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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층 가스화기 벽면의 슬래그거동에 대한 비정상해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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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ransient-state simulation model for slag flow on the 
wall of an entrained coal ga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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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the slag flow behavior is important in an entrained coal gasifier for its

influence of ash discharge and wall heat transfer rate. This study presents a new model

to predict the transient behavior of the liquid and solid slag layers. Unlike the previous

steady-state model, the solid slag layer was included in solving the governing equa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 temporal and spatial transformation between the solid-liquid slag,

rather than treating the solid region as a boundary condition of the liquid layer. The

performance of the new model was evaluated for changes in the slag deposition rate

(±10 %) and gas temperature (±50 K) in a simple cylindrical gasifier.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 times to reach a new steady-state ranged between 80 s to 180s

for the changes in the two parameters. Because the characteristic times of the gasifier

temperature and slag deposition rate by changes in the coal type and/or operating

conditions would be almost instantaneous, the time-scale for the slag thickness at the

bottom of the gasifier to stabilize was much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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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스화 기술은 석탄과 O2, H2O를 가스화

기 내부에서 반응시켜 CO, H2, CH4와 같은 연

료가스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석탄보다 취급이

용이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1].

가스화기는 용도나 운전조건, 규모에 따라 크

게 고정층, 유동층, 분류층 가스화기로 구분되며

그중 분류층 가스화기는 미분된 석탄을 이송가

스에 실어 고속으로 가스화기에 투입한다. 또한

다른 반응기에 비해 짧은 체류시간과 높은 탄소

전환율을 가진다.

건식 분류층 가스화기는 석탄 회분의 용융점보

다 높은 온도에서 운전된다. 이로 인해 반응 후

남은 회분들 대부분이 녹아 가스화기 벽면에 부

착 되며, 이때 형성된 물질들을 슬래그라고 부

른다. 벽면을 둘러싼 슬래그층은 고온의 합성가

스와 가스화기 바깥의 상대적으로 저온의 내벽

에 의해 온도분포가 생겨나 고체와 액체로 나눠

진다. 고체 슬래그는 가스화기 벽면에 붙어 고

정되지만 액체슬래그는 중력에 의해 점점 흘러

내려 하부의 슬래그 탭으로 배출된다.

분류층 가스화기 내부는 고온의 합성 가스에

의한 부식이나 입자에 의한 마모가 일어나기 쉽

다.이때 적당한 두께의 슬래그층은 가스와 입자

에 의한 손상을 차단하고 열전도를 완화시켜 가

스화기 내벽을 보호한다. 하지만 두께가 너무

과도해지면 가스화기 하부 출구를 막아 운전에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슬래그 거

동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

변의 열적/물리적 조건에 의해 슬래그의 상과

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고체와 흘

러내려가는 액체 슬래그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슬래그의 거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

다.

슬래그 내의 상(phase) 구분을 하는 여러 방법

중 Tcv(critical viscosity temperature)는 임계점

도(critical viscosity)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임

계 점도는 일반적으로 25 Pa·s로 알려져 있다

[1].

이보다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슬래그의 거동이

거의 없어 고체로 간주하지만, 실제 회분의 조

성에 따라 점도가 매우 높은 Newtonian fluid나

non-Newtonian fluid의 거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슬래그 상태의 불확실성은 정확한 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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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동 예측을 어렵게 한다.

기존 슬래그의 거동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고체

슬래그와 액체슬래그를 Tcv로 나누고 액체슬래

그에 대해서만 유동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많았

다[2-4]. 이러한 방법은 Tcv 이하에서의 유동변

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뿐 만 아니라 슬래그의

액체-고체상태간 상변화가 넓게 이뤄지는 영역

에서 온도와 조성에 따라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

므로[5] Tcv를 기준으로 셀을 나누게 되면 용융

되는 슬래그 질량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Tcv보다 낮은 온도의 슬래그도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고체슬래그와 액

체슬래그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질량보존,

운동량보존, 에너지보존 3개의 지배방정식을 풀

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Tcv에

서 용융슬래그의 질량을 계산해야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체적 간 질

량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석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질량 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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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overning equations

Density [kg/m3] 2506

Viscosity [Pa·s] 4e-10·T·exp(26721/T)

Cp [kJ/kgK] 0.92+0.18/T-0.22/T2

Thermal

diffusivity [m2/s]
α=4.5e-10

Conductivity

[W/mK]
k=αρCp

Table 2 Slag properties [6-8]

해석에 적용하는 슬래그 모델은 선행연구에서

의 정상상태 해석[2]과 유사하게 수치해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기재된 보존방정식들을

이산화하여 사용하였다. 정상상태 해석에서는

고체슬래그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 정상상태 열

전달 식을 이용하였으나 비정상상태 해석에서는

상 구분 없이 세 개의 지배방정식이 모두 적용

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슬래그의 물성치는 Table 2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상태 해석에 사용된 값과

동일하다.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높이 9 m, 직

경 3 m의 원통형상에서 해석을 진행하였고 원

통 바깥에는 균일한 두께의 내화재와 수냉벽이

감싸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초기조건에서 가스화기 내부 온도는 1850 K,

부착회분은 1800 K, 4.5 kg/s로 균일하게 부착

되었을 때 정상상태 결과 값을 사용했다. 회분

의 부착유량과 가스온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3에 나와 있는 각기 다

른 네 가지 조건으로 비정상상태 해석을 진행하

였다. 부착되는 회분은 case에 관계없이 가스온

도보다 50 K 낮게 설정하였다.

회분유량

[kg/s]
가스온도 [K] 회분온도 [K]

ref. 4.5 1850 1800

Case1 4.95 1850 1800

Case2 4.05 1850 1800

Case3 4.5 1900 1850

Case4 4.5 1800 1750

Table 3 Operating condition for test cases

우선 비정상해석 모델 검증을 위해 비정상상태

해석을 정상상태에 도달할 정도까지 충분히 긴

시간동안 해석한 값과 기존 정상해석 모델의 결

과값을 비교하였다. 가스화기의 슬래그 탭 위치

를 기준으로 Table 4에 두 모델 간 슬래그 표면

온도(Tsurf), 총 슬래그 두께(δtotal), 그리고 벽면

전열량(qout) 값들을 정리하였다. Fig 1는 액체슬

래그 내 온도와 속도를 수냉벽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정리한 내용을 통

해 두 모델이 나타내는 결과가 일치(0.01% 이

내)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모델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steady

model[2]

transient

model

Tsurf [K] 1794.9 1795.1

δtotal [m] 0.0264 0.0264

qout [kW/m
2] 68.83 68.62

Table 4 Model comparison with steady solution

다음은 조건이 변경된 case로 해석을 진행

하였다. Fig. 2는 투입유량을 기준조건 대비

±10%로, Fig. 3은 가스온도 및 부착 회분온

도를 ±50K 변화시켰을 때. 슬래그 배출구에

서의 총 슬래그 두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고 해당 조건에서의 정상상태해석 결과를 표

시해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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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in

liquid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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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ickness changes when ash deposition

rate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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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ckness changes when gas and ash

temperature are changed.

유량 시작두께 [m] 두께변화 [%]
특성시간

[s]

-10% 0.0264 -2.19 160

+10% 0.0264 +1.52 130

온도 시작두께 [m] 두께변화 [%]
특성시간

[s]

-50K 0.0303 +6.20 80

+50K 0.0303 -2.64 180

Table 5 Summary of cases

Slag layer thicknes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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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locity profiles by slag layer thickness.

Table 5는 case별 해석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특성시간은 슬래그층 두께 변화량의 1/e만큼 변

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유량에 따라 슬래그

층의 두께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스

및 회분온도가 증가할 경우 슬래그층의 표면온

도가 증가하고 내부 온도기울기가 증가함으로써

슬래그 유동속도 상승과 함께 두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case 4에서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액체슬래그 내의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 초기에는 표면온도의 감소로 액체슬

래그의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50

sec),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100 sec) 이

후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속도구배가 생기는

구간이 늘어나 슬래그 내부의 속도는 느려지나

슬래그층 표면의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500

sec)

해석 결과, 두께에 있어서 정상상태 해석 모델

과 비정상 해석 모델의 정상상태에서의 결과값

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모델은 과도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구간에 상변화영역이 발생

하고, 해당 위치에서 유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정상상태 해석결과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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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슬래그 거동에 대한 정

상상태 예측모델[2]을 바탕으로 과도모델을 수립

였다. 전체 슬래그를 상구분 없이 유동해석을

수행함으로써, Tcv로 나누어 고체와 액체슬래그

거동을 예측했던 기존 모델과 차이를 두었다.

이전 정상상태 결과와 비교한 결과, 슬래그 두

께와 전열량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운전 변화에 따른 슬래그 층의 특성 변화도 이

전 연구의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현 과도모델의

특성을 평가 할 수 있었다. 추후 추가적인 문제

점 등을 보완하여 슬래그의 물성치 변화나 초기

운전 영향, 탄종 변경 등에 따른 슬래그 거동

영향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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