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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동해석을 이용한 100 MWe급 석탄 순산소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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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a 100 MWe-scale Wall-fired Boiler for
Demonstration of Oxy-coal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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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ne of the main technologies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 power generation, oxy-coal combustion 
is being developed for field demonstration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for 
combustion in a single-wall-fired 100 MWe-scale boiler proposed for the initial design of the demonstration 
plant. Using a commercial CFD code, the detailed combustion, flow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both for air-mode and oxy-mode combustion. The results show that stable combustion can be achieved 
in the dual mode operation with the current boiler configuration.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 flow pattern 
and heat transfer between the two combustion mode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and operation which 
is mainly due to the larger density and specific heat of CO2 compared to N2. Further development of the 
boiler design is required using improved numerical modeling for radiative heat transfer and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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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력 사용으로 발전 설

비의 증설과 함께 온실가스 발생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래 화력발전 기술로서 온실가스 발

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온실가스 

포집/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의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순산소 연소 기술은 산화제로서 공기 대신 산

소와 함께 재순환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함으로써 주

로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이루어진 배기가스를 형

성하여 이산화탄소를 쉽게 포집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어, 주요 CCS 기술의 하나로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 그러나 순산소 연소 조건에서의 석

탄 연소, 유동 및 복사열전달 특성은 공기 연소시의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버너 및 보일러 설계에서 고

려해야 할 화염 형태, 온도 및 열전달 특성 등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5]. 특히 순산소 연

소조건에서 싱글 버너를 이용한 석탄연소의 기초적

인 실험과 전산해석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보고된 

바 있으나[6-10], 실규모 보일러의 경우 각 버너 유

동간의 상호작용, 복사열전달의 평균경로길이(mean 
beam length)의 증가 등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

증단계를 위한 보일러 설계에 앞서 이에 대한 전산

해석을 이용한 평가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플랜트 설계 과정의 하나로서 

100 MWe급 미분탄 연소 보일러 내부에서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용코드를 이용한 전산해

석을 수행하여, 이로부터 순산소 조건 및 공기연소 

조건에서 화염 및 열유동과 열전달 특성을 비교 분

석하였다.

2. 100 MWe 보일러 및 단위버너

순산소 연소기술의 국내 실증을 위한 100 MWe급

의 보일러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공

기 조건과 순산소 조건의 산화제를 사용하여 연소

하였을 때 두 조건 모두에서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

한 보일러를 개발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저장 분야

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순산소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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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100 MWe boiler.

실증과 함께 공기연소조건의 정상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일러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버

너 및 보일러 형상을 검토하였는데, Fig. 1은 이 중 

일차적으로 제안된 형태의 하나이다. 이 보일러의 

총 높이는 33.5 m이고, 단면적은 12.8 × 9 m2이다. 보
일러 내부에는 30 MWth 단위버너가 그림과 같이 총 

16기 4 × 4의 형태로 삽입되어 있는데, 상단의 4기는 

예비용이므로 본 해석에는 12기만으로 해석을 수행 

하였다.
각 버너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형의 접선

방향 베인 선회(tangential vane swirl) 형식으로서 초

기 화염 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에 LNG 
투입구가 있으며, 그 외곽으로 coal과 산화제가 들

어가는 1차 산화제 부분, 1차 산화제 라인 외곽으로 

순산소 연소 과정에서 1차에 투입되는 소량의 산소

를 보충하기 위한 랜싱(lancing) O2 투입구, 그 외곽

으로 연소 유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2차산화제 선회 

부분과 2차 산화제 비선회 부분으로 나뉜다. 이 방

식의 버너는 일반적으로 선회류의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회강도를 크게 하지 않지만, 별도의 싱글

버너 전산해석 결과에서 순산소 조건에서 안정적인 

화염 형성을 위해 강한 선회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최종 설계안에서는 0.5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이 때 적용한 버너의 선회강도 S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각 기호의 의미는 Fig. 1에 나타내

었다.

 
 cos



tan tan 

tan





 


(1)

Fig. 2. Swirl degree estimation.

Fig. 3. Grid constructed for the boiler.

버너는 위치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스월 버너가 교차하여 삽

입되어 있다. 버너와 버너 사이의 수직 간격은 2.75 
m이고, 수평 간격은 2.4 m이다. 또한, 좌우 외곽 버

너는 벽면과 2.8 m 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일러 상

단에는 OFA(overfire air) 포트가 교차하여 앞 뒷면에 

각각 4기와 5기가 설치되어 있다.
Fig. 3은 전산해석을 위해 구성한 보일러의 격자

를 나타낸 것이다. 보일러가 좌우 대칭 형상이기 때

문에 대칭면 조건을 이용하여 1/2부분에 대해 약 36
만개 정도의 육면체 격자를 사용하였다. 이 때 버너

와 OFA 근처의 격자를 다른 부분보다 밀집되게 하

여 격자에 따른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해석의 정확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보일러 후단의 열교환기부는 

보일러 내 연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

여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3. 운전 조건

설계 기준탄으로부터 전산해석을 위해 단순화된 

미분탄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이 때 미분탄의 평

균 입경은 50 µm이다. 보일러의 기본 운전 조건은 

Table 2 및 Table 3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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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el properties of coal
Proximate Analysis(%wt)

Moisture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Ash
18.0 37.9 40.0 4.1

Ultimate Analysis(%wt)
C H O N

58.22 4.10 15.58 0.82

Table 2. Composition of oxidizers
Oxidizers CO2 O2 H2O N2

Air
mode

Primary 0 20.90 0 79.10
Secondary 0 20.90 0 79.10

OFA 0 20.90 0 79.10

Oxy
mode

Primary 71.23 9.87 7.61 11.29
O2 lancing 0 95.43 0 4.57
Secondary 44.63 28.17 19.06 8.14

OFA 44.63 28.17 19.06 8.14

는 미분탄의 총량은 15.79 kg/s(383 MWth)이며, 각 버

너간의 미분탄과 산화제 배분은 균등하다.
1차공기, 2차공기 및 OFA의 유량은 Table 3과 같

다. 여기에서 보일러의 총 당량비는 1/1.17, 버너의 

당량비는 1/0.97이다. 순산소 조건에서는 전체 당량

비가 동일하나, 공기와 달리 대부분 CO2와 H2O로 

이루어진 배가스가 재순환되어 공기분리기(ASU)에
서 생산된 산소와 함께 투입된다. 이 때 산화제 내에 
존재하는 질소는 실제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공기의 유입에 의한 것이다.
Table 2에 나타낸 1, 2차 산화제의 화학종 조성에

서 1차산화제는 산소 농도가 9.87%로 낮다. 그 이유

는 석탄 이송시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 

누설율을 1.5%로 하고 재순환된 산화제 내에 포함된 
산소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순산소 조건에서 

1차산화제 내의 낮은 산소농도에 따른 연소속도의 

저하를 막기 위해 버너에 설치된 별도의 랜싱 포트

에 O2가 직접 투입된다. O2 랜싱의 산소는 ASU에서 

생성된 것으로 농도는 95.43 vol.%이다. OFA와 2차 

산화제의 조성은 동일하다. 여기에서 각 산화제의 유

량과 조성을 고려하여 계산한 순산소 연소 조건의 

산화제 내 평균산소농도는 26.1%이다.

4. 전산 해석 방법

이 연구에서 이용한 CFD 코드는 FLUENT ver. 6.3 
[12]이다. 연소해석에 적용된 모델 구성[13]은 간단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난류 계산의 경우 

Realizable k-ε 모델을 적용하였고, 복사열전달 계산

Table 3. Operating conditions
Combustion mode Air-mode Oxy-mode

Coal

Flow rate(kg/s) 15.79 15.79
HHV(kcal/kg) 5800 5800

Firing Rate(MWth) 383.08 383.08
Electricity(MWe) 125 125

Burner
primary
oxidizer

Flow rate(kg/s) 30.72 26.20

Temperature(℃) 66 66

Oxygen 
lancing

flow rate(kg/s) N/A 3.05
Temperature(℃) N/A 66

Burner
secondary
oxidizer

Flow rate(kg/s) 96.84 88.66

Temperature(℃) 300 310

OFA
Flow rate(kg/s) 10.76 15.65
Temperature(℃) 300 300

Burner stoichiometric ratio 1/0.94 1/0.92
Furnace stoichiometric ratio 1/1.17 1/1.17
Excess O2 in flue gas(wet) 2.8 vol.% 3.5 vol.%

은 DO(Discrete ordinate) 모델을 적용하였다. CO2와 

H2O를 포함한 가스의 복사 참여는 WSGGM(Weigh-
ted sum of gray gases model)[14,15]을 적용하였다. 석
탄 입자의 추적은 stochastic tracking model은 적용하

여 난류에 따른 궤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입

자 크기에 따른 연소 및 궤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

여 Rosin-Rammler 분포를 가정하여 평균입경 50 µm
를 중심으로 5개의 단위 입경에 대해 계산하였다. 
석탄의 탈휘발 모델은 단일속도(single rate) 모델을 

적용하였다.
휘발분 및 촤 연소 생성물의 화학종 구성과 반응

은 Table 4와 같이 총 8개로 구성하여 화학반응속도

(kinetic rate)와 에디확산속도(eddy dissipation rate)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 때 반응식 1~5는 가스상의 반

응식[16,17]이고 6~8은 촤 연소 반응식[18-20]이다.

Table 4. Reaction scheme for finite rate chemistry model
Reactants Products A E(J/kgmol)

1 CxHyOz + α O2 x CO + y/2 H2O 1e+11 1
2 CO + H2O CO2 + H2 2780 1.255e+07
3 CO2 + H2 CO + H2O 93700 4.659e+07
4 H2 + 0.5O2 H2O 3e+16 1.6747e+08
5 CO + 0.5O2 CO2 1.3e+11 1.255e+08
6 C(s) + 0.5O2 CO 0.002 7.9e+07
7 C(s) + CO2 2 CO 0.247 1.751e+08
8 C(s) + H2O CO + H2 0.247 1.751e+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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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r-mode (b) Oxy-mode (a) Air-mode (b) Oxy-mode
Fig. 4. Velocity vector for air-mode and oxy-mode com-

bustion.
Fig. 5. Temperature for air-mode and oxy-mode com-

bustion.

CxHyOz로 구성된 휘발분의 분해 반응인 반응식 1
에서 반응계수 α는 (x/2 + y/4 - z/2)이다. 휘발분의 원

소 조성(x, y, z)은 Table 1의 공업분석 결과를 활용

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휘발분의 생성열은 석탄의 발

열량과 촤(C(s)로 가정)의 발열량을 이용하여 역산

함으로써 C, H, O 원소의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만

족하도록 하였다.

5. 결과 및 토의

5.1. 속도 분포

Fig. 4는 버너 단면 및 주요 수평단면에서의 속도

분포이다. 질소(분자량 약 28 kg/kmol)의 비체적은 

CO2(분자량 약 44 kg/kmol)의 비체적보다 1.57배 크

기 때문에 공기 조건(연소가스의 질소 농도 약 65% 
vol)의 유속이 순산소 조건(연소가스 CO2 농도 약 

50%vol)에 비하여 평균 속도가 크게 된다. 특히 공기

조건의 버너 부분에서 40 m/s이상의 유속이 나타나 

강한 선회류가 발생한다.

5.2. 온도 분포

Fig. 5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버너로부터 발생한 유동의 제트 형태는 유사하

지만, 고온부가 나타나는 위치가 공기조건에서는 버

너 근처에서부터, 순산소 조건인 경우 연소실 중앙

부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순산소 조건에서 CO2

의 비열이 N2보다 커서 온도가 느리게 상승하며 단

열화염온도가 낮아지는 차이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2차 산화제 유속의 감소로 인해 버너의 선회 

강도가 감소하면서 화염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차 산화제와의 혼합이 느려지면서 상대

적으로 화염이 길어지게 된다. 이는 CO 및 O2 분포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Air-mode (b) Oxy-mode
Fig. 6. CO mole fraction for air-mode and oxy-mode 

combustion.

(a) Air-mode (b) Oxy-mode
Fig. 7. O2 mole fraction for air-mode and oxy-mode com-

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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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r-mode (b) Oxy-mode
Fig. 8. Particle trajectories for air-mode and oxy-mode combustion.

(a) Air-mode (b) Oxy-mode
Fig. 9. Radiative heat flux for air-mode and oxy-mode combustion.

5.3. CO 및 O2 분포

Fig. 6은 각 조건에서 CO 몰분율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공기 연소 조건의 경우 버너 전단에서 충

분한 연소가 이루어지지만, 순산소 연소 조건의 경

우 화염이 길어지면서 버너 맞은편 벽까지 CO 농도

가 높게 나타났다. OFA의 공급으로 인해 CO 농도

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맞은편 벽면에서 노즈를 따

라 출구를 빠져나가는 가스 내에 여전히 CO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의 산소농도 분포에서도 

연소실 상부에서 측벽 및 노즈를 따라 산소가 국부

적으로 결핍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ingle- 
wall fired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버너 배열이나 OFA 
주입 방식의 검토와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5.4. 석탄 입자 궤적 분포

Fig. 8은 각 조건에서 석탄 입자의 궤적을 비교한 

것이다. 버너는 상단, 중단, 하단의 버너를 각각 대

칭으로 1기씩 비교하였으며, 이 때 각 입자는 (승온)-

탈휘발-촤 연소-연소종료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

행한다. 탈휘발은 버너 근처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

되며, 제트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2차공기와 가까운 

입자부터 촤 연소가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트의 형태를 보면 공기 연소 조건에서는 하단을 제

외하면 입자가 유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보일러 출

구로 향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선회류가 형성되는 

순산소 연소 조건에서는 입자의 궤적 폭이 좁아진

다. 또한, 최하단 버너에서 나오는 입자들은 더 직선

의 형태로 반대편 벽면 가까이까지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보일러에서 이와 같이 장기간 운

전된다면 연소가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입자의 충

돌에 따른 벽면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설계 및 운전

조건의 보완이 필요하다.

5.5. 벽면 열유속

Fig. 9는 벽면이 온도 1,200 K, 방사율 1로 설정되

었을 때 공기 연소 조건 및 순산소 연소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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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일러 벽면에서 복사열유속(radiative heat flux)
를 나타낸 것으로서 두 조건에서 복사열유속 분포

가 다르게 나타난다. 공기 연소 조건에서는 버너 상

부와 맞은편 벽면 중앙에서 복사열유속이 매우 크

나, 순산소 연소 조건에서는 고온영역이 상대적으로 

위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맞은편 벽면에서 전반적으

로 열유속이 크고 고온 가스가 지나는 노즈 부분에

서도 크게 나타난다. 벽면 전체에 대한 평균은 공기 

연소 조건은 120.83 kW/m2이고 순산소 연소 조건은 

이보다 8.3% 적은 110.80 kW/m2이다. 따라서 비슷

한 벽면 열유속을 위해서는 전체 산화제 조성에서 

O2 농도를 현재의 26.1%보다 높게 하여 온도와 CO2 
조성을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해석에서 적용한 가스 흡수계수 계산 모델인 

WSGGM의 기존 계수[14,15]는 공기 연소 조건에 유

효한 것으로서, CO2 및 H2O 분압이 높은 순산소 연

소 조건에 적절한 모델로의 개선이 요구된다[21,22]. 
또한 미분탄 연소는 입자 농도가 높으므로 입자 및 

가스 복사의 상대적인 비중과 벽면의 경계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1,23].

5.6. NOx 분포

전술한 유동해석결과를 이용하여 NOx의 분포도 

계산하여 보았다. 이 때 Fuel NOx에서 휘발분과 촤

의 질소함량은 같다고 가정하고 HCN과 NH3가 5:1
의 비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Fig. 10은 NOx 분
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 고온 및 

산소과잉 영역에서 Thermal NOx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에 나타낸 출구 NOx 분포를 살

펴보면 공기 연소 조건(207.6 ppm)에 비해 산화제 

내 질소의 농도가 매우 낮은 순산소 연소 조건의 경

(a) Air-mode (b) Oxy-mode
Fig. 10. NOx mole fraction for air-mode and oxy-mode 

combustion.

Table 5. NOx concentration at the boiler exit

Case Air-mode Oxy-mode
Concentration(ppm) 207.6 106.4

NOx flow rate(kgNOx/s) 0.01623 0.00795
NOx/coal ratio(kgNOx/kgcoal) 0.002055 0.001006

우 NOx 역시 낮게 나타난다(106.4 ppm). 석탄과의 

질량비 기준 발생량에서도 약 50% 수준으로 동일하

다. 그러나 실제 순산소연소시 배가스 탈질 설비 이

전에서 CO2가 재순환되는 경우 NOx가 직접 유입되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배가스 재순환 공정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NOx 거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순산소 연소공정 실증을 위한 100 MWe 보일러 개

발을 위해 기본적인 보일러 설계안에 대해 공기연

소 조건과 순산소연소조건 하에서의 연소, 유동, 열
전달 특성을 전산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

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전산 해석에 사용된 30 MW 단위 버너를 사

용하여 1차, 2차, O2 lancing 산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O2의 농도 및 유량의 제어를 통해 dual mode 운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연소 유지를 위하여 버너 배치, OFA 및 로 형상 등 

보일러 설계 측면에서 검토 및 개선이 요구된다.
2) 공기 연소 조건과 순산소 연소 조건을 비교하

면 순산소 연소 조건에서 CO2의 낮은 비체적으로 

인해 선회강도가 감소하면서 화염이 길어지는 경향

을 보이므로 버너 운전조건 설정 및 보일러 설계에

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벽면에서의 열유속은 보일러의 증기 생산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운전조건 결정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CO2의 높은 비열과 복

사 참여로 인해 순산소 연소 조건이 공기 연소 조건

에 비해 복사열유속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자

의 복사참여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모델 개선과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WSGGM은 CO2 및 H2O 분압이 높은 순산소 조건에

서 오차가 커지므로 향후 연구에서 적절한 가스 복

사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순산소 조건에서 배출되는 NOx량은 공기 연소 

조건에 비하여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화제

에서 N2가 배제되어 Thermal NOx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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