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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W급 미분탄 연소로내에서 바이오매스 혼소율 변화에 따른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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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biomass blended ratio on air-staged pulverized

coal furnace. The hybrid NOx reduction technology between fuel blending and air

staging has been applied in an air-staged pulverized coal fired furna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firing biomass with coal could reduce NOx emissions in an air-staged

combustion. In addition, carbon burnout and flame temperature increased under the

air-staged condition. A dominant synergistic effect on NOx reduction and carbon

burnout was observed when biomass co-firing with coal was applied in air staged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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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된 에너지 수요로 석탄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심각

해지고 매장량의 감소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화

석연료발전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탄연소에 대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석탄연소에서는 석탄의 물성치, 석탄 입자의 크

기 및 바이오매스 혼소율, 다단연소 등이 화염형

상, 연소효율, 배기특성 등의 연소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1-2]. Lockwood 등은 석탄의 입자 크기

별 다단연소시 NO 배기특성에 관해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관찰하였으며[1] Spliethoff는 0.5M

Wth 연소로에서 바이오매스 혼소율에 따른 연소

효율 및 배기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3].

Moon 등은 슬릿버너에서 저급탄에서 바이오매

스 10% 혼소시 연소효율이 향상됨을 관찰하였다

[4]. 또한 Smart 등은 여러 종류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0.58MWth 연소로 내부의 연소특성을

관찰하였다[5].

이러한 연구들에서 바이오매스 혼소율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었지만 연소로 내부 계측을

통한 국소 영역의 화염특성 및 연소효율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kW급 실험실 규모의

미분탄 연소로에서의 바이오매스 혼합비율 변화

에 따른 연소로 내부의 계측으로 연소특성 구체

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15kW급 스월 유동 버너

(Sn:1.33)와 석탄 공급장치, 공기 및 연료 공급기,

가스분석기(Horiba VA-3000) 등 이며 Fig. 1.과

같이 미분탄 연소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pulverized coal

fired furn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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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d Fuel analysis

Fuel
type

Proximate analysis
(wt. %, air-dry)

Caloric
value
(kcal/kg)M VM FC Ash

GC 9 33.83 48.83 8.34 6304

BM 6.77 74.85 16.01 2.37 4363

Fuel
type

Ultimate analysis (wt. %, dry)
C H O N S Ash

GC 72.2 4.61 10.94 2.65 0.44 9.16

BM 41.2 6.02 49.7 0.45 0.1 2.53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slpm]

Fuel Type BBR
0

BBR
10

BBR
20

BBR
30

Primary 10

Secondary 286
a

251
b

282
a

250
b

277
a

246
b

271
a

241
b

Staging
0a

35b
0a

32b
0a

31b
0a

30b

a
Unstaged condition

b Staged condition at port 3

94.77

96.5
97.17 97.5

93.95

95.84
96.72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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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Biomass blending ratio on

carbon burnout in unstaged and staged

combus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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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Biomass blending ratio on NOx,

O2, CO2 emissions in unstaged and staged com

bustion conditions

시료는 역청탄인 Glencore(GC)와 목질계 펠릿

형태의 바이오매스(BM)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연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1에 표기하였다.

그리고 혼소율에 따른 연소특성 비교를 위해 바

이오매스를 발열량 기준으로 혼소율 0%, 10%, 2

0%, 30%를 BBR(Biomass Blended Ratio) 0, 10,

20, 30으로 선정하였다. 연소로 운전 조건은 총

공급열량이 15kW, 공기비가 1.15, LPG 공급량이

5slpm이며 1, 2차 공기공급량을 Table 2에 표기

하였다. 이는 Muni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효

율과 NOx 저감에 1차 반응영역에서 공기비가 0.

9 일 때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1차 반응 영역에서

공기비를 0.9로 선정하였다[6].

Fig. 2는 선정한 4가지 조건에서 바이오매스 혼

소율 변화 및 2단연소에 대한 연소효율로, 바이

오매스 혼소율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연소효

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바이오매스

내 다량 포함된 휘발성분이 연소 초기에 방출되

면서 석탄의 연소성을 향상시키는 현상으로 연소

효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2단연소시 연소효

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Munir의

연구와 같이 석탄입자가 산소부족 조건인 1차 반

응영역에서의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6]. 연소배출물 측정값인 Fig. 3에서 혼

소율 변화와 다단연소에 따른 연소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배출된 NOx 농도가 BBR 0 보다 B

BR 10 이 높은 것은 바이오매스 10% 혼소시 석

탄 연소성의 향상으로 단일연소시의 미연분이 반

응하면서 NOx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BB

R 20, BBR 30에서는 연료내 포함되어 있는 질

소 성분이 줄어들고, 바이오매스의 휘발분 성분

중 NOx 저감효과를 일으키는 NH3성분이 다량

방출되면서 연소 후 NOx 농도가 줄어듬을 알

수 있다[7]. 또한 바이오매스 혼소율 10%에서 석

탄 연소보다 배출된 O2가 급격히 낮아지며, 혼소

율의 증가에 따라 O2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과 2

단연소시 O2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이오매스 혼소율이 높을수록 연소

효율의 향상으로 O2 농도가 감소하고 2단연소시

석탄 입자의 1차 연소 구간에서의 체류시간이 증

가하면서 O2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CO2 농

도에서도 바이오매스 혼소로 인한 석탄의 반응성

향상으로 혼소율이 증가할수록 CO2 농도가 증가

하고, 다단연소시 체류시간의 증가로 연소효율이

감소하면서 CO2 배출 농도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단연소시 바이오매스 혼소율 변

화에 큰 차이가 없는 연소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Moon[8]의 연구결과와 같이 석탄의 반응성 향상

을 위해 10% 바이오매스 혼소가 충분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제 49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43

Fig. 4 Effect of biomass blended ratio and (a)

un-staged, (b)air-staged combustion on NOx at

center line.

이러한 연소 반응 차이를 연소로 내부의 NOx
및 O2의 측정값으로 살펴보면 Fig. 4(a)의 단일

연소시 NOx 농도가 BBR 0보다 BBR 10에서 높

은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혼소를

통해 향상된 석탄의 반응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하지만 혼소율이 20%, 30%에서는 NH3로 인

한 NOx 저감 효과로 연소로 내부에서 NOx 농도

가 저감된다. Fig. 4(b) 2단연소시 1차 연소 영역

의 산소 희박조건 형성과 바이오매스 혼소시 배

출되는 다량의 NH3로 인해 급격한 NOx 저감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소로

내부의 온도와 NOx 분포에서 바이오매스 10%

혼소시 반응성의 향상으로 내부 온도와 NOx 형

성이 증가하고 20, 30%에서 온도 및 NOx 농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다단연소시

온도와 NOx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10% 바이오매스 혼소에서 NOx 저감이 확

연함을 보인다.

Fig. 5 Effect of biomass blended ratio in (a)

un-staged and (b)air-staged combustion on

(1)temperature and (2)NOx at inner furnac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청탄과 목질계 펫릿형태

의 바이오매스 10% 혼소시, 약 45%의 NOx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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