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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석탄가스화기 적용을 위한 고압 미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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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고압 미분탄 공급 기술은 건식 석탄가스화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연속운전을 위한 핵심
이 되는 기술로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류피더 방식 및 기류수송 방식의 pilot급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
를 이용한 미분탄 공급량 제어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dense phase 형태로 다량
의 미분탄을 공급하는 기류수송 방식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에서 가스화기로 공급되는 미분탄의 공급량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공 chamber를 통하여 가압 질소를 공급할 경우, 차압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탄
의 공급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lean 또는 medium phase 형태로 미분탄 공급량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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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수입국이며 최근 들
어 유가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천연가스와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량이 풍부
하며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화석
연료인 석탄을 깨끗한 고급에너지로 만드는데 필
요한 요소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재까지 대표적인 석탄이용 기술인 직접 연소 등
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고온ㆍ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CO)
와 수소(H2)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제조하여 이
용하는 석탄 가스화 기술은 현실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방법인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 가스화 시스템은 가스화기, 
고압 미분탄 공급설비, 산소 공급장치인 공기 분
리설비, 가스정제 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최종 
활용목적에 따라 가스정제 후단 공정에는 다른 
설비가 연계되는데, 최종 목적이 전력 생산인 경
우에는 터빈을 이용하는 복합발전 설비가 연계되
며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현재 많이 활용하는 방
안인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탄을 가스화 
시킨 후 정제과정을 통한 다음 암모니아 가스로 
합성하여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최근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석탄의 간접액화 
방법도 석탄을 가스화 시킨 합성가스(syngas)를 
합성하여 액체 연료유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서 석
탄 가스화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고압 미분탄공급장
치는 공급호퍼에 저장된 미분탄을 고온/고압 조
건에서 운전되는 석탄가스화기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러한 고압 미분탄공급장치를 이용한 
기류수송 방식의 미분탄 공급 기술은 가스화기 
설계 및 운전제어 기술과 더불어 석탄가스화기 
시스템의 안정적 연속운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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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
으로 pilot급 고압 미분탄공급장치의 경우에는 
공급호퍼 내부에 저장된 미분탄을 소량 공급하기 
위하여 스크류피더에 의한 공급 후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lean phase 기류수송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용급 시스템의 경우에는 동
일한 이송용 질소 공급량 대비 보다 많은 양의 
미분탄을 공급하면서 양질의 합성가스 제조를 위
하여 dense phase 기류수송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류피더에 의한 
공급방식과 기류수송에 의한 공급방식의 2가지 
미분탄 공급방식을 이용한 pilot급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를 대상으로 건식 석탄가스화기에 적용
하기 위한 고압 미분탄공급장치의 운전특성 시험
을 진행하였다.

2. 실험장치

2.1 스크류피더 방식 공급장치

스크류피더 방식의 미분탄 공급장치는 스크류
피더의 회전에 의해 공급되는 미분탄을 질소가스
를 이용하여 가스화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pilot급 시스템은 스크
류피더가 장착되어 내부에 저장된 미분탄을 가스
화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고압 상태에서 계속 운
전되는 공급호퍼(Injection Vessel)와 가압과 감
압 상태를 반복하면서 상압의 미분탄을 고압의 
공급호퍼에 주기적으로 재충진하기 위한 충진호
퍼(Lock Vessel), 미분탄 이송라인의 막힘현상을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화기와 공급호퍼 사이의 차
압을 측정하는 트랜스미터, 이송용 질소 가스를 
정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량조절장치(MFC) 등
으로 구성되는데, Fig. 1은 이러한 스크류피더 
방식의 미분탄 공급장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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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ilot-scale screw 
feeder type coal feeding system

그리고, 스크류피더 방식의 미분탄 공급장치
는 공급되는 미분탄의 무게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로드셀이 설치되어 있으며, Fig. 1에 
나타낸 바와같이 충진호퍼는 공급호퍼 위에 설치
되어 자동제어 시퀀스에 따라 가압/가압, 돔밸브
의 열림/닫힘이 조작되면서 미분탄을 공급호퍼에 

재충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충진호
퍼로의 미분탄 공급은 상부에 설치된 분배호퍼
(Distribution Hopper)로부터 중력에 의해 공급
되도록 구성하였다.  Fig. 2는 스크류피더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의 제어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Operation screen of pilot-scale screw 
feeder type coal feeding system

2.2 기류수송 방식 공급장치

미분탄 공급량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크류피더 방식의 미분탄 공급장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용급 설비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이송
용 질소를 이용하여 다량의 미분탄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러한 스크류피더 방식보다는 가압 기류
수송 방식의 미분탄 공급장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스크류피더 방식 고압 미분탄 공
급장치의 경우에는 회전하는 스크류피더의 rpm에 
의해 미분탄 공급량이 제어되는 반면에 가압 기
류수송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의 경우에는 가스화
기와 미분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 크기 및 미분
탄 이송라인의 내경 크기에 의하여 미분탄 공급
량이 제어되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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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pilot-scale 
pneumatic conveying type coal feeding system

기류수송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의 경우 Fig. 3
에 나타낸 바와같이 시스템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스크류피더 방식과 거의 유사한 설비들로 구성되
어 있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공급호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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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호퍼에 미분탄 재충진시 기존의 중력 방식이 
아닌 기류수송 방식에 의하여 미분탄 공급이 이
루어지며, 공급호퍼에서 가스화기로의 미분탄 공
급도 기계적 설비를 이용하는 대신 적절한 이송
라인 크기와 차압의 조절에 의해 공급량이 제어
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스화기와 미분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을 운전
중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호퍼에 
콘트롤밸브를 설치하였다.

2.3 미분탄 공급 분기 시험장치

일반적으로 건식 석탄 가스화기에는 다수개의 
분사노즐이 설치되므로 1개의 고압 미분탄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1개의 노즐로 미분탄 공급시 다
수개의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미분탄 공급장치를 이용하
여 다수개의 노즐에 미분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Fig. 4에 나타낸 바와같
이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로부터 이송되는 미분탄
을 분기하여 2개의 노즐로 공급하는 시험장치를 
구성하였는데,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와 가스화기 
사이의 차압 뿐만아니라 분기되는 미분탄의 공급
정도 파악을 위하여 분기 이송라인 상에 각각 차
압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였다.

고압
미분탄공급장치가스화기

DP-1

DP-2DP-2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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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coal splitting 
test facilities

3. 실험 및 결과

3.1 미분탄 분석

건식 석탄가스화기 적용을 위한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 이용 공급시험에서는 인도네시아 ABK탄
을 사용하였으며, 대상 미분탄의 분석결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Table 1 Properties of pulverized coal

종류 인도네시아 ABK탄

입도 74㎛ 이하 70%

수분 9.46%

휘발분 38.92%

고정탄소 45.89%

회분 5.73%

3.2 스크류피더 방식 적용 시험

스크류피더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의 경우 사
전에 진행한 스크류피더의 calibration 결과를 
기준으로 미분탄 공급량에 따른 회전수 조절을 
통해 공급되는 미분탄의 양을 제어하는데, 스크
류피더에서 공급되는 미분탄은 질소 가스에 의해 
가스화기로 이송하였다.  Fig. 5는 석탄 가스화
기 운전압력 8 kg/cm2, 운전온도 1,400~1,450℃ 
조건에서 스크류피더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를 적
용한 시험 결과로서, 이 그래프에 의하면 미분탄 
공급량 20 kg/h, 이송용 질소 가스 유량 10 
Nm3/h 공급시 가스화기 미분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이 30~40 inch H2O 범위에서 유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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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difference results of screw 
feeder type coal feeding system

3.3 기류수송 방식 적용 시험

기류수송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의 경우에는 
스크류피더 방식과는 달리 10~20 Nm3/h 정도의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20톤/일 이상의 미분탄을 
공급할 수 있어 높은 Coal/N2 비의 유지가 가능
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pilot급 시스
템은 설비의 규모상 다량의 미분탄을 공급할 수 
없어 공급되는 미분탄에 저항을 주어 1톤/일 용
량의 미분탄 공급을 제어하는 조건으로 운전특성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아래에 나타낸 Fig. 6은 
시험장치를 이용한 cold test에서 가스화기와 미
분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 변화에 따른 미분탄 
공급량 변화 제어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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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ing type coal feeding system
Fig. 6은 가스화기 운전압력 7 kg/cm2, 미분탄 

이송라인 내경 10.2 mm, 공급호퍼에 이송용 질소
를 12~20 Nm3/h 공급하는 조건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로서, 이 그래프에 의하면 가스화기와 기류
수송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이 증가
할수록 미분탄이 공급량이 증가하고 차압을 0.8 
kg/cm2 정도 유지하는 조건에서 1톤/일 용량의 
미분탄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미분탄 공급량 분기 시험

일차적으로 기류수송 방식 미분탄 공급장치의 
이송라인에 분기장치(splitter)를 설치한 후 이
송라인을 대칭형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2개의 
receiver tank와 미분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공급 미분탄의 분기 특성에 
대한 cold test를 진행하였는데, 초기 시험에서
는 차압을 1.2 kg/cm2으로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에도 약 20%의 미분탄 공급량 편차 발생하였으
나,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분기 후 이송라
인에 볼밸브를 설치하여 저항을 줌으로써 양쪽의 
미분탄 공급량이 같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류
피더 방식의 고압 미분탄 공급장치를 대상으로 
가스화기 운전압력 7.5 kg/cm2, 운전온도 1,40
0℃, 미분탄 공급량 10 kg/h, 이송 질소 공급량 
10 Nm3/h 조건에서 분기된 2개의 미분탄 이송라
인 분기 특성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시험 결과 
Fig. 7에 나타낸 바와같이 분기된 이송라인의 차
압이 10~15 inch H2O 범위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
지됨으로써 2개의 이송라인으로 거의 동일한 미
분탄 공급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Operation profile of coal splitting 
test using screw feeder type coal feeding 
syste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식 석탄가스화기 적용을 위
한 고압 미분탄 공급 기술 개발을 위하여 스크류
피더 방식의 미분탄 공급장치 및 기류수송 방식
의 미분탄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차압 변화에 따
른 미분탄 공급 특성 시험, 분배장치를 이용한 
미분탄 분배 시험 등의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시
험 결과 스크류피더 방식의 미분탄공급장치는 스

크류피더의 pitch 크기와 회전수에 따라 미분탄 
공급량이 결정되나 기류수송장치의 경우에는 미
분탄이 이송되는 라인의 크기, 가스화기와 미분
탄 공급장치 사이의 차압에 의해 공급량이 결정
되므로, 미분탄 이송라인의 관경이 크고 차압이 
클수록 미분탄 이송량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소량의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dense 
phase로 미분탄을 공급하기 위한 기류수송 방식
의 미분탄 공급장치의 시험을 통하여, 콘트롤밸
브를 이용하여 공급호퍼로 공급되는 이송용 질소
가스의 일부를 배출시키면서 차압을 일정하게 조
절함으로써 미분탄 이송량을 제어하는 방법 및 
기류수송 방식을 이용한 소량의 미분탄 제어 방
법, 1개의 미분탄 공급장치로부터 다수의 노즐에 
미분탄을 공급하는 분기 방법 등에 대한 운전 기
술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적용하였던 스크류피더 방식 미
분탄 공급장치의 경우에는 가스화기와 공급호퍼 
사이의 차압이 30~50 inch H2O 정도로 낮은 편으
로 미분탄의 공급량과 이송라인의 길이에 의해 
차압이 결정되었으나, 기류수송 방식 미분탄 공
급장치는 이송라인의 관경과 공급하고자 하는 미
분탄의 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기압 
이상의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석탄 가스화기의 고
온/고압 정상운전 중 역화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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