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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firing with pulverized coal and wood biomass on ignition and burn-out temperature was 
investigated at air and oxy-fuel conditions by thermo gravimetric analyzer(TGA). Three kinds of 
coal(shenhua, adaro, wira) were selected and mixing ratios of coal and wood biomass was set to 1, 0.5, and 
0.8. The ignition temperature depended on the amount of volatile matter of blended fuel, while the burn-out 
temperature was dominated by the oxidant ingredients. The oxy-fuel condition with an oxygen ratio(Ofr,o) 
of 0.3 showed similar tendency with air condition in the heat flow measurement. Volatile matter reaction, 
however, became dominant when oxygen ratio exceeded 0.8 for co-firing combustion of wood biomass and 
pulverized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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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Tign : Ignition temperature(K)
Tec : Burn-out temperature(K)
Cfr : Weight rate of coal in mixed fuel

(coal/mixed fuel mg/mg)

Ofr,n : Volume rate of oxygen in oxidant of N2 
and O2(oxygen/mixture mL/mL)

Ofr,o : Volume rate of oxygen in oxidant of
oxy-fuel(CO2 and O2) (oxygen/mixture 
mL/mL)

1. 서 론

현재 전 세계에서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화석

연료 소비량과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현재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 역청탄으로 사용하

고 있는 국내 화력발전소는 가격 상승이 민감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목재 바이오매스를 꼽을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역

청탄에 비해서도 경제적 경쟁력이 있으며, 세계적인 
관심사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규제 문제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목재 바이오매스는 황 함량이 

적기 때문에 SO2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연료이다. 특히 고 유황 석탄과 혼합 연소하는 경우 
바이오매스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 물질이 SO2를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가 

갖고 있는 질소성분은 연소과정에서 NH 라디칼로 

전이되기 때문에 NO를 환원시켜 제거하는데 사용되

어 NOx 제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이러한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의 한 방법으로서 기존

의 화력발전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석탄과 목

재 바이오매스의 혼합연소이다. 그렇지만 석탄과 바

이오매스를 혼합 연소 시 바이오매스가 포함하고 있

는 많은 휘발성분으로 인해 화염 불안정성이 일어

날 수 있고, 회분의 낮은 융착온도에 의해 slagging, 
fouling현상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소에서는 제한된 양만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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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1-4].
Lester[5] 등은 열 중량 분석기(TGA : Thermo Gra-

vimetric Analyzer)를 이용하여 석탄과 목재 바이오

매스의 혼합연소 시 혼합비율에 따라 연소거동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Qingzhao Li[6] 
등은 석탄 연소시 순산소 조건을 고려하여 산소 농

도에 따른 착화 온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혼합연소에 있어서 

역청탄 및 아역청탄 등의 석탄등급이 혼합연소 특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

지 않으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순산소 연소조

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탄과 목재 바이오매스의 

혼합 연소에서 석탄등급 및 산화제가 연소 및 열분

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열 중량 분

석기를 이용하여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

는 3종의 석탄(shenhua, adaro, wira)과 목재 바이오

매스(국내 소나무 톱밥)의 연료 혼합비율 및 산화제 
변화에 따른 연소 착화 온도, 연소 종료온도 및 열 

유량(Heat flow)계측을 수행하였다.

2. 실험 조건

본 논문에서는 열 반응에 대한 중량 측정과 열 유

동을 측정할 수 있는 DS-TGA(SDT Q600, TA instru-
ment)를 이용하여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 수입하고 

있는 석탄 3(shenhua, adaro, wira)종과 국내 소나무 

톱밥 목재 바이오매스의 혼합연소 특성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Shenhua 탄은 역청탄으로서 아역청탄에 

비하여 휘발 분은 낮고, 고정탄소 함량은 상대적으

로 높아 양질의 연소 반응성을 보여준다. 한편, 아
역청탄으로 구분되어 있는 adaro와 wira 탄의 고정

탄소 함량은 유사하지만, 수분 함량의 차이로 인한 

발열량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3가지 탄종과 바이

오매스 연료의 혼합 비율에 따른 연소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혼합물 내의 석탄질량비(Cfr)를 0, 0.5, 
0.8, 1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산화제 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화제 내의 산소 비율(Ofr)을 0.21, 
0.3, 0.5, 0.8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였다. 질소 대

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순산소 조건에서도 산소

농도를 같은 조건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공업분석 

및 원소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목재 바

이오매스의 경우 석탄에 비해 많은 양의 수분, 휘발

분과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적은 회 함유량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청탄 연소와는 다른 경

향을 보여줄 것이다.

Table 1. Proximate and ultimate analysis of feedstock
종 류 Adaro Shenhua Wira 바이오매스

공업 분석 (wt%)
휘발분 40.95 32.17 41.44 71.49

고정탄소 42.01 54.21 41.20 15.31
Ash 2.82 7.24 13.78 0.3
수분 14.23 6.39 3.58 12.9

원소 분석 (wt%)
C 71.20 75.90 67.10 41.89
H 5.27 4.81 5.25 4.5
N 1.28 1.40 1.40 0.22
S 0.03 0.00 0.67 0
O 18.93 10.15 11.29 40.19

Ash 3.29 7.73 14.29 13.2
발열량 (kcal/kg)

4901 5913 5690 3376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의 질량은 1회당 15 mg로 

하였으며 석탄과 바이오매스 입자 크기는 체(Sieve)
를 이용하여 실제 발전소 공급조건에 가까운 200 
mesh 이하로 분류하였다. 산화제는 100 mL/min의 유

량으로 공급하였으며, 승온 속도는 30 K/min으로 고

정하여 로 내의 온도를 최대 1300 K까지 상승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3.1. 석탄과 목재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에 따른 
영향

석탄의 착화온도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Pulse 착화

기법, TG 착화측정, 열전대를 이용하여 입자 온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7]. 
본 연구에서는 DTG(Derivation of Thermo Gravime-

Fig. 1. Tign and Tec in TG and DT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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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Weight(%) histories(a) and DTG curves(b)as a function of mixing rate in the air condition.

(a) (b)
Fig. 3. Ignition(a) and burn-out temperature(b) of mixed fuels in air condition.

tric curve)곡선의 변곡점에서 수직으로 선(A)을 그

어 TG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선

분(B)을 그리고, 수분을 제거한 지점에서 수평선을 

그어서 접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수직으로 선분

(C)을 내린 지점의 온도를 착화 온도(Tign)로 정의하

였다. TG 그래프의 변화폭을 나타낸 Derivation of 
TG curve(DTG)에서 질량 변화율이 0.1 mg/min 이하

가 되는 지점의 온도를 연소 종료온도(Tec)로 정하였

다[7-12]. 이에 관한 설명과 예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2에 shenhua 탄을 바이오매스와 Cfr = 0, 0.5, 

0.8, 1의 질량비율로 혼합하여 공기 분위기에서 열분

해 실험을 수행한 TG 및 DTG 그래프를 나타내었

다. 400 K 이하의 온도에서 초기 질량 감소는 시료

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증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며,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이오매스의 

수분 함유량이 shenhua 탄에 비해 6.51 wt% 정도 많

기 때문에 질량 감소폭 또한 커지게 된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의 수분 증발이 발생한 후, 500～700 

K 부근에서 탈 휘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일반적

으로 석탄에 비해 휘발분의 양이 많은 바이오매스

는 shenhua 탄에 비해서도 39.32 wt% 많은 양의 휘

발분을 포함하고 있다. TG 곡선에서 바이오매스 경

우 석탄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휘발분의 방출이 시

작되며, 감소하는 곡선의 기울기의 각도가 큰 것은 

이와 같은 많은 휘발분의 함유로 기인한다. 이러한 

다량의 휘발분이 전체 열 반응 거동에 지배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572 K 부근에

서 휘발분의 방출과 함께 착화가 진행되어 연소 현

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780 K 부근에서 
종료되는 반응성이 매우 민감한 연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휘발분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shenhua 
탄의 경우 675 K 부근에서 휘발분의 방출과 함께 착

화가 진행되며 휘발분 연소 후에도 탄소 연소가 고

온부에서 지속된다. shenhua 탄에 바이오매스를 혼

합하였을 경우, 바이오매스 혼합 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착화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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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Ignition(a) and burn-out temperature(b) of three types of coal.

Fig. 3(a)에서는 shenhua 탄 이외의 두 가지 탄 종

을 추가하여 각 탄과의 단일 시료의 경우와 바이오

매스를 혼합하였을 때의 착화 온도 변화를 살펴보

았다. 3종의 석탄 착화온도는 shenhua 탄이 675 K으

로 가장 높으며, adaro, wira는 각각 616, 599 K 에
서 착화를 시작한다. 휘발분의 양과 착화온도는 반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혼탄의 경우 역시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착화온도는 일정

한 비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Fig. 3(b)는 3가지 탄 종과 바이오매스를 Cfr = 0, 

0.5, 0.8, 1의 비율로 혼합하여 비율에 따른 연소 종

료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 시료의 경우 Shenhua, 
Wira, Adora 탄은 각각 927, 860, 874 K에서 연소가 

종료되고, 바이오매스의 경우 785 K에서 연소가 종

료된다. 이는 초기 수분과 고정탄소 함유량의 차이

로 인한 것이며, 시료의 수분 함유량이 많고 고정 

탄소 비가 적을 때 연소 종료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Cfr = 0.8 이상의 조건에서는 3가지 탄 종 모두 유사

한 착화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연소 종료온도에서

는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바이오매스 비율이 높아

질수록 연소종료 온도보다는 착화온도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바이오매스의 휘발

분이 착화 온도를 지배하고, 석탄의 고정 탄소 성분

의 양이 연소 종료 온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3.2. 혼합연소에서 산화제의 영향(Air/Oxy-fuel)
Fig. 4(a)에는 3가지 탄 종을 Ofr,n = 0.21인 공기 조

건과 Ofr,o = 0.21, 0.3, 0.5, 0.8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한 착화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료의 착화가 시

작되는 온도는 Ofr = 0.21, 0.3, 0.5, 0.8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Shenhua, Adaro, Wira 탄의 경우 공기 분

위기에서 단일 시료의 착화 온도는 각각 675, 616, 
599 K로 나타나지만, 산소의 비율이 높은 Ofr,o = 0.8 

조건에서는 70～80 K 정도가 낮은 631, 530, 520 K
에서 착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산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농도가 높아짐 

따라 화학 반응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Ofr,n = 
0.21 조건에서는 연료의 착화 온도가 동일한 산소농

도의 순산소 조건에 비교하여 10 K 정도 낮게 나타

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열

용량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b)는 Fig. 4(a)와 동일한 조건의 연소 종료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착화 온도와 마찬가지로 연

소종료 온도 또한 산화제 중에 산소농도가 클수록 

반응이 촉진되어 연소종료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착화 온도의 경우, 공기 조건과 Ofr,o = 0.21 조건에서 
약 10 K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연소 종료 온

도의 경우, 착화온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온

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산화제로 사용된 이산

화탄소와 질소의 열 특성 차이로 인한 현상으로 설

명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연료가 착화되어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 질소에 비해 낮은 열 전달율

과 높은 열용량으로 인해 연소속도가 낮아져 연소 

종료온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13-16].
 Fig. 5에는 산화제 내의 질소 성분과 이산화탄소

가 연소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

여 각각의 조건에서 산소 농도의 변화에 따른 shenhua 
탄의 착화 온도와 연소 종료온도를 나타내었다. 연
소 종료온도는 산화제의 종류와 산소 농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착화 온도는 뚜렷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아 산화제의 변화가 착화 온도보다는 연소 
종료 온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 종료온도의 경우, 산화제의 산소 농도가 높아

짐에 따라서 질소와 이산화탄소 차이의 영향이 줄어

들고 있으며, 모든 구간에서 순산소 분위기가 높은 

연소 종료 온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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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Ignition(a) and burn-out temperature(b) of shenhua coal as functions of mixing ratios of oxidizer and mixed fuel.

Fig. 5. Ignition and burn-out temperature of shenhua 
coal in various oxygen concentration of air and 
oxy conditions.

탄소의 높은 열용량과 낮은 열 전달률, 고정 탄소와 
이산화탄소 연소간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순
산소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낮은 열 전달률로 인

해서 연료에 열이 전달되는 시간이 더 소요되어 고

정탄소 연소에 필요한 열량 전달이 지연되고, 높은 

열용량은 연료 주변을 고온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착화 온도의 경우, 산화제의 영향보다는 
연료의 성분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소

종료 온도의 경우 산화제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Shenhua 탄과 바이오매스 혼합비율 Cfr = 0.5, 0.8, 

1 조건을 공기조건과 순산소조건 Ofr,o = 0.21, 0.3, 0.5, 
0.8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한 착화온도의 결과를 

Fig. 6(a)에 나타내었다. Ofr,o = 0.21에서 Cfr = 1의 착

화온도 684 K과 Cfr = 0.5의 착화온도 583 K 차이는 
101 K로 나타나지만, Ofr,o = 0.8 조건에서는 84 K로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바이오매스 혼합에 의한 효과는 고산소농도 순산소 

분위기에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Shenhua 단일 

시료의 경우(Cfr = 1.0), Ofr,o = 0.21 조건에서 684 K, 
0.8의 조건에서 631 K에서 착화가 시작되어 산화제

의 조성에 따른 착화 온도변화가 53 K 정도로 비교

적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r = 0.8 
조건에서는 산화제 조성에 따른 착화 온도변화가 33 
K 정도로 작아 졌으며, Cfr = 0.5 조건에서는 22 K의 
차이가 나타났다.

착화온도에서는 Ofr,o = 0.21을 기준으로 Cfr = 1과 
0.5 사이의 변화율은 14.76%가 되지만, 산소 농도의 
변화에 따른(Ofr,o = 0.21과 0.8) 차이는 6.51% 정도

로 연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며, 착화온도는 

산화제의 조성보다는 연료 내부의 휘발분 함유량에 

크게 의존하고, Cfr = 0.5 이상의 조건에서는 석탄보

다는 바이오매스의 휘발분에 의해 착화 온도가 지

배된다.
Fig. 6(b)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연소 종료온도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 종료 온도의 경우, Ofr,o = 
0.21 조건에서 Cfr = 1.0과 0.5의 착화온도는 136 K 
차이가 나며, Ofr,o = 0.8 조건에서는 21 K으로 상대

적으로 작다. Cfr 기준으로는, 석탄 단일 시료의 경우 
Ofr,o = 0.21과 0.8 조건의 차이가 236 K, Cfr = 0.5에
서는 121 K의 차이가 났다. 두 조건의 차이를 비교

하여보면, 연소종료 온도에서 연료 변화에 따른 최

대 변화폭은 13.12%, 산화제 변화에 따른 최대 변화

폭은 22.78%로 착화온도와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는 Ofr,o = 0.5 이상에서는 휘발분의 급격한 

연소 반응과 고정탄소 반응의 속도가 가속되어 대부

분의 탄소 반응이 단시간 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연
료의 고정탄소 비율이 연소 종료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

은, Fig. 6에서 공기 조건과 Ofr,o = 0.21, 0.3 조건에서

는 바이오매스의 혼합비가 높아질수록 연소종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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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Ofr,o = 0.5, 0.8 분위

기에서는 바이오매스 혼합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소 종료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 산화조건 변화에 따른 Heat flow 변화

Shenhua 탄을 대상으로 공기 조건과 Ofr,o = 0.21, 
0.3, 0.5, 0.8 분위기의 5가지 조건에서 동일 실험을 

수행하여 연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heat flow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산화제 조성을 공기에서 순산소 조

건으로 즉, 질소를 이산화탄소로 대체하였을 때, heat 
flow의 피크 값은 줄어드는 반면 반응 영역의 온도

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열용량이 질

소보다 크기 때문에 연료의 열전달 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산소 분위기에서 산소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heat flow 그래프에서 두 개의 

피크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휘발분과 고

정 탄소 반응이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

Fig. 7. Heat flow of Shenhua coal in various atmos-
pheric conditions.

Fig. 8. Heat flow of mixed fuel(Cfr = 0.8) in various atmo-
spheric conditions.

크 값은 커지게 되며, Ofr,o = 0.8 조건에서는 1,383 
mW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Ofr,o = 0.3 조건에

서는 heat flow 형태가 공기 조건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발전 설비에서도 큰 
수정 없이 순산소 연소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Fig. 8은 Shenhua 탄 Cfr = 0.8 조건에서 동일한 5
가지 산화조건의 heat flow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henhua 단일 탄 종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착화

온도와 연소 종료온도가 약간 빨라진 것 이외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Ofr,o = 0.8 조건에서는 600 K 
부근의 휘발분 연소가 탄소 연소를 지배하는 구조

를 보이면서 단일 석탄 시료의 연소와는 다른 거동

이 관찰되었다.

4. 결 론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개의 석탄

(shenhua, adaro, wira)과 목재 바이오매스를 열 중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두 연료의 혼합비율과 산화 조건

에 따른 착화 및 연소종료 온도, heat flow 특성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석탄과 바이오매스 혼합연소에서 착화온도는 

바이오매스 휘발분의 지배를 받고, 연소 종료온도는 
석탄의 고정탄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2) 산화제의 변화는 착화온도보다, 연소종료온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3) 순수 Shenhua 탄의 경우 Ofr,o = 0.3 조건에서 공

기연소조건의 heat flow 피크 값 및 반응 폭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4) Shenhua 탄과 바이오매스 혼합조건은 피크 값

에 있어서는 석탄단일조건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지

만, Ofr,o = 0.8 조건에서는 연소 시 휘발분이 고정탄

소 연소 부분을 지배하면서 탄소 연소 부분의 반응

이 매우 작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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