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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펄스대기압 유동충 연소장치 및 그 연소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황 석탄 등을 연소시키기 위한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의 시스템 및 그 연소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시스템은 기름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를 대체하는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적합성
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부에는 고체의 유동층이 형성되는 반응용기 및 상기 용기내로 연장되
어 상기 유동층 위로 진동성 흐름을 인도하는 펄스 연소기 장치를 포함하는 한편, 흡열반응, 유기 또는 
의학적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의 연소, 물질의 건조, 공기의 가열, 하소화(calcinig)등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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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펄스 대기압 유동층 연소장치 및 그 연소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의 개략도,

제2도는 제1도의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로 석탄연료를 연소시키는데 적용시킨 상태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의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해 스팀을 발생시키도록 한 장치의 개략도,

제4도는 제3도의 장치를 스팀 발생 시스템에 적용시킨 개략도,

제5도는 본 발명의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해 공기를 가열하거나 물질을 건조시키도록 한 장치
의 개략도,

제6도는 제5도의 장치를 공기를 가열하거나 물질을 건조시키는 시스템에 적용시킨 개략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를 폐기물을 소각시키도록 한 장치의 개략도,

제8도는 제7도의 장치를 폐기물 소각 시스템에 적용시킨 개략도,

제9도는 본 발명의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기의 개스화 및 하소화(calcination)와 같은 흡열반응을 수행
하는데 적용시킨 개략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용기                                   12 : 용기 하부

13 : 유체 분산기                        14 : 용기 중간부

16 : 용기 상부                           19 : 버너

30 : 펄스 연소기                        32 : 밸브기관

34 : 연소실                               36 : 흡관

38 : 공기 플레늄                        39 : 추력보강기

40 : 확산기 부위                        60 : 열교환 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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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거친 연료 및 흡착제 공급 시스템 

71 : 연료 분리기                        76 : 흡착제 공급 호퍼

80 : 생산가스 배출도관              82 : 기체-고체분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펄스 유동층(pulsed fluidized bed) 연소장치 및 그 연소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효율적이고 
환경에 적합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방식으로 고체연료의 소각 및 기타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한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및 그 연소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황연료 특히 석탄을 이용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개발되거나 설명되어져 왔는 
바, 성능, 열방출 및, 경제적 관점에서 고황연료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은 유동
층 연소기술이고, 여러가지의 유동층 연소장치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개발되어져 있고, 또 이들은 각기 다
른 상업화 단계에 있다. 그러한 시스템들은 작동압력에 따라 대기압식 또는 가압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유동화 유형에 따라 기포식이나 순환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모든 유동층 연소장치들은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바, 예컨대 그 장치 자체가 황을 포획하고, 열교환기 표면에 슬래그를 형성시키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으며, 또 열교환기 표면에 대한 열전달율이 높고, 연소지역의 온도가 균일하며 연료에 대한 융통
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여 유동층 연소기술은 대형 산업용 보일러 시장(6.3-37.8kg/s 또
는 50.000∼300,0001b/hr 스팀)에서 성공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실용분야에서의 상업화를 도모하
기 위한 대형(70부터 150MWe)현장 실물 선적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유동층 연소기술의 
잠재성, 특히 소형(〈6.3kg/s 또는  50,0001b/hr 증기 상당량) 응용을 위한 대기압 유동층 연소는 심각하
게 탐구되지는 않고 있다.

대기압 유동층 연소기술은 6.3kg/s(50,0001b/hr) 스팀 상당량 이하의 소형설비에서 기름 및 가스의 대체
에 대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소형 장치들은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부문에서 공
정열, 열수, 증기 및 공간난방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바, 현재에는 이러한 응용분야에서 기
름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설비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로들과 석탄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석탄을 연료로하는 대기압 유동층 연소기술을 소형 응용에 적합하도록 조작한다
면, 이 가격차이가 석탄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의 초기 자본비용을 극복하게 되는 경제여건에 이르렀을 때
는 매우 큰 경쟁력이 있게 된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시스템이 성공하게 되면 보다 경제적이라는 것 외에
도 외국 오일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석탄시장 및 석탄을 연료로 하는 유동층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시킬 수 있다.

시장분석에 따르면 석탄에 기초한 시스템은 자본비, 작동비, 유지비와 성능 및 0.12 내지 1.26kg/s(1,000 
내지 10,0001b/hr) 증기 발생률에서의 신뢰성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가정용, 상업용 및 경공업 부문에서 
2.64EJ(2.5guad Btu)에 이르는 가스와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에 있어서, 1.26에
서 6.3kg/s(10,000에서 50,0001b/hr)의 증기 시스템은 년간 1.16EJ(1.1 guad Btu)의 에너지를 추가로 대
체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기압 유동층 연소 시스템은 기포층 시스템과 순환층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
는 바, 석탄을 연료로 하는 기포층 시스템에 있어서는 공급되는 석탄 및 흡착제 속의 미세입자(씻어낼 수 
있는 입자)의 한계를 통제함으로써 입자의 지속적 공급 및 연소 및 황포획 성능, 방출 및 고체 수집장치
의 크기의 미치는 역효과를 막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기포 유동화 연소 응용에서 전
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보다 높은 Ca/S 공급비율은 흡착제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강
하능력은 오히려 제한된다. 또한, 기포형 시스템에 비해 순환 유동층 연소 시스템은 연소효율과 흡착제 
이용율이 더욱 높고, 공기의 다단처리 덕택에 NOX 방출은 낮으며, 연료 융통성과 강하능력은 더 크다.

그러나, 순환형 시스템은 충분한 열교환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소기가 커야 하기 때문에 순환 유동
층 연소기를 12.6kg/s(100,001b/hr) 증기 상당량 이하로 매우 소형화 하는 것은 비실용적이고 비경제적이
다. 일반적으로 유동층 시스템은 열적 관성(thermal inertia)이 크므로 대형 유동층 시스템의 시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제어방식에 따라 유동층을 예열시키기 위한 보조 하부기관들이 요구되는데 이
러한 것들은 전체 시스템 비용을 증가 시키고 장치를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전체의 설비를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설비로 빠른 시동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작동시
킬 수 있게 한기 위한 콤팩트한 장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동층 시스템의 열적관성은 후속
되는 하중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규모를 감소시켜 소형의 최종용도로 응용하는데 있어서 심
각한 단점이 되어 왔다. 한편, 시스템 고안은 하중의 변화에 대하여 특히 보조적인 하부 점화기관 및 층
(bed) 가열방법을 통하여 반응이 빠르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고안들이 현존하는 기름 및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와 경쟁력이 있도록 그 비용을 충분히 낮게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기계설비나 통제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즉, 같은 크기이면서
도 그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고안은 연소되는 연료의 KJ/hr(Btu/hr)당 자본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이러한 최종 용도 응용의 일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
야 하는 장치의 오염통제성능을 상쇄시키는 일이 없이 달성되어야만 한다.

관심있는 소형의 최종 용도 분야에 적합한 크기로 현존의 대형의 대기압 유동층 연소시스템을 단순히 칫
수만 소형화 하는 것은 시스템을 복잡하고 비싸게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는 기름 및 가스를 연료로 하는 
장치들과 경쟁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비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방
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연소효율, 높은 황 포획 능력 및 낮은 NOX 방출 특성이 있고 빨리 시동되

고 후속되는 부하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은 대부분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값
이 싸야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있고 안전한 장치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시스템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기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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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점화 시스템과 최소한 대등한 수준에 있어야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은 전술한 기존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연소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석탄과 같은 고황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물질배출을 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연소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개선된 유동층 연소장치의 제공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고황연료를 사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펄스 대기압 유동층 반응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시간당 50,000파운드 스팀 상당량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크기
로 소형화할 수도 있는 펄스 유동층 연소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고황연료의 연소에 있어서 개선된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마지막 목적은 유동층 환경하에서 고체연료를 연소하는데 있어서 개선된 연소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반응 용기와; 유동화가 가능한 고체물질을 상기 반응용기의 중
간부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 고체물질을 유동화 시키기 위한 유동화 매개물질을 공급하여 고체물질의 유
동화층을 형성시키는 공급수단; 상기 반응용기속으로 뻗어있는 연소실과, 연료－공기혼합물을 받아들이는 
상기 연소실과 결합된 밸브기관, 상기 연소실과 연통되고 거기서부터 외부로 뻗어있는 공명실을 각각 구
비하고, 상기 공명실의 바깥쪽 자유단이 상기 유동층에 대해 관련 배치되어 상기 공명실로 부터 나온 가
스상태의 생산물이 유동층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펄스연소기 및; 상기 반응용기로 부터 나온 배출물을 유
도하기 위해 상기 반응용기에 연통된 연소가스 배출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연소방법은, 반응용기내의 열 전달수단 주위에 고체연료의 유동층을 만들고 이를 
지속시키는 단계와; 연료－공기 혼합물을 펄스 연소시켜서 그 연소 생산물의 파동형 흐름 및 그로부터 음
향 파동을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연소 생산물의 파동형 흐름이 고체연료 유동층에 직접 작용하도록 인도
하여 상기 고체연료를 연소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반응용기의 연소 생성물중 고형분을 분리한 후 배기시키
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한 실시도면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제 1 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시스템은 대기압 기포층형 유동층 연소기(atmosheric bubbling－
bed type fluidized bed combustor)에 펄스연소기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서, 이 구조에 있어서 상기 펄
스연소기는 30 시브(sieve) 또는 600 미크론 이하의 미세연료입자를 태우고, 유동층은 거친 석탄 고체 연
료입자를 연소시킨다.

제 1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펄스 대기압 유동층 장치는, 그 내부에 유동층이 형성된 내
열성 내벽의 용기(10)를 갖추고, 이 용기(10)내부에는 펄스 연소기(30)가 일체로 결합되어 여기서 기술되
는 효과들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한편, 상기 용기(10)는 하부(12)와 중간부(16) 및 상부(16)로 이루어지고, 상기 용기(10)의 하부(12)에는 
유체분산기(13)가 설치되어 이 유체분산기(13)를 통해 용기(10)의 하부(12)에 있는 고체를 유동화시키기
에 적당한 속도록 유체가 도입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상기한 바와 같은 고체의 유동화에는 초당 약 
1.2m에서 3.6m의 유체속도가 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한 유동층이 형성될 용기(10)의 하부(12)에는 또한 다수개의 튜브나 도관(60)이 배치되고, 이 도관
(60)을 통해 열교환 물질이 통과하면서 유동층으로 부터 열을 제거할 수도 있는 바, 일반적으로 상기 열
교환 튜브(60)로 공기나 물을 순환시켜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의도하는 결과에 따라 다
른 물질들을 통과시킬수도 있다.

용기의 중간부(14)는 외부를 향하여 나팔꽃 형상으로 벌어져 있으며 하부(12)와 상부(16)와 연결되는데, 
중간부(14)와 상부(16)는 소위 유동층 시스템의 프리보드(freeboard) 지대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는 가스
의 속도가 감소하여 가스가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세광(elutriation)이 감소한다. 거꾸로 말하면 용
기 하부(12)의 조 한 유동층은 기포를 형성하는 난류 형식으로 작동한다.

펄스 연소기(30)는, 에어로다이나믹(aerodynamic) 밸브 또는 유체 밸브(fluidic valve) 또는 기계적 밸브
나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밸브기관(32), 연소실(34) 및 흡관(tail pipe)(36)을 포함한다. 그 위에 펄스 
연소기(30)는 공기 플레늄(plenum)(38) 및 추력 보강기(39)를 포함한다. 흡관 또는 공명관(36)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개일  수도  있고  다수개일  수도  있는데  보다  바람직하게는  그  끝부분에 확산기
(diffuser) 부위(40)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좀더 바람직하게는 흡관(36)은 적어도 흡관 전체길이의 일부
를 둘러싸고 있는 물 쟈켓(water jacket)(41)을 가진다.

흡관(36) 말단의 확산기 부위(40)는 팽창부로 되어 있어 흡관(36)으로 부터 가스 방출속도를 감소시키고 
유동층에 있어서 이랑이 생기는 것(channeling)을 방지한다. 펄스 연소기(30)의 연도가스(flue gas) 가 
흡관(36)을  나온  후에는 확산기 부위(40)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미세입자(fines)를  재순환시키고, 베드
(bed)에서 입자가 머무르는 시간을 증대시킨다.

확산기 부위 및/또는 흡관의 열린 끝(open end)은 반응물 층 속까지 연장되거나 반응물 층 위에 위치시킬 
수도 있다.(이는 제 7 도 및 제 8 도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용기(10)는 또한 층 위의 거친 연료 및 흡착
제 공급 시스템(70)[바람직스럽게는 스크류 컨베이어(screw conveyor)] 및 공급연료를 거친입자 및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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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로 분리하는 연료 분리기(71)를 포함한다.

미세입자는 라인(line)(72)을 통하여 분리기(71)로 부터 펄스 연소기(30)로 공급되는 반면, 거친 입자는 
분리기(71)로 부터 공급시스템(70)으로 공급되어서 용기(10)로 도입된다. 연료/흡착제 혼합물은 다양한데 
흡착제 양은 석탄과 같은 고체 연료내 황의 비율의 2∼3배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추가로 용기(10)는 기체－고체 분리기(82)를 포함하는 생산가스 배출도관(80)을 포함하는데, 그 입구에 
세광된 미세입자를 배출가스 흐름에서 분리시켜 용기(10)의 상부(16)로 되돌려 보내는 관성분리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폐기물 덩어리, 재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용기(10) 하부 끝부분에 위치한 배출구
(17)를 통해 용기(10)로 부터 배출된다. 용기(10)에는 버너(burner)(19)도 구비되는데 시스템의 작동 안
정성 및 시동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로 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전형적으로 펄스 연소기는 플로우 다이오드(flow diode), 연소실 및 공명관을 포함하며 연료와 공기는 연
소실로 주입된다. 시동중 점화원(ignition source)은 연소실안의 폭발성 혼합물을 폭발시킨다.

온도의 급격한 증가 및 연소 생성물 발생으로 인해 촉발된 갑작스런 부피증가는 연소실의 압력을 증대시
킨다. 밸브[바람직스럽게는 유동성 다이오드(fluidic diode)]는 뜨거운 가스가 팽창함에 따라 그 흐름이 
우선적으로 공명관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연소실 및 공명관에서 나오는 가스는 대단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공명관 내 가스의 관성때문에 연
소실에는 진공이 형성되고 또한 배기가스의 약간만이 연소실로 되돌아와서 공명관을 나가는 가스와 균형
을 이룬다.

연소실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공기와 연료는 연소실로 흡입되고 거기서 자연발화된다. 다시 
밸브가 반대방향의 흐름을 저지하고 싸이클은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므로 일단 첫번째 싸이클이 시작되면 
엔진의 작동은 저절로 계속된다.

많은 다른 펄스 연소 고안에서 이용되는 플로우 다이오드(flow diode)는 기계적인 플래퍼(flapper) 밸브
이다. 플래퍼 밸브는 실질적으로 첵(check) 밸브로서 입구로 부터 연소실로의 흐름은 허용하지만 역방향 
흐름은 기계적 설치 배열에 의해 저지시키므로 의도된 목적에 잘 부합된다. 그와 같은 기계적 밸브가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동부(moving part)가 없는 에어로다이나믹(aerodynamic) 밸브가 
더 바람직하다.

에어로다이나믹 밸브를 사용할 때는 배기 행정중 밸블내에 경계층이 형성되어 거친 소용돌이가 역방향 흐
름의 대부분을 차단시킨다. 더우기 배기가스는 인입가스보다 온도가 매우 높고, 이 때문에 같은 구멍을 
통한 순방향 흐름에 비해 가스의 점도는 매우 크고 인입구의 역방향 저항이 크다.

공명관 내 배기가스의 높은 관성과 함께 이들 현상들이 결합되어서 흐름은 인입구에서 배기방향으로 우선
적으로 흐르게 되고 평균적 흐름도 배기 방향으로 향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펄스 연소기는 스스로 흡기
하는(self－aspirating) 엔진으로서 공기 및 연료를 연소실로 빨아들이고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어
낸다.

연소실내의 갑작스런 압력진동은 강한 진동성 유동력장(flow field)을 형성시킨다. 석탄을 연소하는 경우
에는 진동하는 유동력장은 반응고체로 부터 연소생성물이 휩쓸려가도록 만들고 그러므로해서 산소가 확산
하는데 있어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전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펄스 연소기는 
연소지역내에서 매누 높은 질량전달 및 열전달율을 경험한다. 이러한 연소기들은 높은 열 방출율(전형적
으로 고전적 버너의 10배)을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연소지역내에서의 활발한 질량전달 및 열 전달로 인해 
온도는 보다 균일하다. 그러므로해서 도달되는 최고온도는 고전적 시스템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이것은 
산화질소(NOX) 형성을 대단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높은 열방출율은 주어진 점화율(firing 

rate)에 대해 연소기를 더욱 소형화하고, 요구되는 내재기간(residence time)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대기압 유동층 연소기의 성능은 석탄의 연소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것은 차례로 석탄의 성질[탈 휘발
(devolatilization), 부풀음(swelling), 파편화(fragmentation) 및 숯의 연소], 공급입자의 크기붙포, 공
급시스템 및 연소가 촉진하는 기계적 마모, 열 및 질량전달율 및 단위조작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연소기 안에서 미세연료입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최초 입자분리기
로 탄소가 이월되는 현상이 크다. 탄소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종 미세입자를 유동층으로 재순환시키
는 방식이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재순환 방식은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고 비경제적으로 만들며 종종 구멍
이 막히는 현상(plugging)을 초래하기 쉽다.

본 발명에 따르면 미세입자는 펄스 연소기 안에서 소각되고, 분리된 거친 석탄만이 유동층에서 연소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연소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

펄스 연소기와 기포 유동층 프리보드(free  board)의  3가지 "T"들  즉 1)온도(Temperature), 2)난류운동
(turbulence) 및 3)내재기간(residence time)은 매우 상이한 바 아래와 같다.

펄스 연소기                            대기압 유동층 프리보드 지대

온도        〉1092℃ 또는 2000°F(높음)  843℃ 또는 1500°F(낮음)

난류운동  매우 높음                               심하지 않음(후 혼합으로 막힘 현상)

가스의 내재기간     10
-5
∼10

-4
초             2∼3초

본 발명은 펄스연소기와 대기압 유동층 연소기를 모두 채용하고 있으므로해서 석탄의 미세입자로 부터 거
친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크기를 다룰 수 있다. 펄스연소기내의 진동성 유동력장(flow  field)은 상간
(interphase) 및 입자내(intraparticles)의 높은 질량전달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미세입자는 동력학적 
조절하에서 근본적으로 연소된다. 적당한 온도[〉 1093℃ 그러나 (slagging)을 방지할 수 있는 재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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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 fusion) 온도 이하]로 말미암아 미세입자는 펄스연소기 출구에 이르면 연소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
진다. 유동층 장치의 프리보드(freeboard) 지대에서 1∼2초간 추가로 머무르는 것은 높은 탄소전환율 및 
높은 연소효율을 보장하여 준다. 미세 연료입자의 펄스 연소실내에서 탈휘발(devolatilization) 및 연소
는 미세연료입자가 흡관 또는 공명관을 떠나는 시기까지는 황의 대부분이 방출되게 한다. 이때의 황은 유
동층으로 유출되는 펄스 연소기의 유출물 때문에 조 한 유체베드에 포획될 가능성이 크다. 유체층으로 
방사된 음향력장(acoustic field)은 질량전달을 증대시키고 차례로 흡착제와 SO2간의 반응속도를 증대시킨

다.

음향에 의한 유체층 질량 전달의 증대 및 흡출관 디자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세입자의 재순환은 석회
석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더 낮게하는 낮은 Ca/S 몰 공급비율에서 황을 포획하는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
이 된다.

펄스 연소기는 본질적으로 NOX가 낮은 장치이다. 진동성 유동은 고전적 정상유동보다 열 전달율이 낮아서 

연소실에서 전체적으로 더 낮은 온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뜨거운 연소 생산물과 앞선 싸이클
로 부터의 좀 더 차가운 잔여 생산물 및 인입되는 차가운 반응물은 혼합되는 속도가 빨라서 짧은시간동안 
높은 온도에서 머무르게 되어 NOX 생산이 억제된다. 이러한 보충적인 메카니즘(mechanism)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있는 잘 교반된 탱크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내어서 NOX 생산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용기(10)의 하부(12)에 있는 조 한 유체층 또한 온도가 낮고 연료입자가 거칠어서 NOX 생성이 낮다. 결국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는 고전적 유체층 연소기에 비해 NOX 방출이 낮은 것으로 믿어진다.

물 쟈켓이 있는 펄스 연소기의 흡관에 있어서 전체적인 열 전달율은 조 한 유동층에 잠긴 튜브와 같은 
차원이다. 고전적 기포 유동층 연소기의 프리보드 지대에 있는 효율이 낮은 열 교환기를 물 쟈켓이 있는 
펄스 연소기 흡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열전달 표면적 및 비용을 대단히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의 장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험실 규모의 시스템(1.58GJ/hr--1.5MMBtu/hr--석탄 점
화율)을 고안하여 만들고 시험을 하였다. 장치의 개략도는 제 2 도와 같다. 이 작업의 첫째 목표는 펄스 
연소기를 화덕의 유동층 부분과 통합시키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비용문제 때문에 환류 장치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해서 실험된 본 장치의 스팀 생산량 및 열 
효율은 정상적 실시에서 보다 어느정도 낮게 나타난다.

제 2 도는 제 1 도에 관하여 묘사된 장치로서 같은 구성품은 같은 번호로 표시하였고, 관련된 공정장치와 
함께 나타냈다. 예를들어 석탄을 미세입자와 거친입자를 분리(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하듯이 고체를 
분리한 후 거친입자는 석탄 저장통(73)에 저장되었다가 컨베이어(75)에 의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흡착
제를 공급하는 곳인 흡착제 공급통(76)으로 이송된다.

다음에 석탄－흡착제 혼합물은 원료공급 컨베이어(70)에 의해 용기(10)로 공급된 후 용기(10)의 하부(1
2)에 위치된 조 한 층상으로 떨어지는데 이곳은 하부의 바닥부분에 위치한 유체분산장기(13)를 통해 들
어오는 유체에 의해 기포상 유체상태로 유지된다. 대체적 방법으로는 석탄－흡착제 혼합물을 유체층의 상
부로 떨어뜨리는 대신에 유체층 속으로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제 7 도는 두가지 위치 모두에 공급장치
(214) 및 (215)를 채용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석탄에서 분리된 미세입자는 저장통(74)에 저장되었다가 배출기(77)로 공급되고 그로부터 라인(72)을 경
유하여 연소기(30)로 운송된다. 펄스 연소기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에어로다이나믹밸브(32)는 수
요가 있는대로 공기－연료 혼합물을 흡입한다. 제 2 도에 보인 바와 같이 천연가스도 펄스 연소기밸브
(32)로 공급되어 연료로 쓰인다.

펄스연소기(30)에서의 연소생성물은 진동하는 음압(acoustic  pressure)  파동을 따라 공명관 또는 흡관
(36) 및 확산기 부위(40)를 통과하여 유동층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펄스연소기(30)내의 열 방출

율은 약 2∼6MMBtu/hr/ft
3
 정도이고, 생산물 가스의 온도는 약 1400∼3500°F 정도이다.

공명관내의 가스속도는 초당 약 150∼1600피트이고, 약 20∼150 헤르쯔로 진동한다.

용기내에서 얻을 수 있는 음압파동 수준은 약 100∼185dB이다. 마찬가지로 용기(10)에서 얻을 수 있는 온

도는, 펄스연소기로 부터 방출되는 부피열(volumetric heat) 방출이 약 100,000∼200,000Btu/hr/ft
3
인 것

에 기초로 할때 약 2000°F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기(10)의 프리보드 지대의 온도는 2000°F를 
초과할 수 있어서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 유동층에서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1500∼
1700°F의 온도가 요구된다.

확산기부위(40)를 나와서 유동층에 충격을 주는 음향파로 인해 혼합과 열전달이 향상된다. 유동층에 잠겨
있는 튜브(60)를 지나는 열교환 매개체에 의해 유동층의 온도가 통제되면서 유동상태에 있는 고체연료는 
연소된다. 층으로 부터 매개체로의 열전달은 유동층의 전체적인 온도의 통제 및/또는 물이나 공기를 가열
하고 스팀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매개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음에 연소생성물은 유동층 위 프리보드 지대속으로 솟아올라서 거기서 열전달이나 반응이 추가로 진행
될 수도 있고 프리보드 지대로 부터는 생성물에 실린 고체를 분리하는 기체－고체 분리기(82), 연도가스
출구(80)를 통과하여 사이클론(cyclone)(90)으로 간다. 연료가 미리 분류되는 까닭에 최소한의 미세입자
만이 세광되어 프리보드 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황의 방출도 감소된다.

또한 전체 작동계획에 있어서 예를들면 공기나 스팀과 같은 유동화 매질은 예열기(92)에서 예열될 수도 
있다. 유동화 매질은 첫번째 송풍기(94) 및/또는 펄스 연소기(30)로 되돌아오는 과량의 공기나 기타 유체
에 의해 예열기(92)로 공급된다. 도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튜브(60)에서 생산된 스팀은 스팀 드럼(steam 
drum)(90)으로 간 후 이로부터 원하는 곳으로 공급된다.

고황석탄을 연소하는 공정에서는 석회석 및 분리된 거친 석탄은 용기(10)안의 유동층으로 공급된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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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세입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연료원이 되어 펄스 연소기(30)에 공급된다.

미세입자속의 황은 펄스연소기 안에서 근본적으로 제거된고 또한 유동층안의 석회석에 의해 포획된다. 이
와 비슷하게 거친 석탄속의 황은 기존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층에 있는 석회석에 의해 포획된다.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층의 온도는 약 1400∼1750°F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영역의 온
도에서는 산화질소 부산물의 생성이 보다 적다.

제 2 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장치에서 전부 28회의 시험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시운전(shakedown) 및 특
성화(characterization) 시험이 포함된다. 시험은 펄스 연소기를 구비하였을 때 및 구비하지 않은때에 대
해서도 실시하였으며, 시험의 매개변수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시험장치는 200시간 이상 가동하였고 거
의  9톤의  석탄을  연소시켰다. N2 O  방출은  캘리포니아주  라구나힐스에  있는  Fossil  Energy  Research 

Corporation의 L. J. Muzio 및 G. Shiomoto의 협력을 얻어 측정하였다.

[표 1]

 시험 매개변수

본  발명에  따른  0.61m×0.61m(2'×2')  시설과  고전적  기포  유동층  연소기[더  큰  프리보드  및 재순환
(recycle) 장치 포함] 및 순환하는 유동층 연소기 장치의 성능 및 방출 데이타의 비교를 표 2에 요약하였
다. 비교를 위해서 전형적인 고휘발성 역청질 석탄 및 평균적 반응성을 지닌 흡착제를 사용하였다. 기존 
기술의 유동층 연소기에 대해 제시된 수치들은 공표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은 기존기술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높은 열효율은 석탄소모를 감소시키고 시스템의 
작동비용을 낮추며, 향상된 황 포획능력은 흡착제 요구량 및 폐기물 생성을 감소 시켜 차례로 작동비용을 
낮추고, 보다 낮은 NOX 및 CO 방출은 용이하게 장치의 설치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하고, 보다 큰 스팀 생산

속도는 열교환 표면적 및 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본 펄스 유동층 기술에 의하면 N2O 방출이 감

소되지 않고 N2O 방출에 관해 공표된 수치에 비교될만 하여서 본 작동형식이 N2O 방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한을 암시한다. 요약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말해 (i) 기존 시스템보다 우
월하며(ii) 연소 및 N2O 방출에 있어서는 순환(circulating) 유동층 연소에 비교할만 하고 (iii) 황의 포

획 및 CO와 NOX 방출면에 있어서는 순환 유동층 연소기보다 우수하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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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층 연소기의 성능 특징

이들 인자들은 장치의 크기에 관계없이 본 발명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상기한 바와 같
이 순환 유동층 연소기를 0.126∼6.3kg/s(1,000∼50,0001b/hr) 스팀 상당량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은 비실
용적이며 비 경제적이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주로 고황의 석탄을 연소시키는데 촛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
는 특히 제 1 도에 묘사하였듯이 다른 생산물 예를들면 생물자원, 의학적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산업 폐
기물, 유기물질 및 그와 유사한 것 등의 향상된 연소 그리고 흡열반응, 하소화(calcining) 및 그와 유사
한 것들에도 채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그러한 장치는 스팀의 생산에 유용한 바 이를 제 3 도에 나타냈다. 본 스팀 생산장치도 
상기한 장치와 비슷한 수단들을 채용한다. 일반적으로는 130으로 나타낸 펄스 연소기 장치가 내열성 내벽
을 가지는 반응용기(110)에 통합되어 있다. 용기(110)에 통합되어 있다. 용기(110)는 하부(112), 중간부
(114) 및 상부(116)를 포함하고, 중간부(114) 및 상부(116)는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프리보드 지대
를 형성한다. 유동화 장치(113)는 하부(112)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동층에 있는 고체를 유동
화시키고 유동층 온도를 통제하기에 적합한 속도로 유체가 공급된다. 어떤 스팀 생산 장치에서는 유동화
장치(113)는 수냉각 분산기 평판을 이용하기도 한다. 연소물질의 조 한 층이 형성될 하부(112)에는 복수
의 튜브 또는 도관(160)이 있어서 물이난 다른 열교환 매질이 통과할 수 있다. 이들 도관들은 유동층으로 
부터 열을 전달 또는 흡수하는 장치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튜브(160)는 D형의 물/스팀회로 형상을 형
성할 수 있다.

이미 묘사하였듯이 용기의 중간부(114)는 바깥쪽을 향하여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하부(112)와 상
부(114)를 연결한다. 용기 하부(112)에 있는 조 한 유동층은 기포를 형성하는 난류형상으로 작동한다.

펄스 연소기장치(130)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연소실(133)로 연료－공기 혼합물을 인도할 수 있는 한개 혹은 
그 이상의 구멍을 포함하는 밸브장치, 공기 플레늄(plenum)(138) 및 추력 보강기(139)를 포함할 수도 있
다. 흡관 혹은 공명관(136)은 묘사된 바와 같이 한개일 수도 있고 다수개일 수도 있는데 그 끝부분에 확
산기(140)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산기 부위(140)는 미세입자를 재순환시키고 유동층에서 공명시간
을 증가시켜 연소 및 황의 포획을 개선시킨다.

이미 묘사한 각각의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소실의 일부가 용기(110)의 구성품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펄스연소기장치(130)의 일부(제 3 도에서 확산기 부위)는 유동층 내로 연장될 수도 있다. 다른 구조에서
는 연소실, 공명관 및 확산기 부위를 포함하는 전체 펄스 연소기가 용기(110)의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 밖
에 위치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펄스연소기가 흡열 반응에서 필요한 열을 용기안의 반응물에 
공급할 수 있다.

공명관(136)에는 적어도 그것의 총 길이의 일부를 감싸고 있는 물 쟈켓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찬가지로 확산기부위(140)도 그것의 일부를 감싸는 물 쟈켓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냉각용 쟈켓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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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팀이 생성될 수도 있어서 유동층 안의 도관(160)을 최소화하거나 사실상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

용기(110)는 더 나아가 유동층 위에 바람직스럽게는 스크류 컨베이어(screw conveyor)를 이용하는 연료 
및 흡착제 공급 시스템(170)을 포함한다.

공급 시스템(170)은 연료분리기(170)를 포함하고 있어서 분리된 미세입자는 공급라인(190)을 따라 펄스연
소기장치(130)로  공급되고,  거친입자는  거친연료공급기(191)로  공급되어서  흡착제  공급기(192)에서부터 
공급된 흡착제와 혼합된 후 공급 시스템(170)을 통하여 용기(110)로 공급되어 유동층에 형성하게 된다. 
흡착제는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흡수하는 분쇄된 석회석과 같은 물질이다.

용기(110)는 기체－고체 분리기/공기 예열기(182)가 설비된 연소가스 혹은 연도가스출구(180)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연도가스출구(180)를 따라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단(baffling) 장치를 구비시켜 가스의 
우회(bypassing)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한편, 이 분리장치의 일부로서 사이클론(cyclone)(183)을 채용하여 
추가로 고체를 포획하고 가스와 고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고체분리기/공기예열기(182)로 부터 용기(110)로 되돌아가는 라인(195)  및 (196)을 따라서 표시한 바와 
같은 공기의 다단 처리장치는 방출을 좀 더 감소 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폐기물 덩어리, 물질, 재 및 이와 비슷한 것들은 용기의 하부(112)의 바닥에 설비된 배출기(117)를 통하
여 용기(110)로 부터 제거된다. 그 외에 시동을 위한 시스템 점화 및 작동 안정성을 위해 용기(110)에 점
화장치(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스팀 드럼(steam  drum)  및 머드 드럼(mud  drum)을 포함하는 2－드럼(two－drum)  스팀생산시스템(101)을 
두면 정교한 수처리를 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후에 상술할 제 4  도의 도관(160)이 2－드럼 시스템
(101)에 연결되어서 본 구성에 따라 스팀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상기한 스팀 생산용 유동시스템은 앞에서 
상술한 장치와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 4 도에서는 제 3 도에 관하여 기술된 대로의 스팀 발생장치를 연관된 공정의 장치와 관련하여 도시한 
것으로 같은 구성품에 같은 번호를 부여하였다. 연소가능성 및 유동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분리기(17
1)에 의해서 미세입자 및 거친입자로 분리한 후, 거친입자는 거친연료공급기(191)로 이송되고 미세입자는 
연료라인(195)을 따라서 펄스연소기(130)로 이송된다. 흡착제는 흡착제 공급시스템(192)을 통해 거친입자
연료에 더해지고 결합된 연료혼합물은 제 4 도에서의 스크류 컨베이어와 같은 공급장치(170)에 의해 용기
(110)로 공급된다.

연료－흡착제 혼합물은 용기(110)안에 위치한 조 한 층 위로 떨어지는데 이곳은 그 밑에 설치된 유체 분
산장치(113)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에 의해 기포를 형성하는 유동상태로 유지된다. 유체분산장치(113)는 
제 4 도에서와 같이 경사진 고안을 포함함으로써 고체생산물 데드존(dead zone)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유체층 배출 시스템(117)과 조합된 경사고안은 또한 덩어리 및 집합체(agglomerate) 제거를 
편리하게 한다.

펄스연소기(130)가 작동중인 때는 에어로다이나믹(aerodynamic)밸브(132)는 수요가 있는대로 공기－연료 
혼합물을 흡입한다. 펄스 연소기(130)에서의 연소로 부터 생기는 생산물은 진동하는 음향 압력에 따라 공
명관 또는 흡관(136) 및 확산기 부위(140)를 통과하여 유동층으로 유입된다. 확산기 부위(140)를 나와서 
유동층에 충격을 주는 음향파동은 혼합 및 열전달을 향상시킨다. 유동층에 잠겨있는 도관 또는 튜브(16
0)를 지나는 열교환 매질을 통해 열을 제거함으로써 유동층 안의 온도가 조절되는 동안 유동층안에 있는 
고체 연료가 연소된다.

유동층 안에 잠긴 도관(160)속을 지나는 열교환 매질은 D형상으로 배열된 추가적인 도관을 통해 2－드럼 
스팀 생산장치(101)에 연결되어있다. 2－드럼 시스템(101)은 스팀 드럼(111), 머드드럼(112) 및 하나 이
상의 보일러층(113)을 포함한다.

열교환 매질은 용기(110)에서 충분히 가열된 후 2－드럼 스팀 발생 시스템(101)으로 가서 스팀드럼(111), 
머드드럼(112) 및 보일러층(113)을 둘러싼다. 스팀드럼(111)으로 펌프되었던 물은 그 안에서 스팀이 되어 
방출되거나 적절히 사용된다.

연소 생성물도 유동층 위로 솟아올라서 프리보드 지대로 간 후 거기서 열전달이나 반응이 추가로 진행된
다. 가열된 가스는 용기(110) 하부의 위에 있는 프리보드 지대로 부터 고체분리기/공기예열기(182)를 지
나서 연도가스출구(180)을 나와 2－드럼 스팀생산 시스템(101)으로 간다. 연도가스출구(180)를 따라 흐르
는 열은 부가적으로 스팀드럼(111)안의 물을 가열하여 스팀으로 전환시킨다.

이미 상술한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동화 매개체는 고체분리기/공기예열기(182)에 의해서 예열될 수도 
있는 한편, 천연가스와 같은 부수적 연료가 시스템을 시동(표시되지 않았음)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묘사된 스팀생산장치에서 유동층내의 도관이나 튜브(160)를 완전히 제거하고 열교환은 연도가스출
구(180), 물 쟈켓이 있는 공명관(136) 및/또는 확산기부위(140)에서 공급되는 열에만 의존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물질을 건조시키거나 공기를 가열시키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본 시스템은 열
적으로 석탄을 건조시키는데 있어서 석탄점화식 행정장치(stroker unit)를 대신하는 열원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를 줄수 있는데 물－쟈켓 유동층, 유동층
내의 공기 냉각식 튜브 및 단열적 유동층 같은 것이 있다. 이들 3가지는 주로 유동층을 냉각시키는 방법
이 다르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건조나 공기가열장치의 구조를 제 5 도에 나타냈는데, 제 3 도와 같은 구성품에는 같
은 번호를 부여하였다. 본 구조는 유동층을 거의 단열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매우 과량인 공기를 이용하
는 발명적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구조는 제 3 도 및 제 4 도에서의 2－드럼 스팀생산장치의 특징들을 
구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 3 도에 구비된 유동층내 도관 또는 튜브(160)가 없는 건조/공기가열장치도 
가능하다.

내열성 내벽인 용기(110)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팽창된 프리보드 지대는 가스속도의 감소, 가스공명시

18-9

1019930703220



간증대 및 미세입자의 세광을 감소시킨다. 물 쟈켓(141)에 둘러싸인 공명관 또는 흡관(136)은 이 구조에 
있어서 값비싼 합금을 사용할 필요를 없게한다. 게다가 바람직스럽게는 본 구조는 수냉각 본산기(113)를 
구비하여 열응력(thermal stress)를 최소화하고, 유동층 배수관(117)을 구비하여 덩어리 제거를 쉽게하고 
유동층의 높이를 유지한다.

상기한 물질건조 및 공기가열용 장치를 설비한 공정의 개략도가 제 6 도이다. 제 6 도의 시스템은 제 4 
도에서의 스팀생산장치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제 4 도에 구비된 2－드럼 스탬 생산장치(101)가 없고 또
한 유동층내의 튜브 또는 도관(160)도 제거되었다.

본 발명은 제 7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기물 소각장치로서도 채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폐기물 공급장
치(220)가 포함되는데 폐기물 공급장치(220)는 폐기물을 유동층 꼭대기에 공급하는 장치(214) 및/또는 폐
기물을 유동층내로 직접 공급하는 장치(215)를 구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용되는 폐기물에 따라 다르다. 
펄스연소기장치(230)의 공명관(236)은 용기(210)의 일부로서 완전히 통합되기 보다는 용기(210)의 위에 
설치될 수도 있다. 확산기부위(240)는 제 7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체가 튀어오르는 지대(splash zon
e)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도관(260)은 추력보강기(239)와 용기(210)의 상부에 위치한 공명관(236) 사이의 회로를 완성하여 추력보
강기(239)의 압력을 높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반응용기의 프리보드지대내에서의 혼합이 향상된다.

전기한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구조는 유동층을 난류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분산기 장치(213), 재 
및 덩어리 제거를 위한 유동층 배수시스템(217), 고체분리기/공기예열기(282), 연도가스배출도관(280) 및 
고체를 포획하고 가스 및 고체의 온도를 조절하여 금속증기가 포획되도록 하는 수냉각 싸이클론(283)을 
포함하면서 연소생성물로 부터 고체를 분리하고 생성물을 용기로 되돌려 보내는 장치를 포함한다.

제 7 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폐기물 소각공정을 위한 시스템의 개략도를 제 8 도에 나타내었다. 폐기물로 
인한 침식 및 부식 가능성 문제 때문에 공명관 및 확산기는 유동층 상부에 설치된다. 더 나아가 상기와 
같은 부식 및 침식문제 때문에 본 장치에서는 유동층에 잠기는 튜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기한 제 4 도 및 제 6 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산기장치(113)는 경사진 형태를 갖도록 하여 고체 데드존
(solid dead zone)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유동층의 배수구로 부터 덩어리 및 집합체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은 가스화, 하소화 열분해 및 부분산화반응과 같은 흡열반응의 장치로도 유용하다. 제 9 도는 이
러한 공정을 위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장치는 제 5 도로 나타낸 공기가열이나 물질건조에 사용되는 
장치와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같은 구성품에는 같은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제 5 도의 추력보강기
(139)나 공명관(136)을 둘러싸고 있는 물 쟈켓(141)은 제거될 수도 있다. 첨언하면 폐기물 소각을 위한 
장치인 제 7 도에서와 같이 흡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본 장치는 유동층 물질을 유동층위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314) 또는 유동층 내로 직접 공급하기 위한 장치(315)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와같은 공정에서는 층(bed)은 고체연료로 구성되고 있고 펄스연소기는 흡열반응에 필요한 열을 직적 공
급하여 합성연료가스나 화소화된 생산물 등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묘사된 장치 각각과 마찬가지로 공명
관의 자유로운 말단이난 확산기 부위인 펄스연소기의 끝부분은 물질의 층(bed)까지 연장될 수도 있고 층
에서 떨어져 있을수도 있다.

본 발명에 관해서 특정단어나 공안, 농도, 방법등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구조에 관하여 묘사하였지만, 그
와같은 묘사는 단지 예시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우기 본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는 지금까지 기술된 
구조들의 각 구성품들은 요구되는 기능의 명세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발명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첨부
하는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서도 여러가지 변화 및 개조가 가능함이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반응용기(10), 2) 상기 반응용기의 중간부(14)에 유동화될 수 있는 고체를 이송시키는 이송수단, 3) 
상기 반응용기(10) 내부로 상기 고체물질이 주입되는 입구 아래쪽에 위치되어 상기 고체물질의 유동층 형
성에  필요한  유동화  매질을  공급하는  유동화  매질  공급수단,  4)  상기  반응용기  내부로  연장되어 
있으면서, 연소실(34)과 이 연소실로 연료－공기 혼합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소실과 결합된 밸브(32), 
상기 연소실과 연통되어 이 연소실로 부터 외부로 뻗어나온 공명실 및, 상기 공명실에서 나온 가스상태의 
생산물을 상기 유동층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상기 유동층을 향하여 설치된 상기 공명실의 
외부 자유단(free end)으로 구성된 펄스 연소기(30), 5) 상기 유동층으로 부터 열을 흡수하기 위해 상기 
반응용기내에 상기 유동층과 관련하여 배치된 열전달수단 및, 6) 상기 반응용기(10)로 부터 연소 생성물
을 배기시키기 위해 상기 반응용기에 설치된 연소가스배기수단으로 구성된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실의 자유단에 가스상태의 생산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이 설치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기 장치가 상기 유동층이 유지되고 있는 상기 반응용기내에 위치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물질을 거친입자 및 미세입자로 분리하여 상기 거친입자는 상기 이송수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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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응용기로 공급되도록 하는 고체분리기(71) 및, 상기 미세입자를 상기 펄스 연소기(30)로 공급하는 
공급수단을 부가적으로 갖춘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연소기의 공명실이 적어도 하나의 길게 연장된 파이프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된 파이프(36)에 적어도 그것의 총길이의 일부를 둘러싸는 물 쟈켓(41)을 갖추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용기가 상기 유동층을 지속시키는 하부(12) 및 확장된 상부(16)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가스 배출수단이 관성적인 기체－고체분리기(82)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교환 수단이 상기 유동층이 존재하는 상기 반응용기안에 위치된 도관(60)으로 되
어 있고, 상기 도관(60)은 그 내부를 따라 흐르는 열전달매질에 열을 전달하기 쉽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10 

1) 반응용기 내부의 열교환장치 주위에 고체연료의 유동층을 형성시키고 이를 지속시키는 단계와, 2) 연
소생성물의 파동적 흐름 및 음향 압력을 형성시키는 연료－공기 혼합물의 펄스 연소단계, 3) 상기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상기 연소 생산물의 진동성 흐름을 상기 고체연료 유동층 위에 직접 작용시키는 
단계, 4) 상기 열전달수단을 통해 열교환 매질을 순환시켜 열을 흡수함으로써 상기 매질을 소정방법으로 
처리하는 단계 및, 5) 상기 반응용기에서 발생한 연소생성물에 포함된 고체를 분리한후 배기시키는 단계
로 구성된 고체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유동화된 고체연료는 석탄이고 상기 펄스연소기의 상기 연료의 적어도 일부는 미
세 석탄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석탄은 고황 석탄이고 황 흡착제는 상기 고체 연료와 혼합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흡착제는 석회석이며, 흡착제의 양은 석탄중에 포함된 황의 양의 약 2 내지 3배 비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 압력 파동은 약 100 내지 185d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연소는 약 1×10
6
 내지 10×10

6
 Btu/hr/ft

3
 영역의 열을 생산하고 생산가스의 

온도는 약 1400 내지 3500°F의 영역에 있으며 가스의 속도는 초당 약 150 내지 1600ft 영역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연료층을 유동화시키는 가스의 속도는 초당 약 1.2m 내지 3.6m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17 

1) 반응용기(10), 2) 상기 반응용기내로 유동화될 수 있는 물질을 이송시키는 이송수단, 3) 상기 반응용
기 내부에 상기 유동화 가능성 물질을 유동화하여 유동층을 형성시키는 수단, 4) 상기 반응용기(10)와 연
결되면서, 연소실과, 적어도 하나의 연료－공기혼합물을 상기 연소실로 인도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멍, 상
기 연소실과 연통된 공명실을 갖추고, 상기 공명실은 상기 공명실로 부터 나오는 가스상태의 생산물이 상
기 유동층에 작용하도록 배열된 펄스 연소기, 5) 상기 반응용기(10)로 부터 열을 전달하는 열 전달수단 
및, 6) 상기 반응용기(10)로 부터 연소 생성물을 운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열교환 수단이 상기 유동층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유동층내에 설치된 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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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실의 가스상태의 생산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장치는 상기 반응용기내 상기 유동층 위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실은 상기 반응용기(10)내로 연장되어서 상기 공명실이 상기 물질의 유동층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기 장치는 상기 반응용기 내부로 연장되어서 상기 확산기 장치가 상기 물질의 
유동층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실의 적어도 일부분이 물 쟈켓(41)에 의해 둘러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연소기 장치는 상기 펄스 연소기에서 생산된 가스상태의 생산물의 추력을 보
강하는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고체연료를 거친입자 및 미세입자로 분리하는 장치(71), 상기 미세입자를 상기 펄스연
소기(30)로 공급하는 장치, 및 상기 거친입자를 상기 유동층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6 

1) 상부 및 하부를 갖춘 반응용기(10), 2) 상기 반응용기(10)로 연소 및 유동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이
송하는 이송수단, 3) 상기 반응용기내에 위치된 확산기(40)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상기 연소 및 유동 가능
성이 있는 물질을 유동화시키는 상기 연소 및 유동화 가능성 물질의 유동화 수단, 4) 상기 반응용기(10)
내로 연장되면서, 연소실(34)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료－공기 혼합물을 연소실(34)로 인도하는 상기 
연소실(34)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구멍 및, 상기 연소실과 연통된 공명실을 포함하며, 상기 공명실은 
상기 반응용기의 하부를 향하여 연장되어 있고, 상기 공명실은 상기 공명실을 빠져나오는 가스상태의 생
산물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확산기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확산기 장치는 상기 반응용기의 하
부를 향하여 연장된 상기 공명실의 말단에 위치하고, 확산기 장치에서 나오는 상기 가스상태의 생산물이 
상기 연소 및 유동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상기 확산기 장치가 배열된 펄스 유동층 연
소수단, 5) 상기 반응용기로 부터 연소 생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상기 반응용기와 연통된 배기장치로서, 
상기 배기장치는 가스로 부터 고체를 분리하고 상기 고체를 상기 반응용기로 되돌려 보내 추가로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한편 상기 반응용기로 부터 재 및 잔류물을 제거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
함하는 배기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배기수단이 추가로 스팀 생산장치(101)와 연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고체연료를 미세입자 및 거친입자로 분리하는 장치(71)를 포함하고 추가로 상기 미세입
자는 상기 펄스 연소기(30)로 운반하고 상기 거친입자는 상기 유동층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스팀 생산수단(101)이 스팀 드럼(steam drum)(111)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포
함하고 상기 스팀 드럼은 머드 드럼(mud drum)(112)과 연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용기(10)로 부터 열을 전달하는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열전달장치는 
상기 유동층내에 위치한 도관(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수단이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여 공기를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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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 수단이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여 물질을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
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수단이 스팀 생산수단(101)와 연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
층 연소장치.

청구항 3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연소기(30)의 적어도 일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물 쟈켓(41)을 추가로 포함하
는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35 

1) 반응용기(210), 2) 상기 반응용기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장치(220),

3) 상기 폐기물이 유동화 상태로 유지되도록 상기 반응용기내에 위치된 확산기 장치를 포함하는 상기 폐
기물의 유동화 장치, 4) 상기 용기내로 연장되면서 연소실과, 하나 이상의 연료－공기 혼합물을 상기 연
소실로 인도하는 상기 연소실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구멍 및, 상기 반응용기내의 상기 폐기물이 있는 
위치쪽으로 연장된 상기 연소실과 연통된 공명실을 포함하며, 상기 공명실은 상기 반응용기내의 폐기물의 
위치쪽으로 연장된 상기 공명실의 끝부분에 위치된 확산기 장치를 포함하여서 상기 공명실을 빠져나오는 
가스상태의 생산물의 속도가 감소되도록 하는 한편, 상기 공명실은 상기 폐기물에 상기 가스상태의 생산
물이 작용할 수 있도록 배열된 펄스 연소기(230), 5) 상기 반응용기로 부터 연소 생성물이 제거될 수 있
도록 상기 반응용기와 연통되었으며, 상기 연소 생성물 중의 가스로 부터 고체를 분리하여 상기 고체를 
상기 반응용기로 되돌려보내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연소가스 배출수단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유동층 연소장치.

청구항 36 

1) 고체 연료의 유동층의 형성 및 유지단계, 2) 연소 생성물이 파동적으로 흐르도록 연료－공기 혼합물의 
펄스 연소단계, 3)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고체연료의 상기 유동층에 직접 작용하도록 연소 생성물
의 상기 진동성 흐름의 제공단계, 4) 상기 반응용기로 부터 연소 생성물의 배기단계로 이루어진 고체 연
료 연소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용기에서 배기된 상기 연소 생성물이 스팀 생산을 위한 스팀 생산장치에 공급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유동층으로 부터 열을 흡수하기 위해 상기 유동층 내에 설치된 열전달 장치를 통
하여 열전달 매질을 순환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 수단이 스팀 생산 시스템에 연통되어 있고 그곳에서 스팀이 생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 결과 발생한 열을 물질을 건조시키는 시스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 결과 발생한 열을 공기 가열 시스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
료 연소방법.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물질을 폐기물이고 상기 공정은 상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연료 연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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