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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way to effectively capture CO2 in coal fired power plant is the combustion of coal using oxy-fuel tech-
nology.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Minco sub-bituminous coal at oxy-fuel conditions using TGA and drop 
tube furnace (DTF) were included activation energy about the char burnout, volatile yield and combustion 
efficiency of raw coal, the porosity of pyrolyzed char and fusion temperature of by-product ash. TGA result 
shows that the effect of CO2 on combustion kinetics reduces activation energy by approximately 7 kJ/mol at 
air oxygen level(21% O2) and decreases the burning time by approximately 16%.
The results from DTF indicated similar combustion efficiency under O2/CO2 and O2/N2 atmospheres for equi-
valent O2 concentration whereas high combustion efficiency under O2/N2 than O2/CO2 was obtained for high 
temperature of more than 1,100℃. Overall coal burning rate under O2/CO2 is decreased due to the lower rate 
of oxygen diffusion into coal surface through the CO2 rich boundary layer. By-product ash produced under 
O2/CO2 and O2/N2 was similar IDT in irrelevant to O2 concentration and atmospheres gas during the coal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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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C : Concentration
d : Relative density
D : Diffusion coefficient
E : Activation energy
OF : Oxygen ratio to fuel
p : Pressure

R : Gas constant
T : Temperature
x,y : Mole fraction

Greeks
η : Combustion efficient
ν : Diffusion volume
Υ : Carbon gas ratio

Subscripts
co2 : Carbon dioxide
f : Fixed carbon
mix : Mixture
o2 : Oxygen
p : Partial
s : Surface
v : Volatile
* : Overall

1. 서 론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수급 전략상 석탄화력 발

전소의 유지 및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

탄화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규제되고 있다. 국내 화석연료 발전분야는 

국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

며, 그 가운데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산화탄소 배출



김재관․이현동․장석원․김성철2

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 석탄화력 발전

소의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은 기술적

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산화탄소는 현재 기술로

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
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 발전

소의 경우 2015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26.8%, 
발전량의 34.9%에 달하고 배출량은 매년 증가할 것

으로 예상 된다[1,2].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회수 비

용을 절감할 방법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검

토되고 있는 순산소 연소 보일러를 우선적으로 한

국전력공사는 한국남동발전(주) 영동화력의 미분탄

(PC, Pulverized coal) 석탄화력에 적용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기존의 일반 공기를 사용한 미분탄화력

과 달리, 순산소 미분탄(Oxy-PC) 화력발전소용 보일

러는 배기가스 내에 질소 성분이 없어지는 대신 화

염 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H2O와 CO2의 분

압이 높아지므로 가스부와 물/증기부의 복사 열전

달 특성이 크게 달라 지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 재

순환(FGR ; Flue gas recirculation)기술의 적용 방법

에 따라 가스 유량 및 온도도 달라질 수 있다[3-5]. 
따라서 기존 공기연소 보일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순산소 연소시 연소 프로파일 및 연소효율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보일러 해석 및 설계기술에 적용할 때 
순산소 연소 보일러 실용화가 가능하다. 순산소 연

소에 의한 CO2 저장과 분리의 용이성,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순산소 연소조건에서의 설계탄인 인도네

시아 민코 아역청탄의 연소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실정이다.
본 본문에서는 순산소 보일러 설계에 선행하여 

TGA 및 DTF(Drop tube furnace)를 이용하여 기존의 

연소방식(질소가스 기준)과 순산소 연소방식(이산화

탄소 기준)에서의 인도 민코 아역청탄의 열분해 및 

연소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시료

순 산소 보일러 예정지인 한국남동발전(주)의 영

동화력 사용 탄종 120종의 적용을 위해 순산소 보일

러 설계탄의 규격이 수분 10.3～18.0%, 휘발분 27.
0～40.0%, 고정탄소 46.2～58.0%, 회분 3.5～12.0%, 
발열량 5,200～5,800 kcal/kg으로 결정되었다[1]. 따
라서, Table 1과 같이 민코탄의 경우 수분이 10.80%, 
휘발분이 41.46%, 고정탄소 43.45%로서 설계탄과 유

사한 성분함량을 지니고 있다. 회분의 경우 4.28% 
이하로서 모두 설계탄 규격에 적합하며, 대부분 아

역청탄 계열과 유사한 성분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원소 분석결과, 탄소가 가장 높고 산소성분이 높은

Table 1. Fuel Properties
Ultimate analysis(wt.%)

Moisture Volatile 
matter Ash Fixed 

carbon
Caloric value

(kcal/kg)
10.80 41.46 4.28 43.45 7,150

Proximate analysis(wt.%)
 C H O N S Ash

71.85 5.2 15.90 1.52 0.72 4.8

편이어서 열분해 시에도 고정탄소의 자연적인 부분 

연소가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2.2 TGA 실험

본 실험에서는 TGA(Cahn-171)를 이용하여 인도

민코 탄을 대상으로 연소 프로파일 및 기존 공기연

소 조건 대비 순산소 연소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연소 실험은 질소 대비 산소 21%의 산소부하 

분위기(승온속도 5℃/min)의 비등온 실험과 이산화

탄소 대비 산소 21%의 산소 부하 연소 조건(승온속

도 5℃/min)의 비등온 실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 

때 시료 샘플은 ASTM 기준인 10 mg±3 mg을 이용

하였으며, 보일러내 연소 프로파일[6] 검토를 위해 

인도민코 원탄을 850℃로 진공도가니에서 열분해 해

서 얻어진 촤(Char)를 이용하였다.

2.3 DTF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DTF는 Fig. 1과 같다. Fig. 1과 
같이 DTF는 내경 30 mm, 노 길이 600 mm의 알루

미나 튜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sampler의 흡입 위치

에 따라 노내 체류시간을 조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석탄 시료는 유동화를 통해 질소가스 혹은 이

산화탄소 가스로 이송되며, 노내 온도의 2/3 수준으

로 예열된 2차공기와 혼합되어 노내로 유입된다. 노
내에서 탈휘발화 혹은 연소 후 발생한 촤 혹은 회

분은 싸이클론에 의해 포집하여 분석하였다. 연소실

험은 촤 제조(열분해) 실험과 석탄 자체의 연소효율 
평가실험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촤 제조실험은 석

탄화력 발전소의 연료탄과 같은 입도 -200 mesh 
80% 이상의 입도로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촤 제

조 실험 시 실험조건은 100% 질소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 분위기에서 가스량 조절에 의해 체류시간 140～
280 ms로 조절하고 전기로 내 온도를 300～800℃
로 변화시키면서 휘발분 자체의 분해 수율과 고정탄

소의 산화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석탄의 연소효

율 평가는 가스량 10.03 L/min, 질소분위기 기준 혹

은 이산화탄소 분위기 기준 산소농도 10～50 mol%
로 변경시켰으며, 체류시간을 140 ms로 고정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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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DTF.

기로 내 온도를 300℃에서 1,400℃로 변경하면서 연

료탄(daf, dry ash free기준)의 연소효율을 검토하였

다. 이때, 유동화 되는 연료량은 1.28 g/min로 하였으

며, 각 실험은 재현성 검증을 위해 2회 반복하여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각 연소반응성 평가시 연

소효율은 daf(dry ash free)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η* = xηf + yηv

여기서, η*는 총괄 연소효율이며, x 및 y는 각각 

고정탄소 및 휘발분의 성분 분율을 나타내며, ηf 및 

ηv는 각각 고정탄소 및 휘발분 성분별 열분해 혹은 

연소효율을 나타낸다. 또한 석탄 열분해(char 제조)
의 경우 회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가연성분량을 가

지고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TGA 실험결과

3.1.1. 연소 프로파일

각 실험 조건에 따른 연소 프로파일 분석은 Fig. 
2와 같다. Fig. 2(b)와 같이 인도 민코탄은 공기 분

위기(21% O2, 79% N2 질소분위기) 하에서 350℃ 

영역 대에서 발화가 시작되고, 450℃ 영역 대에서 

연소반응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 500℃ 근처에서 연

소반응이 멈춘다. 이에 반해 같은 산소비율의 순 산

소 분위기(21% O2, 79% CO2 이산화탄소분위기) 하

에서는 발화 시작점이 390℃ 영역 대에서 일어남으

로써 발화가 기존의 공기 분위기 하에서 보다 높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반응 구간 역시 470℃ 근

처로 공기 분위기 하에서 보다 20℃ 정도 높은 구

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Table 2와 같이 DTG
상의 반응 율속 측면에서 볼 때, 순 산소 분위기 하

에서 공기 분위기 하에서 보다 조금 더 빠르고 짧은 
온도구간에서 연소가 이루어져 연소시간이 16.7% 
정도 빨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 burn out과 

char burn out 종료의 온도 영역을 비교하였을 때, 
순 산소 분위기 하에서의 연소 반응과 공기 분위기 

하에서의 연소 반응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이
는 순 산소 분위기 하에서의 연소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종료됨을 볼 수 있다. 결국, 인도 민코탄의 

경우 순 산소 분위기에서 연소반응은 공기 분위기에

서의 반응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발화가 시작되

고,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종료되지만 그 반응속도

는 빠르다.

(a) air condition

(b) Oxy-coal condition
Fig. 2. Combustion profile of Minco coal at air or oxy- 
co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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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 parameters obtained from com-
bustion profiles of coal and dry sludges

Item Air Oxy-coal
Ti(℃) 350 390
Tm(℃) 450 470
Tf(℃) 500 515

DTGmax(%/min) 0.91 1.01
Tq(℃) 150 125
tq(s) 1,800 1,500

* Ti = onset temperature for char ignition and weight loss. 
Tm = temperature of maximum weight loss rate. Tf = final 
combustion temperature detected as weight stabilization. 
DTGmax = maximum weight loss rate. Tq, tq = burning tem-
perature interval or time; Temperature or time interval 
from the sample ignition starts to burnout

3.1.2 연소조건별 반응속도

인도민코탄의 공기 조건(질소기준 분위기)과 순 

산소 조건(이산화탄소 기준 분위기)의 연소 전환율

을 평가한 결과, Fig. 3과 같다. DTG를 토대로 연소 

과정을 보면, 순산소 조건의 경우 공기 조건 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화가 되어 발화시점은 늦게 일어

나지만 혼합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열전달 특성이 우

수하므로 연소 반응이 끝이 나는 burn-out 지점과의 

온도구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민

코탄은 비등온의 저온 연소영역에서는 순산소 조건

이 공기 조건에서 보다 반응속도가 더 빨리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적으로 정확한 반응성

의 차이를 알기 위해 Coats-Redfern method[7]를 이

용해 활성화 에너지를 산출하면, 공기 조건에서는 

132 kJ/mol, 순산소 조건에서는 125 kJ/mol이 나온

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쉽게 일어나 

반응속도는 더 빨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분석에서도 순산소 조건에서 빠른 연소속도

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순 산소 보일러

상의 1,200℃ 이상의 조건과는 달리 700℃ 이하의 

온도에서는 순 산소 보일러 설계 조건에서 연소속

도가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Jianlong[8]에 의하면 무연탄 및 역청탄의 

경우 공기 조건 연소 보다 순산소 분위기에서 열분

해 및 가스화시 이산화탄소의 흡열작용이 매우 큰 

반면,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는 산화영역에서는 오히

려 공기 보일러 조건에서 산화 발열반응이 낮은 온

도에서 이루어지고 반응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도 민코탄의 

경우 휘발분이 높아 700℃ 이하의 온도에서 완전 연

소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ig. 
2의 연소 프로파일을 볼 때 Fig. 3과 같이 순 산소 

연소분위기시 공기 연소 분위기 보다 약간 높은 온

도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3. Conversion of Minco coal at air or oxy coal 
conditions.

(a) Residence time 140 ms

(b) Residence time 280 ms
Fig. 4. volatile yields of Minco coal with residence time 
at N2/CO2 redu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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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TF 실험결과

3.2.1 휘발분 열분해 특성

인도 민코탄의 100% 질소가스 상 혹은 이산화탄

소 상 열분해 특성평가 결과 Fig. 4와 같이 140 ms 
(milisecond)의 짧은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500℃이

하 저온에서는 순 산소 연소 보일러상의 시스템과 

유사한 100% 이산화탄소 가스 상에서 열분해 수율

이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0℃ 이상의 고온으로 갈수록 일반 미분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공기 상 100% 질소가스 분위

기에서 열분해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류시간을 280 ms로 높일 경우 Fig. 4(b)와 같이 

800℃ 이상의 고온에서 순 산소 보일러의 이산화탄

소 분위기에서 더욱 높은 열분해 효율을 보이기 시

작했다. 이는 사실 미분탄 보일러 혹은 순산소 보일

러 상의 1,2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순산소 

보일러에서 휘발분의 열분해 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산소와의 결합이 필요한 산화연소 특성과 

달리 비활성가스와의 접촉에 의한 열전달이 중요한 

열분해의 경우 비활성가스의 열전달 특성에 의해 열

분해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Terry wall[9]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온영역의 열전달에

서 이산화탄소 가스의 gas emissivity가 질소 보다 

1.3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3.2.2 고정탄소의 연소특성

인도 민코탄의 경우 Table 1과 같이 탄종 자체에 

15.9%의 산소결합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소보

일러의 가스를 비활성가스인 질소 혹은 이산화탄소

로 100% 이루어진 경우에도 탄종 내 산소성분과의 

결합에 의해 연소 산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을 의미한다. 따라서 촤 제조특성 과정에서 일어나

는 고정탄소의 산화특성을 검토하였다. 고정탄소 연

소율은 회분은 연소가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가정하

여 다음과 같이 원료 석탄 및 촤의 총 성분함량을 

100으로 기준하여 계산하였다.

(%) [1 ( )( ) /
100

( )] 100(%)

coal
char

char

COAL

AshCarbon combustion FC
Ash

FC

= −
−

×

여기서, FCcoal 및 FCchar는 각각 원료 석탄 및 제조

한 촤 내 고정탄소 함량이며, Ashcoal 및 Ashchar는 각

각 원료 석탄과 촤 내 회분 함량이다. 100% 질소 가

스 상 혹은 이산화탄소 상 고정탄소의 산화특성 평

가 결과 Fig. 5와 같이 140 ms(millisecond)의 짧은 체

류시간을 기준으로 700℃ 이하 저온에서는 휘발분

과 달리 공기산화 시스템인 미분탄 보일러와 같이 

질소분위기에서 산화특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800℃ 
이상에서는 순 산소 보일러상의 시스템과 유사한 

100% 이산화탄소 가스 상에서 카본 연소율이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류시간을 280 ms
로 높일 경우 온도범위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온도에

서 순 산소 보일러의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더욱 

높은 산화 효율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고정탄소

의 경우 가열과 동시에 가스 상 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와 질소가스의 이 
성분 혼합계(Binary mixture system)상에서 체류시간

이 짧을 경우 이산화탄소 경계층 상에서 산소의 확

산속도가 느리지만 체류시간이 충분할 경우 이산화

탄소의 열전달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

측된다. 즉, 체류시간이 짧고 가스 상 온도가 낮을 

경우 이 성분 혼합계상 산소성분의 확산계수가 지배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가스온도가 높고

(a) Residence time 140 ms

(b) Residence time 280 ms
Fig. 5. carbon combustion in Minco coal with residence 
time at N2/CO2 redu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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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이 높아지면 산소의 확산계수의 지배영역

이기 보다 Fig. 4의 경우와 같이 비활성가스의 gas 
emissivity가 지배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2.3 연소효율 평가

인도 민코탄을 다양한 노내온도 및 산소농도에서 
연소전환 효율을 실험한 결과, Fig. 6과 같이 보일

러 내 가열온도가 낮을 경우 석탄의 연소효율은 순

산소 연소보일러 시스템상의 이산화탄소 분위기에

서 높은 반면, 가열온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질소 분

위기에서 연소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소농도 
21% 및 반응시간 280 ms일 경우 반응온도가 800℃ 

이상에서는 대부분 석탄 연소가 완료됨에 따라 연소

효율 특성 평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반응시간은 

140 ms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1,100℃의 고온 영

역에서는 Fig. 6(b)와 같이 질소산화분위기에서 연

소효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휘발

(a) Furnace temperature

(b) Oxygen concentration
Fig. 6. combustion efficiency of Minco coal at various 
(a) furnace temperature or (b) oxygen concentrations.

분 및 고정탄소 열분해 특성 실험과는 달리 석탄의 

연소특성은 고온영역에서 혼합 성분내에서 촤 표면

까지 산소의 확산지배계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Terry 
Wall의 연구결과[9]와도 일치한다. 즉, 고온산화 영

역에서의 연소 반응속도는 이산화탄소 보다 질소와 

혼합되어 있는 산소의 확산계수가 높아 촤의 표면까

지 산소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연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연소 화학반응의 경우 이성분 가

스 혼합물이 존재 시 분위기 가스 상의 연소용 가

스인 산소의 확산을 나타내는 Newton-Raphson gas 
phase diffusion equation[10,11]은 다음과 같다.

2

2 2

,

, , exp
2

p

O mix

qdPO s PO
P P CD

γ γ
⎡ ⎤∞⎛ ⎞= + − −⎢ ⎥⎜ ⎟

⎝ ⎠ ⎢ ⎥⎣ ⎦

여기서, γ = -(1-OF), OF: 연료에 대한 O2비, C =
P/RTf : 경계층 내 연소가스의 농도, DO2,mix : 혼합

가스 내 산소의 확산계수이다. 혼합가스 상태의 경

우 분위기가 N2 분위기와 CO2 분위기가 다르기 때

문에 두 가스 상에 산소의 확산계수가 달라 연소속

도 및 특성의 차이가 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N2 혹은 CO2 분위기에서의 산소의 확산계수는 다음

과 같이 각 가스의 확산볼륨에 의해 따라 달라진다.

3 1.75 1/2
2 2

2, 1/3 1/3 2
2

10 [ ) / ]
[( ) ( ) ]

O mix O mix
O mix

O mix

T M M M MD
P v v

− +
=

∑ + ∑

여기서 ∑v는 확산볼륨이며, O2는 16.6, N2는 17.9
이며, CO2는 26.9이다. 이론적으로 N2 혹은 CO2 분
위기에서의 확산계수를 적용시 N2 분위기보다 CO2

분위기에서 1.15배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Chris-
topher R. Shaddix 및 Murphy[5]에 따르면 다음식과 

같이 O2/CO2분위기에서 연소시 CO2 분위기에서 O2

의 확산속도가 느려 석탄입자의 표면온도가 40℃ 

정도 낮아지고 연소속도도 N2 분위기에서 보다 10%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반응하는 석탄입

자 주위 경계층을 통한 O2의 확산제한이 크기 때문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DTF 실험을 

통해 1,000℃ 이상의 고온에서는 산소의 확산제한으

로 인해 이산화탄소 내 산소의 촤 표면까지의 확산

계수가 낮아 연소속도가 느려짐을 추측할 수 있었다.

3.2.4 촤의 기공특성

Christopher R[6]의 고 휘발분 역청탄 및 아역청탄

과의 연구결과와 달리 Borrego A. G et.al[12]은 저 

휘발분 High Rank Coal(무연탄 포함)의 경우 오히

려 CO2 분위기에서 N2보다 연소 종료 속도가 증가

하고 생성되는 Char의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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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re properties of Minco coal char prepared at 
various temperature in 100% CO2 condition

Temperature
Item 300℃ 600℃ 800℃

BET Surface area(m2/g) 0.7041 237.277 332.429
Pore volume(cm3/g) 0.002533 0.132713 0.167328

Pore size(nm) 14.39303 2.23727 2.0134
Volatile yield(%) 78 93.34 96.56

는 경향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High Rank Coal
이 CO2 분위기에서 탈 휘발화 반응 시 Pore size가 

큰 촤가 생성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N2에서는 Pore 
size는 작지만 표면적이 큰 촤가 형성되어 반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및 
질소 환원분위기에서 생성되는 촤의 기공특성은 촤

의 연소반응성 평가의 기준 척도가 된다. 이산화탄

소 분위기에서 온도별 열분해 한 촤의 기공특성 실

험결과, Table 3과 같이 수율이 낮은 300℃에서 생

성된 촤는 매우 작은 비표면적을 보이지만 수율이 

93.34% 이상인 600℃부터는 비표면적이 237 m2/g이
상으로 높아지고 기공특성은 2.238 nm 이하로 매우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Borrego[12] 연구결과와 

같이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열분해 되는 촤의 경우 
비표면적이 높아져 반응성도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

유는 Table 3과 같이 촤 연소시 산소를 흡착할 수 있

는 미세한 기공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3.3 부산물 회분의 융점 특성

보일러내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비회 및 바닥회 

등 부산물 회분은 산성성분(SiO2, Al2O3, TiO2)과 염

기성 성분(Fe2O3, CaO,MgO, NaO, K2O)으로 조성되

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성성분이 염기성 성분 보

다 함유량이 많을수록 회융점은 높아진다. 회의 융

점이 낮으면 노내에서 부착회의 생성량이 많아져 전

열면으로의 열전달 저하 및 부식 등 각종 장애를 일

으키므로 보일러 설계탄 선정시 회 융점은 가장 중

요하다. 부산물 회분내 미연소된 탄소분은 대체로 회

분 함량에 비례하고 고회분탄은 회분에 의한 열손

실과 효율저하를 초래한다. 회의 융점은 회의 조성, 
보일러 내 분위기에 따라 다르나 Table 4와 같이 일

반적으로 1,000～1,500℃범위이다. SiO2, Al2O3, TiO2

와 같은 산성성분이 많으면 융점이 높고 Fe2O3, CaO, 
MgO, NaO, K2O 등 염기성 성분이 많으면 융점이 낮

다. 염기성이 30～40% 사이에서 회융점이 가장 낮으

며, 이보다 높거나 낮은 염기성 회는 융점이 높다. 
이들 양 성분간의 비를 산성율이라고 하는데 이비가 
1 부근이면 융점이 낮거나 5 이상이면 융점은 1,350℃ 
이상으로 높아진다. 산성율은 다음과 같다[13].

Table 4. Fusion temperature of mineral component in 
coal ash
mineral 
oxide

fusion 
temperature

Multiple mineral
oxide

fusion 
temperature

SiO2 1,716℃ Na2SiO3 877℃
Al2O3 2,043℃ K2SiO3 977℃
TiO2 1,837℃ Al2O3․Na2O․6SiO2 1,100℃
Fe2O3 1,566℃ Al2O3․K2O․6SiO2 1,150℃
CaO 2,502℃ FeSiO3 1,143℃
MgO 2,800℃ CaOFe2O3 1,250℃
Na2O 1,277℃ CaOMgO2SiO 1,390℃
K2O 350℃ CaSiO3 1,540℃

산성율 = (SiO2 + Al2O3 + TiO2) /
(Fe2O3 + CaO + MgO + NaO + K2O)

회분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연화되고 끈끈한 상태

로 되며, 계속 가열하면 유동상태가 된다.
인도 민코탄의 순산소 CO2 분위기를 기준으로 

산소농도 36%에서 연소 후 발생한 회분의 회융점 특

성을 고온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Fig. 7과 같다. 
인도밍코탄을 21% 산소농도의 순산소 조건에서 연

소한 회분의 경우 최초 변형점[IDT(Initial Deforma-
tion Temperature)]이 1,230℃이며, 연화점[ST(Soften-
ing Temperature)]이 1,250℃로 확인되며, 삼각모양

이 반구모양으로 용융되는 반구점[HT(Hemispherical

 

(1) IDT (2) ST

 

(3) HT (4) FT
Fig. 7. Ash fusion temperature produced at 36% O2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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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DT comparison of ash produced at different 
combustion conditions

O2
content

Item

Oxy-fuel condition Air condition

21 36 50 21 36 50

IDT 1,230 1,244 1,240 1,240 1,245 1,250
ST 1,250 1,300 1,300 1,290 1,295 1,300
HT 1,301 1,340 1,310 1,315 1,320 1,315
FT 1,401 1,395 1,400 1,410 1,400 1,410

Temperature)]이 1,301℃이며, 최초 유동이 일어나는 

유동점[FT(Fluid Temperature)]이 1,401℃로 확인되

었다.
또한 36% 산소농도에서 발생한 석탄회의 경우 

Fig. 7과 같이 1,244(IDT) → 1,300℃(ST) → 1,340℃ 
(HT) → 1,395℃(FT)로서 21% 산소농도의 경우와 비

교 시 FT는 약간 감소하는 반면 오히려 IDT, ST와 

SHT는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

융점 증감 범위가 50℃ 이하이며, 회융점의 범위의 

폭이 더욱 작아지는 것으로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 및 순산소 조건에

서 산소농도별 발생한 회분의 회융점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이산화탄소 조건의 순 산소 연소조

건에서 연소할 경우 산소농도를 증가시켜도 발생한 

회분의 회융점 등에는 커다란 제약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TGA 및 Drop tube Furnace를 이용한 순산소 조

건에서 아역청탄계열인 인도 민코탄의 연소특성 평

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순 산소 분위기에서의 연소반응은 공기 분위

기에서의 반응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발화가 시

작되고 종료되지만 그 반응속도는 빠르다.
2) 600℃ 이상의 고온으로 갈수록 100% 질소가

스 분위기에서 열분해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체류시간을 280 ms로 높일 경우 8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산소 보일러의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더욱 높은 열분해 효율을 보였다.
3) 보일러 내 연소온도가 낮을 경우 석탄의 연소

효율은 순산소 연소보일러 시스템상의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높은 반면, 가열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는 질소 분위기에서 연소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실제 미분탄보일러와 같은 고온산화 영역에서

의 연소 반응속도는 이산화탄소 보다 질소와 혼합

되어 있는 산소의 확산계수가 높기 때문에 촤의 표

면까지 산소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연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질소분위기의 일반 화력발전소분위기와 같이 

이산화탄소 조건의 순 산소 조건에서 연소할 경우 

산소농도를 증가시켜도 발생한 부산물 회분의 융점

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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