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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Burning Pulverized Coal Particles: 
Emission Analysis and Observation of Particl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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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bustion behavior of pulverized coal particles in a post-combustion gas reactor was investigated. Radiation 
emission from coal particles were analyzed by direct photograph and CH* radical chemiluminescence inten-
sity. Coal particles were sampled during the combustion and were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cross section micrograpy technique. Two coal types(one bituminous and one subbituminous coals 
typically used in the Korean power plants) were tested at typical combustion environment. Gas flow condi-
tions were controlled to represent temperature and oxygen concentration. Experimental data were discussed 
along with conceptual descriptions of pulverized coal combustion, where particle heat-up, release and com-
bustion of volatiles, and char combustion were sequentially progressed.

Key Words : Combustion behavior, Pulverized coal, Cross-section micrograph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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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은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현재 세계 각

국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매장량과 경제성

을 볼 때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교토 의정서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로부터의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률적 규제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은 Integrated Gasifi-
cation Combined Cycle이나 순산소 연소 등과 같은 

대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2]. 이러한 대체 기술

에 적용하기에 앞서 미분탄의 연소나 가스화 동안

에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연소과정에 대한 세부

적 관찰과 이해가 필요하다.
석탄은 탄종에 따라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특성

이 각각 다르고 동일한 석탄일지라도 입자크기, 주
위 가스 환경, 연소 온도, 가열율, 압력 그리고 잔류

시간 등이 연소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석탄의 연소 과정은 입자의 가열, 휘발분의 방출 및 
이들의 연소, 잔류탄소분의 연소 등이 초기과정부

터 복잡하게 연관되어 일어나므로 그 현상 파악이 

쉽지가 않고 이로 인해 실제 해석을 위한 모델 개발

이 어렵고 많은 가정과 단순화가 포함된다[3].
석탄의 연소나 가스화 반응은 탈휘발, 휘발분 연

소 그리고 촤연소의 단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4]. 
이러한 반응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실제 상용 미분탄버너와 같은 고온 환

경에서는 동시 다발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일

어나게 된다. Howard와 Essenhigh[5]는 탈휘발중에 

입자주위의 휘발분 유동이 작으면 산소가 입자표면

에 이를 수 있어 촤 연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함을 최

초로 밝혔다. Saito 등[6]은 1,673K, 산소분압 0.8의 

환경에서 휘발물질의 급속한 방출로 입자의 회전현

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산소가 입자표면에 유입됨

으로써 동시에 촤연소가 일어남을 설명하였다. Saas-
tamoinen 등[7]은 700～1,100℃ 온도범위에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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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적 해석을 통해 탈휘발과 촤연소 반응은 항

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소농도의 증

가, 가스온도의 감소 그리고 입자 크기의 감소에 따

라 동시적으로 일어남을 보였다. 그리고 탈휘발 동

안의 휘발물질 방출, 연화 과정 등은 촤의 점화, 반
응성(촤의 양, 구조, 다공성) 그리고 회분 형성 등 미

분탄 연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침이 이전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8,9], 이를 통해 석탄연소의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탈휘발과정은 중요하게 여겨진다[10].
화염의 연소거동에 관련해서는 McLean 등[11]은 

미분탄의 초기 연소과정을 직접 및 고배율 그림자 

사진을 통해 석탄입자의 착화를 특성화하고 방출된 

휘발물질이 입자주위에 구름 또는 제트 형태로 존

재함을 알아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단면관측법을 

통한 Han 등[12]의 연구 및 다른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졌으며[13,14], Choi 등[15]은 미분탄 연소 초기

단계에서의 내부구조변화는 가스온도, 산소농도 그

리고 반응기내에서의 잔류시간에 따라 달라짐을 보

였다. 이처럼 석탄연소 중에 일어나는 복잡한 연소

현상을 살펴보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실제 연소 환경에서의 미분탄

의 연소거동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탄의 연소과정을 파악하기 위

하여 프로판-공기 예혼합 평면화염에서 연소중인 미

분탄 입자를 채집하여 내부 및 외부 구조변화 관찰

에 유리한 단면관측법과 SEM를 통해 그 연소과정

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탄종, 산소함유량과 온도가 

연소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내발

전소에서 사용중인 2가지 탄종(역청탄, 아역청탄)을 

사용하고 반응로의 연소조건을 바꿔서 실험하였다. 
또한 연소중 미분탄 화염의 CH* 자발광 방출신호

를 측정하여 데이터 처리를 통해 미분탄의 연소 영

역을 규정하고 위의 실험 결과와 함께 고찰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석탄입자의 연소환경에서의 거동을 관측하기 위

하여 분류층 유동 반응로(entrained flow reactor)를 

제작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질량유량계(mass flow controller)에 의

해 공기, 상용프로판(～98% C3H8)이 각각 조절되어 

공급됨으로써 상압 평면 예혼합 화염을 구현하였고, 
평면 화염 유지를 위해 반응로 안에 직경 5 mm 강
구와 세라믹 하니컴을 위치시켰다. 미분탄은 미분탄 
공급기(pulverized coal feeder)에 소량의 공기(0.12 
L/min)를 유동원으로 사용하여 내경 1 mm의 중앙 

공급관으로 공급하였다. 이 미분탄 공급기는 rpm이 

조절 가능한 팬을 장착하여 미분탄을 유동화시킴으

로써 공급되도록 하였다[12,16]. 본 실험에 사용한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
ratus.

Table 1. Proximate and Ultimate analysis of coals
wt% Coal type(75～100 µm)

Bituminous Subbituminous
as rec'd dry as rec'd dry

Proximate
moisture 7.68 - 16.31 -
volatiles 37.2 40.3 38.84 46.41
fixed C 46.96 50.87 41.16 49.18

ash 8.15 8.83 3.69 4.41
Ultimate   

C 73.51 69.47
H 5.03 4.58
O  - 20.25
N 0.66 1.24
S  - 0.05

미분탄은 현재 국내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청

탄(호주-중국 혼탄)과 아역청탄(인도네시아)이며, 공
업분석과 원소분석 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 미분

탄의 크기는 0.1 mm 표준망체(150 mesh)를 통과하

고 0.075 mm 표준망체(200 mesh)에 남은 것으로 택

하였다.
실험은 탄종과 평면화염 후단의 산소몰농도(평면

화염 반응후의 남은 산소농도, 즉 생성가스 내 산소

농도)를 달리한 3가지 조건에서 프로판-공기 평면 

화염을 지나면서 연소되는 석탄 입자를 직접화염 

사진을 통해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소 중 석탄

입자의 포집 위치를 선정하였고 이 위치에서 연소 

중 석탄입자를 순간 냉각에 의해 채취한 후 그 단

면과 SEM을 통한 3차원적인 입체상을 관찰하였다. 
CH* 자발광 이미지를 통해 반응영역을 규정하고 이



연소중 미분탄의 발광 분석 및 입자 채집 관찰 21

를 위의 실험 결과와 함께 고찰하였다. 그 세부적인 
실험조건은 Table 2와 같다. Case I은 탄종은 역청

탄이고 평면화염 후류의 산소농도는 8.0%이며, 이 

때 CHEMKIN으로 계산된 평면화염의 단열화염온도

는 1,701 K이다. Case II는 Case I에서 산소농도만 

3.9%로 바꾼 경우이며, Case III는 탄종을 아역청탄

으로 바꾼 경우이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Case I II III

Bituminous Subbituminous
Flat flame
Φ 0.6 0.8 0.6

XO2 in product gas 0.08 0.039 0.08
Adiabatic flame temp.(K) 1701 2043 1701

C3H8(L/min) 0.76 0.76 0.76
Air(L/min) 30 22.5 30

Coal feeding air(L/min) 0.12 0.12 0.12

연소 중 미분탄의 단면과 입체상 관측을 위한 미

분탄의 포집 위치 선정은 각 조건별 연소되는 석탄

입자의 직접화염 사진을 통해 버너 출구로부터 10, 
35, 80, 160 mm 위치로 선정하였고 연소과정 중의 

미분탄과 비교하기 위하여 75～100 µm 크기의 원탄

과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3705)에 의해 전기

로에서 얻은 촤를 각각 준비하여 분석하였다. 연소 

중 미분탄의 단면관찰을 위한 미분탄 포집 방법과 

시료 제작은 다음과 같다. 직경 25 mm, 길이 30 mm
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몰드에 에폭시수지와 hardner
를 5:1로 섞은 경화제를 넣어 적정 시간동안 경화

시켜 홀더를 만든다. 이 때 홀더의 한쪽면은 경화가 
덜된 상태이므로 이 면이 연소 후류의 각 위치에서 

버너 출구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약 1～2초 정도 유

지하면, 연소중 미분탄이 순간 냉각이 되며 쉽게 달

라붙게 된다. 그 위에 다시 경화제를 소량 부어 시

편을 완성한다. 이 시편을 CW 2000 사포면, 3 µ 다
이아몬드 서스펜션, 1 µ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장

착한 연마기에서 순서대로 미분탄 단면을 연마하고 

이를 Nikon Eclipse L150 광학현미경으로 200배 확

대하여 관찰하였다. SEM 측정은 가로, 세로 20 mm
의 유리 글라스에 미분탄을 포집한 후 탄소테이프

에 이를 묻혀 Hitachi SEM 장치에서 500～2,0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ICCD(Intensified Charged Coupled Device, Prince-

ton Instruments) 카메라를 사용하여 미분탄 화염의 

CH* 자발광 신호를 측정하였다. Fig. 1에 나와 있듯

이 미분탄 화염에서 발생한 CH* 라디칼의 자발방

출 신호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431 nm 파장범위의 

신호만이 통과하게 되고 이 신호를 512×512 픽셀의 

I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각 

조건별로 50 ms 동안 측정한 이미지를 100개씩 취

득한 후 평균 내어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석탄화염 발광 이미지

Fig. 2는 프로판-공기 평면화염과 이를 지나면서 

연소되는 미분탄 입자의 직접발광 이미지와 CH* 자
발광 이미지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평면화염은 버너 출구에서 5 mm 정도의 위치에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XO2가 0.08인 경우에는 평

면화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허니콤의 가열로 버너 
출구 부분이 붉게 가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후 실험 시 냉각관을 설치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직접발광 이미지로 전반

적인 연소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Fig. 2(a)를 살

펴보면 미분탄 입자가 평면화염을 지나면서 특정시

간동안 가열되고 휘발분의 방출과 동시에 일어나는 

이들의 연소로 착화가 일어나 노란색 화염, 즉 휘발

분 화염이 존재하다가 뒤를 이어 붉은 색의 촤연소

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4]. Fig. 2(a), (c)를 살펴보면 
탄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역청탄의 경우가 

역청탄보다 전체적인 화염 길이가 더 길어 보이고 

특히 밟게 빛나는 노란색 화염이 더 길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휘발분 화염이 후류까지 더 길게 나

타나고 burnout되는 시점도 더 느림을 의미하며, 이
를 통해 아역청탄의 경우가 휘발분 방출 속도가 상

대적으로 더 느리고 이와 함께 촤연소 속도도 느림

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휘발분 화염의 차이는 

CH* 자발광 이미지로부터 확연히 볼 수 있으며 또

한 초기 착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직접 발광 이미지

로부터 아역청탄의 경우가 더 늦음을 확인하였다.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2. Direct luminosity images and CH* chemilumine-

scence images: (a) Bit, XO2=0.08 (b) Bit, XO2= 
0.039 (c) Subbit, X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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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화염 후류의 산소농도를 달리한 Fig. 2(a), (b)를 
살펴보면 산소 농도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과 허니

콤 가열에 의한 영향으로 관찰이 용이하진 않지만 전

체적인 화염길이가 약간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3. Averaged CH* chemiluminescence images and 

its intensity profile with polynomial fitting.

미분탄의 연소과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고

자 CH* 자발광 강도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연소 중 

미분탄의 반응영역을 정의하여 보았다. Molina 등의 
연구를 통해 CH* 자발광 신호가 미분탄 화염의 직

접 발광 신호에 비해 미분탄 화염의 착화 및 휘발

분 화염 영역을 관찰하는데 더 유리함이 알려져 있

다[18]. Fig. 2와 같이 측정되어진 CH* 자발광 이미

지의 화염 중심선에서의 강도로부터 미분탄의 반응

영역을 Fig. 3과 같이 예열영역(Zone I), 휘발분 반

응 영역(Zone II), 촤 반응 영역(Zone III)으로 정의하

였다. 정의 방법은 화염 중심선에서의 CH* 자발광 

이미지 강도의 9차 polynomial fit에 접하는 초록색 

점선과 기준선(base line)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정의

하였다[18,19]. 3가지 Case에서 정의한 반응영역을 살

펴보면 산소농도의 차이에 따른 실험 조건인 Case 
I, II의 경우에는 휘발분 반응영역의 시작점과 끝점

이 각각 (11 mm, 50 mm), (10 mm, 52 mm)로 거의 차

이가 없다. 하지만 탄종에 따른 실험 조건인 Case I, 
III를 비교하면 휘발분 반응영역이 각각 (11 mm, 50 
mm), (26 mm, 72 mm)로 역청탄에 비해 아역청탄의 
경우가 석탄입자의 예열영역이 더 길고 휘발분의 방

출시기가 더 느리며 더 오랜 시간 방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역청탄의 경우가 착화의 시기가 더 
느리고 휘발분의 방출 및 연소속도가 더 느림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탄종의 영향과 수분함량

의 영향 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3.2. 연소 중 미분탄 입자 채집을 통한 관찰

연소중인 미분탄 입자를 채집하여 내부 및 외부 

구조변화 관찰에 유리한 단면관측법과 SEM를 통

해 연소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Case I의 

미분탄 화염 이미지를 기준으로 연소 중 미분탄의 

포집 위치를 착화 이전 영역인 10 mm, 발광 강도가 
가장 센 35 mm, 80 mm, 거의 빛이 소멸된 위치인 

160 mm로 정하였고 실험조건에 따른 비교를 위해 

3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포집하여 관찰하

였다. 연소중 미분탄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2가지 

탄종의 원탄과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3705)
에 의해 전기로에서 얻은 촤의 분석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분탄은 

크기와 성분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입자들의 

구조가 다르고 아역청탄이 상대적으로 표면에 흠집

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촤는 2가지 탄종 모두 열

분해에 의해 휘발분이 빠져 나간 흔적이 보이며 부

분적으로 내부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단면분석

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개개의 입자가 부풀고 인접

한 탄이 용융되면서 뭉쳐져 입자의 크기가 커진 것

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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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section micrographs of burning coal particle at different residence times.

(a)

(b)
Fig. 4. Images of raw coal and char particle: (a) Cross- 

section micrographs (b) SEM.

Fig. 5와 Fig. 6은 탄종과 산소농도를 달리한 3가
지 조건에서 석탄입자의 잔류시간을 달리하면서 포

집한 연소 중인 석탄입자의 단면 사진과 SEM을 통

한 입체 사진을 보여준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진을 

통해 연소중인 미분탄의 연소과정(내부 및 외부 구

조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다. Case I, 즉 역청탄, 
산소농도 8.0%의 단면 사진을 살펴보면, 버너 입구

로부터 10 mm 위치에서는 석탄입자가 평면화염을 

지나면서 가열되고 표면 근처에서 열분해가 시작되

어 내부 기공(pore)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입자의 
크기도 원탄에 비해 부풀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35 mm 위치에서는 입자의 단면 전체에서 이미 열

분해에 의해 대부분의 휘발분이 빠져나가고 기공이 

있는 벽의 뼈대만이 남아 있다. 80 mm 위치에서는 

석탄 입자 내부의 여러 기공들이 합쳐져 큰 공동을 

형성하고 있고, 160 mm에서는 휘발분이 빠져 나간 

촤의 연소가 진행되면서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입자 벽에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런 연소과정은 Fig. 6의 입체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0 mm위치에서 기공이 형성되어 탄의 형

상이 부풀어올라 있으며 35 mm위치에서는 열분해

에 의해 휘발분이 방출되어 석탄입자가 기질(matrix)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0 mm 위치에서

는 휘발분이 거의 다 빠져나간 입자, 즉 촤가 파편

으로 부서지면서 연소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

다. 즉, SEM을 통해서 관찰한 입체적인 사진으로 

석탄의 연소가 휘발분 방출과 연소 그리고 촤 연소

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석탄입자가 일정하게 

크기가 줄어들면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며 

연소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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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s of burning coal particle at different residence times.

산소 농도를 3.9%로 줄인 Case II의 단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Case I과 비슷해 보이지만 35 mm의 위

치에서 휘발분이 빠져 나간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

은 것을 볼 수 있고 160 mm 위치에서는 입자 벽의 

구멍 정도로 볼 때 촤연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은 산소의 농도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입체사진을 통해서는 열

분해에 의해 방출된 휘발분이 입자 주위에 존재함

을 볼 수 있다. 35 mm, 80 mm 위치의 입체상을 통

해서 방출된 휘발분이 석탄입자 주위에 휘발분 구

름 형태와 제트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11-14]. 이렇게 Case II에서 휘발분의 방출되는 모

습이 잘 관측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 방출된 휘발분이 바로 연소가 되지 않아서 

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탄종을 아역청탄으로 바꾼 

Case III는 우선, 단면 사진을 살펴보면 10 mm 위치

에서는 탄 표면에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고 아직 기

공이 열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35 mm위치에서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열분해에 의해 

휘발분이 빠져 나갔지만 그 정도는 미세하다. 80 mm 
위치에서도 입자의 형태로 보아 휘발분의 방출이 완

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업분석을 통한 

휘발분 양에 대한 정보와 역청탄과의 비교로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60 mm의 단면을 통해 휘

발분 방출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감과 동시

에 촤연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Fig. 6의 입체상을 통해서도 관찰되어

진다. 10 mm위치에서는 탄의 균열만 관찰되고 35 
mm 위치에서도 휘발분이 아주 소량만 빠져 나갔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80, 160 mm의 입체사진

을 통해서도 역청탄에 비해 동일 위치에서 그 휘발

분의 방출 정도와 남은 촤의 연소 속도가 상대적으

로 느림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에도 석탄입자

가 부서지면서 휘발분 방출과 남은 입자의 연소가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연소중 미분탄 입자채집을 통한 단면 및 입체상 

관찰을 통해 탄종 및 연소환경에 따른 연소거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 앞서 살펴본 미

분탄 화염의 직접발광, CH* 자발광 사진 그리고 이

를 통한 반응영역의 정의로부터의 결과와 그 경향

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산소 농도의 감소에 

따라 촤의 연소 반응성이 약간 느려짐을 확인하였

고 이는 이전 연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17]. 또
한 역청탄에 비해 아역청탄의 경우가 석탄입자의 

착화가 더 느리고 휘발분의 방출 및 연소속도와 촤

의 연소속도가 더 느림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Shin 등[20]의 결과에서도 얻어졌지만, 일반

적으로 휘발물질 방출 및 연소속도는 저휘발 석탄

일수록 열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느리고[21,22], 
촤의 연소속도는 탄소의 함유율이 증가할수록 감소

한다고 이전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23].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두 탄의 탄소 및 휘발분 함

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전 연구와 반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저휘발, 
고탄소를 함유하는 역청탄이 휘발물질 방출 및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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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그리고 촤 연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여
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석탄내의 수분의 영향

을 생각할 수 있겠다. 아역청탄의 경우 비교적 많은 
수분이 연소시 미분탄으로의 열전달을 방해하여 전

체 연소 속도를 지연시키게 되는 것이다. 미분탄내

의 수분의 영향으로 입자의 가열이 지연됨은 실험 

및 해석을 통한 이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24-26]. 
이와 관련한 더 정확한 결과는 차후에 탄종에 따른 

열중량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탄종 및 연소후류의 산소농도에 따른 

연소환경에서의 석탄입자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분류층 유동 반응로를 제작하여 연소중 석탄입자단

면, SEM을 통한 입체상을 관찰하고 이와 함께 연소

중 미분탄의 직접발광 및 CH* 자발광 강도를 계측

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소중 석탄입자 채집 관찰을 통해 석탄의 연

소가 휘발분 방출과 연소 그리고 촤 연소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석탄입자의 크기가 일정하게 줄

어들면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연소가 일어

남을 확인하였다.
2) 연소 후류의 산소 농도의 감소에 따라 촤의 연

소 반응성이 약간 느려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역청

탄에 비해 아역청탄의 경우가 석탄입자의 착화가 더 
느리고 휘발분의 방출 및 연소속도와 촤의 연소속

도가 더 느림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석탄입자내의 수

분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3) CH* 자발광 강도를 계측하여 석탄입자의 반응

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통해 위의 

연소 중 단면과 SEM 관찰 결과와 그 경향이 일치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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