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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등급탄과 혼탄의 연소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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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thermal behavior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anks of

coals and their blends were investigated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the co-processing of blends with low-rank coals.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DTA) were carried out at different

temperature from ambient temperature to 800℃, and a laboratory-scale pulverized coal

combustion burner was used with coal feeing rate of 1.04×10-4 kg/s.

Key Words : Pulverized coal, blended coal, low-rank coal, combustion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 부산대학교 화력발전에너지 분석기술 센터

† 연락저자, choigm@pusan.ac.kr

TEL : (051)510-2476 FAX : (051)-512-5236

석탄의 가격상승과 수급의 분균형으로 인해 저

급탄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는 시

점에서, 혼탄은 저급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혼탄의 사용

은 연소거동을 개선시키며 회 침전과 같은 운전

상의 문제를 완화시키며 유해배기가스를 감소시

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단탄을 사용하였을

때 와 같은 특성으로 연소되지 않는다. 이에 따

라 혼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혼탄의 대상이 되는 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

정하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하며, 탄종 및 실험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므로 더 많은 종

류의 저급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다른 랭크의 탄과 그들의 혼

탄의 열적 거동과 미분탄 화염에서의 연소특성

을 조사하여 저급탄의 혼소특성을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종류의 고급탄(Moolarben)과 두 종류의 저

급탄(Openblue, Wara) 그리고 두 종류의 혼탄

(M+O, M+W)이 사용되었으며, 각 탄의 원소 및

공업 분석값은 표1에 주어져 있다. 열분석은 T

G-DSC(SDT Q600, TA instruemtns)를 이용하

여 상온에서 800℃까지 10℃/min의 승온속도를

유지하면서 대상탄들의 질량감소율을 분석하였

다. 그림 1은 실험에 사용된 미분탄 버너 시스템의

Fig. 1 Schematic diagram of pulverized coal

combustion system.

개략도를 나타낸다. 버너는 동축 이중관으로 되

어 있으며 중심포트를 통해 미분탄과 공기가 공

급되며 바깥쪽 슬릿을 통하여 소량의 메탄이 보

염으로 공급된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optica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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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type
Proximate analysis (wt%, as rec.)

M V FC Ash

Moolarben 4.25 28.32 51.89 15.51

Openblue 26 37.6 34.31 2.1

Wara 30.54 34.41 32.32 2.83

Coal type
Ultimate analysis (wt%, as rec.)

C H O N S

Moolarben 64.7 4.53 13.52 0.75 0.3

Openblue 62.3 4.93 18.32 2.94 0.24

Wara 70.8 5.11 20.48 1.1 0.18

Fig. 3 Thermogravimetric analysis profiles for

individual coals and their blends at a heating

rate of 10℃/min

그림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광학계측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화염의 가시화를 위해 고속

카메라가 사용 되었으며 화학자발광 분석 및 화

염온도 계측을 위해 MICRO 시스템4과 two-col

or pyrometer가 적용되었다.

그림 3은 서로 다른 등급의 탄과 혼탄에 대한

TG/DTG 커브를 보여준다. 고급탄인 Moolarben

의 경우 연소가 시작되기전 150℃ 이하의 초기

단계에서 수분의 증발로 인한 질량감소와 150℃~

300℃사이에서 산소의 화학흡착으로 인한 질량을

증가가 관찰되는 반면 저급탄인 Openblue와 Wa

ra의 경우 수분의 증발로 인한 질량의 감소만이

관찰되었다. 혼탄의 경우 수분의 증발에 의한 질

량감소와 Moolarben의 영향으로 산소흡착으로

인한 소량의 질량증가가 관찰되었다. 연소가 시

작되어 종료하기 까지의 두 번째 단계에서 단탄

들은 하나의 메인 피크를 가지는 반면 혼탄의 경

Table 1 Proximate and ultimate analyses of

sampel coals

Fig. 4 Distribution of CH* chemiluminescence

intensity and 500 averaged images for Moolarben

우 대상탄들의 연료비와 휘발분 함유량의 차이로

인한 두 개를 피크가 관찰되었다. DTG커브로부

터 피크의 높이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나

피크의 높이에 해당하는 온도는 반응에 반비례함

을 확인할 수 있다.
5
혼탄시 이러한 두 개의 피

크는 각각 고반응탄과 저반응탄의 최대 연소율에

해당하며 혼탄으로 인한 특성은 관찰되지 않는

다. 또한 혼탄의 점화온도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보다 조금 낮은 값을 가지며 저급탄의 점화온

도와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연소 종료온

도는 이론 값보다 다소 큰 값을 가지며 고급탄의

연소종료온도와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그림 4는 고급탄인 Moolarben에 대하여 화염

의 중심에서 축방향으로 측정된 CH
*

라디칼의

강도분포와 고속카메라를 통한 500장 평균 화염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며 그림 5는 각 탄에대한

평균화염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획득된 CH
*

라

디칼의 강도 분포를 통하여 미분탄 화염은 세

가지 연소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Zone I:

예열영역, Zone II: 휘발분 연소영역, Zone III:

촤 반응영역) 각 연소영역의 길이와 최대 CH*

라디칼 화학자발광 강도 Imax값이 표2에 주어져

있다. 연소영역은 피팅커브의 접선과 기준선과

의 교차점으로 구분된다.6

Table 2 Lengths of preheating and volatile

matter reaction regions, and their position with

respect to nozzle@Imax

Coal type
Zone I

(mm)

Zone II

(mm)

Experi.

pos@Imax

ZoneI+

ZoneII/2

Moolarben 58.84 186.74 150 152.21

M+O 56.5 193.95 140 153.46

Openblue 53.62 204.88 150 156.1

M+W 56.5 193.95 140 155

Wara 50.46 197.44 150 1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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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mean flame temperature

for individual coals and their blends

Zone I의 경우 평균화염온도는 수분함유량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예열존의 길이는 고급

탄>혼탄>저급탄 순이다. Zone II의 경우 혼탄의

평균화염온도는 두 개의 대상탄 사이에 존재하

며, 휘발분 반응영역의 길이는 저급탄>혼탄>고

급탄 순이다. Zone II영역의 길이는 대부분 연료

비에 영향을 받으며 연료비가 높을수록 짧은 반

응영역을 가진다. 혼탄의 평균화염 온도는 주

반응영역에서 대상탄의 사이에 위치하지만 반응

영역의 끝부분에서는 휘발분 함유량이 더 많은

저급탄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그림 6은 미분탄 화염의 중심에서 축방향으로

측정된 CH
*
와 C2

*
라디칼의 강도분포를 나타낸

다. 두종류의 라디칼 밴드는 화염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며 화염의 상류에서 서서히 증가

하다가 Zone I+Zone II/2에서 최대값을 가진후

화염의 하류로 갈수록 서서히 감소한다. 라디칼

의 강도는 Moolarben > 혼탄 > Openblue > W

ara 순이며 각 라디칼의 강도는 화염의 열방출

과 반응영역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화염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정 한 지점에서 더 높

은 자발

Fig. 6 Distribution of chemiluminescence intensity

at the center of pulverized coal flame in axial

direction for individual and blended coals

광 강도는 연소반응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을 의

미하며 각 라디칼의 강도 분포로부터 저급탄의

연소반응이 고급탄과의 혼탄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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