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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탄 이중 스월화염에서 스월강도 및 석탄 입경 변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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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work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pulverized coal combustion

aerodynamics of the dual swirl burner by the control of the swirl-modes such as the

outer swirl intensity (OSI). The detailed structure of pulverized coal swirling flames

with swirl-mode was studied experimentally by particle image velocimetry and local

flame colors based on OH
*
, CH

*
, and C2

*
radicals. For all co-swirling conditions, the

internal recirculation zone (IRZ) was observed near the inner shear layer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vortex core structure. Furthermore, a co-rotating vortex in the outer

shear layer and the exhaust tube vortex (ETV) along the central axis were observed.

The intensity of CH* signal was higher with small coal particle size, conversely, the size

of the distribution of the CH* signal becomes larger. Therefore, the control of the

aerodynamics with changing swirl intensitie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both environmental and combustion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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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기생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

하는 에너지원인 석탄 연료는 최근 매장량 부족

과 연료비 원가상승으로 인해 저급탄 및 바이오

매스를 사용한 연소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

고 있다. 특히, 미분탄 연소는 전도, 대류 및 복

사 열전달을 포함하는 난류 유동을 동반하며 고

체 미분탄 입자의 기상으로의 분산, 탈휘발화, 공

기와 휘발분의 혼합 및 연소(휘발분 연소), 그리

고 고체탄소의 표면연소(촤 연소) 등의 과정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의 연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 최근 신규로 건설되는 대항류 보일러의 경

우, 미분탄 연소에서의 유해배기가스를 감소시키

며 화염의 안정화 영역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스월 유동장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연

소과정에서의 혼탄 및 스월의 사용은 연소거동을

개선하며 NOx 생성을 억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

지만, 여전히 화염의 구체적인 관찰 및 연소과정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 스월방식의 버너를 이용

하여 스월강도의 변화와 서로 다른 등급의 석탄

및 바이오매스 혼소, 석탄 입경에 따른 화염특성

과 국부적인 화염구조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swirl burner with

flow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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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and ultimate analyses of solid fuels

Coal

Proximate analysis

(wt. %, air-dry)

Ultimate analysis

(wt. %, dry) LHV

(MJ/kg, air-dry)
M VM FC Ash C H O N S Ash

WH
a

5.02 30.52 51.08 13.38 72.1 4.62 7.38 1.55 0.26 14.09 6011

AD
b

19.38 38.69 39.02 2.91 70.4 4.57 20.04 1.29 0.09 3.61 5062

BM
c

6.77 74.85 16.01 2.37 41.2 6.02 49.7 0.45 0.1 2.53 4363
a
WH : Australian bituminous coal; Whitehaven,

b
AD : Indonesian sub-bituminous coal; Adaro,

c
BM : Korean woody biomass

Table 2 The operating conditions

Parameter Ann' 1 Ann' 2

Coal feed rate [g/s] 0.23 -

Thermal input, coal [kW] 4.85-5.65 -

Thermal input, CH4 [kW] 3.26 1.63

Air flow rate [slpm] 40 90

CH4 flow rate [slpm] 6 3

Reynolds number, Re 1,617 1,635

Swirl number, Sn 1.30 0.71-4.79

Fig. 2 Schematic diagram of simultaneous

optical measurement system.

실험에 사용된 버너는 이중 스월방식의 미분탄

연소 버너로, 버너 시스템의 개략도와 공급 연

료 및 공기의 유로를 Fig. 1에 나타냈다. 공급되

는 연료와 공기의 공급량을 제어하기 위해

MFC(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충분

히 혼합된 상태로 내부(Annulus 1)․외부

(Annulus 2) 각각의 버너로 공급되며, 미분탄의

공급량을 일정하게 하기위해 스크류형의 미량공

급조절장치를 사용하여 내부버너로 공급하였다.

장착된 버너는 2mm 두께의 6개 베인과 외부 스

월각을 40˚, 60˚ 및 80˚로 변화시켜 유동 및 화염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혼탄,

휘발분 함유량 및 수분 함유량 등의 미분탄 물

성이 화염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에 각 시료의 공업분석, 원소분석 및 발

열량 등의 물성치를 표시하였으며, Table 2에

미분탄, 공기 및 메탄의 공급량 등의 실험조건

을 나타냈다. 미분탄 화염 내 국소 라디칼 자발

광의 강도계측 및 미분탄 화염의 이미지 가시화

와 미분탄 입자의 온도 계측을 위한 장치도를

Fig. 2에 나타냈다. 화염의 이미지 가시화를 위

해 고속카메라와 영상증폭기가 사용되었으며,

화학자발광 분석 및 화염온도 계측을 위해

MICRO 시스템[2]과 비접촉식 온도계가 사용되

었다. PIV 측정을 위해 듀얼 펄스 Nd:YAG 레

이저를 사용하였고 2048 X 2048 화소의 CCD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Fig. 3은 미분탄 스월화염에서 외부 스월수

0.71 조건의 정체점(좌) 및 와도(우)에 대한 평

균 유동장 분포를 나타낸다. 스월유동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점은 버너 포트에서 약 y/D=0.65

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하트모양의 내부

재순환영역(IRZ)의 분포를 보인다. 흰색 굵은 점

선으로 표시된 튜브구조의 와류는 화염의 가장

자리 끝부분에서 시작되어 중심축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3]. 우측 와도분포에서는 스월

유동에 인한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외

부 전단층 중심선에서 높은 속도 구배를 보인다.

Fig. 3 Stagnation point (left) and time averaged

vorticity contour (right) for So=0.71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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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rticity distributions with increasing outer

swirl intensity. (a) time averaged contours, (b)

PDFs of vorticity for all measurement domain of

500 instantaneous data.

Fig. 5 Radial turbulent intensity with increasing

outer swirl intensity. (a) Tv with mean vector
fields, (b) Tv distributions of centerline.

Fig. 4(a)는 외부 스월강도 변화에 따른 평균

와도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y/D=0.3 부근에서

강한 와류에 의해 내부․외부 혼합층이 발달되

며, 스월강도가 증가할수록 뚜렷한 구조의 대칭

적인 와류 강도가 관찰되었다. 전체 유동영역에

서의 순간 와도에 대한 PDF분포를 Fig. 4(b)에

나타냈다. 스월강도가 증가할수록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 전체 폭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IRZ의 크기와 강도가 증

가함에 따라 반경 및 원주 방향으로 급격히 팽

창된 와류 구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월

강도 변화에 따른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Fig.

5에서 내부․외부 전단층에서 강한 난류강도가

형성되며, 유동의 정체점으로부터 중심축을 따

라 형성되는 튜브구조의 난류강도 분포가 관찰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튜브구조는 스월강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폭과 강도가 증가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일한 스월각을 가

지는 조건에서 비교적 균일하고 대칭적인 형태

의 튜브구조가 관찰되었다. 내부․외부에서 발

생되는 서로 상동한 스월화염은 상류 혼합층영

역에서의 전단력을 감소시키며 그 강도는 후류

부에서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튜브

구조의 와류영역에서 미분탄 촤 반응영역이 형

성되며, 화염팽창에 의해 강한 난류강도가 관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월강도 변화에 따

른 유속분포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

해 대표 축방향에 대한 단면의 평균 속도분포를

Fig. 6에 도시하였다. 스월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력에 의해 반경방향의 압력 구배가 발생되

며, 버너 출구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하류로 갈

수록 유속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축방

향의 역압력 구배가 발생되어 스월강도가 증가

할수록 넓은 영역에 걸쳐 강한 재순환 영역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7은 스월수

1.46에서의 서로 다른 등급의 석탄과 바이오매

스 혼소비율에 따른 주 연소영역 및 중심축에서

의 평균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AD 석탄을 제외

한 전체적인 반응영역에서의 온도분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낮

은 고정탄소분 및 발열량에 의해 AD 석탄에서

낮은 온도분포를 나타났다.

Fig. 6 Radial profiles of axial mean velocity with

increasing outer swirl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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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fuel blending on mean particle

temperature. (a) 2-D contours, (b) centerline

data for sub-bituminous and biomass co-firing.

Fig. 8 Effect of coal particle size on mean

particle temperature of AD coal flames. (a) 2-D

contours, (b) centerline data.

반면에 연료 혼소시, y/D=0.5 영역에서 원탄

(WH)에 비해 반경방향으로 높은 온도분포를 보

였다. 이는 혼합된 연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탈

휘발화 반응에 의해 주 연소영역에서의 화염은

더욱 상류로 이동하게 되며, 휘발성분이 많은

연료는 휘발분을 쉽게 방출하면서 석탄연료의

점화와 연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를 통해 휘발분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

은 저급탄과 바이오매스 혼합에 따라 화염 안정

성이 명확히 개선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석탄 스월화염에서는 석탄 입자 크기를 미

분화할수록, 더 높은 휘발분을 가질수록 IRZ에

서 석탄 입자들의 체류시간 증가와 낮은 O2 농

도에 의해 NOx를 저감 시킬 수 있다. Fig. 8(a)

은 석탄 입자크기에 대한 평균 온도분포를 나타

냈다. 사용된 석탄은 AD 원탄으로 평균 입자크

기를 25, 65, 80 및 120㎛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적으로 석탄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입자의 반

응 총면적이 증가되며 화학반응 및 연소속도가

향상된다. 전반적인 화염 형상은 입자크기가

Fig. 9 Effect of coal particle size on flame

shape and radical intensity for AD coal flames.

감소할수록 모든 조건에서 유사한 형태로 관찰

되었지만 국소 주 연소영역에서 높은 온도분포

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Fig. 8(b)의 y/D=0에

서 0.75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미세한 입

자들로 구성될수록 휘발분 연소영역에서 연소가

활발히 진행되며 IRZ에서 체류시간 증가에 의해

촤 연소반응을 촉진시켜 상류영역에서 빠르게

연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미분탄 화염의 중심에서 축방향으로 측정된

CH*와 OH* 라디칼의 분포를 나타낸다. 각 라디

칼의 강도는 화염의 열방출과 반응영역을 나타

내는 지표로써 화염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CH* 라디칼은 석탄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상

류영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주 연소영역에

서 농후한 연료의 연소로 인해 방출된다. 특히,

CH*와 OH* 라디칼 분포를 통해 y/D=0.25에서

1.25의 휘발분 연소영역과 y/D=1.25에서 2.0까지

의 촤 연소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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