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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work, an one-dimensional analysis on spontaneous combus-
tion in a coal stockpile was conduct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gPROMS◯R
based on assumption  suggested by Arioy and Akgun. According to them, it is as-
sumed that there i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surface of coal particle 
and the gas surrounded around the particle, and it is also assumed that the ve-
locity of the gas is constant and thus oxygen is fed to the stockpile with same 
velocity. The higher temperature zone is formed to the surface of the coal stock-
pile at the initial phase and it became deepen as time is taken.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oal particle and the gas was cal-
culated as 57°C and spontaneous combustion have not been occurred during 6
months since coal was piled in the stock.        

Key words :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Coal stockpile(석탄더미), Mathe- 
matical models(수학적모델), Numerical analysis(수치해석), Moisture 
evaporation(수분증발) 

721
2017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All rights reserved.

Nomenclature

 : pre-exponential factor, [1/s]

 : specific heat capacity of gas, [J/K/kg]

 : specific heat capacity of dry solid, [J/K/kg]

 : specific heat capacity of water, [J/K/kg]

 : oxygen diffusivity in gas, [m2/s]

 : water diffusivity in gas, [m2/s]

 : oxygen diffusivity in solid, [m2/s]

 : activation energy, [J/kmol]

 : heat transfer coefficient, [J/K/m2/s]

 : mass transfer coefficient, [m/s] 

 : energy of water-coal bonding, [J/kmol]

 : particle radius, [m]

 : gas constant, [J/K/kmol]

 : evaporation rate of water vapor, [kg/m3/s]

 : radius of evaporation surface, [m]

 : gas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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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id temperature, [K]

 : coal moisture content, [kg/kg]

 : gas velocity, [m/s]

 : initial moisture content of coal, [kg/kg]

 : compaction degree of coal bed

∆ : heat of oxidation, [J/kg]

∆ : heat of evaporation of water, [J/kg]

 : effectiveness factor for oxidation

 : thermal conductivity of gas, [J/K/m/s]

 : thermal conductivity of solid, [J/K/m/s]

 : oxygen concentration in gas, [kg/m3]

 : water concentration in gas, [kg/m3]

 : oxygen concentration in solid, [kg/m3]

 : water vapor density over free surface of water, 

[kg/m3]

 : gas density, [kg/m3]

 : solid density, [kg/m3]

 : water vapor concentration over evaporation 

surface, [kg/m3]

1. 서 론

석탄은 풍부한 매장량, 저렴한 가격, 공급원의 안

정성 등의 장점을 갖춘 에너지원이며, 전 세계적으

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발굴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에 있어서의 석탄 연료의 비중

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탄 수입량

의 증가와 함께 자연발화나 크링커 형성 등의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등급 석탄(low rank coal)

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1,2). 현재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는 고수분 및 고휘발분의 저등급 아역

청탄을 대량 혼합하여 연소하고 있다. 이들 저등급 

탄들은 휘발분과 수분 증발에 의해 야기되는 석탄 

입자 내부의 높은 기공도(porosity)로 인해 산소와

의 반응성이 크며 자연발화의 우려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4). 이로 인해 저탄장, 컨베이어 벨트, 

미분기 등 석탄 처리 설비에서 화재 및 분진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연무(fume)는 작업 환경 악화와 민원 발

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
5,6). 

석탄의 자연발화는 저탄장 내부에서의 열 축적

이 주요 원인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는 공극률, 저탄 높이, 저탄면의 경사각, 석탄 입자

의 크기, 저탄장 주변 대기의 온도, 습도, 풍향 등이 

있다
2,3,6,7).

Lee와 Kim6)
은 등온법과 승온법으로 자연발화 측

정실험을 하였고, 산소의 함량과 산화철의 함량 및 

열전달 계수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급탄 자

체의 산소함량이 높을수록 산화반응에 의한 발열

량이 높아져 자연발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

으며, Park 등
2)
은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저탄장 

내부의 유동장을 모사하였고, 산소의 침투율을 결

정하는 저탄장의 공극률에 따라 저탄장의 온도 변

화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Fierro 등4)
의 연구

에서는 석탄의 중량과 열량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손실계수(coefficient of loses)율을 정의하여 석탄의 

자연발화 경향을 정량화하였는데, 저탄장의 경사각

이 45o 이상일 때, 19.5%로 가장 높은 손실률을 나

타내었다.

Moghtaderi 등3)
은 저탄장 내에서의 바람과 산화

작용에 대한 열물질전달 현상을 CFD로 모사하였

으며, 산화반응 조건 하에서 풍향의 영향은 자연대

류의 영향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자연발화로 야기되는 제

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일환

으로, 석탄의 반응성에 대한 이해와 주변 조건의 영

향을 정량적으로 이해, 예측하기 위해 석탄 자연발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수치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수학적 모델 가정

Arisoy와 Akgun8)
은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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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탄 입자 내부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존재할 

경우 수분이 과산화 화합물(peroxy complexes) 생

성을 촉진하여 발열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발생되

는 열은 산화반응의 반응열에 더해져 저탄장 내부

를 가열한다. 

2) 저탄장 자연발화에 미치는 수분의 영향은 증

발, 응축에 의한 것이 주가 된다. 석탄 내부의 물 증

기는 국부적인 탄소 온도에서 포화되어 있다고 가

정하며, 탄소 표면에서와 일반 자유 수면에서의 증

발열의 차이를 물-석탄 결합에너지로 정의한다. 

3) 석탄으로부터 수분이 방출되면 석탄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반응의 활성점이 증가하게 되며 산

화반응을 촉진하게 된다.

4) 산소와의 반응 상수는 Arrehenius 식으로 표현

되며 반응속도는 산소 농도의 1차승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5) 기체와 석탄 입자 표면 간에는 대류(convection)

에 의한 열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한다. 

6) 저탄장 내부에서 기체의 열팽창은 무시하기로 

한다. 단지 강제 대류에 의한 공기의 흐름만을 고려

하기로 하며, 1차원상의 기체의 등속 흐름을 가정

한다. 

7) 저탄장은 균일(homogeneous)하며 등방적(iso- 

tropic)이고, 석탄 입자는 균일한 크기의 구형 입자

로 가정한다. 수분 증발이나 응축에 의한 석탄 밀도

의 변화는 무시하기로 한다.

2.2 지배방정식

상기와 같은 가정에 의거하여 기체와 석탄 입자 

내부에서의 산소, 물, 에너지에 대한 보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저탄장 내부의 기체에서 성립하는 산소 보

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반면 석탄 입자 내부에서의 산소 보존은 아래의 

형태를 띤다. 






 

 





(2)

저탄장 내부의 기체에서의 물에 대한 보존식은 

아래와 같다. 














(3)

석탄 입자 내부에서의 물의 보존은 아래의 식을 

따른다. 




                      (4)

반면 고체상에서의 기체상에서의 에너지 보존은 

각각 아래와 같다. 





 





 

 ∆     




    (5)

 


 



 

 





 

        (6)

산소가 석탄 입자 내부로 확산해 들어가는 과정

에서 입자 내부에 산소 농도의 구배가 생기며 농도 

구배의 크기는 온도와 비례한다
9,10). 이때 석탄 입자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최대 반응 속

도에 대한 실제 반응 속도의 비율(effectiveness factor) 

를 정의하여 기술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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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응축 및 증발 모델

석탄 입자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분 전달

(응축, 증발)은 평형상태에서의 수분의 분포와 수분 

거동의 동력학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석탄 입자에 흡착된 물의 증발은 기체상에서의 

물의 농도와 입자 표면에서의 물의 농도의 구배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산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확산 작용으로서의 증발(또는 응축)은 온도, 

입자의 수분 함량, 석탄-물 사이의 결합에너지 등에 

의해 좌우된다
11,12). 

본 모델링에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흡

착된 수분과 자유 수분의 증발이 동시에 일어난다

고 가정한다. 모세관 영향을 무시할 경우, 증발면의 

형상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증발의 직경만이 증발

의 진행에 따라 감소(응축시에는 증가)된다고 가정

한다. 따라서 매순간에서의 증발 속도는 입자의 크

기와 증발면의 반지름의 변화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증발 속도는 고체 입자 내에서의 수분

의 확산에 의해 결정된다. 

석탄 입자 내부의 응축면에서의 수분의 증발 또

는 응축 속도, 는 아래와 같이 움직이는 경계면

을 가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는 증발면의 반지름이며, 증발면의 크기

는 아래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9)

증발면에서의 수분 농도는 기체상에서의 초기 

수분 농도와 평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며, 이때 증

발면의 수분 농도는 온도, 물-석탄 간 결합에너지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11). 

  




                       (10)

2.4 수치해석 방법

식 (9)에서 우변은 증발면의 반지름, 가 0에 가

까워지면 수치해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제 수치해석에서는 식 

(9)의 우변에 다음과 같이 수렴인자, 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

 



                (11)

위의 수렴인자는 가 매우 작은 반지름값, 
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면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작은 증발면 반지름값에서 식 (9)의 우

변이 0이 되게 함으로써 발산을 사전에 막는다. 수

렴인자의 거동을 나타낸 것이 Fig. 1이다. 

또한 식 (9)에서 증발면의 반지름 가 석탄 입자

의 반지름 보다 커질 우려가 수치해석상에는 존

재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단함수, 를 정의하여 역시 식 (9)의 우변에 

곱하여 계산하였다. 

 



×

 






              (12)

위와 같이 정의된 계단 함수는 가 보다 

커지면 급격히 0에 가까운 값이 되며 따라서 식 (9)

에 나타난 증발면 직경의 상승 비율을 0으로 만듦

으로써 수치해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발면의 반

지름이 석탄 입자의 반지름보다 더 커지는 것을 방

지하게 된다. 계단함수의 값을 도시한 것이 Fig. 2

이다. 

상용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gPROMS◯R
를 이용하

여 상기한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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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Parameter Unit Input value

 [1/s] 2.933×106

 [J kg/K] 1,000

 [J kg/K] 1,000

 [J kg/K] 1,870

 [m] 0.01

 [m2/s] 2.0×10-5

 [m2/s] 2.3×10-8

 [m2/s] 2.5×10-5

 [m2/s] 2.25×10-6

 [J/mol] 70,000

 [J/K/m2/s] 3

∆ [J/kg] 9.375×106

∆ [J/kg] 2.4×106

 [m/s] 2.6×10-3

 [J/mol] 1746.2

 [m/s] 0.5×10-5

 [kg/kg] 0.10

 [m3/m3] 0.7

 [J/K/m/s] 0.2

 [J/K/m/s] 0.0026

 [kg/m3] 1.16

 [kg/m3] 1,100

행하였다. gPROMS◯R
는 모든 수식을 미분대수식

(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s, DAEs)의 형태로 전

환한다. DAE는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

며 이들 방정식들을 대수식 형태로 표현되는 제한 

조건 하에서 풀게 된다
13-15).

본 수치해석에서 사용한 입력 값들은 Arisoy와 

Akgun8)
이 사용한 값을 준용하였다.

2.5 계산 조건

본 모델링은 1차원적인 해석이며, 사용한 입력

값들은 표준탄의 물성치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시간 경과와 저탄장 깊이에 따른 저탄장 

내부의 기체의 온도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다. 본 모

델에서 가정한 석탄 산화반응의 속도론에 따르면, 

평균 저탄 기간인 3개월(약 0.77×107초) 경과 후 저

탄장내 기체의 최고 온도는 약 344 K로서 대기의 

온도보다 약 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온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곳은 저탄장 표면으로

부터 약 0.9 m 깊이에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탄장의 최고 온도는 꾸준히 증가하며 약 

300일이 경과하면 상승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1년 경과 시점에서는 최고 온도가 약 446 K에 달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 온도가 되는 지점은 꾸준

히 저탄장 표면쪽으로 이동하며 1년 경과 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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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change of ga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Fig. 4. Temperature change of soli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Fig. 5. Temperature change of solid and ga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Fig. 6. Temperature change of efficiency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온도를 보이는 곳은 저탄장 표면으로부터 약 0.2 m 

지점이 된다.

초기에는 온도 상승이 저탄장 표면 부위에 국한

되는 모습을 보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탄장 

내부로까지 온도 상승 현상이 확산된다. 예로서, 저

탄장으로부터 5 m 지점에서는 1년까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초기 온도 298 K에서 약 340 K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탄장내 고체, 

즉 석탄 입자의 온도 역시 기체와 유사한 온도 상

승 경향을 보인다. Fig. 3과 Fig. 4에서 보는 것처럼, 

고체의 온도가 기체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저탄장 표면에 집중되어 있다. 깊이

가 0.1 m 이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기체와 고체의 

온도는 동일해진다. Fig. 5와 같이 기체와 고체 간

의 최대 온도 차이는 약 57 K 정도였으며 저탄장 

표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Fig. 6에는 시간 

경과와 저탄장 깊이에 따른 효율인자의 변화를 도

시한 것이다. 약 6개월까지는 저탄장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효율인자의 값이 1에 가까운 값을 보인

다. 그러나 시간이 더 경과하게 되면 고온 부분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산소의 확산 속도가 반

응 속도를 좌우하게 되며, 고체 내부로의 산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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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change of oxygen concentration in ga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Fig. 8. Temperature change of moisture concentration in ga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Fig. 9. Temperature change of vaporization reaction velocity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Fig. 10. Temperature change of evaporation surface diameter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coal stockpile length 

산이 반응 속도에 비해 느려짐에 따라 효율인자가 

1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게 된다. 1년에 가까운 시

간이 흐르면 저탄장 표면 부분에서의 효율인자는 

약 0.5까지 떨어진다. Fig. 7에는 시간 경과와 저탄

장 깊이에 따른 기체 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탄소와의 반응에 의하여 산소가 소진되어 저

탄장 표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산소의 농도가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3개월 경과 후 산소의 

농도는 저탄장 표면에서 약 0.26 kg/m3
에서 깊이 2 

m에서는 약 0.013 kg/m3
으로 급속히 떨어진다. 1년

이 경과하면, 모든 산소가 깊이 0.2 m 이내에서 모

두 소진된다. Fig. 8에는 시간 경과와 저탄장 깊이

에 따른 기체 중 수분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약 90일까지는 증발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

다가 이후에 서서히 석탄입자로부터 공기층으로의 

수분 이동이 일어나면서 기체 중 수분 농도가 상승

한다. 이때 초기 상태에서 석탄 입자는 수분으로 포

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Fig. 9에 나타난 증발 반

응 속도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과 저탄장 위치에서 

증발 속도는 10-18 kg/m3/s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저탄장 표면으로부터 2 m 이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발 속도의 분포는 

Fig. 10에 나타낸 시간 경과와 저탄장 깊이에 따른 

증발면 직경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 290일

이 경과하면 저탄장 표면으로부터의 깊이 2 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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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분 증발면의 반지름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탄장의 평균 저탄 기간 3개

월 이내에서는 증발의 영향을 거의 무시할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Arisoy의 모델을 근거로 하여 저탄장에

서의 석탄 자연발화 현상에 대한 수치 해석과정과 

결과를 소개하였다. 본 모델은 석탄 입자와 입자를 

둘러싸는 기체가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저탄

장 내부를 기체가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가정하

였다. 따라서 저탄장 표면으로 공기가 일정하게 유

입됨에 따라 산소의 공급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탄장 표

면의 온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된

다. 저탄장에서의 온도 상승은 초기에는 저탄장 표

면에 국한되어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

온 영역이 저탄장 내부로 침투하게 된다. 수분의 증

발은 일반적인 저탄 기간(약 3개월) 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입자와 기체

와의 온도차는 저탄장 표면에서만 발생하였으며 

그 크기는 약 57℃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본 수치 

해석에 사용된 조건 하에서 Arisoy의 모델은 석탄

의 저탄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한 자연 발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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