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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코크스(Petroleum Coke)는 석탄을 능가하

는 발열량과 타 연료대비 매우 경제적인 가격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료로 사용하

는 대형 발전 플랜트 및 보일러 시스템의 개발은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

만 석유코크스는 원유의 정유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부산물로써 많은 양의 유기황과 회분을 함유

하고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석유코크스는

기본적으로 고정탄소의 함량이 88% 이상이며 발

열량이 8500㎉/㎏ 이상으로 높아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으나 황 함량 역시 6%이상으로 높아 다량

의 SOx 및 NOx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이

러한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1] 최근에는 석유코크스 또한 미분탄처

럼 가루로 미분화하여 연소시키는 기술이 개발되

어 산업용 연소기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10%정도의 수분을 포함하는 석유코크스를

미분화과정과 건조공정을 거쳐 2～3%정도의 수

분만을 포함하는 분말을 제조하는방식이 있는 데

이런 방식은 석유코크스의 착화효율을 높이고 버

너의 노즐을 막을 우려가 없어 공기 혼합식으로

연소되는 버너 타입의 보일러 등에도 유류대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석유코크스의 연소특성 및 배기특

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현재까지 거의 진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분탄과 미분석유코크스와 같은 고체연료의 연

소반응은 크게 수분증발과정, 탈휘발과정과 촤의

산화과정으로 분류되는데 수분과 휘발성 물질의

연소 후 진행되는 촤의 연소는 반응에 필요한 체

류시간, 유동에 따른 연소체적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상용화되어있

는 미분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미

분석유코크스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흡

한 실정이다.[3] 석유코크스의 경우 석탄에 비하

여 발열량은 높지만 휘발분이 적고 고정탄소의

함량이 많아 연소성이 떨어지고 연소시간 또한

길어 석탄과는 매우 다른 연소특성을 갖는다.[4]

따라서 연소로에서의 체류시간을 확보하기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스월을 사용한 버너를 통하여

미분 석유코크스연소기에서 스월강도변화가 연소과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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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numerical analysis for swirl

petroleum coke combustor and furnace.

Table 1 Swirl number with different swirl angle

Swirl angle Inner swirl number Outer swirl number

30 0.5295 0.5186

40 0.7695 0.7537

50 1.0929 1.0705

  









tan (1)

스월유동을 형성함으로 석유코크스의 연소시간과

화염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지

고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1ton/hr급 pilot scale

석유코크스 연소기 및 연소로에서 스월강도 변화

에 따른 유동특성과 미분석유코크스의 연소특성

및 배기가스배출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산수치해

석을 진행하였다. 수치해석은 상용 CFD코드인

ANSYS Fluent 15.0을 사용하였으며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를 통하여 수치해석모델

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해 Fig.1과 같은 3차원 유동장을

모델링하였으며 1000℃의 일정한 벽면온도에

22.5㎛ 크기의 석유코크스 입자만의 반응을 가정

하였다. 수치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Realizable

  난류모델을 적용하였고, 화학종 보존방정

식과 DO(Discrete Ordinate)모델을 사용하여 화

학반응과 복사열전달을 고려하였다. 또한 Lagr-

angian 방법으로 입자의 궤적을 계산하며 가스상

과 운동량, 에너지, 질량을 서로 교환하는 DPM

(Discrete Phase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링한 석유코크스연소기는 산화

제인 공기가 1차, 2차, 3차로 다단으로 공급되어

지며 2차와 3차공기 공급부에는 스월이 장착되어

2중 스월의 구조를 갖고 있다. 스월강도를 나타

내는 스월넘버를 계산하는 식(1)을 살펴보면 스

월넘버는 스월의 직경과 각도에 따라 변하는데

특히 각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결

과는 Table.1과 같다. 먼저 스월각도에 따른 스

월넘버의 변화가 연소로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Fig.2에 속도벡터를 나타내

었다. Fig.2를 살펴보면 스월유동의 대표적인 특

징인 Corner recirculation zone이 스월각이 증가

함에 따라 연소기에 가까운 방향에 강하게 생성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월강도가 강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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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locity vector of swirl flow with

different swirl a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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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our of temperature with different

swirl angle( ).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강한 재순환유동의 형

성으로 인해 연소로 내부에서의 유동의 체류시간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동

특성을 바탕으로 Fig.3의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스월강도가 가장 약한 스월각도 30°의 경우

Corner recirculation zone이 형성된 지점 이후부

터 연소로 출구부까지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월강도가 강해지며 Corner

recirculation zone이 생성되는 지점을 따라 고온

인 영역이 연소기에 가깝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으론 온도분포계산결과 연소로

내부의 온도가 대부분 균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부로의 열전달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사용된 수치해석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1ton/hr급

pilot scale 석유코크스 연소시스템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하여보았다. Fig.4에는 연소

로의 온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는데 화염이

주로 발생하는 연소기와 가까운 영역에서의 온도

분포는 실험결과와 250℃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연소로의 후단영역에서의 온도분포는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소로 6m지점

의 수치해석 온도결과가 실험적 결과보다 높은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실험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열손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

된다. 또한 NOx와 SOx 배기가스배출특성을 비

교해본 결과를 Fig.5에 나타내었다. NOx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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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측의 차이가 30ppm정도로 비교적 잘 예측

하고 있으나 SOx의 경우 수치해석을 통한 배출

되는 배기가스양이 실제 실험을 통해 측정된 배

기가스양보다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본 수치해석모델의 한계로 바닥 및 벽

면에 생기는 슬래그를 고려하지 못하며 실제 실

험에서 발생되는 미 연소되고 바닥에 떨어진 연

료 및 연료에 포함된 황(S)성분이 재 연소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SOx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코크스 연소시

스템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벽면에서의

열전달, 배기가스의 생성 및 환원모델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Comparison of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data.

Fig. 5 Comparison of emissions(NOx, SOx)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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