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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자성이물질 면적: (cm)

 자기력:

 밀도:

 속도:

 압력:

 점성계수:

 전엔탈피:

 정적엔탈피:

 온도:

 응력텐서:

 전체압력:

 정압력:

 속도벡터:

 : 물의 유동에 의해 자성이물질이 받는 힘

min 자성이물질 제거 가능한 최소 자기력:

 자기장세기:

 자속밀도:

 자유전류밀도:

 전기력선밀도:

서 론1.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철분 슬러지

는 주로 발전소 운전 중 차 계통수 배관 및 관2

련 기기류를 침식시켜 Fig. 1과 같이 복수기 집수

정 내부 바닥에 철분이 슬러지 형태로 침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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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permanent magnets were used to remove magnetic sludge in the condenser of the

power plant. To obtain the flow characteristics and magnetic information that are needed for

determining a proper design of the magnetics sludge removal apparatus,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through the use of two commercial codes, ANSYS Workbench-Emag and CFX. Experiments

were also performed on various kinds and sizes of magnets to obtain the magnetic information through

a gauss meter. By analyzing the results of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he minimum magnetic force

that is able to remove the any size of the magnetic sludge in the condenser was calculated, and the

design of the removal apparatus was confirmed. The test model which was confirmed by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as made. After testing,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numerical

simulations and have goo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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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ide of condenser (b) Magnetic sludge

Fig. 1 Magnetic sludge in the condenser

침적된 슬러지는 운전효율저하 및 튜브부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기존,

의 자성이물질제거장치인 화학 필터의 경우 잦은

교체와 높은 단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자성이물질 제거장치는 영구자석을 이용하

여 발전소의 정상운전 시 계통수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고 미세한 자성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부착된 자성이물질의,

배출과 영구자석의 재사용에 의한 반영구적 내장

형 구조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수기 내부의 유동

흐름과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적 자료를 얻기 위

해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Emag,

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CFX .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영구자석에 대해 자기장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자기적 특성을 비

교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영구자석의 종류와 크,

기를 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영구자석의.

자기적 특성을 토대로 자성이물질 제거장치의 구

조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위해 모형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론적 배경2.

유동중인 집수정 내부의 물에 포함된 자성 이

물질이 제거장치에 접촉하여 자기력에 의해 부착

되었을 경우 유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압력 즉, ,

이물질을 움직이려는 힘과 이물질을 부착시키려

는 자기력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이물질 제거

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였다.

Fig. 2로부터 자성 이물질이 유동에 의하여 받,

는 힘은 유동에 의해 자성이물질의 표면에 발생

하는 압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2 Magnet and sludge under the total pressure

and magnetic force

방정식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RANS)

에 기초한 전산유체역학은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 일반적인 유동에서 다루는 운

동 방정식은 식 과 같이 질량 운동량 에너지(1) , ,

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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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2)에서 상태방정식,    점성 계,

수 와 변형율의 함수로써 의 응력 변형율 관-

계 그리고, ,   가 방정식에 추가된다 난.

류 유동은 와점성 이 추가되고 방(eddy-viscosity) ,

정식은 레이놀즈 평균 물리량에 대해 풀며 방정

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동일하다.
(2)

비압축성 액체 의 유동에 의(incompressible fluid)

해 발생하는 전체압력은 식 과 같이 계산된(2)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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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modeling for condenser of the power

plant and the sludge removal apparatus

model

유동 해석3.

모델링3.1

복수기 내부의 유동흐름 및 구조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

거장치 및 발전소의 집수정 내부는 실제와 동일

한 형상 및 치수로 Fig. 3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해석 모델은 집수정 내부 구조물과 제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거장치 에 부(removal apparatus)

착되는 자석틀 의 개수(magnet case) ( 는 총) ,

제거장치의 둘레길이( 를 단일 자석틀의 폭)

( 과 자석틀 사이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거리( 를 합한 길이를 나눔으로써 식) (7)

에 의해 개로 모델링하였다36 .

   


  (7)

Fig. 4 (Outlet)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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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lope of magnet cases

Fig. 5 Velocity distribution around the sludge

removal apparatus

Fig. 6 Pressure distribution around the sludge

removal apparatus

해석조건 및 결과3.2

집수정 내부의 물 수위 복수 펌프(630~700mm),

용량(1270m 으로 현장과 동일한 조건을 설정/Hr)

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한 결과인 유동 흐름 유동,

속도 및 유동에 의한 압력분포를 Fig. 5와 Fig. 6

에 나타내었다.

Range

Velocity(m/s) 0.03961 ~ 0.06636

Pressure(Pa) 0.4037 ~ 0.8057

Table 1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sludge removal apparatus

Fig. 7 Measurement of magnetic filed

Table 1에서와 같이 자성이물질 제거장치에서

의 유동속도분포는 압력분포0.03961~0.06636m/s,

는 로 나타났다0.4037~0.8057Pa . Table 1의 압력분

포에서 max크기의 단면적을 가지는 자성이물질

을 부착시키기 위한 최소 자기력(min 은) 0.8075

×10
  이다N .

자기장 측정 및 해석4.

복수기 집수정 내부 물의 유동에 의해 이동하

는 자성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자석종류

및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분야에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자기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네오디

늄 자석 과 페라이트 자석(NdFeB magnet) (Ferrite

을 선택하여magnet) Fig. 7과 같이 자기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기장 측정은 가우스미터를 사용하였고 측정,

값은 Fig. 8과 같이 가우스미터의 측정결과 기록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높이 게이지.

를 통하여 자석으로부터 측정거리(Height gauge)

를 변화시켜가며 자기장 측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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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gram for recording measurement results

Fig. 9 Magnet flux density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distance

측정거리에 따른 자속밀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 9와 같이 네오디늄 자석과 페라이트 자석 모

두 자석표면에서 떨어질수록 급격한 자속밀도 감

소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자석의 세기가 강.

한 네오디늄 자석의 자속밀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영구자석으로부터 자속밀도가 분포하는 최대,

한의 범위인 최대 자속밀도 범위역시 페라이트

자석 보다 네오디늄 자석 이 넓게(75mm) (210mm)

측정되었다.

최대 자속밀도의 범위가 넓을 경우 다른 주변

기기나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석

틀과 주변기기와의 최소거리 를 측정하여(150mm)

최소거리보다 좁은 자속밀도 범위 내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는 자석의 치수를 결정하여야

Surface area
Maximum range of

magnetic flux density

40mm×25mm(×10mm) 100mm

60mm×50mm(×10mm) 121mm

100mm×50mm(×10mm) 139mm

100mm×75mm(×10mm) 169mm

150mm×100mm(×10mm) 249mm

Table 2 Maximum range of magnetic flux density

according to surface area of Ferrite

magnet

Fig. 10 3D modeling for a magnet

한다 이에 비교적 안전한 최대 자속밀도. (75mm)

를 나타낸 페라이트 자석에 대하여 표면적에 따

른 최대 자속밀도 범위를 Table 2와 같이 측정하

였다 자석의 두께는 로 모두 동일하게 하. 10mm

였다 측정결과 페라이트 자석 표면적이. 100mm

× 일 때 최대 자속밀도 범위가 이므50mm 139mm

로 안전한 자속밀도 범위 내에서 가장(150mm)

넓은 범위를 나타내었다.

자석 표면에서의 자기력과 자속밀도 분포는 해

석 상용프로그램 을 사(ANSYS Workbench-Emag)

용하여 구하였다. Table 2의 결과를 토대로 Fig.

10과 같이 단일 자석의 치수를 로 정100x50x10mm

하고, Table 3의 각 자석에 대한 보자력(Coercive

을 입력하여 자기장해석을 수행하였다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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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rcive force(A/m)

NdFeB 2.6e+004

Ferrite 4.75e+003

Table 3 Coercive force according to the kinds of

magnets

(a) Ferrite magnet

(b) NdFeB

Fig. 11 Total flux density

자속밀도의 경우 가우스미터를 이용한 측정결

과와 동일하게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역시 네오

디늄 자석과 페라이트 자석 모두 Fig. 11과 같이

자석 표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석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Magnetic force(N)

NdFeB 0.214~0.264

Ferrite 0.011~0.014

Table 4 Magnetic force on magnet surface

(a) Ferrite magnet

(b) NdFeB

Fig. 12 Magnetic force

나타내었다.

자석표면에서의 자기력의 경우, Fig. 12, Table 4

에서와 같이 네오디늄 자석은 페0.214~0.264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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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orce

Maximum range of

magnetic flux

density

Front direction 0.013~0.024N 140.3mm

Side direction 0.010~0.022N 40mm

Table 5 Magnetic force and maximum range of

magnetic flux density regarding the

magnet case

Fig. 13 Magnet case including ferrite magnets, 4EA

이트 자석은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0.011~0.014N .

두 자석 모두 이물질을 제거 가능한 최소자기력

min (0.8075×10
  이상의 자기력을 가지는 것N)

으로 측정되었지만, 네오디늄 자석은 필요이상의

강한 자기력으로 인한 작업의 위험성이 높으며 자

기력이 미치는 범위인 최대 자속밀도 범위의 경우

도 비교적 넓은 범위를 나타내어 주변기기에 자력

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력

범위가 좁고 안전한 페라이트 자석을 선택하였다.

100x50x10mm

4 Fig. 13

1 .

4

, Table 5

(0.011~0.014N)

(0.013~0.024N).

(a) Actual model (b) Test model

Fig. 14 3D modeling for testing

Fig. 15 Area ratio of actual model

.

모형실험 및 결과 고찰5.

모형실험장치 모델링5.1

발전소 복수기 집수정 내부에 설치하기 전 실,

제 설치될 환경과 동일한 환경 및 조건에서 제거

장치의 효율측정을 위하여 모형실험 장치를 설계

하였다 제거장치 실제모델 의 경우. (actual model) ,

동일한 구조의 자석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Fig. 14와 같이 제거장치 실제 모델 중 일부분을

모형실험 모델 로 설계하였다(test model) .

모형실험 모델 제거장치의 경우 크기 및 형상,

설치높이를 집수정 내부에 설치되는 것과 동일하

게 하였다 또한. , Fig. 15, Fig. 16과 같이 제거장

치가 가지는 유동장 면적에 대한 실제모델 제거

장치 자석틀의 면적비 와 동일하게 하였(area ratio)

다 제거장치가 가지는 유동장 면적. (flow area of

을the removal apparatus)  자석틀의 유동장에,

대한 총 면적 을(total area of the magne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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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rea ratio of test model

(a) External view of the test model

(b) Upper view (c) Side view

Fig. 17 The test model

 면적비를, 라고 하면 실제모델 제거장치의

면적비는 식 에 의하면 이다(8) 0.3 .




  (8)

모형실험 모델 제거장치 자석틀의 면적비도 으0.3

로 구조적요소를 동일하게 하였다.

실제 모델의 유동해석 결과에서 나온 유동 속

도 및 흐름과 동일한 유동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앞에서 동일하게 설계한 구조적 요소들

은 변화시키지 않고 실험장치 치수인 전체 실험,

장치의 틀 치수 출구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유,

동해석을 수행하여 실제모델의 유동해석 결과와

Velocity distribution

Actual model 0.03961 ~ 0.06636 m/s

Test model 0.02425 ~ 0.0748 m/s

Table 6 Velocity distribution of the test

model

Fig. 18 Velocity distribution of the test model

Fig. 19 System of the test model

가장 동일한 실험장치의 형상 및 치수를 구하고

Fig. 17에 이를 나타내었다.

결정된 모형실험 모델과 집수정 내부 실제 모델

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는, Fig. 18,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모델과의 속도분포차이가 0.015m/s

내의 오차를 가지는 유동조건임을 알 수 있다.

모형실험장치 제작 및 실험5.2

Fig. 19

57 to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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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xternal view of the test model

Fig. 21 Upper view of the test model

.

Fig. 20과 같이 모형실험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우측 하단에 장착된 펌프에 의해 물이 순환하게

된다 펌프에서 상단으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물.

은 다시 입구 로 이동하여 내부로 분사되게(Inlet)

된다 분사된 물은 출구를 통하여 다시 배출됨으.

로써 지속적인 순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Fig. 21과 같이 입구는 물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고르게 내부로 투입되도록 하였으며 물 투입속도

와 배출속도를 동일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장치 내

부의 물의 수위를 집수정 내부 물의 수위와 동일

하게 하였다(700mm) .

내부 제거장치의 경우 실제 모델과 동일한 것

을 설치하였으며 설치 높이 및 설치각도(30 를)

Fig. 22와 같이 동일하게 하였다.

Fig. 22 Inner view of the test model

(a) Before testing (b) After testing

Fig. 23 Magnet cases before testing and after

testing

자성이물질 제거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Fig. 23과 같이 모형실험 후 내부의 제거장

치를 수거하여 자석틀에 내장된 자석을 제거한

후 자석틀 표면에 부착된 자성이물질을 수거하,

여 양을 측정하였다.

(9)

Table 7 .

  


×   (9)

 : Amount of removal sludge

 : Amount of sludge remaining into the

water

 : Efficiency of the magnetic sludge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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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Running

time

Amount

of

removal

sludge

Amount

of

sludge

remaining

into the

water

Efficiency of the

magnetic sludge

apparatus

1 1 min 9 g 0.315 g 96.6 %

2 1 min 14 g 0.525 g 96.4 %

3 2 min 7 g 0.315 g 95.7 %

4 2 min 6 g 0.315 g 95.0 %

5 2 min 9 g 0.315 g 96.6 %

6 3 min 10 g 0.21 g 97.9 %

7 5 min 10 g 0.21 g 97.9 %

Table 7 Efficiency of the magnetic sludge

removal apparatus

Table 7

95.0~97.9%

.

(Test

No. 1, 5 Test No. 6, 7),

.

결 론5.

,

,

, min ×

  .

,

. ,

0.011~0.014N,

0.214~0.264N .

(150m)

(210m)

, min 0.8075×10
 N),

0.011~0.014N

(139mm) .

.

,

95~97.9%

.

( 1 )

,

1

.

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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