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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스템공학과

요 지

현재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선내 소각기를 이용해 소각하거나 육상에 

양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각은 그 자체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므로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륙은 항만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도 있으며 양륙비용 또한 해운선사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열분해 장치를 

통해 재활용함으로서 환경 보호와 폐유 처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분해 장치를 실제 선박에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은 선박의 종류, 특수성, 

및 운항환경 등에 따른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활용하여 이중쉘 구조로 설계된 폐유 열분해 장치에 대한 열유

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Agitator)가 없는 경우의 히팅 온도에 따른 디

젤오일의 열유동 특성과 교반기가 있는 경우의 특정 온도에서의 열유동 특

성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열분해 장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히팅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출구유량을 얻기 위해서는 

출구의 직경 조절 및 교반기 rpm 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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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출구유량은 히팅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히팅 온도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 선박 폐유와 비슷

한 조건을 위해 디젤, 케로신, 가스오일, 퓨얼오일의 4종 혼합유에 대한 열

유동 특성을 확인하였다. 혼합 연료유의 증발온도에 따라 기상 상태의 평균

체적분율이 연료유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증발온도에 따라 

각기 다른 연료유를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쉘 구조로 설계된 열분해 장치에 대하여 단일 디젤유 

및 혼합된 연료유에 대하여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유동 특성과 

실험장치의 시운전 데이터를 비교분석 하였다. 향후 실험장치의 보완 및 수

치해석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대기오염, 소각기, 폐유, 열분해 장치, 교반기(Ag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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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Design and Heat Flow of Ship’s Waste 

Oil Recycling Equipment

Kim, Hong Jung

Department of Marine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Currently, waste oil from ships is incinerated using an on-board 

incinerator or is unloaded on land. Incineration can be regulated in the 

future, since it causes air pollution itself. Also, landing may be impossible 

according to port circumstances and landing expense is an economic 

burden to shipping companies. 

To improve this issue, this study is focused on recycling of waste oil 

from ships using a pyrolysis system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relieving an economic burden of waste oil treatment.

It is hard to obtain data regarding the kinds of ship, specificities, and 

sailing environments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a pyrolysis system in a 

real ship. Therefore, a thermo-flow analysis of a double shell-structured 

waste oil pyrolysis system was conducted using ANSYS-FLUENT, which is a 

commer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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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l oil’s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temperatures when 

there was no agitator inside the pyrolysis system and its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at a specific temperature when there was an agitator were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or operating a 

pyrolysis system efficiently and getting an optimum exit flow rate at a 

fixed heating temperature, it was required to adjust the diameter of exit 

and agitator rpm. Also, the maximum exit flow rate occurred at a specific 

heating temperature, not increasing at higher heating temperatures. 

For setting a similar condition to a real ship waste oil when there was 

an agitator inside the pyrolysis system,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of four 

kinds of blend oil (diesel, kerosene, gas oil, and fuel oil) were identified. It 

was revealed that the mean volume fraction of weather condition 

depended on the evaporating temperature of blend oil. This means 

different kinds of blend oil can be refined at different evaporating 

temperatures. 

In this study,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of single diesel oil and blend 

oil inside the double shell-structured pyrolysis system and trial operation 

data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t is 

anticipated that if more accurate data for supplementation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and numerical analysis are provided in the future, 

it would be helpful for diverse studies using this.

KEY WORDS: Air Pollution, Incinerator, Waste Oil, Pyrolysis System, Ag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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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 화물운송에 있어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선박을 통한 국가 간의 해상화물운송의 교류는 세

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하나의 큰 축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산업화 시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여러 

물질들을 발생시키고 또한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더 심각한 재

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재앙,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온난화 현상, 황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질에 의한 

산성비의 영향, PM 및 기타 오염물질들에 의한 질병 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가 참여한 유엔기후협회를 창설하였다. 그 목

적은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의 협력 및 

오염물질 발생을 규제하여 억제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UN의 산하기구인 IMO에서는 세계적 환경규제 흐름에 따라 MARPOL 협

약 부속서 6장을 통해 1977년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채택하여 2005년 5월 발효하였다. IMO의 발표에 따르면 선박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화물의 양은 전 세계 발생량의 약 3%, 

4%,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IMO의 선박의 대기오염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해역에서 황 함유량이 0.5% 미만인 연료유만을 사용하

도록 강제화하였다. 또한 IMO의 ECA 지역 지정과는 별도로 항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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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IMO에 ECA 해역 지정을 요구하거나 자체적

으로 ECA 지정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운선사 및 조선소는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엔진개발, 

연료유 교체, 전기모터 시스템 연구개발, 배기가스 세정장치, 에너지 효율

화를 통한 연료유 절감 등의 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EPC 및 ICCT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선박의 수, 운항거리, 화물운송

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연료 소모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물

론 연료 소모량이 증가함으로서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대기오염물

질도 함께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친환경 연료유를 제외하고 선박에서 사용한 중유(잔사

유 + 증류유)는 275,283,978톤에 달하며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용연료

의 약 1%가 슬러지 오일로 발생하였고, 전량을 소각처리 했다고 가정하

면, 대략 2,752,840톤의 폐유 및 슬러지를 소각하여 대기를 오염시켰다.

현재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소각기의 경우 IMO 타입으로 적절한 운영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 IMO에서는 소각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태이나 2015년 파리협약 및 MEPC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소각기에 대한 규제도 이슈화 될 것이라 판단

된다.

소각기를 통해 선박운항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소각하는 것이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늘어나는 ECA 지역 및 항만 

및 터미널의 환경규제에 따라 실제 소각기를 운전할 수 있는 해역도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부터 적용될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조치

는 폐유를 소각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ECA 지역에서는 폐유의 

구성 성분에 따라 변화하는 황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기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저유황유(0.5% 이하의 황함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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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 슬러지는 아마도 ECA 규제치를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소각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열분해 장치를 통해 재활용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해운사의 폐유 처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활용하여 이중쉘 구조로 설계된 

열분해 장치의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

(Agitator)의 유,무 및  히팅 온도에 따른 열유동 특성을 파악해서 교반기

의 효율성 및 효과적인 히팅 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반기가 설치된 

열분해 장치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유성분을 가정하여 디젤유와 

혼합된 연료유를 투입하여 특정 온도로 히팅하며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였

다.

1.2 IMO의 대기오염 규제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들이 체결되며, 선박으로부터 발생하

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엔 산하기

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73년 제8차 총회의결에서 설치된 해양환

경보호위원회(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통해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채택 및 개정함으로써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IMO는 노르웨이가 1987년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

오염에 관한 의제를 제기한 이 후, 관련 규제를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97년 9월에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 규칙(MARPOL 

Protocol 1997 Annex VI)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 5월 발효하였다. 또한 

1997년 12월에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에는 “기후변화 협약의 부속

서 I, 국가는 국제 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해사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항공기

용 및 선박용 연료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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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 했다[2].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97년 채택한 부속서 6장은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검사, 증서발급 및 규제조치, 제 3장 선박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위한 규정, 제 4장 선박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칙들을 기술하였으며 제 

3장 선박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위한 규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존 

파괴물질,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립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소각기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3]. 

1.2.1 오존 파괴물질의 규제

제 3장 12규칙은 몰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 A, B, C 또는 E에 등재된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배출을 금지하며, 오존파괴 물질 기록부를 기록 관

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는 오존파괴

물질이 함유된 설비의 설치가 금지된다. 표 1.1은 MALPOL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존 파괴물질을 표시한다.

Table 1.1 Regulation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from MAPOL

Ozone-depleting substances

Halon 1211 Bromochlorodifluoromethane

Halon 1301 Bromotrifluoromethane

Halon 2402 1,2-Dibromo-1,1,2,2-tetrafluoroethane

CFC-11 Trichlorofluoromethane

CFC-12 Dichlorodifluoromethane

CFC-113 1.1.2-Trichloro-1,2,2-trifluoroethane

CFC-114 1.2-Dichloro-1,1,2,2-tetrafluoroethane

CFC-115 Chloropentafluoro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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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질소산화물의 규제

제 3장 13규칙이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규제는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 kW를 초과하는 선박용 디젤 기관과 2000년1월1일 이후에 선박의 주

요 개조가 이루어지는 출력 130 kW를 초과하는 선박용 디젤 기관에 적용

된다. 주요 개조는 엔진이 다른 선박용 디젤기관으로 교체되거나, 추가로 

선박용 디젤기관이 설치된 경우, 또는 개정된 2008 NOx Technical Code 

상에 정의된 어떤 실질적인 변경이 기관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기관의 

원래 증서상의 연속최대출력에 비교해서 연속최대출력이 10%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는 Tier Ⅰ, Tier Ⅱ, Tier Ⅲ로 

이루어져 있으며 Tier Ⅰ은 선박이 2000년 1월1일 이후 그리고 2011년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디젤 기관에 적용되며, Tier Ⅱ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용 디젤 기관, Tier Ⅲ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중 배출통제해역(ECA)을 운항하는 선박의 

디젤 기관에 각각 적용이 되며 각 단계의 선박용 디젤 기관의 질소산화물

의 배출량은 기관의 정격 속도에 따라 제한되며 Tier Ⅲ의 질소산화물 배

출량 제한치는 Tier Ⅰ에 비해 대략 70%이상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관련 기술들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DF(Duel Fuel) Engine, Gas 

Engine 등이 개발 및 운행되고 있다. 표 1.2는 기관 정격 속도에 따른 질

소산화물 배출 제한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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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NOx emission limitation regulations

Step NOx emission limitation Rated engine speed(n)

Tier Ⅰ

17.0g/kWh When n is less than 130rpm 

45.0*n(-0.2)g/kWh
When n is 130 or more but 

less than 2000rpm 

9.8g/kWh When n is  2000rpm or more

Tier Ⅱ

14.4g/kWh When n is less than 130rpm 

44.0*n(-0.23)g/kWh
When n is 130 or more but 

less than 2000rpm 

7.7g/kWh When n is  2000rpm or more

Tier Ⅲ

3.4g/kWh When n is less than 130rpm 

9*n(-0.2)g/kWh
When n is 130 or more but 

less than 2000rpm 

2.0g/kWh When n is  2000rpm or more

1.2.3 황산화물의 규제

제 3장 14규칙이 적용된 황산화물(SOx)과 미립자에 관한 규제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사용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4.50% 

m/m  미만,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3.5% m/m 미만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0.50% m/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발틱해, 북극해, 북

아메리카 해역 및 미국 캐리비안 해역과 같은 배출규제해역(ECA,Emission 

Control Area)에서는 2010년 7월1일 이전 1.50% m/m 미만, 2010년 7월 1

일 이후 1.00% m/m 미만, 그리고 2015년 1월1일 이후에는 0.10% m/m 미

만의 연료유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1.3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제한치를 시행일 기준으로 표시하였고, 표 1.4는 배출규제 해역의 

황 함유량 제한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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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ulfur content limit of ship fuel oil

Sulfur content limit Date of enforcement

4.50% m/m Prior to 1 January 2012

3.50% m/m On and after 1 January 2012

0.50% m/m On and after 1 January 2020

Table 1.4 Sulfur content limit of ECA

Sulfur content limit Date of enforcement

1.50% m/m Prior to 1 July 2010

1.00% m/m On and after 1 July 2010

0.10% m/m On and after 1 July 2015

1.2.4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제 3장 15규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 대해 탱커선의 화물 적재 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으

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당사국 관할 하에 있는 항이나, 터미널 내에서 규

제될 때는 안전기준(MSC/Circ.585, 배출통제장치를 위한 기준)에 따라 그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유증기 배출제어시스템(VECs,Vapour Emission 

Control System)을 지정된 항구 및 터미널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항이나 터미널에 입항하는 모든 

탱커선은 유증기 수집장치(VCS, Vapour Collection System)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작업 중에 사용하여야 한다.



- 8 -

1.2.5 이산화탄소의 규제

제 4장 선박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칙들은 교토의정서 2조 2항의 국

제항해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Ⅵ 4장의 제 

20규칙-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제 21규칙-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허용값, 제 22규칙-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등을 통해 선박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인 CO2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신조선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는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를 통해서 시행하며, 운항중인 선박은 선박에너지 효율운항지수(EEOI)를 

이용하여 선박 또는 해운회사로 하여금 CO2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촉구하

고 있다. 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SEEMP)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

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할 목적으로 작성된

다. EEDI, SEEMP를 통해 연료의 효율성, 선박의 경제성 및 효율적인 운

항 등을 통해 CO2배출을 감소 시키고 이에 대한 검증은 EEOI로 한다[5]. 

표 1.5는 선박에 대한 CO2 배출규제를 나타낸다.

Table 1.5 CO2 emission regulation of ship

Class Contents

EEDI

신조시 선박의 선형, 추진장치 및 기계장치 등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이 목적임.

신조선이 화물 1톤을 싣고 1마일 항해하는데 발생하는 CO2 양

EEOI
SEEMP의 적용 및 성과를 점거하기 위한 측정지표 임.

현존선이 화물 1톤을 싣고 1마일 항해하는데 발생하는 CO2 양

SEEMP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CO2 발생량을 감소 시키기 

위해 강제로 비치해야 하는 문서

*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EEOI: Energy Efficiency Operation Index

* 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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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International Council Clean Transportation)가 

2017년 발표한 전 세계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그림 1.1과 같이 선박의 증가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출

력 및 항해거리도 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2는 선박에서

의 연료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도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선박의 총 연료 사용량은 29,762만

톤이며 이로인해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은 CO2 93,155만톤, BC 7.8만톤, 

PM 149만톤, NOx 1,906만톤, SOx 1,067만톤, CO 81.4만톤에 이른다[6].

Figure 1.1 Statistics of wordwid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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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otal fuel consumption & air pollutant emissions of the 

worldwide ship

IMO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

출은 계속 증가 중에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해상에서 연료유(황

함량 0.5%)가 규제된다면 LNG 연료, 잔사유(Residue) 및 증류유(Distillate) 

등의 선박 연료의 사용량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심도 있

게 관찰하고 규제의 효과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다시금 연구해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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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박관련 환경규제 지역

1.4.1 IMO 배출통제구역 지정

IMO는 MARPOL(부속서 Ⅵ)협약을 통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

가스 등의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발틱해, 북해, 북미 

동부와 서부해안 및 카리브해 지역을 배출통제구역(ECA)으로 설정하여 

다른 해역 보다 높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있다[7]. 

1.4.2 세계 각국의 배출통제구역 지정

항만을 끼고 있는 세계 각 국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

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IMO의 MARPOL협약에 마련된 ECA 신청서

를 통해 IMO에 공식적으로 ECA를 배정 받거나, 각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

별적으로 ECA를 추진하는 방법 또는 인근 해역에서 다른 나라와 공동으

로 ECA 지정을 제안하는 방법 등을 통해 ECA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실

정이다. 

미국 및 중국은 자체적으로 ECA 지역을 선포하여 선박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주장 삼각주, 장강 삼각주, 발해만 및 

홍콩을 ECA 지역으로 선포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ECA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 관리하

고 있다[8]. 

일본, 홍콩, 지중해, 동해, 호주, 한국, 노르웨이, 싱가폴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CA 지정을 통해 자국의 대기환경을 개선 및 

예방하길 원하며 이러한 추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림 1.3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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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CA designated sea area and estimated sea area[10]



- 13 -

제 2 장 연구 목표 및 내용

2.1 연구 목표

MARPOL협약에서 소각 시의 배기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소각기에 대한 운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각기의 연소실 가스 출구온도는 작동 중 항상 감시되어야하며, 연속 

공급형의 소각기인 경우, 연소실 가스출구 온도가 850℃ 미만일 경우 폐

기물이 장치에 공급되어서는 안되며, 일괄 장착형인 경우, 그 장치는 시

동 후 5분 안에 연소실의 온도가 600℃에 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

후 850 ℃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연소실내의 산소 함량 : 6 ~ 12%

2) 연도가스 내에 일산화탄소의 최대평균 : 200 mg/MJ

3) 수트번호 최대평균 : Bacharach 3 또는 Ringelman 1 (20% 불투명도)

4) 재 잔류물속에 타지 않는 성분 : 무게로 최대 10%

5) 연소실 연도가스 출구 온도 범위 : 850 ~ 1200℃

IMO에서 SOx, NOx, PM, VOCx 등의 여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각기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

질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없으나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지금

까지의 추세를 보면 논의 및 규제가 이슈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IMO에서 슬러지오일이라 함은 연료 또는 윤활유 청정기로부터 나오는 

슬러지, 주기 또는 보호기로부터 발생되는 폐윤활유, 유수분리장치,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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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장치 또는 기름받이로부터 발생되는 폐유를 말한다. 

IMO Type의 소각기를 설치한 선박은 항내, 항만 및 강어귀에서의 소각

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박에서는 슬러지 오일의 비중 즉, 연료

유에서 나온 슬러지, 폐윤활유, 물의 구성 비율이 선박엔진의 타입과 운

영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해역 및 ECA 지역에서의 소각기 운

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한 유럽, 미국 및 중국 등 이미 ECA지정해역

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조차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을 

국토의 일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ECA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월1일부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0.5% 미만으로 강제화 되

기 때문에 선박 연료유의 슬러지 및 폐윤활유 속에 얼마만큼의 황성분이 

포함됐는지 각 선박마다 분석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며, 만약 기존 연료유를 사용하기 위해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설치

한 선박의 연료유 슬러지는 상당히 높은 황 함유량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항해중 소각기를 통한 소각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던 ICCT 보고서에 따른 선박의 폐유 발생량을 소각이 아

닌 재활용 장치를 통해 재활용 한다면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동시에 얻

을 수 있다. IMO 부속서 Ⅵ장의 16.5.2는 IMO에서 요구하는 소각기의 성

능을 만족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대체 선내 열 폐기물 처리장치의 

개발, 설치 및 운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페유를 직접 

소각하는 방법은 후처리 시설을 통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장치를 통하더

라도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소각기에서 발생되는 NOx, 

SOx, PM, CO2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후처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소각기를 대신할 수 있는 폐유 열분해 장치에 대

하여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 및 4종의 혼합된 연료유에 대한 열유

동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장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열



- 15 -

분해 장치의 설계와 최적의 운용효율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및 히팅온도

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내용

제안된 설계에 따른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의 교반기의 유,무 및 히팅 

온도 변화에 따른 열유동 특성을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악하고,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히팅 온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이중쉘 구조의 열분해장치 내부에서의 열유동 해석

2)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의 히팅 온도에 따른 내부에  

     서의 디젤유 열유동 특성 파악

3) 교반기가 설치된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의 특정 온도에 따른 디젤유  

     열유동 특성 파악

4) 교반기가 설치된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혼합된 연료유의 특정 온도  

     에서의 열유동 특성 파악

5) 제안된 설계에 따른 열유동 해석 진행 및 보완사항 확인 

6)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히팅 온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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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설계 및 3D 모델링

3.1 전산유체역학

전산유체역학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해석은 컴퓨터 공

간에서 실제 실험에 가까운 전산모사를 통해 유체의 흐름, 열의 전달, 화

학 반응 등의 현상이 포함된 유체를 수치 해석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CFD의 장점은 실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의 제작과 실험 기간 등을 

줄여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며,  실제 

실험으로 나타내기 어렵거나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실험의 경우에도 

CFD를 통하면 해석이 가능하다[11][1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CFD 기술은 자동차, 기계, 항공우주, 기계, 화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상용화된 여러 프로그램

을 통해 공학 분야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용화된 코드

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충분한 계산과 반복을 통해 실제 실험값

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13].

컴퓨터 내부 시스템에서는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지 보존방정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미분 방정식의 형태인 이 3가지 지배방정식들

은 유한요소법(FEM,Finite Elements Method), 유한차분법(FDM, Finite 

Difference method), 유한체적법(FVM, Finite Volume Method) 등의 이산화 

방법으로 대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14].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난류 유동,  휘발, 가스화반

응 등이 있다. 열분해 장치 내부로 투입된 연료는 난류 흐름에 의해 불규

칙적으로 가열되며 가열된 표면이 휘발되어 기상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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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열분해 장치의 반응기를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로는  3차원 

비압축성 난류 유동장을 고려하였다.

최근 해석의 정밀성에 대한 필요와 해석범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상용화된 Code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3D CFD 해석의 경우 

상용화된 Code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여러 분야에서 

상업용으로 전산모사의 성능이 입증되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용화 

CFD Code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3.2 FLUENT 프로그램

수치해석을 수행할 모델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자하는 대상의 

반응 특성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Geometry를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ANSYS사에서 제공하는 Design Modeler를 이용하여 3D형태의 모델을 작

성한 후, 경계조건이 될 Surface에 명칭을 부여하여 정의한 뒤 분석을 위

해 Mesh를 구성하였다. Mesh의 구성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뮬레이

션의 정확도 등이 결정되는 수치해석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Cell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밀도는 향상되지만 분석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며, Cell의 수가 적을수록 정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

라서 수치해석을 위한 적정한 격자의 품질과 Cell의 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15].

해석 단계에서는 구성된 Mesh를 바탕으로, 작성한 모델에 따라 적용되

는 수식과 설정된 경계조건에 의해서 해석이 진행된다. 수치해석 과정에

서 수렴성과 정확도 등을 판단하여 Under Relaxation Factors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위해 범용 CFD 솔버(Solver)인 Pressure-based를 

사용하였으며, 이산화 방법은 유한체적법(FVM)을 기본으로 연료유 증발에 

따른 속도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비정상 상태 조건을 이용하였고, Viscous 

모델은 RNG k-Epsilon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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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는 FLUENT를 이용한 해석 방법에 대한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

이다[17].

Figure 3.1 Basic structure of analysis method using FLUENT program[17]

3.3 선박 열분해 장치 모델

3.3.1 열분해

열분해는 산소가 없거나 결핍된 상태에서 열을 가하여 유기 물질을 

Gas, Oil, Tar나 Char로 분해하는 공정을 말하며, 400~900℃에서 운전하는 

저온법과 1100~1500℃에서 운전하는 고온법으로 구분한다. 저온열분해는 

액체상태의 연료가 많이 생성되어 열분해(Pyrolysis)라 하고, 고온열분해는 

가스상태의 연료가 많이 생성되어 가스화(Gasification)라 한다. 열분해 온

도가 증가하면 가스의 생성량은 증가하고 고체상의 Char 생성량은 감소

하나 Oil의 생성량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별로 없다. 저온열분해와 고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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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를 전부 열분해 공정이라고 총칭한다. 표 3.1는 열분해와 가스화 공

정에서 열분해 되는 반응식을 나타낸다[18][19].

Table 3.1 Low-temperature pyrolysis & gasification of reaction formula

Class Pyrolysis reaction

Low-temp.

pyrolysis
6C6H10O5 ⟹ 7CO + 5CO2 + 3H2 + CH4 + 6H2O + 3C4H9O3 + 8C

High-temp.

prolysis
6C6H10O5 ⟹ 11CO + 10CO2 + 6H2 + H2O + Oil + Tar + Char

이는 다시 생성물의 반응온도에 따라 액상화 공정, 가스화 공정, 용융가

스화 공정 등으로 세분된다.

액상화 공정은 탄소쇄가 길게 잘려서 액상의 기름이 많이 생성되는 

300~600℃에서의 반응을 말하며, 가스화 공정은 750℃ 전후에서 탄소쇄가 

짧게 잘려 가스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가스화 용융공정은 폐기물을 110

0℃ 이상 가열하여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가연성가스를 얻는 반응을 

말한다. 표 3.2은 온도에 따른 열분해 생성물을 나타낸다[20]. 

Table 3.2 Pyrolysis products by temperature

Process
Reaction 

temp.(℃)

Generated

fuel

Main ingredient

(Carbon chain)
Remark

Liquefaction 300~600℃ Liquid fuel C6~C12 Tar / Oil

Gasification 700~800℃ Gas fuel C1~C6
Combustible 

gas such as 

CO,HMelt

Gasification

1100℃

or more
Gas fuel C1~C2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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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열분해의 장점

소각기에 의한 소각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며 연소기체

의 형태로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HCI, HF, SOx, NOx, CO, Dioxin, PM 등

의 2차 대기오염물질들이 발생되며 배출되는 양은 폐기물의 조성, 소각 

방법, 연소 장치의 구조 및 소각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저 다이옥신과 

저 퓨란 발생을 위해 2차 연소실의 연소 가스 체류 시간을 2초 이상으로 

하고, 가스 온도 850℃를 유지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

로 말하는 저공해 소각로 이며, IMO Type 소각기와 같은 개념이다. 

반면에 열분해 공정은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물질을 분해함으로 

다이옥신, 분진, PM(BC)의 형성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이 최

소한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과잉공기비가 적어 시설을 단순화 및 소형

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열분해장치의 내부구조는 소각기와 동일하며 

단지 산소의 공급유무와 기밀성유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다[21]. 

소각로를 이용한 에너지 활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들을 감소시키기 위

해 친환경 정책이 발달한 유럽 및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열분해를 이용

한 열분해용융기술을 차세대 소각기술로 인식, 실험 및 실증 설비를 설치

하는 등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분해용융기술은 크게 열분해와 용융의 2단계로 구분된다. 1차적으로 

SOx, NOx, CO, Dioxin, PM 등의 대기오염물질들의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산소 공급을 최대한 줄인 열분해 단계에서 500~700℃의 온도로 폐기물을 

분해해서 Char 형대로 만든다. 2차로 이 Char를 용융로에서 1500℃ 이상

의 고온으로 녹여 흑갈색을 띈 유리입자인 용융슬래그를 만든다. 용융슬

래그는 사기 그릇, 유리 제품 또는 아프팔트 작업의 재료로 재활용된다.

열분해용융기술은 2차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생성된 물질은 

제품화하거나 다른 산업에 재활용될 수 있어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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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소각(선박)과 열분해 차이

소각기를 통한 직접소각의 단점과 열분해 공정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

듯이 현재 설박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는 대기오염문제를 야기시키기 때

문에 육상에서는 폐기물을 직접 소각하는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 대신 2차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열분해기술을 이용한 공정으로 그 트

랜드가 바뀌고 있다. 아래 Table 3.3은 소각과 열분해의 차이를 표시하였

다[22].

Table 3.3 Difference between incineration(ship) and pyrolysis 

Class Incineration(Ship) Pyrolysis

Heat reaction Exothermic reaction Endothermic reaction

Material processing

method
Combustion Decomposition

Device type Open(Air injection) Closeness(Air blockage)

Energy recovery None Recycled fuel

Second pollution Air pollutant generation Minimization

Energy supply

method
Initial fuel oil and 

self-wasted oil supply

Initial fuel oil and 
self-produced recycled fuel 

oi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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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분해 장치의 설계 및 3D 모델링

폐유 발생량이 적은 선박에서 사용되어질 열분해 장치는 소형이며, 공

정이 단순하고 편리한 운용성능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열분해 공정은 폐유를 주로 열분해하여 연료유를 정제 생산하고 있는 열

분해 정제법 (Thermal Cracking Process)이 있다[23]. 

열분해 정제법은 폐유를 100~150℃로 가열하여 수분을 제거 한 다음, 

공기를 제거 및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함으로써 고온, 고압의 환경을 만들

어 고분자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탄소결합을 분해, 증발, 응축 시켜 경질 

연료유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화학적, 물리적 처리기술에 비해 공

정이 단순하지만 고품질의 연료유를 만들 수 있으며 슬러지를 완전 고형

화시켜 Ash Cake의 형태로 만들어 회분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폐기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제 공정에서 2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열분해 공정에서 가열로의 금속재

질이 촉매작용을 해서 용기 내의 윤활유가 탄화되어 카본을 형성하여 튜

브 등을 막아 열효율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

제 때문에 약 4일 운전 후, 600℃ 정도로 가열한 스팀과 공기를 이용하여 

가열로 튜브 내에 부착된 카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Decocking 작업이라고 하며 통상 3일 정도 소요된다.

Decocking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열로를 Chamber Type의 형태로 

변경하고 선박에 설치 가능하도록 소형화 및 공정을 단순화한 도면이 그

림 3.2의 2차원 도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면을 바탕으로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3D 모델링에 메쉬 작업 등을 거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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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2D modeling of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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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는 3D 열분해 장치의 형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있어 첫 번

째는 계산의 편의 및 빠른 유동을 알아보기 위해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

반기(Agitator)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

는 교반기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ure 3.3 3D modeling of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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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장치

3.5.1 실험장치 개념도

그림 3.4은 열분해 장치의 개념을 도식화하고 있으며 그림 3.5는 이중쉘 

구조를 나타낸다. 실험장치는 이중쉘 구조를 가진 본체와 주요 구성장치

인 폐유이송펌프, 균질기(Homogenizer), 교반기(Agitator), 증발가스 냉각 

및 회수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3.4 Schematic of experiment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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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chematic of double shell

3.5.2 주요 구성장치

1) 폐유이송 펌프 

폐유 저장소에서 열분해 장치 내부로 폐유를 이송하는 펌프

2) 균질기(Homogenizer)

기존의 폐유는 그 입자가 매우 커서 열분해 장치에 공급하더라도 그 분

해효율이 낮으므로 폐유의 입자를 미립자화 시겨 열분해 장치의 증발효율

을 극대화 시키는 장치이다. 균질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Rotator 표면과 

Casing 내부에 다단의 요철부 및 이의 역상을 가지는 마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유를 Casing 내부의 요철과 마찰면에 고속으로 충돌시켜 폐유 

입자를 미립자 시킨다. 그림 3.6은 균질기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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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Homogenizer schematic

3) 교반기(Agitator)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폐유의 열밀도를 균등하게 하고 열전달을 극대화 

시켜 증발 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폐유를 회전 및 교반하여 분해 및 증

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장치이다. 그림 3.7은 교반기의 설계도를 나타

낸다[24].

Figure 3.7 Agitator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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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각장치

열분해 장치에서 증발된 유증기를 냉각 및 응축시켜 중유 및 경유를 얻

고 불응축된 가스는 별도의 가스탱크에 모으는 장치이다.

5) 저장탱크

냉각장치에 의해 액화된 재생연료유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필요시 선내

의 연료탱크로 보내져 연료유로 재 사용할 수 있다.

6) 가스탱크

냉각장치를 통과한 가스 중, 응축되지 않은 가연성 가스를 모아 열분해 

장치 버너의 연료유로 활용한다.

3.5.3 실험장치 계통도

그림 3.8는 실험장치의 전체적인 계통도를 나타내고 있다. 폐유탱크에서 

폐유이송펌프를 이용해 균질기로 이송하고 균질기를 거친 폐유는 미립자

되어 교반기로 이송되어 열분해 장치 내부로 공급된다. 공급된 폐유는 열

분해 장치에 설치된 버너를 통해 가열되게 된다. 가열된 폐유는 증발을 

통해 유증기화 되고 증발된 유증기는 냉각장치(Cooler)를 통과하면서 응축

되어 액체화 또는 불응축된 가스로 나뉘어져 저장탱크와 가스탱크로 이송

된다. 저장탱크로 이송된 재생연료는 선내 Sett. Tank로 보내지며 재사용

되고, 가스탱크의 불응축 가연성 가스는 열분해 장치 버너의 연료로 재활

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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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ystematic diagram of pyrolys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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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실제 실험장치

그림 3.9은 실제 실험장치이며, 주요 구성장치를 표기 하였다.

Control panel

Pyrolysis equip.

Burner

Recycled fuel tank

Figure 3.9 Pyrolys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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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는 실제 운전 중, 콘트롤 판넬에 장착된 터치 스크린에 표시된 

정보들을 표시하고 있다. 

Figure 3.10 Control panel display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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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tank (b) Trans. p/p & Homogenizer

그림 3.11은 열분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장치들을 나타낸다.

  

(a) Burner (b) Cooler

  

Figure 3.11 Main components of pyrolysis equipment



- 33 -

3.5.5 실험장치 시운전

표 3.4는 열분해 장치 내부에 폐유 50Ltr를 투입하고 85분 동안 가열하

며 생산되는 재생연료유의 양을 표시하였다. 초기 냉간상태에서 100℃ 이

상 가열이 되었을 때부터 폐유가 증발하여 냉각과정을 통해 재생연료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총 36.2 Ltr의 연료유가 생산되었다. 

Table 3.4 Recycled fuel oil production by time and temperature of 

pyrolsys equipment

Time(Minute) Heating temperature (℃) Recycled fuel oil (Ltr)

0 32.5 0

5 34.4 0

10 40.5 0

15 53.3 0

20 73.9 0

25 100.3 0

30 119.0 2.69

35 129.1 6.93

40 148.3 11.55

45 165.0 17.32

50 184.0 21.17

55 201.9 25.02

60 210.5 27.32

65 216.0 29.25

70 232.1 30.79

75 255.0 33.87

80 277.0 34.64

85 283.7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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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의 초기 시운전 데이터를 통해 열분해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

되어 재생연료유를 생산하였다. 다만 열분해 장치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공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폐유의 성분 정보와 생산된 

재생연료유의 성분 정보를 확인하여 열분해 장치를 통해 생산된 연료유의 

품질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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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치해석 방법 및 조건

4.1 계산방법 및 경계조건

표 4.1은 교반기가 없는 경우의 열분해 장치에 대하여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된 해석 조건을 나타낸다. 열유동 해석을 위해 사용

된 상용프로그램은 ANSYS 14.5 FLUENT이다.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디젤

유의 증발에 따른 속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상 상태 조건을 이용하

였으며, 에너지 방적식을 활용하여 온도분포를 구하였다. Viscous 모델은 

RNG k-EPSION 모델을 적용하였다[25].

열분해 장치 벽면에서의 온도를 700℃에서 1300℃까지 증가시켜 온도변

화에 따른 유동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계산에서는 중유의 슬러지를 대상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슬러

지의 물성치 등을 획득하기가 어려워 디젤유의 다상모델(디젤오일의 기

상, 액상 및 공기)을 적용하여 가능한 실제에 가까운 현상이 나오도록 설

정하였다.

표 4.2는 교반기가 있는 경우의 열분해 장치에 대하여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된 해석 조건을 나타낸다. 디젤유의 증발현상과 교

반기에 의한 움직임 및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상 

상태조건을 이용하였고, 교반기의 회전속도는 20 rpm으로 고정하여 계산

하였다. 더불어 교반기의 회전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모션메쉬를 

적용하였다.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에너지 방정식이 적용되었으며, 

Viscous 모델은 RNG k-Epsilon 모델을 적용하였다. 

열분해 장치의 벽면에서의 온도를 1300℃로 고정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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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변화를 조사하였다. 교반기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젤유의 다상

모델을 적용하여 가능한 실제에 가까운 현상이 나오도록 계산하였다. 

Table 4.1 Calculation conditions without agitator

Analysis Type Non Steady-state

Multiphase Model
VOF

(Air, Diesel Liquid, Disel Vapor)

Energy Equation ON

Viscous Model RNG k-Epsilon, Scalable Wall Fu

Viscosity 0.0024kg/m-s(Diesel Oil)

Boiling Temp. 447K@ 1 atm (Diesel Oil)

Solver Type Pressure-based

Velocity Formualtion Absolute

Heat Source 700~1300℃

Mesh Stable Mesh

Program ANSYS 14.5 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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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alculation conditions with agitator

Analysis Type Non Steady-state

Multiphase Model VOF
(Air, Diesel Liquid, Disel Vapor)

Energy Equation ON

Viscous Model RNG k-Epsilon, Scalable Wall Fu

Viscosity 0.0024kg/m-s(Diesel Oil)

Boiling Temp. 447K@ 1 atm (Diesel Oil)

Solver Type Pressure-based

Velocity Formualtion Absolute

Heat Source 1300℃

Mesh Motion Mesh(20rpm)

Program ANSYS 14.5 FLUENT

그림 4.1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설치된 3차원 형상의 경계조

건을 나타내고 있다. 열분해 장치의 하부 약 3분의 1부분이 디젤유 영역

이면 디젤유 온도는 200℃로 설정하였고, 이 상태에서 열분해 장치의 벽

면에서부터 일정온도의 열원이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4.2는 

메쉬가 되어 있는 열분해 장치의 형상이며, 메쉬의 최대 사이즈는

4.0e-002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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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Wall [27℃]

Ambient Wall [27℃]
Velocity inlet: 10 m/s Outlet: 0 Pa

Diesel oil Domain

Inlet Diesel oil Temp.:

167℃

Air Domain

Rotating Item[20 rpm]

Heating 

Wall [1300℃]

- Only fluid domains were meshed
- The casing body was suppressed

Figure 4.1 Schematic of agitator inside heat exchanger and boundary

   Diesel oil Domain

   Heating Wall: 1300℃

   Diesel oil Temp.: 200℃

Air Domain

Outlet: 0 Pa
-Only fluid domains were meshed

-The casing body was suppressed

Figure 4.2 Mesh condition of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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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치해석 결과 

5.1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의 열유동 특성

그림 5.1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

도가 700℃, 900℃, 1100℃,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의 온도분포

를 나타낸다. 총 계산 시간은 6초이며, 네 경우 모두에서 히팅 온도에 따

라 온도가 충분히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9.698e+002
9.326e+002
8.953e+002
8.581e+002
8.209e+002
7.837e+002
7.465e+002
7.093e+002
6.721e+002
6.348e+002
5.976e+002
5.604e+002
5.232e+002
4.860e+002
4.488e+002
4.116e+002
3.743e+002
3.371e+002
2.999e+002

  

1.169e+003
1.120e+003
1.072e+003
1.024e+003
9.756e+002
9.273e+002
8.790e+002
8.307e+002
7.824e+002
7.341e+002
6.858e+002
6.375e+002
5.892e+002
5.409e+002
4.926e+002
4.443e+002
3.960e+002
3.477e+002
2.994e+002

(a) Heating temperature 700℃ (b) Heating temperature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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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e+003
1.308e+003
1.249e+003
1.190e+003
1.130e+003
1.071e+003
1.011e+003
9.520e+002
8.926e+002
8.332e+002
7.738e+002
7.144e+002
6.550e+002
5.956e+002
5.362e+002
4.768e+002
4.174e+002
3.580e+002
2.986e+002

  

1.567e+003
1.496e+003
1.426e+003
1.355e+003
1.285e+003
1.214e+003
1.144e+003
1.073e+003
1.003e+003
9.326e+002
8.621e+002
7.916e+002
7.212e+002
6.507e+002
5.802e+002
5.098e+002
4.393e+002
3.689e+002
2.984e+002

  

(c) Heating temperature 1100℃   (d) Heating temperature 1300℃

Figure 5.1 Temperature distribution in heat exchanger for heating 

temperature at 6s

그림 5.2는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

도를 700℃, 900℃, 1100℃, 1300℃로 주어졌을 때, 열분해 장치 내부에 

있는 디젤유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계산 시간이 6초일 때의 결과로 히

팅 온도가 높을수록 하부쪽 디젤유 공간에 남아 있는 디젤유양이 감소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시간 내 히팅 온도가 높

을수록 증발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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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e-001
9.391e-001
8.838e-001
8.286e-001
7.734e-001
7.181e-001
6.629e-001
6.076e-001
5.524e-001
4.972e-001
4.419e-001
3.867e-001
3.314e-001
2.762e-001
2.210e-001
1.657e-001
1.105e-001
5.524e-002
0.000e+000

  

9.886e-001
9.336e-001
8.787e-001
8.238e-001
7.689e-001
7.140e-001
6.590e-001
6.041e-001
5.492e-001
4.943e-001
4.394e-001
3.844e-001
3.295e-001
2.746e-001
2.197e-001
1.648e-001
1.098e-001
5.492e-002
0.000e+000

(a) Heating temperature 700℃ (b) Heating temperature 900℃

9.586e-001
9.053e-001
8.521e-001
7.988e-001
7.456e-001
6.923e-001
6.390e-001
5.858e-001
5.325e-001
4.793e-001
4.260e-001
3.728e-001
3.195e-001
2.663e-001
2.130e-001
1.598e-001
1.065e-001
5.352e-002
0.000e+000

  

9.296e-001
8.779e-001
8.263e-001
7.746e-001
7.230e-001
6.714e-001
6.197e-001
5.681e-001
5.164e-001
4.648e-001
4.131e-001
3.615e-001
3.099e-001
2.582e-001
2.066e-001
1.549e-001
1.033e-001
5.164e-002
0.000e+000

(c) Heating temperature 1100℃ (d) Heating temperature 1300℃

Figure 5.2 Diesel liquid volume fraction in heat exchanger for heating 

temperature at 6s

그림 5.3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

도가 700℃, 900℃, 1100℃,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의 기상 상

태로 변한 디젤유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디젤유의 증발량이 온도가 올

라감에 따라 증가하여 열분해 장치 내부에 기상의 디젤유가 늘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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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폐유 및 슬러지에서 더 많은 양의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온으로 히팅하면서 증발시키는 것

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613e-001
9.079e-001
8.545e-001
8.011e-001
7.477e-001
6.943e-001
6.409e-001
5.875e-001
5.341e-001
4.807e-001
4.273e-001
3.738e-001
3.204e-001
2.670e-001
2.136e-001
1.602e-001
1.068e-001
5.341e-002
0.000e+000

  

9.690e-001
9.152e-001
8.613e-001
8.075e-001
7.537e-001
6.998e-001
6.460e-001
5.922e-001
5.383e-001
4.845e-001
4.307e-001
3.768e-001
3.230e-001
2.692e-001
2.153e-001
1.615e-001
1.077e-001
5.383e-002
0.000e+000

(a) Heating temperature 700℃ (b) Heating temperature 900℃

9.717e-001
9.178e-001
8.638e-001
8.098e-001
7.558e-001
7.018e-001
6.478e-001
5.938e-001
5.399e-001
4.859e-001
4.319e-001
3.779e-001
3.239e-001
2.699e-001
2.159e-001
1.620e-001
1.080e-001
5.399e-002
0.000e+000

  

9.735e-001
9.194e-001
8.653e-001
8.112e-001
7.571e-001
7.030e-001
6.490e-001
5.949e-001
5.408e-001
4.867e-001
4.326e-001
3.786e-001
3.245e-001
2.704e-001
2.163e-001
1.622e-001
1.082e-001
5.408e-002
0.000e+000

(c) Heating temperature 1100℃ (d) Heating temperature 1300℃

Figure 5.3 Diesel vapor volume fraction in heat exchanger for heating 

temperature at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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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는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

도가 700℃, 900℃, 1100℃,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증발되

는 디젤유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히팅 온도가 증가할수록 출구에서의 

속도가 330 m/s에서 530 m/s까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히팅 

온도의 증가에 따라 출구쪽에서 디젤유가 증발되어 나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히팅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속

도를 낮추는 등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출구의 직경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3.334e+002

2.500e+002

1.667e+002

8.355e+001

0.000e+000

  

4.243e+002

3.182e+002

2.121e+002

1.061e+002

0.000e+000

(a) Heating temperature 700℃ (b) Heating temperature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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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e+002

3.454e+002

2.303e+002

1.151e+002

0.000e+000

  

5.245e+002

3.934e+002

2.622e+002

1.311e+002

0.000e+000

(c) Heating temperature 1100℃ (d) Heating temperature 1300℃

Figure 5.4 Velocity vectors for heating temperature at 6s

그림 5.5는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

도가 700℃, 900℃, 1100℃,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증발되

는 디젤유의 속도유선을 나타낸다. 속도 프로파일에서 알 수 있었듯이 유

선이 출구쪽을 향해 이루어지고며, 분포도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4e+002

2.500e+002

1.667e+002

8.335e+001

0.000e+000

  

4.243e+002

3.182e+002

2.121e+002

1.061e+002

0.000e+000

(a) Heating temperature 700℃ (b) Heating temperature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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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e+002

3.454e+002

2.303e+002

1.151e+002

0.000e+000

  

5.245e+002

3.934e+002

2.622e+002

1.311e+002

0.000e+000

(c) Heating temperature 1100℃ (d) Heating temperature 1300℃

Figure 5.5 Velocity streamlines for heating temperature at 6s

5.2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있는 경우의 열유동 특성

앞서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도 변화

에 따른 디젤유의 체적분율, 속도분포 등을 살펴 보았다 . 결과적으로 히

팅 온도가 높을수록 디젤유의 증발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본 절에서는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도가 1300℃ 일 때의 열유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교반기의 회전 속도는 

20 rpm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5.6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도가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의 내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총 계

산 시간은 6초이며, 열분해 장치의 내부 온도가 골고루 잘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젤유가 있는 하부쪽에서의 온도는 약 600k 이상으로 

디젤유가 충분히 증발할 수 있는 온도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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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e+003
1.488e+003
1.415e+003
1.343e+003
1.270e+003
1.197e+003
1.124e+003
1.051e+003
9.057e+002
8.329e+002
7.601e+002
6.873e+002
6.145e+002
5.417e+002
4.689e+002
3.961e+002
3.233e+002
2.505e+002

Figure 5.6 Temperature distribu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그림 5.7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계산 시

간이 6초이고, 히팅 온도가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의 디젤

유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계산 시간이 6초로 다소 짧기 때문에 액체상

태의 디젤유가 내부에서 비등되어 증발하고 있는 모습이며, 상부까지는 

완전히 닿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다 짧은 

시간에 디젤유의 증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히팅 온도를 높이면 

좋을 것이나 출구에서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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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e-001
8.900e-001
8.376e-001
7.853e-001
7.329e-001
6.806e-001
6.282e-001
5.795e-001
5.235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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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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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e-001
2.094e-001
1.571e-001
1.047e-001
5.235e-002
0.000e+000

Figure 5.7 Diesel liquid volume frac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그림 5.8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도가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에 있는 기상 상태의 디젤유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앞선 결과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6초 동안의 히팅에서 열분해 장치 내

부의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장치 내 기상의 디젤유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폐유 및 슬러지에서 더 많은 양의 기름

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온으로 히팅하면서 증발시키는 것

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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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Diesel vapor volume frac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그림 5.9는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도가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증발되는 디젤유의 속도분

포를 나타낸다. 교반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출구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반기에 의한 작용효과로 출구에서의 유량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역시 이는 출구쪽에서 디젤유가 증발되어 나가는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히팅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속도를 낮추는 

등의 조절을 위해서는 출구의 직경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교반기의 회전속도도 어느 정도 조정하여 기상 상태의 디젤유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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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Velocity vectors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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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히팅 

온도가 1300℃ 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증발되는 디젤유의 속도 유

선을 나타낸다. 유선들이 출구쪽을 향해 잘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969e+002

2.977e+002

1.985e-001

9.923e+001

0.000e+000

Figure 5.10 Velocity streamlines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그림 5.11은 출구 끝단에서의 질량유량을 구하기 위한 단면을 나타낸다. 

끝단에서 빠져나가는 유량을 평균하여 각 히팅 온도의 질량유량을 구하였

으며, 이들의 결과 값을 그림 5.12에 나타내었다. 히팅 온도가 증가할수록 

연료의 질량유량이 증가하나 1100℃에서 1300℃로 되면서 그 값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출구측에서의 최대 질량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온도를 상승시키기 보다는 최대 질량유량 발생을 위

한 최적의 히팅 온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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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1 Surface for average mass flow

Figure 5.12 Average mass flow for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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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료 혼합에 따른 열분해 장치 내부의 열유동 특성Ⅰ

지금까지는 디젤유 단일 연료에 대해서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디젤유

의 열유동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교반기가 있는 열분해기에 대하여 선박 폐유의 다양한 연

료유가 혼합된 경우를 가정하여 디젤유 (C10H22), 케로신(C12H23), 가스오일 

(C16H29), 연료유(C19H30)의 4종류의 연료가 혼합되어 있을 때의 열분해 장

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유동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교반기의 회전

속도는 20 rpm으로 고정하였다.

표 5.1은 연료 혼합을 위해 사용된 연료들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표 5.1

에서 알 수 있듯이 연료의 밀도, 점도, 끓는점은 디젤유에서 Fuel Oil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비열(Cp) 및 열전도도(λ)는 반대 경향을 나

타낸다. 이것은 동일한 히팅 온도인 1300℃에서 디젤유가 다른 연료유보

다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증발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 

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히팅 온도 1300℃, 계산시간 6초일 때의 기상 상

태의 평균체적분율이 디젤유가 가장 크고, 이어서 Kerosene, Gas Oil, 

Fuel Oil 순이다. 이러한 물성치를 가진 연료유들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상태의 열유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5.1 The properties of fuels

Kind of
fuel

Molecular
Structure

Density
[kg/m³]

Viscosity
[kg/m-s]

Boiling 
Temp. [k]

CP

[j/kg-k]
λ

[w/m-k]

Diesel Oil C10H22 730 0.0024 447 2090 0.149

Kerosene C12H23 780 0.0024 477 2090 0.149

Gas Oil C16H29 830 0.00332 511 2050 0.135

Fuel Oil C19H30 960 0.048 589 188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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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은 계산시간이 6초 일 때 혼합연료가 적재된 열분해기를 130

0℃로 히팅했을 때 계산 시간 6초 후의 열분해 장치 내부온도를 나타낸

다. 액상 부분인 아래부분의 온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600k 전후로 분포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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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3 Temperature distribu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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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는 계산 시간이 6초 일 때의 혼합연료가 적재된 열분해 장치 

내부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압력분포가 일정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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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4 Pressure distribu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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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는 계산시간이 6초일 때의 각 연료들에 대한 액체 상태의 체

적분율을 나타낸다. 액체 상태의 혼합연료들이 아직까지 열분해 장치의 

하부측에 충분히 채워져 있으며, 서서히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좀 더 자세한 액상의 체적분율을 파악하기 위해 표 5.2와 5.3에 그 값

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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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5 Liquid volume fractions for different oils at 1300℃,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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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The vapor volume fraction of each liquid at central plane YZ

Diesel Vapor kerosene Vapor Gasoil Vapor Fuel Oil Vapor

1.38E-01 2.11E-02 1.70E-02 1.69E-02

1.30E-01 2.00E-02 1.61E-02 1.59E-02

1.22E-01 1.88E-02 1.51E-02 1.50E-02

1.15E-01 1.76E-02 1.42E-02 1.41E-02

1.07E-01 1.64E-02 1.32E-02 1.31E-02

9.93E-02 1.53E-02 1.23E-02 1.22E-02

9.16E-02 1.41E-02 1.13E-02 1.13E-02

8.40E-02 1.29E-02 1.04E-02 1.03E-02

7.64E-02 1.17E-02 9.44E-03 9.37E-03

6.87E-02 1.06E-02 8.50E-03 8.44E-03

6.11E-02 9.39E-03 7.55E-03 7.50E-03

5.35E-02 8.22E-03 6.61E-03 6.56E-03

4.58E-02 7.04E-03 5.66E-03 5.62E-03

3.82E-02 5.87E-03 4.72E-03 4.69E-03

3.06E-02 4.70E-03 3.78E-03 3.75E-03

2.29E-02 3.52E-03 2.83E-03 2.81E-03

1.53E-02 2.35E-03 1.89E-03 1.88E-03

7.64E-03 1.17E-03 9.44E-04 9.37E-04

Table 5.3 The vapor volume fraction average of each liquid at central 

plane YZ

Liquid Diesel Kerosene Gasoil Fuel Oil

Vapor Volume
Fraction Average 0.072552056 0.011150889 0.008967778 0.0089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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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은 계산 시간이 6초 일 때의 각 연료들에 대한 기체 상태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이미 열분해 장치의 온도가 모든 연료유의 보일링 

온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분에 열분해 장치 내부의 동일한 위치에서 일

정한 값의 체적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4종류의 연료가 함께 증발하

여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성되는 연료의 체적분율은 

각기 다른 값을 나타내며, 이것은 생성량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1.375e-001
1.298e-001
1.222e-001
1.146e-001
1.069e-001
9.928e-002
9.164e-002
8.400e-002
7.637e-002
6.873e-002
6.109e-002
5.346e-002
4.582e-002
3.818e-002
3.055e-002
2.291e-002
1.527e-002
7.637e-003
0.000e+000

Diesel

  

1.699e-002
1.605e-002
1.510e-002
1.416e-002
1.322e-002
1.227e-002
1.133e-002
1.038e-002
9.440e-003
8.496e-003
7.552e-003
6.608e-003
5.664e-003
4.720e-003
3.776e-003
2.832e-003
1.888e-003
9.400e-004
0.000e+000

Gas oil

2.113e-002
1.995e-002
1.878e-002
1.761e-002
1.643e-002
1.526e-002
1.409e-002
1.291e-002
1.174e-002
1.056e-002
9.390e-003
8.216e-003
7.043e-003
5.869e-003
4.695e-003
3.521e-003
2.348e-003
1.174e-003
0.000e+000

Kerosene

  

1.687e-002
1.593e-002
1.500e-002
1.406e-002
1.312e-002
1.218e-002
1.125e-002
1.031e-002
9.373e-003
8.436e-003
7.498e-003
6.561e-003
5.624e-003
4.686e-003
3.749e-003
2.812e-003
1.875e-003
9.373e-004
0.000e+000

Fuel oil

Figure 5.16 Vapor volume fractions for different oils at 1300℃, 6s

그림 5.17과 그림 5.18은 계산 시간이 6초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의 

속도벡터와 유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계산 시간이 6초로 짧아 열분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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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내부의 연료가 충분히 기상 상태로 변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구에서의 

속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좀 더 긴 시간에 걸쳐 히팅이 이루어진다면 

디젤유만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출구 속도를 보일 것이다. 열분

해 장치 내부에서의 속도 유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체 상태의 혼합 

연료들이 출구쪽을 향해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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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7 Velocity vectors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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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8 Velocity streamlines in heat exchanger at 1300℃, 6s

5.4 연료 혼합에 따른 열분해 장치 내부의 열유동 특성Ⅱ

본 절에서는 교반기가 있는 열분해기에 대하여 디젤유 (C10H22), 케로신

(C12H23)의 2종류의 연료가 혼합되어 있을 때,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 일어

나는 열유동 특성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교반기의 회전속도는 20 rpm이고 

히팅 온도는 1300℃로 9초 동안 가열하였다.

표 5.1는 혼합된 연료들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연료의 밀도, 점도, 끓는

점은 디젤유보다 케로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비열(Cp) 

및 열전도(λ)는 디젤유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히팅 온

도인 1300℃에서 디젤유가 케로신 보다 먼저 쉽게 증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히팅 온도 1300℃, 계산시간 9초일 때의 기상 상태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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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분율이 디젤유가 케로신보다 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성치를 가진 디젤유와 케로신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상태의 

열유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5.19은 계산시간이 9초일 때 혼합연료유가 적재된 열분해기를 

1300℃로 히팅했을 때 계산 시간 9초 후의 열분해 장치 내부온도를 나타

낸다. 액상 부분인 아래 부분의 온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700k 전후로 분

포되어 4종의 혼합연료유를 6초 가열했을 때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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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9 Temperature distribu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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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은 계산 시간이 9초 일 때의 디젤유와 케로신이 혼합된 연료

가 적재된 열분해 장치 내부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압력분포가 일정하

게 잘 분포되고 하단부의 최고 압력이 1300℃로 6초 동안 히팅한 연료 혼

합물보다 약 1.5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초 동안 더 히팅한 

만큼 더 활발하게 연료유의 증발작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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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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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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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e+003

Figure 5.20 Pressure distribution in heat exchanger at 1300℃, 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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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은 히팅온도 1300℃로 계산 시간이 9초일 때의 디젤유와 케로

신에 대한 기체 상태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이는 표 5.1을 통해 디젤유

와 케로신의 물성치에서 예상했듯이 디젤유가 케로신보다 먼저 증발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열분해 장치 내에서의 연료별 증발온도에 따

라 순차적으로 다른 종류의 연료유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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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e-001
3.563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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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osene

(a) Diesel vapor volume fraction  (b) Kerosene vapor volume fraction

Figure 5.21 Vapor volume fractions for different oils at 1300℃, 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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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는 계산 시간이 9초일 때의 열분해 장치 내부의 속도벡터를  

나타낸다. 계산 시간이 9초로 짧아 열분해 장치 내부의 연료가 완전히 기

상 상태로 변하지 않았지만 6초일 때와 비교해 출구에서의 증기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 온도로 히팅할 경우, 시간이 길수록 

증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93+001

3.670e+001

2.447e+001

1.223e+001

0.000e+000

  

4.893+001

3.670e+001

2.447e+001

1.223e+001

0.000e+000

   

   

Figure 5.22 Velocity vectors in heat exchanger at 1300℃, 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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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은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의 속도 유선이 활발하게 골고루 분

포되어 있으며, 기상 상태의 혼합 연료유들이 출구쪽을 향해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산 시간 6초 일 때 보다 훨씬 많은 유선들이 보

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893e+001

3.670e+001

2.447e-001

1.223e+001

0.000e+000

Figure 5.23 Velocity streamlines in heat exchanger at 1300℃, 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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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이중쉘 구조로 설계된 열분해 장치에 대하여 교반기의 

유무와 온도에 따른 디젤유의 열유동 특성 및 2종, 4종의 연료유를 혼합

한 열분해 장치 내부에서의 특정 온도에서의 열유동 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실험장치의 시운전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분해 장치 내부에 교반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의 증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온으로 히팅하면서 증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히팅 온도가 높을수록 유증기의 출구 속도는 330 m/s에서 530 m/s까지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질량유량은 일정하게 증가하다

가 1100℃에서 1300℃로 되면서 그 값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출구측에서 최대 질량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온도를 

상승시키기 보다는 최대 질량유량 발생을 위한 최적의 히팅 온도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해석에 결과에 따라 질량유량이 감소되기 

직전의 1100℃ 근처의 히팅 온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한 출구유량을 얻기 위해서는 출구의 직경 및 교반기의 rpm 조

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4종의 혼합된 연료유에 대하여 연료의 밀도, 점도 끓는점은 디젤유에

서 Kerosene, Gas Oil, Fuel Oil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비열

(Cp) 및 열전도도(λ)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동일한 히팅 온

도인 1300℃에서 디젤유가 다른 연료유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증발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히팅 온도 1300℃, 계산 시간 6초일 

때 기상 상태의 평균체적분율은 디젤유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Keros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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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Oil , Fuel Oil 순이었다. 이것은 혼합된 연료유에서 증발온도에 따라 

각기 다른 연료유를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젤유와 케

로신의 2종의 혼합된 연료유를 계산 시간 9초 동안 1300℃로 히팅한 수치

해석의 결과는 같은 온도로 6초 동안 히팅한 4종의 연료혼합물에 비해 열

분해 장치 내부의 증기 속도 증가, 하부 쪽의 온도 및 압력 상승을 통해 

같은 히팅온도의 경우 시간이 길수록 보다 많은 연료유의 증발효과를 얻

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디젤유를 1300℃로 증발시켰을 때의 질량유량 55분과 실험장치 시운

전에서 증발유가 생산되기 시작한 30분부터 85분까지의 55분 동안의 증발

유 질량을 계산한 결과 디젤유는 8.9 kg, 실험장치는 26.4 kg이 증발되었

다. 실험장치의 시운전을 통해 확인된 데이터와 수치해석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수치해석 조건인 초기 공급되는 폐유와 디젤유

의 온도 및 물성치 차이, 실험장치 내부의 온도측정 위치의 상이 함, 버너

를 통해 공급되는 실제 히팅 온도에 대한 데이터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되며 향 후, 이러한 조건들을 보완한 보다 정확한 실험을 통해 실

험장치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실험장치의 시운전 데이터와 수치해석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듯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열유동 해석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과 물성치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면,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폐유를 대상

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유용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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