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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5% 이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며, 배출총량 대
비 30% 정도가 발전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석탄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력생산 비중은 40%에 달하는 최대 에너지
원이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은 주로 직경 60 μm
크기의 미분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대용량화가 가능해 대규모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건
설되어 왔으나 NOx, SOx 그리고 분진 등과 같은 다양한 공해물질의 다량발생과 함께
온실가스의 단일 최대 발생원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
탄가스화복합발전)나 순산소 연소(Oxy-Combustion)와 같은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청정연소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도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미분석탄연소에 신재
생 청청정 연료인 “산소와 수소 당량 혼합기체”(H2 + 1/2 O2)를 혼소하였을 경우 연
소로 내부의 난류 열 유동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미분탄 연소시에 수소와 산소가 2 대 1의 당량비로 섞인 산수소 당
량혼합기체(H2 + 1/2 O2)를 미분탄에 혼소시켰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검토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량비로 완전 예혼합 되어 있는 이들 기체를 HHO 가스
로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HHO 가스는 산소와 수소가 이미 예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와 같은 별도의 산화제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79%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를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HHO 가스의 가열능력
은 대표적인 탄화수소, 즉 CH4에 비하여 연소반응 후 단위 생성 몰 당 3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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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HHO가스를 미분탄과 화석연료와 혼소할 경우 가능한 장점중의 하나는 화석연료를
일정한 양만큼 줄이고 화석연료 화염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인 화석연료
의 발열량의 1/3 정도가 HHO 가스로 대체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석연
료를 30% 적게 공급하였으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30%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연료사용량에 비례하여 배출되는 분진이나 SOx의 양도 같은 비율로 감소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NOx 의 배출저감도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미분석탄 석탄연소에서 발생
하는 NOx 의 양의 70~80%가 Fuel NOx 라는 점에서 그러하다.2)
본 연구는 이러한 미분석탄연소에 대한 기술현황분석에 기초하여 미분석탄연소에서
HHO 가스의 투입에 따른 유동장과 연소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해석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IFRF(International Flame Research
Foundation) 실험용 연소로(Michel and Payne, 1980)3) 대상으로 일련의 전산해석적인 변수 연
구를 수행하여 사용한 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4),5) 변수연구로는 산수소 혼합기체를
사용하지 않은 자료를 표준조건으로 하여 석탄 양을 30% 감소시킨 경우에 대하여 HHO 가스
로 대체하여 화염의 온도장과 유동장 그리고 연소생성물의 농도 분포를 해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실험데이터는 IFRF(International Flame Research Foundation) 연소로에
대하여 Michel과 Payne에 의해 측정된 실험자료(1980)7)를 활용하여 상용코드를 활용하
여 해석한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Fig.1에 IFRF 연소로의 도식도와 입구조건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조건으로 수치해석도 수행하였다.

Fig. 2는 연소로 내부의 온도분포 실

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2의 (a)는 연소로의 길이방향 중심선에서의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이고 (b)와 (c)는 각각 길이 1.0m와 1.9m에서 직경방향으로 온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데이터와 수치해석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 본 논문에서 행한 전산해석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잘
검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버너 부근에서 실험데이터와 더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냈고 연소로의 후단 출구 쪽으로 갈수록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2m

secondary stream
- Vin=25.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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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tream
- Vin=21.9m/s
- T= 4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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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FRF furnace geometry and inl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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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 direction

(b) radial direction(x=1.0m)

(c) radial direction(x=1.9m)

Fig. 2. Comparison with temperature of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data(coal 100%)
Fig. 3에는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좀더 세부적으로 나타내었다.

(a) velocity vector

(b) Temperature

(c) CO2 mole fraction

Fig. 3. Calculation results with STAR-CCM+(coal 100%)
본 연구실에서는 앞서 연구한 미분탄 연소로 및 석탄 가스화 장치 및 폐기물 가스
화 연료에 관한 연구 등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연료 개선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소장치
에 물 전기분해 가스를 혼소하여 연소특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석탄을 연료로 사
용하는 연소로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양을 70%로 감소시키고 석탄 30%의 가열량에 해
당하는 산수소 당량 혼합가스로 대체하여 연소로 내부의 온도 분포와 배출가스중의
CO2변화량을 살펴보았다.6)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는데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고온의
화염 영역이 좀 더 버너쪽 붙어서 화염이 좀더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 28 -

2015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출구에서의 평균온도는 석탄을 100% 사용한 경우 1268 K로 나타났고 HHO가스를 혼소
한 경우 1232 K로 나타났다. 출구에서의 평균 CO2농도를 비교해 보면 석탄을 100% 연
료로 사용한 경우는 9.82%로 나타났는데, 석탄을 70%로 줄이고 나머지 30% 발열량에
해당하는 HHO 가스 연료를 주입한 경우 출구에서의 평균 CO2 농도가 9.27%로 나타나
CO2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출구 mole 분율을 비교한 것이므로 HHO
가스를 혼소한 경우 출구의 배출가스 유량이 감소하므로 출구의 배출 유량까지 고려하
면 훨씬 더 큰 저감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coal 100%>

<coal 70%+HHO gas>
(a) Temperature

<coal 100%>
<coal 70%+HHO gas>
(b) CO2 mole fraction
Fig. 4 Comparison with calculation result of replaced fuel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발전용량의 일부를 HHO 가스의 전기분해에 활
용한다 하더라도 저감되는 CO2의 처리비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 Schematic of partial replacement of coal by water electrolysis gas in coal fire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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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탄 미분탄 연소로에 연료를 HHO 가스로 일부 대체한 경우에 대한
연소로 내부의 열유동 분포와 CO2 농도 등을 검토하였다. 실험데이터2)와 비교검증을
수행한 결과 비교적 상용코드에 사용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
연료중의 석탄 양을 감소시키고 대신 HHO 가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 화염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CO2의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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