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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전력 생산량의 경우 전 세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발전 수

단이다. 한국 발전량의 경우, 14년 기준으로 원

자력 30.0%, 석탄 39.3%, LNG 20.4%, 석유

1.4%, 기타 8.9%를 차지하고 잇다. 현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0기 건설 예정할 예정이고 발전 비율도 40%를

유지 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 건설할 예정으로 총 6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발전 산업에서 CO2, NOx,

CO, soot 등 유해 배출 가스 문제는 지속적인

해결 과제이다. 이 중 NOx의 경우, 90% 이상

화석 연료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대표적

유해 물질이다. 그래서 NOx 생성을 감축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에 기반을 둔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

재생 연료 사용의 연료다변화 발전을 통한 실질

적인 유해물질 저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연료 혼소는 주

요한 유해 물질 감축 기술 중 하나이다. 본 연

구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분탄 화력 발전소에서 기존 주 연료인

석탄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RPS

의무 할당제의 실질적 대비를 위한 바이오매스

또는 폐기물 에너지 등의 다양한 연료로 전환하

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연소 기술

을 활용하여 로내에서 NOx 농도를 저감함과 동

시에, 혼소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기존 설비의

연소효율 감소 및 발생 가능한 보일러 운전 장

애를 개선하고 발전효율 penalty를 최소화하여

연료비 절감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를

도모하는 기술이다. 실험 결과 석탄/신재생연료

연소 시 혼소 및 재연소율이 증가 할수록 NOx

생성율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바

이오매스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NOx 감소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 혼소의 경우

바이오매스 내 포함된 N의 감소에 의한 NOx

감소효과와 바이오매스의 빠른 탈휘발에 의해

N과 O2의 반응을 방해하는 효과에 의한 NOx

감소 효과만 작용하기 때문에 NOx감소에 한계

있다. 그러나 재연소의 경우 단순 혼소 시 발생

하는 NOx 감소 효과에 더하여 초기 연료 감소

에 의한 NOx 감소 효과와 연소 후 생성된

NOx를 재연소 구간에서 환원 시키는 효과가 추

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NOx 감소에 더 효과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uel
Proximate

analysis(%wet)

Ultimate

analysis(%wet)
Com. M VM FC Ash C H O N S
Tra. 3.1 31.2 53.0 12.7 67.2 4.7 10.3 1.4 0.6
WP 9.2 83.9 6.7 0.2 48.5 6.3 35.1 0.7 0.0
PKS 9.8 59.6 15.9 14.8 38.8 4.6 31.3 0.8 0
EFB 7.7 73.5 17.8 1.0 43.2 5.2 42.6 0.3 0
WS 9.3 70.5 19.2 1.1 41.1 6.0 31.6 1.1 0
TB 1.2 81.0 16.0 2.0 58.7 6.1 31.1 1.1 0.0

Table 1. Composition of the coal/biomass

Fig. 1 Experimental set-up (8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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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set-up (1 MW)

Fig 3 연소로 내부 온도 분포

Fig 4 연소로 내부 CO 농도 분포

Fig. 5 연소로 출구 NOx 농도

실험 결과 Reference case의 slagging, fouling

경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sh deposition의

경우 석탄/바이오매스 혼소 조건에서 높은 경향

성을 나타내었다. 연소로 내부 온도 분포는 모

든 실험 조건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혼

소의 경우 초기 연소로 초기 온도는 낮고 후단

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PKS,

WS의 경우 연소로 후단부 온도가 증가하는 구

간 발생 하였다. (불순물, 입도 영향) 혼소 및

재연소 조건에서 연소로 내부 온도가 전체적으

로 기본 연소 조건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재연소 조건의 경우, OFA 연소로 인한 연소

로 후단부 온도 상승 하였다. NOx emission의

경우 reference case가 가장 높고 reburning 이

가장 낮으 결과를 나타내었다. 혼소율이 증가할

수록, NOx 농도는 감소함 바이오매스의 경우,

석탄에 비해 낮은 N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재연소 조건의 경우 NOx 감소 폭이 혼소

에 비해 크다. 이것은 재연소 영역에서 NOx 환

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