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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strongly desired for coal-fired power plants to utilize not only low-rank coals with high moisture 
contents, but also lowering cost with diversifying fuel sources. In this study,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low rank coal with high moisture, and standard pulverized coal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sing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and DTF (drop tube furnace). The coals tested are three kinds of coal with 
moisture content ranging from 8.32 to 26.82%. The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ir combustion condition, the 
burn-out time at TGA rises as moisture content increases, and standard pulverized coal with 8.32% moisture 
content showed the lowest activation energy of 55.73 kJ/mol. In case of the high amount of moisture, the com-
bustion efficiency decreases due to evaporation heat loss, and unburned carbon in ash produced at combustion 
process in DTF increased. Aslo, initial deformation temperature of slag attached in alumina tube of DTF 
decreased with lowering the crytallinity of anorthite and augite. To improve the combustion reactivity and 
efficiency, it is effective to upgrade through drying the high moisture coal to moisture level (less than 10%) 
of standard pulverized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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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A Frequency factor
E Activation energy
H Pre-exponential factor
k Reaction rate constant
n Reaction order
R Gas constant
T Absolute temperature
t time
W Weight
X,x conversion

Greeks
η Combustion efficiency

Subscripts
f Final
fc Fixed carbon
I Initial
max Maximum
o Original
q Quit
v Volatile
* Overall

1. 서 론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가격이 

2007년 3월 $53/톤이던 것이 2008년 10월에는 $129/ 
톤까지 치솟았고 열병합발전소에서는 $200/톤이 넘

는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1].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인도 등이 석탄 사용량을 늘리면서 지금까지 

수출하던 석탄양을 줄이고 오히려 수입을 하는 상

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석탄가격이 상승하면

서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의 석

탄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2]. 이러한 현

상은 2007년 중국의 폭설과, 호주의 홍수,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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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진과 같은 재난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약 8천만톤

의 석탄을 수입하였으며,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석탄 수입국이다. 8천만톤 중 발전용으로만 약 5천 

7백만톤이 사용되고 있다. 석탄 가격이 $53/톤에서 

$129/톤으로 상승하면 연간 4조 3천억원의 추가 비

용이 소요되며 발전단가 중 연료가격이 차지하는 비

중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발전단가의 상승은 충

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석탄 가격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발전용 에너지 위

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양한 석탄 종류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 등급

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분함량이 25% 이상인 저

등급 석탄(Low Rank Coal: LRC)이다. 저등급 석탄

의 가격은 현재 수입 표준 석탄 가격의 1/3~1/4 수준

인데 수분이 많고 불안정하여 사용하기 어렵다[3]. 
따라서, 고수분탄 및 고수분탄의 건조탄을 발전용 

석탄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는 발

전단가 저감에 유효하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 발전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청탄/반무연탄의 매장량은 

약 5천억톤이며, 사용빈도가 낮은 고수분의 아역청

탄과 갈탄은 4천 7백억톤으로 표준 석탄인 역청탄

의 매장량과 유사하다[4]. 따라서, 한국전력연구원

은 최근에 석탄가격 급등을 대비하고 장기적인 석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고수분 저등급탄을 

수입하여 발전용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고품위화 

석탄의 연소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고수분의 저등급 석탄을 화력 발전소의 미

분탄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산 고수분

탄, 고수분탄의 건조탄 및 석탄화력에서 연료로 사

용하고 있는 표준 미분탄을 TGA 및 DTF(Drop tube 
furnace)이용해 연소반응성 및 연소 효율 특성을 검

토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시료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의 연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미분탄(P coal : Pulverized coal), 인도네시

아에서 채취한 고수분탄(HM coal: High Moisture coal) 
및 고수분탄 1 kg을 100℃의 건조기에서 1시간 정도 
방치하여 표준 미분탄의 수분함량과 유사하게 건조

한 고수분탄의 건조탄(dry HM coal : dry High Mois-
ture coal) 총 3종의 공업분석 및 원소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같이 고수분탄(HM-coal)의 경우 수분

이 26.82%로서 매우 높은 반면 회분이 2.52%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 

(주) 당진화력에서 사용 중인 표준 미분탄(P-coal)은 

Table 1. Fuel Properties

Coals
Ultimate analysis(wt.%)

M FC VM Ash Caloric value
(kcal/kg)

P 8.32 48.53 35.37 7.78 7,060
HM 26.82 29.36 41.3 2.52 6,480

dry HM 9.18 39.23 42.92 8.67 7,160

Coals
Proximate analysis(wt.%)

C H O N S
P 72.88 4.36 14.05 1.05 0.16

HM 70.49 5.92 21.18 0.67 0.06
dry HM 72.96 5.31 13.84 1.12 0.54

* M ; Moisture, FC ; Fixed carbon, VM ; Volatile
Matter, P=Pulverized, HM=High Moisture

수분이 8.31%로서 낮은 반면 고정탄소는 48.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수분탄을 표준 미분탄

과 유사한 수분함량으로 건조한 건조탄(dry HM coal)
의 경우 수분이 9.18%로서 매우 낮아진 반면 휘발

분은 42.92%로 가장 높고 고정탄소도 고수분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원
소분석 결과, 표준 미분탄과 건조탄의 경우 탄소, 
수소 및 산소 함량이 거의 유사하나 고수분탄의 경

우 산소 함량이 7% 정도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외부공기에 노출되지 않아도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2.2 TGA 실험

본 실험에서는 TGA(Cahn-171)를 이용하여 고수

분탄, 고수분탄의 건조탄 및 표준 미분탄 3종을 대

상으로 연소 프로파일 및 연소속도 특성 실험을 수

행하였다. 연소 실험은 공기 조건에서 승온속도 10℃
/min의 비등온 실험과 10~25℃/min 승온속도별 비

등온 실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 때 시료 샘플은 

ASTM 기준으로 발열량 기준으로 10 ± 0.9 mg(표준

탄 10 mg, 고수분탄 10.9 mg 및 고수분탄의 건조탄 

9.9 m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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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또한 석탄 시료는 유동화를 통해 질소가스와 함

께 이송되며, 노내 온도의 2/3 수준으로 예열된 2차 

공기와 혼합되어 노내로 유입된다. 노내에서 연소 

후 발생한 회분은 싸이클론에 의해 포집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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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DTF.

석탄의 연소효율 평가는 가스량 10.03 L/min, 질
소분위기 기준 산소농도 21 mol%, 체류시간은 100~ 
560 ms(millisecond) 범위에서 전기로 내 온도를 900℃
에서 1,300℃로 변경하면서 연료탄(daf, dry ash free
기준)의 연소효율을 검토하였다. 이때, 유동화 되는 

연료량은 1.28 g/min로 하였으며, 각 실험은 재현성 

검증을 위해 2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각 연소반응성 평가시 연소효율은 daf(dry ash 
free)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η* = xηfc + yηv (1)

여기서, η*는 총괄 연소효율이며, x 및 y는 각각 고

정탄소 및 휘발분의 성분 분율을 나타내며, ηfc및 

ηv는 각각 고정탄소 및 휘발분 성분별 열분해 혹은 

연소효율을 나타낸다.

3. 결과 및 논의

3.1 TGA 실험결과

고수분탄, 건조탄 및 표준 미분탄의 연소 프로파

일 분석결과 Fig. 2와 같다.
Fig. 2(a)와 같이 표준 미분탄과 건조탄의 경우 탈

휘발화 반응과 고정탄소의 산화반응이 온도구간별

로 일어나며, 연소 프로파일은 220~225℃에서 탈휘

발화 반응이 시작되어 540~565℃구간에서 고정탄소

의 산화반응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b)
와 같이 고수분탄은 100℃부근에서 탈수 흡열반응

이 일어나며, 300℃에서 탈휘발화 반응이 시작되어

(a) TGA

(b) DTG

(c) Conversion
Fig. 2. Combustion profile of various coals.

405℃에서 반응속도가 가장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405℃에서 연소반응율이 높은 것과 다르

게 480℃에서 연소성이 떨어지는 고정탄소의 산화

반응피크가 나타나며, 연소가 완료되는 온도가 600℃
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 
2(c)와 같이 온도에 따른 누적 연소전환율의 경우 고

수분탄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전환율 90%에 도달

하나 연소가 완료되는 온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Fig. 2의 연소프로파일에서 확인되는 연소

구간 온도 및 시간 인자는 Table 2와 같다. 최고 연

소반응율 온도(Tm)에서 고수분탄의 DTGmax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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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 parameters obtained from com-
bustion profiles of various coals

Item P coal HM coal dry HM coal
Ti(℃) 220 300 225
Tm(℃) 455 405 458
Tf(℃) 540 600 565

DTGmax(%/min) 18.5 24.5 15.2
Tq(℃) 320 300 350
tq(s) 3,240 3,600 3,390

* Ti = onset temperature for ignition and weight loss. Tm = 
temperature of maximum weight loss rate. Tf = final com-
bustion temperature detected as weight stabilization. DTGmax 
= maximum weight loss rate. Tq = temperature interval bet-
ween Ti and Tf, tq = burn out time

Fig. 3. TGA curves of dry HM coal at various heating 
rates.

높은 반면, 연소가 완료되는 시간(tq)은 가장 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고수분탄의 경우 최고 반응율을 나타내는 온

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소 종료 온도가 높은 반

면, 표준 미분탄과 건조탄의 경우 약간 높은 온도에

서 연소반응이 시작되고 느린 연소속도를 보이지만 

종료되는 연소온도가 낮아져 연소가 완료되는 총괄 

반응속도는 빠르게 된다.
Fig. 3은 승온 속도별 연소프로파일 변화를 보여

준다. 승온 속도가 낮을수록 열전달 시간이 높아져 

착화온도 및 연소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TGA 및 DTG를 이용한 자세한 연소속도의 

검토를 위해서는 Arrhenius parameters의 규명이 필

요하다.
등온에서 반응시간에 대한 연소 전환속도는 다음

과 같이 연소반응 속도상수(k)에 비례 한다.



  = k(1-x)n (2)

여기서, k는 반응속도 상수이며, x는 연소성 물질의 

전환율, n은 반응차수이며, dx/dt는 시간에 따른 연

소 전환속도이다.
반응속도 상수(k)는 Arrhenius식에 의해 온도 의존

하게 된다.



 (3)

여기서, A는 frequency factor, E는 활성화 에너지, R
은 가스 상수, T는 절대온도이다.

식 (2)에 (3)을 대입하면 다음 식을 도출할 수 있다.



  = exp

 (4)

일반적으로 석탄 연소의 경우 반응차수가 1로 알

려져 있다[5]. 따라서 식 (4)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 exp

 (5)

연소 전환율(x)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6)

여기서, Wo는 석탄의 초기질량, Wt는 연소시간 t 경
과 후 질량이며, Wf는 연소 종료 후 시간이다. Fig. 
2와 같이 일정한 승온속도 H에서 TGA/DTG 값을 

이용한 연소전환 속도의 경우 식 (5)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ln 
 ln

 = ln 






 (7)

식 (7)에서 1/T에 대한 ln[-ln(1-x)/T2]의 플롯한 기

울기를 이용해 활성화에너지(E)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Fig. 2와 식 (7)을 이용한 Arrhenius plot 결
과 Fig. 4와 같으며, Fig. 4를 이용한 활성화 에너지 

도출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표준 미분

탄의 활성화 에너지는 55.73 kJ/mol로 고수분탄의 

활성화 에너지 79.62 kJ/mol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

다. 한편 고수분탄 건조탄의 경우 고수분탄 보다 활

성화 에너지가 9.87 kJ/mol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
는 고수분탄의 건조를 통한 휘발분 및 고정탄소 증

가로 연소 환경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활성화 에너

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쉽게 일어나 반응속도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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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rhenius plot of various coals at heating rate of 
10℃/min.

Table 3. Kinetic parameters of various coals by Coats- 
Redfern method

 Coals 
 Kinetic parameters 

Activation Energy
(kJ/mol) 

 ko 
(1/s)  R 

HM coal 79.62 312.538 0.998
P coal 55.73 650.235 0.997

dry HM coal 69.75 464.043 0.996

빨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분석에서

도 표준 미분탄이 공기연소 조건에서 가장 빠른 연

소속도를 예상할 수 있다.
즉, 반응속도 상수(ko)의 경우도 표준 미분탄, 건

조탄 및 고 수분탄 순으로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속도상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DTF 실험결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보일러 온도는 1,100~ 
1,300℃에서 보일러 내 미분탄이 1 s(second) 정도 

체류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미분탄의 화염존의 경

우 0.5 s(500 ms)이내에 연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구

간은 복사 열전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6]. 석탄화력 

발전소에서의 연소효율 특성 예측을 위해 고수분

탄, 건조탄 및 표준 미분탄의 DTF 보일러 내에서 

다양한 노내온도 및 체류시간에서 연소효율을 실험

한 결과, Fig. 5와 같다. Fig. 5(a)와 같이 고수분 탄

의 경우 체류시간 280 ms에서 연소온도를 1,300℃까

지 증가시켜도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표준 미분탄은 1,100℃, 건조탄

은 1,200℃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일러내 온도를 실제 발전소의 최저 온도

인 1,100℃로 고정하고 체류시간별 연소효율 평가

결과 Fig. 5(b)와 같이 고수분탄의 경우도 체류시간

(a) Temperature

(b) Residence time
Fig. 5. combustion efficiency of various colas with (a) 

temperature or (b) residence time in furnace.

을 560 ms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 완전연소가 이

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수분탄의 경우 체류

시간이 짧은 경우 수분의 증발잠열 손실로 인해 표

준 미분탄 보다 탄 내부까지의 열전달 속도가 느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효율 측면에서 

고수분탄의 경우 보일러 내 슬래그 발생과 석탄의 

미연소로 인한 석탄회 내 미연탄소의 발생으로 석

탄회 재활용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Borrego A. 
G et.al[7] 등은 연소효율 평가의 경우 석탄의 표면

적이 증가할수록 연소 종료속도가 가속된다고 보고

하였다. 고수분탄, 건조탄 및 표준 미분탄의 표면 

기공특성 분석결과 Table 4와 같다. Table 4와 같이 

기공도의 경우 건조탄, 표준 미분탄 및 고수분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건조탄의 경

우 고수분탄의 탈수과정에서 수분이 탈착시 발생한 

기공으로 인해 비표면적이 6.494 m2/g으로 매우 높

아 졌고 기공부피도 크게 증가하는 반면 기공 크기

는 오히려 표준 미분탄의 123.801 nm보다는 크게 나

타났다. 이는 고수분탄의 탈수과정에서 석탄 외부

의 자유수분과 내부의 결합수분의 빠져나간 기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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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re properties of various coals
Temperature

Item P coal HM coal dry HM 
coal

BET Surface area(m2/g) 5.682 3.809 6.494
Pore volume(cm3/g) 0.0175 0.0223 0.0256

Pore size(nm) 123.801 234.383 158.223
Porosity(%) 12.3 5.3 15.3

생성으로 건조탄의 비표면적은 고수분탄 보다 크게 

증가 증가함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고수분탄 건조탄의 경우 비표면적이 높아

져 반응성도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Table 4와 

같이 석탄 연소시 산소를 흡착할 수 있는 기공표면

적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고수분탄을 석탄화력 발전소의 연료로서 

그대로 사용시 연소효율 측면뿐만 아니라 보일러내 

발생하는 슬래그 및 석탄회의 회융점 특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보일러 내 슬래깅 및 파울링 발생 등

으로 인해 보일러내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비회 및 

바닥회 등 부산물 회분은 산성성분(SiO2, Al2O3, TiO2)
과 염기성 성분(Fe2O3, CaO, MgO, NaO, K2O)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성성분이 염기성 성

분 보다 함유량이 많을수록 회융점은 높아진다. 회
의 융점이 낮으면 노내에서 부착회의 생성량이 많

아져 전열면으로의 열전달 저하 및 부식 등 각종 장

애를 일으키므로 보일러 설계탄 선정시 회 융점은 

가장 중요하다. 부산물 회분내 미연소된 탄소분은 

대체로 회분 함량에 비례하고 고회분탄은 회분에 의

한 열손실과 효율저하를 초래한다.
회의 융점은 회의 조성, 보일러 내 분위기에 따

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00~1,500℃범위이다[6]. 고
수분탄과 고수분탄 건조탄을 노내온도 1,100℃, 체
류시간 420 ms에서 연소 후 DTF 노내 관에 부착된 

슬래그와 고수분탄의 연소 후 발생한 석탄회의 결

정분석결과 Fig. 6과 같다. Fig. 6(c)와 같이 고수분 

석탄의 연소 후 배출되는 석탄회의 주 결정은 α-quartz 
Peak(SiO2), Mullite(3Al2O3․SiO2), Magnetite Peak 
(Fe3O4)인 반면, 고수분탄 및 건조탄의 연소시 DTF
노내 관에 부착된 슬래그의 경우 대부분 결정이 

Anorthite(An:Ca Al2Si2O8)과 Augite(Au:Ca(Fe,Mg)Si2O6)
로 나타났으며, 고수 분탄 연소 시 발생한 슬래그 보

다 건조탄 연소 시 발생되는 슬래그의 결정성장에 

대한 피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온 영

역에서 용융된 저융점의 CaO성분이 실리카(SiO2) 및 
알루미나(Al2O3)과 반응하여 저온 영역으로 이동시 

DTF내 노벽면에 결정질의 Anorthite(An:CaAl2Si2O8)
와 Augite(Au:Ca(Fe,Mg)Si2O6)를 형성한 후 부착된 것

으로 확인된다. 통상, 석탄내 실리카(SiO2)를 대기압

(a) HM coal slag

(b) dry HM coal slag

(c) HM coal ash
Fig. 6. XRD patterns of slag produced during the 

combustion of (a) HM coal, (b) dry HM coal, 
and (c) ash of HM coal combustion.

상에서 가열하면 저온형 α-quartz는 573℃에서 고온

형인 β-quartz로 변화하고 더욱 가열하면 1,470℃에

서 β-cristobalite로 결정화되는 반면 1,716℃ 이상에

서는 용해되기 시작한다. 통상 석탄회에서 발생되는 
결정은 Fig. 6(c)와 같이 α-quartz로 나타났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이 석탄 내 존재하는 단사형의 Kaoli-
nite는 550~600℃에서 모든 OH기가 탈수되면서 결

정배열이 흐트러져 무정형의 Al2Si2O7가 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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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Si2O5(OH)4 → Al2Si2O7 + 2H2O
Al2Si2O7 → 2Al2O3․3SiO2 + SiO2

3(2Al2O3․3SiO2) → 2(3Al2O3․2SiO2) + 5SiO2

계속 가열하면 980℃에서 Al-Si spinel(2Al2O3․3SiO2)
에 해당하는 입방정(Cubic)의 결정이 나타나며, 이
어서 980~1,200에서 사방정(Orthorhombic)의 Mullite 
(3Al2O3․2SiO2)로 결정화된다. Fig. 6(c)와 같이 석

탄 내 무기질은 980℃ 이상에서 Mullite결정이 형성

되었다. 그러나, 석탄회와 달리 슬래그의 경우 1,100℃ 
이상의 노내에서 석탄의 연소 시 1,450℃ 이상의 고

온 상태가 되면 석탄 내 무기질 결정인 Mullite는 

CaO와 반응하여 Fig. 6(a) 및 (b)와 같이 3성분계 화

합물로서 액상인 Anorthite(An:CaAl2Si2O8)가 형성된 

후 노내 벽면에 부탁되면서 1,200℃ 이하로 냉각되

면서 결정화 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aO․Al2O3․

Fe2O3의 혼합무기질의 경우 1,250℃ 이상에서 SiO2

와 MgO 등과 반응할 경우 액상의 Augite(Au:Ca(Fe, 
Mg)Si2O6)를 형성한 후 냉각시 Augite 결정으로 형

성됨을 예측할 수 있다.
Fig. 6과 같이 석탄 연소 시 노내 온도는 1,100℃

이나 연소가 이루어지는 석탄 입자내 무기질 광물

은 1,450℃ 전후의 고온까지 화염 존 연소온도가 상

승함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고수분탄의 경우 연소 시 
수분의 증발잠열 손실로 인해 석탄 내 무기질 소성

온도가 낮아지므로 Anorthite 및 Augite의 결정화도

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수분

탄 연소 시 발생한 슬래그의 결정형태는 Fig. 7(a)와 
같이 용융되면서 응고된 불규칙한 형상을 보이는 

반면 석탄회는 무기질이 용융되면서 액적과 같이 낙

하하면서 응고되어 Fig. 7(b)와 같이 선명한 구형으

로 나타나며, 석탄이 연소 시 탈휘발화과정에서 팽

창하면서 연소가 완료되지 않은 미연탄소는 다공성

을 보였다. 그러나,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 표준 미

분탄 석탄회의 경우 Fig. 7(c)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다공성의 미연탄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구형

의 석탄회와 초 미립 구형 석탄회들이 엉기어 있는 

덩어리 형태로 확인된다.
또한, 석탄의 연소 시 보일러내 부착되는 회분의 

양을 예측하기 위한 노내 슬래그의 회 융점을 측정

결과 Table 5와 같다. 표준 미분탄의 연소 시 발생

한 슬래그의 초기 회융점 [IDT(Initial Deformation 
Temperature)]는 1,240℃이며, 연화온도[ST(Softening 
Temperature)]가 1,300℃, 삼각모양이 반구모양으로 

용융되는 반구온도[HT(Hemispherical Temperature)]가 
1,310℃, 유동이 일어나는 유동온도[FT(Fluid Tem-
perature)]가 1,400℃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수분탄의 건조탄 연소 슬래그의 경우 Table 
5와 같이 1,245(IDT) → 1,300℃(ST) → 1,340℃(HT)

(a) HM coal slag

(b) HM coal ash

(c) PC ash
Fig. 7. SEM morphologies of (a) slag, (b) ash produced 

during the combustion of HM coal , and (c) ash 
of PC combustion.

→ 1,396℃(FT)로서 표준탄과 유사한 범위로 나타

났다. 그러나 고수분탄의 연소시 발생하는 슬래그는 
초기 회융점(IDT)이 다른 탄의 연소시 보다 3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같이 회 

융점의 경우 Fig. 6의 결정분석 결과와 비교 시 결정

화도가 높은 건조탄 연소 시 발생한 슬래그는 초기 

회융점이 1,24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화도가 

낮게 나타난 고수분탄 연소 시 발생한 슬래그는 

1,210℃로 크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고 수분탄을 석탄화력 발전소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증발잠열 손실로 인한 연소효율 저하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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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DT comparison of slag produced at different 
combustion conditions.
slag

Item HM coal dry HM coal P coal

IDT 1,210 1,245 1,240
ST 1,250 1,300 1,300
HT 1,301 1,340 1,310
FT 1,360 1,396 1,400

니라 보일러 내 노벽에 슬래그(크링커) 생성량 증

가로 인한 문제발생이 예측되었다.

4. 결 론

TGA 및 Drop Tube Furnace를 이용한 고수분 저

등급 석탄, 고수분 석탄의 건조탄 및 표준 미분탄

의 연소 특성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1) 고수분탄의 경우 최고 연소 반응율을 나타내

는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소 종료 온도가 높

은 반면, 표준 미분탄과 건조탄의 경우 약간 높은 온

도에서 연소가 시작되고 연소 전환율은 작지만 연소

종료 온도가 낮아져 전체적인 연소 반응속도는 빨

라졌다.
2) 표준 미분탄의 활성화에너지는 55.73 kJ/mol

로 고수분탄의 활성화에너지 79.62 kJ/mol 보다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고수분탄 건조탄의 경우 건조

시 증가된 비표면적에 의해 고수분탄 보다 9.87 kJ/ 
mol 낮게 나타났다.

3) 고수분 석탄의 경우 체류시간 280 ms에서 연

소온도를 1,300℃까지 증가시켜도 완전 연소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표준 미

분탄은 1,100℃, 건조탄은 1,200℃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 졌다.
4) 석탄 연소시 발생하는 슬래그의 결정질은 Anor-

thite(CaAl2Si2O8)과 Augite(Ca(Fe,Mg)Si2O6)로 나타났

으며, 고수분탄 연소 시 발생한 슬래그 보다 고수분

탄 건조탄 연소 시 발생되는 슬래그의 결정성장에 

대한 피크가 훨씬 높아 회융점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고 수분탄을 석탄화력 발전소에 적용 시 증발

잠열 손실로 인해 연소효율 저하 및 보일러 내 노

벽에 슬래그(크링커) 생성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건

조등과 같은 고품위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

되었다

후 기

이 연구는 지식경제부 전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의 

고품위화 석탄의 연소기술 개발 연구로 진행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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