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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순환유동층 보일러 과열기 튜브의 부식 원인물질을 규명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연료, 과열기 튜브 부식부위, 과열기 튜브에 부착된 재 및 보일러 재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과열기 
튜브 부식부위에서 산화로 인한 O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열기 튜브 부착 재 및 보일러 재에서 
6.1% 및 4.3%의 Cl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설계값의 약 14-20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알칼리 금속물질(K, Na, Ca)
의 함량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XRF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일러에서 재의 슬래깅과 파울링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
다. Basicity는 과열기 튜브 부착 재 및 보일러 재에서 각각 3.62 및 2.72로 산정되었으며, 설계값인 0.35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identification of corrosion cause substances in super heater tube from a commercial scale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Electricity is produced by the combustion of biomass mainly wood waste. The biomass, super heater 
tube, super heater tube ash, and boiler ash were collected and components associated with corrosion were analyzed. A large 
amount of oxygen-containing material was found due to oxidation. The chlorine content was analyzed as 6.1% and 4.3% 
in super heater tube ash and boiler ash respectively which were approximately 20 and 14 times higher than those of designed 
values. Also, alkaline metal contents (K, Na, Ca) were very high in ash samples collected from super heater tube and boiler. 
The tendency of slagging and fouling was predicted based on X-Ray Fluorescence (XRF) results. Basicity that can lead to 
slagging was estimated as 3.62 and 2.72 in super heater tube and boiler ash, respectively. Slagging would occur with ash 
content when considering the designed value as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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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천연가스 및 원자력이 주요한 에너지원으

로써 사용되어 왔다. 유럽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

에 신규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

을 검토해왔다[1]. 1992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 채택되었으며, 2010년에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온실가스 삭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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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립되었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

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목록에서 제외된다[2]. 바이오매

스는 개발도상국에서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탄소중립적 

에너지원이며, 곡물류를 포함한 점분질계, 임목과 볏짚 등의 셀룰로오

스계, 사탕수수 등의 당질계, 가축분뇨, 미생물을 포함하는 단백질계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3-5]. 바이오매스 연소공정은 유럽의 지역난

방, 동남아시아 등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발전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석탄발전소 및 소각로에

서 혼합 연소하고 있다[5]. 전 세계 바이오매스 발전 용량은 약 93 

GW 수준이며, 발전량도 증가하여 2013년 396 TWh에서 2014년 433 

TWh로 증가하였다[6]. 국가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미국(69.1 TWh), 

독일(49.1 TWh), 중국(41.6 TWh), 브라질(32.9 TWh) 및 일본(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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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hemical composition (%)

Fe Ni Cu Mo Cr Mn Si S P

SA-213 95.94 0.04 0.07 0.97 2.18 0.46 0.23 0.01 0.01

Table 1. Specification of Boiler Tube

Figure 1. Sequence of chemical reactions of corrosion on steel tube[26].

TWh)이 전 세계 바이오매스 발전량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다[6]. 

스토커형, 선회류형, 유동층 등 다양한 형태의 연로소가 바이오매스 

연소발전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순환유동층 연소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연소로 출구에 위치한 사이클론에서는 연소가스에 함유된 분진 

및 유동사가 포집되며, 포집된 유동사는 사이클론 하부에 위치한 외

부 열교환기를 거쳐 연소로에 재투입된다. 배출가스는 과열기와 접촉

하게 되는데 열교환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보다 고온의 증기로 만들어 

발전용 터빈에 투입한다. 고온에서 운전되는 보일러는 사용조건과 사

용연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고온손상을 받는다. 보일러에서 발생하

는 고온부식, 침식은 연료의 종류, 연소조건 등에 따른 보일러의 구조, 

전열관 온도, 재료, 열부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7]. 침식은 유체가 

고체에 반복적으로 충돌함으로 생기는 손상으로써 물리적 마찰과 화

학적 반응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침식과 부식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부식에 의하여 침식이 가속화된다[8-10]. 유동층 보일러의 경

우 배출가스 내에 존재하는 가스상 알칼리염이 유동매체 및 보일러 

내 전열관에 부착되어 침식 및 부식을 발생시킨다. 부식작용 없이 침

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침식성 입자들이 금속재료에 직접적으로 손

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항 영향을 미쳐야 한다[11]. 따라서 손상부

위와 그 주변부 산화층의 표면에서 금속재료가 직접 침식된 흔적이 

없다면 부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Das et al.은 부식의 영향이 없

는 환경에서 침식이 발생하면 충돌각 30° 전후로 침식이 크게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12,13]. 부식의 영향이 없는 조건에서 금속 소재

의 침식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 부위에 손상이 생한다. 철이 고온의 산

화분위기에 노출되면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철산화막을 형성한다. 배

출가스 중의 염소성분과 반응하여 금속의 표면에 금속염화물이 생성

된다[14]. 바이오매스가 연료로 사용되는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의 알

칼리 금속이 보일러 부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료에 포함된 KCl(s) 

성분이 가스상으로 전환되면서 보일러관의 Cr 및 Cr2O3 산화막과 반

응하여 K2CrO4(s)와 Cl(g)를 생성한다[15,17]. 이렇게 생성된 Cl(g)는 

대부분 배출가스로 배출되지만 일부는 금속과 반응하여 CrCl2(s,g)를 

생성하여 염소가스 부식을 일으킨다.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 튜브에는 KCl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나무껍질

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K2SO4가 다량 존재하며, 생활폐기물을 연료

로 사용하는 소각용 보일러에는 주로 NaCl 및 KCl이 주로 응착된다

[17]. 바이오매스 중 특히 짚이나 풀은 알칼리 금속과 염소를 함유하

고 있으므로 고온연소부에서 다량의 KCl(g), 소량의 NaCl(g) 염화물

이 생성되고, HCl(g)와 소량의 SO2(g)가 발생되므로 고온부식을 촉진

시킨다[17]. 또한, HCl(g)는 수분과 산소의 존재 하에 Cl2(g)로 전환된

다. 산화된 금속표면에서 Cl2(g) 및 HCl(g)에 의한 산화가 촉진된다

[18-20]. NaCl도 이산화황 가스의 존재하에서 철산화물과 반응하여 

염화물을 만들고, 크롬산화물과 반응하여 Cl2(g)를 생성하여 염소부식

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1,22].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내 순환

유동층 보일러 과열기 튜브에서 부식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 과열기 튜브의 부식 원인물질을 규명하

여, 부식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보일러 튜브사양 및 부식 발생기작

부식이 발생한 보일러 튜브의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부식의 원

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4종 7개의 시료(바이오매스시료(폐목재) 3

개, 과열기 튜브 부식부위(SH tube sample) 2개, 과열기 튜브에 부착

된 재(SH tube ash) 1개, 보일러 재(Boiler ash) 1개)를 채취하였다. 대

상 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80 mm 입경으로 투입되도록 설계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반입되는 출처가 다른 3종의 바이오매스 시료

를 채취하였다. 과열기 튜브 부식부위에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

며, 과열기 튜브에 부착된 재와 보일러 재를 현장에서 채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 접촉면에서 발생한 보일러 튜브의 부식 원인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가스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부식은 일반적으로 배출가

스 중 습윤 공기의 존재 하에 황산 및 기타 연료에서 기인한 오염물질

들이 침적되어 발생한다[23,24]. 배열회수보일러의 금속 표면이 부식

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표면이 박리되고, 산화물 형태의 

부식성 침전물이 형성된다. 튜브 표면에 산화물 층이 형성되기 시작

하면 다량의 FeO 및 Fe2O3가 생성되어 부식이 진행된다[25]. 대상 보

일러 튜브의 주요 성분은 Fe로써 95%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Cr이 

2.18%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가스상의 Cl 및 HCl의 존재하에서 조건에 따라 FeO, Fe2O3, FeCl2, 

FeCl3, Cr2O3 및 CrCl2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반응기

작에 따라 형성된다[26-28]. 

Fe2O3(s) + 6HCl(g) → Fe2Cl6(g) + H2O(g) (1)

4FeO(s) + 12HCl(g) + O2(g) → 2Fe2Cl6(g) + 6H2O(g) (2)

생성된 Fe2Cl6은 고온조건에서 Fe3O4로 전환되고 층을 형성한다.

Fe2Cl6(g) + 3H2O(g) → Fe2O3(s) + 6HCl(g) (3)

2Fe2Cl6(g) + 3O2(g) → 2Fe2O3(s) + 6Cl2(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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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nalysis content

Biomass Proximate analysis, Ultimate analysis, Metal, Cl

SH tube sample #1 SEM-EDX

SH tube sample #2 SEM-EDX

SH tube ash SEM-EDX, XRF, Metal, Cl

Boiler ash SEM-EDX, XRF, Metal, Cl

Table 2. Samples and Analysis Contents

Content Design value Sample #1 Sample #2 Sample #3 Average

Proximate analysis
(%)

Moisture 16.0-24.8 10.18 5.57 5.80 7.20

Volatile 58.0-75.0 69.06 72.26 72.96 71.43

Fixed carbon 14.0-25.0 16.67 20.34 18.72 18.58

Ash 9.0-15.0 4.09 1.83 2.46 2.79

Ultimate analysis
(%)

C 39.0 45.80 48.58 47.71 47.36

H 5.5 5.15 5.67 5.58 5.47

N 2.0-3.0 4.39 2.59 2.57 3.18

O 39.0 39.92 39.96 41.16 40.35

S 0.7-1.2 0.07 0.04 0.003 0.04

Cl 0.09-0.3 0.12 1.22 2.31 1.32

Metal content analysis
(mg/kg)

Cr 25.0-30.0 9.4 5.3 2.7 5.8

Pb 17.7-30.0 10.0 96 7.5 37.83

Cd 1.2-2.0 1.9 9.8 2.8 4.83

Hg 0.4-1.0 < 0.04 < 0.04 < 0.04 < 0.04

As 0.3-2.0 < 1.0 < 1.0 < 1.0 < 1.0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Input Material

FeO(s) + Fe2O3(s) → Fe3O4(s) (5)

Cr의 경우 Cr2O3 및 FeO⋅Cr2O3 성분의 보호층을 형성하여 산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배출가스 중의 Cl(g)과 표

면에 증착된 KCl(s) 및 NaCl(s)와 반응함으로써 부식이 진행되어 보호

층이 파괴된다. NaCl은 부식성이 강하며 용융점(약 800 ℃) 이하의 온

도에서 금속산화물과 반응하여 염소가스를 생성하여 염소부식이 발

생할 수 있다[26-28].

Cr(s) + Cl2(g) → CrCl2(s, g) (6)

1/2Cr2O3(s) + 2NaCl(s, l) + 5/4O2(g) → Na2CrO4(s, l) + Cl2(g) (7)

Fe2O3(s) + 2NaCl(s, l) + 1/2O2(g) → Na2Fe2O4(s, l) + Cl2(g) (8)

2.2. 채취 시료 및 분석항목

바이오매스를 연료로써 사용하는 30 MW급 순환유동층 발전용 보

일러에서 연료 및 과열기 튜브 부식부위(SH tube sample #1-2), 과열

기 튜브에 부착된 재(SH tube ash), 보일러 재(Boiler ash)를 채취하였

다. Cl 성분이 침식 및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Biomass, SH tube ash, Boiler ash의 염소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SH 

tube sample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SEM-EDX 분석을 수행하였

다. SH tube ash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SEM-EDX 및 XRF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면의 부식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성분 및 염소함

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를 위한 자료로써 Boiler ash의 분석을 수

행하였다. 금속 및 염소 함량 분석에 있어 연료의 경우 EN 15297 및 

EN 15289를 이용하였으며, 재의 경우 EPA 3052 및 ASTM D 7359를 

이용하였다. 침식 및 부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분석항

목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료 성상분석 결과 

투입되는 연료의 성상을 분석하여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과 재의 함량이 설계기준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금속부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염소의 함량은 설계기준인 

0.3%보다 높은 1.32% (0.12-2.16%)로 분석되었다. K, Na 및 Cl은 

NaCl 및 KCl을 형성하며 이는 배출가스 중의 SO2과 반응하여 황산염

을 생성하여 튜브 표면에 응축된다[29,30]. Chandrasekaran et al.는 다

양한 출처의 우드칩(23개) 및 우드펠렛(132개)의 성분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우드칩 및 우드펠렛에서 각각 34.2 mg/kg (9.2-106 mg/kg) 및 

60 mg/kg (8.4-973 mg/kg)에 함유된 Na의 함량과 839 mg/kg (381- 

2066 mg/kg) 및 777 mg/kg (167-9833 mg/kg)에 함유된 K의 함량을 

확인하였다[31]. 본 연구에서 채취 및 분석된 투입시료 2와 3에서는 

Cl 함량이 설계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가스의 Cl 성분이 

금속 표면과 반응하여 FeCl2, FeCl3가 형성되며, 이후 O2 성분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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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Design value SH tube ash Boiler ash

XRF analysis
(wt%)

SiO2 47.40 4.35 12.10

Al2O3 13.27 2.69 4.56

TiO2 9.55 8.12 5.71

P2O5 0.69 0.79 0.37

Fe2O3 11.91 5.10 8.31

CaO 2.21 45.9 48.8

MgO 3.28 1.69 1.20

Na2O 4.25-5.0 - -

K2O 2.91-6.0 5.05 3.48

SO3 0.84 9.80 4.93

Cr2O5 - 0.10 0.07

MnO - 0.61 0.41

NiO - 0.05 0.04

CuO - 0.52 0.39

ZnO - 6.30 3.55

Cl < 0.3 8.03 5.28

기타 3.69 0.90 0.80

Metal content analysis
(mg/kg)

Pb 17.68-30.0 220 290

Cd 1.22-2.0 20 90

Hg 0.39-1.0 4 N.D.

Cr 24.99-30.0 280 670

As 0.32-2.0 20 10

Cu - 1,820 1,030

Ni - 120 190

Na - 21,880 18,700

K - 35,000 20,850

Ca - 235,100 208,700

Elemental analysis (wt%)
S - 3.68 0.80

Cl 0.09-0.3 6.1 4.3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SH Tube Ash and Boiler Ash

Content SH tube sample #1 SH tube sample #2 SH tube ash

EDX (wt%)

Cl 30.52 24.64 11.95

Fe 27.60 7.78 -

O 29.08 39.25 40.65

Cr 3.62 - -

Zn - - 7.15

Na - 4.67 -

Ca 0.55 2.35 17.89

SEM (× 10 k)

Table 4. SEM-EDX Result of SH Tube Sample and SH Tube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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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sample

Slagging Fouling

Base-to-
ratio (B/A)1)

Iron-
calcium ratio (IC)2)

Slag viscosity index
(SVI)3)

Sulfur ratio
(RS)4)

Total alkalis
(TA)5)

Na2O ratio
(Rf)6)

Design value 0.35 5.39 73.15 0.27 7.16 1.47

SH tube ash 3.62 0.11 7.63 13.32 5.05 -

Boiler ash 2.72 0.17 17.19 2.17 3.48 -

Tendency

Low < 0.5 < 0.3 or > 3 > 72 < 0.6 < 0.3 < 0.2

Med. 0.5 < B/A < 1 0.3 < IC < 3 65 < SVI < 72 < 0.6 < RS < 2 0.3 < TA < 0.4 0.2 < Rf < 0.5

High > 1 ≒ 1 < 65 > 2 > 0.4 > 0.5

1)

   

  
, 

2)




,

3)

 

 ×
,

4)



×  ,

5) ,
6)



×

Table 6. Prediction of Tendency for Slagging and Fouling Formation

하여 Fe2O3 및 Fe3O4가 형성된다[30]. 따라서, Cl 성분에 기인한 부식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2. SH tube sample 및 SH tube ash의 SEM-EDX 분석 결과

과열기 튜브 부식의 원인물질을 규명하고자 SH tube sample #1, SH 

tube sample #2, SH tube ash의 SEM-EDX (Horiba, 7200H)분석을 수

행하였다.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SH tube sample #1에서 Cl 

30.52%, Fe 27.60%, O 29.08% 및 Cr 3.62%가 분석되었으며, SH tube 

sample #2에 Cl 15.42%, Fe 12.92% 및 O 36.01%가 함유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산화로 인한 O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SH tube ash의 분석결과 Cl 11.95%, O 40.65%, Ca 17.90%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과열기 튜브 부식부위(SH tube sample #1, #2)

와 과열기 튜브에 부착된 재(SH tube ash)에 다량의 Cl 성분이 함유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식으로 인하여 산화철이 형성되었기 때

문에 SH tube sample #1과 #2에서 Fe와 O 성분이 분석된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1에 나타낸 보일러 튜브 사양을 살펴보면, Cr 2.18%가 함

유되어 있다. SEM-EDX 분석결과 SH tube sample #1에서 3.62%의 Cr 

성분이 분석된 것으로 보아 Cr2O3, CrCl2 등의 성분이 생성되어 부식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속 표면에 점착성 회분이 퇴적되

어 있는 경우 300-600 ℃ 범위에서 부식이 진행될 수 있다[32]. SH 

tube ash의 분석결과 11.95%의 Cl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속층과 반응

하여 부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3. SH tube ash 및 Boiler ash의 XRF 및 금속함량 분석결과

SH tube ash와 Boiler ash의 조성을 XRF 분석결과를 통해 Table 5

와 같이 비교한 결과 산성 특성을 보이는 SiO2 등의 물질이 설계값 

보다 매우 낮게 분석되었으며, 염기계 물질의 함량이 매우 높게 분석

되었다. 특히 CaO는 설계기준치 2.21%에 비해 20배 이상 높게 분석

되었다. 염기계 물질은 Cl 성분과 반응하여 녹는점을 낮추어 슬래깅 

또는 파울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Cl 함량은 최대 설계값 0.3% 

보다 높은 8.03%와 5.28%로 분석되었으며,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ASTM D7359:2008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SH tube ash

와 Boiler ash를 대상으로 ICP와 원소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재에 포함

된 금속성분과 S, Cl을 정량분석을 하였다. 대부분의 금속의 함량이 

설계값보다 매우 높았으며, 특히 알칼리 금속물질인 K, Na, Ca 성분

의 함량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그중에 Cl 함량은 6.1% 및 4.3%로 

최대 설계치 보다 약 20배 및 1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NaCl의 

형성에 의한 염소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공기를 충분하게 예열

한 후 투입하는 등 보일러 튜브의 표면온도를 노점 이상으로 유지하

는 것이 필요하다.

3.4. 재 성분의 슬래깅 및 파울링 영향 분석결과

재에 함유된 물질을 산화물 형태로 전환한 XRF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일러에서 재의 슬래깅과 파울링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Table 

6에 나타내었다. 배출가스가 보일러의 튜브와 접촉하고 냉각되면서 

함유물질이 튜브 표면에 부착 및 퇴적하는 현상을 슬래깅으로 분류한

다. 이 중, 회분 중 알칼리 및 휘발성 성분이 휘발하여 배출가스 중의 

비산재와 함께 과열기 및 보일러 등에 응축 및 부착되는 현상을 파울

링으로 분류한다. 회분 내 철, 나트륨, 칼슘 등의 성분은 산소와 결합

하여 고분자 사슬을 끊어 회분의 용융온도와 점도를 감소시키며, 이

와 반대로 실리카, 알루미늄 등은 고분자물질을 형성하여 회분의 용

융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33,34]. 슬래깅을 유발할 수 있는 염기

도(B/A)는 설계값인 0.3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IC 값은 

SH tube ash와 Boiler ash에서 각각 0.11 및 0.17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슬래깅이 유발되는 경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점성계수(SVI)는 

설계값보다 4.2-9.6배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재의 용융점이 

낮아 보일러 튜브에 부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SH tube ash의 경

우 sulfur ratio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파울링에 영향을 미치는 TA 값

은 설계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XRF 분석결과 파울링을 유발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인 Na2O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결    론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내 순환유동층 보일러 과열기 튜브의 부식

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고자, 보일러 SH 튜브의 부식의 원인 및 물

질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일러의 고온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염소성분이 설계 최대값

인 0.3%보다 매우 높은 1.32% (최대 2.61%)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일러 튜브에 부착된 재와 보일

러 재를 분석한 결과, Cl 함량이 각각 6.1% 및 4.3%로 매우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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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2) 융점이 낮아 튜브에 집적되기 쉬운 알칼리 금속인 Ca, K, Na 성

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판단할 때, 보일러 튜브에 쉽게 집적되는 알

칼리 금속과 Cl 성분이 결함되어 고온부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

단된다.

3) 연료의 Cl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열기 및 노즐에 부식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과열기 튜브의 부식 부위의 분석 결과 Cl의 함량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료에 함유된 고농도 Cl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l 성분이 적은 연료를 투입하거나, 이를 저

감한 후 연소실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이와 함께, 알칼리 금속의 영향으로 보일러의 운전과정에서 튜브

에 부식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부식성이 강한 HCl 및 NaCl 등

의 물질은 노점 이하의 온도에서 염소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연소공기를 충분히 예열하여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며, 완전연소를 위한 충분한 공기의 투입과 함께 가

스의 흐름이 균일하도록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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