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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firing in Pilot-scale Combustion Systems

Chong Gun Choi, Ik Hwan Na, Jae Wook Lee, Tae Young Chae,
Won Yang, Young Ju Kim, Jong An Kim and Sang Il Seo

ABSTRACT

Oxy-coal combustion for CO2 capture in coal power plants entails a mode switching from air-firing to oxy- 
firing. In this study, procedure of the mode switching was investigated and discussed through experiments in 
pilot scale facilities: (1) a 0.3 MWth furnace with a vertical single burner and a FGR(Flue Gas Recirculation) 
system (2) a 1 MWth furnace with horizontal 4 burners and a FGR system. Principle of the mode switching 
was established and performed with control of FD fan, FGR fan, ID fan and oxygen flow rates. We have 
found that equivalence ratio in the oxy-firing mode should be increased more than that in the air-firing to 
achieve stable mode switching. Control of FD, ID and FGR fans should be performed carefully in the mode 
switching, in the sense of complete combustion and flame attachment. Moisture contents in the ash and the 
flue gas recycled to the primary oxidizer stream should be removed to prevent condensation, corrosion and 
duct c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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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은 연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이
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발

생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CCS(Carbon Cap-
ture and Storage)는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선

택적으로 포집한 후, 대수층 또는 해상 등 저장이 가

능한 공간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발전플랜트의 이산

화탄소 대용량 감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이중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로서 연소 후 처리법, 순
산소 연소법, 연소 전 처리법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순산소 연소는 미분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CCS 기술 

적용에 기존 발전설비 활용을 통한 경제성과 효율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

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최근 들어 진행됐다

[1-11]. 순산소 연소법에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 대신에 공기 중의 질소를 ASU(Air Sepa-
ration Unit)에서 분리해 낸 뒤 순산소와 재순환된 배

가스를 산화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연소한 배가스의 

조성은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되며, CPU(CO2 
Processing Unit)에서 배가스에 포함된 수증기를 응

축하여 분리해내고 불순물을 정제하여 이산화탄소

를 대수층 또는 해상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

키게 된다. 순산소 연소는 생산된 전력의 약 20~25%
를 산소 생산에 필요한 ASU의 가동에 사용해야하

는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개조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공

기 조건으로 설계 제작된 보일러에서의 열 매칭을 

위해 배가스 재순환율을 제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된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

행해왔다[1,3-10]. 그 결과 연구자 대부분이 약 25~30%
의 산소 농도에 해당하는 배가스 재순환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나타내었으며, 그 적정함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서 공기 조건과 부합하는 화염 온도 및 산소 

농도 분포[3,8], 화로 내 수열 분포[3,4,8] 등이 제시

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공기 조건과 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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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ystem.

Fig. 1. Flow diagram of an oxy-coal power plant.

소 조건에서의 각 운전 모드에서의 열 분포 및 화염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순산소 발전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승온 과정

에 필연적으로 공기 조건의 연소가 필요하며, 이후 

순산소 운전 조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 발전소의 개조를 통한 운전에서는 듀얼 모드 

운전이 고려되며, 이 경우 역시 공기 조건과 순산소 

조건의 안정적인 운전 모드 전환 절차 확립이 필수

적이다. 또한, ASU 및 CPU 등 이산화탄소 회수 관련

시스템의 정비가 시작되는 경우에도 순산소에서 공

기 조건으로의 운전모드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이
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순산소 발전소 운전을 

위해서는 공기 조건에서 순산소 조건으로의 전환과

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제어를 위해 고

려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위해 pilot scale의 싱글 버너 순산소 연소 실험설비

를 사용하여 전환 과정에 대해 로내 온도, 배가스의 

농도, 산소 농도의 제어, 각 fan의 제어과정에 대하

여 실험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으

며, pilot-scale 장치들에서 확립된 절차에 따라 멀티 

버너시스템 전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실

제 발전소에서의 모드 전환을 위한 방안을 확립하

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운전방법

2.1. 실험장치 설명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순산소 연소 실험 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로는 높이 4.7 m, 내부지름 1.0 
m의 원통형 로이며, 로 측면은 수냉벽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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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the coal used in this study
fuel analysis

proximate[wt %] ultimate[wt %]
moisture ash combustibles Hi[MJ/kg] C H N S O

9.5 14.3 76.2 25.7 62.1 3.4 0.7 0.5 9.5

실험에는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역청탄계열의 

미분탄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투입 연료량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약 270 kW로 운전되었다. 로 후

단에는 산화제를 예열해주기 위해 열교환기를 설치

하였으며 1차, 2차 산화제 온도는 바이패스 관을 통

해 제어하였다. 연소 후에 생성되는 회분의 제거 및 

sampling을 위해 사이클론과 집진기를 설치하였으

며, 사이클론에서 포집된 회분은 조건별로 수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ID(Induced Draft) 팬과 FGR 
(Flue Gas Recirculation) 팬은 제어하고자 하는 산소 

농도 및 재순환 가스의 비율에 따라 로내 압력과 재

순환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사용되었다. 순산소 

조건에서는 별도의 탱크로부터 순도 99.5%의 산소

가 매니 폴더를 거쳐 1차, 2차 및 직접 분사라인으

로 공급되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직접 분사라인은 사

용하지 않았다. 1차, 2차 산화제의 산소 농도는 지르

코니아 타입의 산소 센서로 측정하였으며, 산화제 라

인에는 순산소 운전조건에서 재순환된 배가스와 순

산소와의 혼합이 잘되도록 관 내부에 베인을 설치

하였다. 또한, 재순환 가스의 유량은 FGR 팬과 산화

제 라인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제어하

였다. 온도측정은 로 측면에 설치면 포트를 통해 세

라믹으로 보호된 R타입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연소 후 배기가스의 농도는 Fig.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집진기 전단에서 Horiba PG-250모델을 사

용하여 O2, CO, SO2, NOX를 측정하였으며, 주요 데

이터로 사용된 O2의 측정값은 지르코니아 타입의 센

서를 사용하여 보상하였다.

2.2. 초기 승온 운전

초기 승온 운전에는 LNG 버너를 사용하여 연소

로, 열교환기, 집진기 등 전체 라인에 대해 예열을 

하였다. 이 과정 중에는 각 설비의 온도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도록 수냉벽 및 쿨러의 물 유량을 최소

화하였으며, 로의 축열에는 약 15시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또한, 미분탄 연소에 쓰일 산화제 라인의 

예열을 위해 열교환기를 통해 1차 산화제는 250℃, 
2차 산화제는 300℃를 유지하도록 최종 제어 유량의 
30%를 공급하였다. 로상부의 온도가 약 800℃가 되

면 미분탄의 유량을 10 kg/hr부터 제어목표 값인 40 
kg/hr까지 2시간에 걸쳐 상승시켰다. LNG 및 미분

탄 연소를 승온 중에 로내의 상부 온도가 1,100℃까

지 상승하면 예열에 사용되는 LNG 버너를 제거하였

으며, 제거 후에는 미분탄으로 단독 운전하였다. 또
한, 미분탄 연소 후 발생하는 회분의 영향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로 및 전제 시스템 내의 압력 상승을 막

기 위해 주기적으로 싸이클론을 통해 회분을 제거

해주었다. 순산소 및 공기 조건 운전 중에는 실험의 

특성상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로내의 압력을 0~+10 
mmH2O 정도의 양압조건으로 운전하였다.

3. 전환과정

3.1. 싱글 버너 연소로 운전

공기 조건에서 순산소 조건으로의 운전 모드 전환

은 Fig. 3과 Table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5단계를 걸

쳐 진행하였다. 순산소 조건의 산화제 내 산소 농도

는 공기 조건과 로 내 온도 분포 및 보일러 열 회수 

측면에서 선행 연구 결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알려

진 산화제 내 산소 농도가 25~30%인 조건에 맞도록 

27%로 설정하였다. Fig. 3과 Table 2에 정의한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0단계인 공기 조건에서는 산

화제가 공기만 사용됨에 따라 FD 팬만 가동된다. 공
기모드를 걸쳐 전환의 시작단계인 1단계에서는 먼

저 산소 탱크 유량계 전단에 부착된 밸브가 개방되

며, 이는 유량계 전단까지 관내 압을 형성시켜 초기 

주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FD 
팬의 유량을 줄이는 과정보다 산소 공급이 선행되

어야 하는데, 이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을 유지해 

안정적인 연소를 지속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과

정에서의 FD 유량은 공기 조건의 80%, 산소탱크 유

량은 최종 유량의 20%를 주입하였다. 1단계부터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 내로 주입되는 전체 

산화제의 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ID 팬의 출력 제

어를 통해 로 내 압력을 유지했다. 또한, 2단계에서

부터 FGR 팬을 통해 배가스 재순환을 필요하게 되

는데, 초기 산소 주입과정과 같은 이유로 FGR 팬을 

먼저 가동해 재순환배관에 압력이 생성되도록 하였

다. 2단계에서는 산소탱크의 유량을 최종단계의 40%
까지 상승시킨 후 FGR 유량계의 조절을 통해 최종 

유량의 25%를 주입하였다. 이후 FD 팬의 유량을 공

기 조건의 60%까지 낮추었으며 ID 팬을 제어하였

다. 3단계에서는 산소탱크 유량은 60%, 배가스 재순

환량은 50%, 공기투입량은 40%로 조절하였다. 이후 

3~5단계는 기본절차는 3단계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에서의 유량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하지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 FD 팬을 

통한 공기주입라인의 유량감소에 따른 압력 감소 

때문에 배가스의 역류의 가능성이 있어 전환과정을 

더욱 신속히 진행하여 4, 5단계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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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inciple of Switching from Air Mode to Oxy Mode

Step
Flow rate of

FD fan(Forced Draft Fan) FGR fan O2 tank
0 Air mode에 따른 유량 - -
1 0단계 기준 80% 유량 가동 준비 target flow rate의 20%
2 0단계 기준 60% 유량 target flow rate의 25% target flow rate의 40%
3 0단계 기준 40% 유량 target flow rate의 50% target flow rate의 60%
4 0단계 기준 20% 유량 target flow rate의 75% target flow rate의 80%
5 - target flow rate target flow rate

Fig. 3. Steps of mode switching: Flowrate of the re-
circulated flue, air and oxygen.

아도 무방하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을 목표

로 안정화까지 30분을 목표로 제어하였다.
상기에 정의된 전환절차에 따라 운전모드 전환을 

하였을 때,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

으나, CO 농도가 짙어지는 것과 같이 화염의 안정

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다시 수정된 전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안정적

으로 순산소 운전 모드로 전환하였다.
공기 조건, 전환과정, 수정된 전환 과정 및 순산소 

모드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Fig. 4~7에 나타내었다. 
각 그래프에서 공기 조건인 A 구간을 살펴보면, 배
가스 및 출구 산소 농도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다. 각 그래프에서 A 구간 다음의 B 구간은 진행

된 미리 정의된 전환절차를 따라 전환하였을 때 나

타난 결과이다. 이를 보면 먼저 Fig. 5의 B 구간 초

기에 산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데, 이 부분은 Table 2에 정의한 절차에 준수하며 산

소 농도를 다소 짙게 유지한 후 진행하였고, 0단계

부터 5단계까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산소를 과잉

으로 공급한 B 구간 초기에는 배가스의 재순환 때

문에 Fig. 6과 같이 NOx의 값이 순간적으로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O 농도를 볼 때 연소가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환단계 중 5단계까

지 마친 이후 조건이 안정화가 되도록 Fig. 7에서 보

는 것과 같이 당량비(E.R: Equivalence Ratio)을 1.2
로 유지하며 산화제의 유량을 유지한 후 배가스를 관

찰하였다. 이때의 배가스를 살펴보면 Fig. 6에 나타

난 바와 같이 NOx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CO 농도

가 높게 나타나고, SO2 역시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 결과는 연소과정이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 구간과 같이 

수정된 전환 과정을 진행하였다. C 구간에서는 미리 

정해진 전환절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당량비 값의 변

화에 따른 연소 가스를 관찰하였다. 이를 보면 Fig. 
7과 같이 당량비 값을 1.2에서 1.3으로 증가시켰고, 
이때의 산소 농도는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차, 
2차 산화제의 산소 농도는 유지하고 배가스의 산소 

농도만 증가하도록 제어하였다. 그 결과 당량비 값

이 1.3으로 바뀐 후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소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Fig. 5, Fig. 7과 같이 당량비 값을 1.2로 

다시 바뀌는 것을 시도하였을 때, Fig. 6에서 보는 것

과 같이 CO와 SO2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C 구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순산소조건의 D 구간

Fig. 4. Temperature in furnace and at the exit of th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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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2 concentrations at primary oxidizer, secon-
dary oxidizer and exhaust gas.

Fig. 6. CO, SO2 and NOx concentrations at the exit of 
the furnace.

Fig. 7. Flow rate of oxidizer.

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당량비 값이 1.3을 갖도

록 하고 순산소 조건으로 완전히 전환한 후 안정화 

여부 판단을 위해 30분간 관찰하였다. 각 결과를 보

면 산화제의 산소비율, 배가스의 산소비율, 각 산화

제 유량, CO, NOx, SO2의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멀티 버너 연소로 운전

싱글 버너 연소로 실험을 통해 확립된 절차에 따

라 멀티 버너 연소로의 운전모드 전환을 수행하였

다. 멀티 버너 연소로 시스템은 싱글 버너 시스템과 

전제 흐름은 같으나, 4개의 버너를 갖는 대향류 연

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멀티 버너 연소로 실험에는 

싱글 실험과 동일한 미분탄이 사용되었으며,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150 kg/hr의 미분탄을 공급

하여 1 MW로 운전되었다.
Fig. 8은 공기 조건과 순산소 조건에 대하여 시간

에 따른 노내 온도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공
기 조건에서 전환을 수행했을 때 유량이 줄어들면

서 화염 형상이 변화함에 따라 온도도 전체적으로 약 
100℃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질소가 열용량이 큰 CO2로 변환됨과 동시에, 연소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전 중에 연료 공급량을 기존

의 150 kg/hr에서 120 kg/hr로 줄임에 따라 발생한 현

상이다. 이때에 연료 투입 조건을 다시 기존의 150 
kg/hr으로 늘리면서 온도가 회복되어 순산소 모드까

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The multi-burner test conditions
Case Air Oxy27

Coal feedrate(kg/hr) 150 150
FGR ratio(%) - 67

O2 concentration in the oxidizer(total)(%) 21 27
O2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oxidizer(%) 21 27

O2 concentration in the secondary oxidizer(%) 21 27
Flowrate of the oxidizer(total)(Nm3/hr) 1320 992

Flowrate of the primary oxidizer(Nm3/hr) 264 198
Flowrate of the secondary oxidizer(Nm3/hr) 1056 794

Stoichiometric ratio 1.3 1.3

Fig. 8. Temperature in furnace and at the exit of the 
furnace in the multi-burn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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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ingle burner test conditions
Case Air Oxy21 Oxy24 Oxy27 Oxy30

Coal feedrate(kg/hr) 40 40 40 40 40
FGR ratio(vol. %) - 73.6 70.3 67.0 63.7

O2 concentration in the total oxidizer(vol. %) 21 21 24 27 30
O2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oxidizer(vol. %) 21 21 24 27 30

O2 concentration in the secondary oxidizer(vol. %) 21 21 24 27 30
O2 concentration in the wet exhaust gas(vol. %) 3.3 3.3 3.8 4.2 4.6
O2 concentration in the dry exhaust gas(vol. %) 3.6 4.9 5.6 6.2 6.9

Flowrate of the total oxidizer(Nm3/hr) 299 298 261 232 208
Flowrate of the primary oxidizer(Nm3/hr) 60 60 52 46 42

Flowrate of the secondary oxidizer(Nm3/hr) 239 238 209 186 166
Stoichiometric ratio 1.2 1.2 1.2 1.2 1.2

Fig. 9. CO, SO2 and NOx concentrations at the exit of 
the furnace in the multi-burner test.

Fig. 9는 공기 모드, 순산소 모드 및 그 사이에서

의 전환 과정에 대한 NOx, SO2 및 CO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공기 모드에서 순산소 모드로의 전환은 

약 80분에 거쳐서 일어났으며,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리는 이유는 전환을 멀티 버너에서 운전자가 직

접 조작하면서 조건을 확인하는 가운데 수동으로 이

루어지도록 설정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조작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공기 모드에서 NOx 농도는 약 

500 ppm, SO2는 약 100 ppm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다

가,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SO2 농도가 점점 늘어나

고, NOx 농도는 줄어들게 된다. NOx 농도는 초기에

는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운전 초기에 밸브를 조작하면서 배가스의 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점점 정상상태로 오면서 늘어나

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CO 농도는 약 30 ppm 
이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정된 농도를 나타

내었으며,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및 순산소 조건 전

환 이후에도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다만, CO 농도

가 순산소 조건 전환 직후 몇 차례 높게 나오는 경

우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료 공급시 발생한 문제

에 의한 것으로서 본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안정성

과는 무관하다. SO2 농도는 순산소 조건에서 증가하

며, 이는 배가스 유량이 줄어들고 SO2가 재순환되는 

가운데 발생한 농도 축적에 의한 것으로서 이전 연

구자들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4. 고 찰

전환과정 실험을 통해 공기 조건에서 순산소 조

건으로의 운전 모드 전환을 할 수 있었다. 운전 모

드전환 과정과 관련하여 산소 공급, 수분량 변화, 팬
의 제어에 대하여 고찰을 수행하였다.

4.1. 순산소 공급

본 연구의 실험에는 순산소 탱크를 사용하여 별도

의 팬 없이 용기의 압력으로 로내에 주입하였으나, 
실제 발전소운전에는 ASU로부터 생산된 순산소를 

운반하기 위해 팬을 필요로 한다. 이때 순산소의 주

입은 FGR 팬을 통한 재순환된 배가스의 공급 때와 

같은 이유로 순산소 라인에 공급 초기에는 압력이 

필요하며, 유량이 소량일 경우 재순환된 배가스나 

공기의 역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크 밸브를 설

치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순산소 유량은 공

기 조건에서 순산소 조건으로의 운전모드 전환일 경

우 배가스량과 공기량을 제어하는 것보다 선행되어 

전체산소량이 항상 과잉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

다. Fig. 5에서 당량비 값이 1.2인 경우 순산소 조건

의 배가스 산소 농도가 공기 조건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Table 4와 같이 전체 산화제 유량이 

줄어들어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전환 과정 중에는 

이점을 고려하더라도 더 높은 배가스 산소비율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기 중의 질소보다 이산화

탄소의 열용량 값이 커 화염대에서의 열전달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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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부분적으로 화염의 부유 및 불완전 연소대역

의 생성으로 CO가 발생 것으로 판단되나, 이점은 1
차 산화제와 2차 산화제의 운동량비, 버너형태, 유
속 등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발전소에

서는 1차 측의 산소량은 미분탄 이송중의 발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위험성과 화염 뿌리의 위치를 조절하

여 화염 안정성을 갖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게 

됨에 따라 1차 측의 순산소 공급에는 특히 주의해야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순산소 중 일부를 직접분사라

인을 사용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4.2. 수분량의 변화

전환 과정 중에는 수분의 영향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하다. Table 5는 싱글 연소로의 공기 조건 및 산화

제 내 산소비율에 따른 순산소 조건의 실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은 각 실험 조건별로 배가스

의 수분함량을 계산한 값과 사이클론에서 측정한 회

분의 수분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공
기 조건보다 순산소 조건에서의 배가스의 수분함량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사이클론에서 

포집한 회분의 수분함량과도 연결되어, 공기 조건보

다 순산소 조건에서의 회분의 수분함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순산소 발전시스템의 특성상 

집진기는 전기 집진기가 사용되어 후단 라인에서의 

ash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아래의 Fig. 11에 예시로 나타낸 재

순환가스의 유로 및 산소의 예열 및 제습 장치의 위

치 등에 차이가 있는 5가지의 공정에 따라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전기 집진

기, 예열기, 냉각기 등의 용량선정에 영향을 주게 되

며 제습 공정 유무에 따라 배가스 재순환 팬의 용량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습식 재순환 공

정은 coal 이송을 위한 1차 측 산화제 라인에서는 산

화제 내 수분 때문에 관 막힘, 유로 좁힘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측 산화제에는 별도의 제

습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의 공

기연소 발전시스템에서의 조치와 함께 넓은 범위에 

활용 가능한 제습 장치의 성능 선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습식 재순환과 건식 재순환에 따라 응축기(Fig. 
11에서는 cooler)의 용량선정에 영향을 주며, 습식 

재순환 공정은 열교환기 후단과 배가스 재순환라인

의 부식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건식 재순환 공정은 열

교환기 후단에서의 부식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문제는 운전모드 전환 후 조건에 맞는 각 설비의 

제어방법이 결정되지만, 전환 과정은 제습과 관련된 

설비가 수분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제

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환 과정 중의 수분량의 변

화는 공정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Fig. 10. Moisture contents in ash and exhaust gas.

Fig. 11. Different, possible configurations for oxy-fuel com-
bustion with either dry or wet recirculated flue 
gas. The suggested configurations do not include 
process units for removal of NOx and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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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 Air Separation Unit
-GRF: Gas Recirculation Fan
-ESP: Electrostatic Precipitator[10,12]

4.3. 팬의 가동

공기연소에는 크게 볼 때 ID 팬과 FD 팬의 제어로 
작동되나, 순산소연소에는 FD 팬을 제외하고 ID 팬, 
FGR 팬, 순산소 공급 팬의 제어로 작동된다. 각 팬

은 로내에 공급되는 산화제의 산소량을 기준으로 배

가스 내 산소비율을 기준으로 제어된다. 이를 위해

서는 공기운전에서 순산소 운전으로의 전환과정에

서 각 팬의 작동 우선순위는 순산소 공급 팬 >FGR 
팬 >FD팬=ID 팬의 순서로 작동되어야한다. 물론 ID 
팬은 수시로 제어되어야 하며, 우선순위가 바뀌면 전

환과정 중에 산소량 부족 때문에 연소 불안정을 일

으킬 수 있다. 또한, 각 팬의 가동 초기에 팬 후단 밸

브의 open/close의 시점은 재순환 가스 라인의 압력

이 충분히 상승하여 로내로 해당 산화제의 투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 유량

이 적을 때 즉, 유로의 압력이 낮은 경우 역류를 방

지해야 한다. 물론 실제 발전플랜트는 팬의 출력 제

어와 함께 덕트의 개폐량 제어를 통해 유량 제어하

기 때문에 역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5. 결 론

본 연구는 pilot scale의 실험 장치를 통해 미분탄 

순산소 연소 모드 전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 전환과정은 기존의 FGR공정과 유사한 점이 많

았으나, 연소 불안정, 수분에 의한 응축으로 시스템

의 고장 및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전환 절차: 공기 연소 운전에서 순산소 연소 

모드로의 전환은 공기량을 제어하는 FD 팬, 배가스 

재순환을 제어하는 FGR 팬, ASU로부터 공급되는 

순산소를 제어하는 팬의 선행관계를 유지해주면서 단

계적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완료

되었다.
2) O2: 공기연소 운전을 기준으로 공급되는 산소

의 유량보다는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전환 과정

이 진행되어야 연소 불안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3) 수분: 전환 과정 및 전환 완료 후 배가스에 포

함된 수분량 증가에 따른 관 막힘 및 부식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정별로 추가연구를 통해 제습 

공정을 확립해야 한다.
4) 팬 및 밸브: ‘순산소공급 팬 >FGR 팬 >FD 팬 

=ID 팬’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어되어야 하며, 각 

팬의 출력이 낮은 단계는 시간단축을 통해 유동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고 역류의 가능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역류의 가능성은 각 제어 유로별로 체크밸브

의 설치로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밸브의 개폐 조절은 
기존의 발전소에서의 조작 방법을 준수하나 팬과 함

께 산소량과 함께 더욱 밀접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5) 전환 과정: 실험에서 전환에 소요된 시간은 싱

글 버너 시스템은 30분 이상, 멀티 버너 시스템은 1
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절차에 

따라 전환에 소요된 시간은 싱글 버너 시스템은 20
분 이내, 멀티 버너 시스템은 30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 과정 중의 NOx는 전환 시작 

후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한 후 안정화

되었고, SO2는 전환 시작 후 소폭 감소했다가 안정

화되었으며, CO는 전환 전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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