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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 simulations have treated the coal kinetics

poorly due to large physical domain sizes and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particularly

for the recent oxy-coal boilers. Furthermore, some modeler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kinetic rate model seems to worsen the simulation accuracy.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proper use of single-film global kinetic model generally used

in CFD code to describe the oxy-fuel combustion of coal char through simple char

burnout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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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해석은 석탄 연소 버너와 보일

러의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

다.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큰 스케일, 많은 고

려사항(난류유동, 복사열전달, 가스 및 석탄 반

응, 형상 등)을 포함한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석탄 반응 모델은 CFD 코드에서 아주 단순화되

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일어나는 복잡한 석탄

반응 메커니즘을 CFD 해석에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계산 효율 및 결과의 신뢰성

양쪽 측면에서 조율할 때 이러한 석탄 반응 모델

의 단순화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용되는 석탄 반응 속도 모델 및 관련

반응상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정확한 CFD 해

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D 코드상에서 석탄 촤 연소는

아래 식 (1)과 같은 단일 이질 반응으로 묘사되

어 왔다.

→ (1)

이는 고온의 온도에서는 촤 표면에서의 생성물이

CO이고 경계층에서는 더 이상의 연소 없이 확산

되어 간다는 단막연소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1]. 이런 단막 단일 산화 반응 모델을 통한 촤

반응의 모사는 기존 공기 연소를 기준으로 한 것

으로 연소 환경이 바뀐 순산소 연소 분위기에서

는 그 모델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순산소

연소에서는 상당량의 배가스 재순환(FGR)으로

연소 분위기가 CO2 가스로 바뀌게 된다[2]. 즉

기존의 단일 이질 반응에 추가적으로 다음 식

(2)와 같은 CO2 가스화 반응의 영향도 포함되어

져야 한다.

→ (2)

최근, Geier 등[3]은 구체적인 화학반응 메커니즘

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가스화 반응이 포함된 수

정된 단막 연소 모델이 순산소 분위기에서 측정

된 입자 온도를 더 정확히 모사함을 보였다.

CFD 해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반응

속도 모델은 총괄 반응 속도 모델(Global appare

nt kinetic model)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3)

이 모델에서 전체 촤 반응율은 외부표면적을 기

준으로 표현되며, 고유 화학반응의 영향과 내부

기공 확산의 영향을 같이 포함하는 겉보기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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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계수 kc와 물질확산 계수 kd 및 총괄 반응

지수 n으로 표현되어 진다. 이 겉보기 화학 반응

계수는 고유 화학반응과 내부 기공 확산의 영향

을 같이 포함하는 인자로서, Intrinsic 반응속도

모델에서 사용되어지는 고유 화학반응 계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실제 CFD 해석에서도 이

런 반응 계수 및 지수의 의미, 탄종에 따른 반응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반응 상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최근 순산소 미분탄 연소 관련 CFD 연구를

살펴보면, 몇몇 연구는 촤 반응 모델에 가스화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촤 산화 반응만을 고

려하고 있으며[5,6], 몇몇 연구는 총괄 반응 속도

모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Mayer[7]에 의해

화학반응 지배 영역에서 측정되어진 graphite의

고유 CO2 가스화 반응 계수 값을 사용하고 있다

[8,9]. 또한 모든 경우에 반응 지수 n을 1로 가정

하였으며, 탄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graphite를

사용한 실험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촤 반응 모델 및 관련 입력 값의 잘못된 적용은

CFD 해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촤 반응속도 모델의 관련인자의 입

력값을 달리하면서 그 때의 전체 촤 반응속도 및

열전달을 함께 고려한 촤 burnout을 살펴봄으로

써 반응속도 모델의 정확한 사용의 중요성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석은 순산소 연소 분

위기에서 CO2 가스화 반응율 및 그 영향에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촤 반응은 CFD 연구

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막 총괄 반응 속도 모델에

기초를 두었다. 전체 촤 반응속도, 반응 가스의

확산과 Stefan flow 효과를 고려한 표면에서의

가스 농도 및 반응 중 촤 입자의 에너지 평형식

은 아래 식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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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반응지수에 따른 가스화 반응율의 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제 CFD 코드상에서

반응지수 n은 대부분 1로 가정되어 사용된다. 하

지만 기초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살펴보면, 실제

연소가 일어나는 Zone II 영역에서 apparent 반

응지수는 0.5~1의 값을 가지게 된다[10]. 그래프

에서 나타나듯이 측정되어진 apparent 반응지수

값은 0.5이고 이를 실제 가능한 영역값인 0.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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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culation of gasification rate according to

the value of reaction order based on the apparent

kinetic parameters of bituminous by Gonzalo-Tirado

et al.[11].

바꿔가면서 계산한 것을 나타내었다. 반응지수값

의 증가에 따라 가스화 반응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FD 코드상에서 흔히 가

정하여 사용하는 1의 값을 실험값 0.5를 대신하

여 사용할 경우, 그 가스화 반응율이 상당히 차

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1200K에서는 그 차이

가 비교적 작으나, 온도가 높은 범위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CFD 코드

상에서 반응 지수값을 적용시 이러한 반응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여 실험을 기초로 한

반응 지수값을 적용토록 해야 하겠다.

Fig. 2는 반응속도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총괄 반응속도 모델에 사용되는 apparent 반

응 계수값과 intrinsic 반응속도 모델에서 사용되

어지는 intrinsic(고유) 화학반응 계수값을 혼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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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ulation of gasification rate based on

global apparent kinetic model by using Kajitani et

al. dat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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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는 경우, 그 가스화 반응율 차이에 대

하여 나타내었다. 즉, CFD 코드에 자주 사용되

는 총괄 apparent kinetic model에 맞는 반응 계

수값과 이에 맞지 않은 intrinsic 반응 계수값을

사용한 경우에 그 차이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모델에 맞지

않은 반응 계수값이 적용된 것으로 계산이 올바

르게 된 실선의 값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온의 영역에서 그 차이값이 확연히 들어

나는데, 이는 적용된 intrinsic 활성화 값, 즉 순

수 화학반응 영역에서 측정된 값이 283 kJ/mol

로 확산에 의한 효과까지 포함하여 측정된

apparent 활성화 값 163 kJ/mol 보다 크기 때문

이다.(본 계산에서 최고 경계층 확산값에 의한

제한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CFD 코드

상에서 촤 반응 모델 적용시 그 모델에 맞는 실

험 반응 계수값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응 지수 및 계수값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탄

종에 따라 그 반응율이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 순산소 연소 관련 CFD 연구에서 나타나듯

이 CO2 가스화 반응은 산화 반응 대비 낮은 반

응성으로 인해 아예 고려를 하지 않거나 또는

graphite로부터의 반응 계수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값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델에 맞지 않

는 화학반응 지배영역에서 측정되어진 값일 뿐만

아니라, 사용된 탄종과도 맞지 않다. 탄종에 따른

가스화 반응율 차이 및 가스화반응의 산화반응

Table 1 Previous apparent kinetic data for CO2
gasification and oxidation

Oxidation

Coal type
A

(kgm
2
s
-1
Pa
-1
)

E

(kJ/mol)
n

Graphite[7] 0.005 74 1

Anthracite[11] 1.40E-03 99 1

Bituminous[11] 1.03E-04 58 1

Subbituminous

[11]
0.095 108 1

Lignite[11] 0.001 68 1

CO2 gasification

Coal type
A

(kgm2s-1Pa-1)

E

(kJ/mol)
n

Graphite

[7]

1123~

1223K
1.35E-04 136 1

1223~

1573K
6.35E-03 162 1

Anthracite[11] 0.167 157.5 0.45

Bituminous[11] 0.038 120 0.45

Subbituminous

[11]
7.55 148.5 0.45

Lignite[11] 0.067 100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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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CO2 gasification rate to oxidation

rate according to coal rank: (a) at 21% O2/CO2;

(b) at 1600K gas temperature.

대비 그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1과 같은

실험 반응 상수값을 사용하였다. Fig. 3은 계산되

어진 산화반응 대비 가스화 반응율의 비를 나타

낸 것이고, 식 (4), (5)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

다. Fig. 3-(a)는 21% O2/CO2 분위기에서 계산된

값으로, 상대적인 반응율의 비가 1460K 이하에

서는 갈탄>아역청탄>역청탄>graphite의 순이고

1460K 이상에서는 아역청탄의 반응율이 급격하

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래프의 점선으

로 표시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산화 반응이

고온에서 확산에 의해 제한되어 온도 증가에 따

른 증가율이 적은 반면, 가스화 반응율은 그 높

은 활성화 에너지 값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graphite의 산화반응 대비 가스화 반응율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즉 탄종을 무시하고

graphite의 가스화 반응율 정보를 이용하는 최근

순산소 연소 관련 CFD 연구는 그 정확성이 매

우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대적

인 가스화 반응율은 Fig. 3-(b)에 나타나듯이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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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r conversion profile with time for

90um char particle at 1600K gas temperature.

농도가 낮을 환경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탄종에 따라 그 반응율

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연소 온도 및 조성에

따라 그 반응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잘 고려

하여 해석에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산화반응 대비 상대적으로 반응율

이 높은 Gonzalo-Tirado et al.[13]의 아역청탄

반응 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 (6)의 에너지

평균식도 같이 고려하여 Fig. 4 와 같이 시간에

따른 촤 burnout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가스화

반응이 고려된 경우, CO2 분위기에서의 낮은 O2
의 확산 속도, CO2 가스희 흡열반응 특성으로 인

한 산화 반응속도의 저하 등에도 불구하여 직접

적인 가스화 반응의 영향으로 촤 burnout 시간이

기존 약 0.29s에서 0.21s로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촤 반응속도 모델의 관련인자

의 입력값을 달리하면서 그 때의 전체 촤 반응속

도 및 열전달을 함께 고려한 촤 burnout을 살펴

봄으로써 반응속도 모델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한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개략적으

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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