에 의한

입자의 비산이 발생될 수 있다. 시스템 내에서

공급방식에 따라 flow type이 다양한데 크게

co-current, counter-current, cross-current flow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counter-current

flow 또는 cross-current flow type을 가지는 시

스템에서는 입자비산이 염려될 수준의 문제점으

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Fig.3, 4와 같은 직교류 가스화기, 연소로, 로터리

킬른 등이 있다[6,7].

Fig. 3 Typical pulverized coal firing gasifier and

steam boiler with cross-current flow [6].

Fig. 4 Typical rotary kiln with counter-current flow [7].

유체는 온도 등의 주위환경에 따라 속도, 점성,

밀도 등이 달라지고, 이는 고체 입자 면과 접촉

시 드래그와 입자 무리의 흩어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8].

또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직경 오더(10-6m)를

가진 미립자의 경우에는 드래그 특성이 일반적인

물체(10
-1

-10
+1

m)에서 나타나는 성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델링 시 주의가 필요하며 실험을

통해 거동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화로 시스템은 내부에서 유동 및 고체입자

의 거동 및 분산을 관찰 및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통한 예측이 요구된다. 그중

범용 CFD코드를 사용한 모델링은 그 유용성 때

문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목적인 유동장

의 해석에 더불어 고체입자의 거동 역시 모델링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체입자의 궤적을 이해

하기 위해 Lagrangian discrete phase 모델이 주

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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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 유체는 Navier-Stokes 방정식에 의

해 계산되는 연속체로 다루어지고, 고체입자는

계산된 유동장에서 주위 유체와 질량, 모멘텀, 에

너지를 교환하며 상태가 결정된다[9]. 식(1)은 입

자의 역학적 밸런스를 표현한 식이다. Fx는 추가

적 가속항, FD(u-up)는 단위입자의 질량당 drag

force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입자 비산 실험과

CFD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실제 시스템을 해석함으로써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Figure 5는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 풍동 모형실험을 통한 입자의 비산 정도를

보여준다. 입자밀도는 2,680kg/m3이고, 크기는 구

형으로 가정되어 Fig.2에서 보여준 분포를 가지

고 있다. 원료는 위에서 수직으로 낙하되어 공급

되고, 상온에서 공기의 초속은 다섯 가지 케이스

에 대해 0-2m/s 범위에서 변한다. 0.3-0.6m/s에

서의 결과에서는 낙하된 입자의 집단이 주입구에

서 수직인 면에 형성되었지만 1-2m/s에서는 낙

하된 입자의 집단이 주입구에서 수직인 면보다

후단에 형성되었다. 입자 중 일부가 비산되지만

질량을 비교해 보면 비산된 입자들은 작은 크기

를 가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된

원료 대 비산된 입자의 질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위 실험을 CFD 시

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실제로는 입자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시뮬레이션에는 이점

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입자를 고려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입자의 흩어짐을 모

두 표현하기에는 불충분했다. 하지만 각 입자 직

경에 대한 비산거리 묘사는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Counter-current 또는 cross-current flow를 가

지는 산업용 로에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해 대표적

반응기로 Fig.4와 같은 금속환원용 로터리 킬른을

예로 든다. 건조, 소성, 폐기물 소각, 시멘트 제조,

금속 환원 등에 쓰이는 로터리 킬른은 고온에서의

기계적 회전 등 운전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산해석 대상으

로써 좋은 예가 될 수 있다[10]. Figure 7은 범용

CFD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된 결과

이다. 시스템 내부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모멘텀에

의해 역방향으로 내려오는 고체원료입자들은 뒤로

밀리게 되고, 복잡한 형태로 섞이게 된다. 이를 반

복하며 입자크기가 작은 원료는 비산이 되며 가스

출구로 반응기체와 함께 빠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부의 유동장 뿐만 아니라

고체입자의 행적을 파악하여 비산율을 예측할 수

있고, 원료의 손실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로터

리 킬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태의

고체연료 연소로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Fig. 5 Entrainment of the solid material particles

in rectangular wind-tunnel.

Fig. 6 CFD simulation of the wind-tunne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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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scription of particles behavior by

computational analysis in a CF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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