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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공학



연소

⦁가연성 물질이 빛과 열을 발하며 급격히 산화하는 현상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공급원의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
⦁불완전 연소보다 완전 연소의 열효율이 더 좋음

완전연소 VS 불완전 연소

완전연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배기가스 속에는 CO2와 H2O만이 발생하고 그 외의 가연성 물질이 없는 상태
⦁충분한 온도 : 연료를 인화점 이상 예열 공급, 연소실 온도는 되도록 착화온도 이상 유지
⦁충분한 시간 : 소각로의 부피가 크므로 완전연소를 위한 충분한 체류시간의 제공 필요
⦁충분한 용적 : 연소실의 용적은 연료가 완전연소 하는데 필요한 용적 이상.

불완전연소

⦁산화제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며 배기가스 중에는 가연물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됨.

연료 

⦁연소열을 발생시켜 그 열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
⦁고체연료 : 석탄, 목탄, 목재, 코크스
⦁액체연료 : 석유류, 석탄, 석유분유분, 알코올
⦁기체연료 : 천연가스, 석탄가스, 오일가스, 발생로가스, 고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체연료

고체 형태로 된 연료
장작이나 석탄 같은 자연적인 고체연료와 인공적으로 연료와 산화물을 섞어 고형화 시킨 연료도 포함

고체연료 - 장점
⦁저장 및 취급이 용이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
⦁노천 야적이 가능
⦁연소성이 늦어 특수용도에 사용됨
⦁연소장치가 간단
⦁설비비 및 인건비가 적음
고체연료 - 단점
⦁완전 연소가 어려움
⦁연소효율이 낮고 고온을 얻기 어려움
⦁점화, 소화, 연료조절이 어려움
⦁회분이 많아 재가 많이 생기며 후처리가 어려움
⦁매연 발생이 많음
⦁건조, 분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

매연 발생

⦁분해나 산화하기 쉬운 연료는 매연 발생 쉬움
⦁C/H비가 클수록 매연 발생 쉬움
⦁천연가스 < LPG < 제조가스 < 석탄가스 < 코크스
⦁탈수소가 쉬운 연료가 매연이 생기기 쉬움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연료일수록 매연이 생기기 쉬움
ex)탈수소, 중합 및 고리화합물
⦁연소실의 체적이 작을 때 매연이 생기기 쉬움
⦁중유연소에서 생기는 매연의 입경은 메탄연소 보다 큼
⦁석탄 연소에서는 휘발분이 많을수록 매연이 생기기 쉬움
⦁통풍력이 부족할 때 매연이 생기기 쉬움
⦁무리하게 연소시키면 매연이 생기기 쉬움



탄화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 : 고정탄소(C), 착화온도(안정성), 발열량
탄화도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 : 매연발생량, 휘발분, 비열, 산소
탄화도가 가장 큰 석탄 : 무연탄

고체연료의 탄화도에 따른 변화

고체연료의 특징

⦁원소 : C, H, O, N, S, ash, H2O
⦁성분 :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천연물 : 목재, 갈탄, 역청탄, 무연탄
⦁가공품 : 목탄, 코크스, 연탄

고체연료 - 석탄

⦁식물이 장기간에 걸쳐 퇴적되어 생긴, 가연성을 띄는 퇴적암
⦁갈탄, 역청탄, 무연탄 순으로 연료비가 높아짐.
⦁석탄회분의 용융 시 SiO2, Al2O3 등의 산성 산화물량이 많으면 회분의 용융점이 상승.
⦁석탄 속의 수분은 착화불량, 열손실을 초래.
⦁회분 함량이 높을수록 발열량이 낮고 연소효과가 나쁨.
⦁휘발분이 높을수록 매연이 다량 발생.
⦁고정탄소가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고 연소성이 좋음.

고체연료 - 코크스

⦁원료탄을 건류하여 얻어지는 2차 연료, 코크스로에서 제작됨.
⦁휘발분이 거의 없어 매연이 적음.
⦁약 8,000kcal/kg의 발열량, 석탄에 비해 화력이 강함.
⦁주 성분이 탄소이며 원료탄보다는 회분의 함량이 많음.

액체연료

액체의 형태로 된 연료
석유, 알코올 등

액체연료 - 장점
⦁발열량이 높고 품질이 일정하며 저장 및 운반이 쉬움
⦁저장 중 변질이 적음
⦁연소효율과 열효율이 높음
⦁석탄연소에 비해 매연발생이 적음
⦁계량과 기록이 쉬움
⦁점화, 소화, 연소조절이 쉬움
액체연료 - 단점
⦁연소온도가 높기 때문에 국부가열의 위험
⦁황분이 많을 경우 SO2를 발생하여 대기오염 유발
⦁대부분 수입에 의존
⦁화재, 역화의 위험성
⦁연소 후에 발생한 금속산화물에 의한 장해 유발
⦁사용버너에 따라 소음 발생

연료비
- 탄화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 연료비 = (고정탄소/휘발분)
- 고정탄소 = 100-(휘발분+수분+회분)



점도에 따라 A, B, C 중유의 3가지로 구분
A 중유는 소형 디젤기관, 소형 버너에 사용.
B 중유는 일반디젤기관 및 보일러용으로 사용.
C 중유는 대형보일러, 대형저속디젤기관에 사용. 
이 중 C 중유가 가장 많이 사용
C 중유에는 황(S) 성분이 가장 많은데 이 때문에 SO2를 배출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힘.
비중이 클수록 유동점, 점도, 잔류탄소 증가
비중이 클수록 발열량이 적어지고 연소성이 나빠짐

황이 많은 순서 = 비등점이 높은 순서
중유 > 경유 > 등유 > 휘발유
(중유 중에서도 벙커C유에 가장 황 성분이 많음)

중유(Heavy oil)

액체연료 - 석유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땅에 매몰되어 있는 액체 탄화수소.  
⦁점도가 높으면 인화점이 높아져서 연소효율 증대
⦁증기압이 높으면 인화점이 높아져서 연소효율 증대
⦁유동점은 일반적으로 응고점보다 2.5 ℃ 높은 온도.

기체연료

기체 형태로 이루어진 연료
LPG, LNG, CH4, H2 등등
천연가스는 화염전파속도가 작으며 폭발범위가 좁아 1차 공기를 많이 혼합하는 편이 유리
액화천연가스는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1기압, -168℃에서 냉각, 액화시킨 물건
액화석유가스는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증발열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함

기체연료 - 장점
⦁회분이나 황분이 없어 공해문제가 거의 없음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연소 가능
⦁연소효율이 높고 연소제어가 용이
⦁저발열량의 연료를 써도 고온을 얻을 수 있음
⦁부하변동범위가 넓음.
기체연료 - 단점
⦁가격이 비싸며 시설비가 많이 소모
⦁저장과 취급이 어려움
⦁누설시 화재, 폭발 위험

매연 발생이 큰 연료 순서 : 고체연료 > 액체연료 > 기체연료
발열량이 큰 연료 순서 : 기체연료 > 액체연료 > 고체연료
공기가 많이 필요한 연료 순서 : 고체연료 > 액체연료 > 기체연료

연료의 특성



연소형태

표면연소

⦁휘발분이 없는 고체연료의 연소형태
ex) 목탄, 코크스

분해연소

⦁휘발분이 있는 고체연료나 증발이 어려운 액체연료의 연소형태
⦁증발온도 보다 분해온도가 낮을 경우 가열에 의해 열분해를 일으켜 표면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여 연소
⦁연소가 진행되면 연소열로 인해 다시 열분해가 일어나 연소가 지속됨.
ex) 목재, 석탄, 중유

증발연소

⦁융점이 낮은 고체연료와 휘발유, 등유, 알코올 같은 액체연료가 증발하여 연소하는 형태.
⦁증발온도가 열분해 온도보다 낮을 때 발생.
ex)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탈렌, 양초

훈연연소

⦁열분해로 발생한 휘발분이 점화되지 않으면 다량의 연기를 수반하는 표면반응이 발생하는데 이를 훈연 연소
ex) 종이, 목재, 면

심지연소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빨아 올려진 액체연료를 화염이나 대류열, 복사열로 증발시켜 연소하는 것

자기연소

⦁산화제 없이 자신 속의 산소에 의해 내부 연소하는 형태
ex) 니트로글리세린

확산연소

⦁공기 중의 가연성가스와 확산에 의해 연소하는 현상
ex) 도시가스, 부생가스

고체연료의 연소 : 표면연소, 증발연소. 분해연소
액체연료의 연소 : 증발연소, 분해연소, 심지연소
기체연료의 연소 :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연료에 따른 연소형태



연소장치

고체연료의 연소장치

⦁화격자 연소장치
⦁미분탄 연소장치
⦁유동층 연소장치

액체연료의 연소장치

⦁기화 연소장치
⦁무화 연소장치
  - 유압식 버너
  - 회전식 버너
  - 고압 공기식 버너
  - 저압 공기식 버너

기체연료의 연소장치

⦁확산 연소장치
⦁예혼합 연소장치



연소장치와 연소방법

고체연료의 연소

고체연료의 연소형태

⦁표면연소 : 휘발분이 거의 없는 숯이나 코크스 등의 표면이 붉게 연소
⦁분해연소 : 증발온도보다 분해온도가 낮은 목재, 연탄 등이 가열에 의해 분해된 휘발분이 연소
⦁증발연소 : 양초나 파라핀계 연료가 연소 전 용융하여 기화한 증기가 연소
⦁발열연소 : 분해 온도가 낮은 목재, 종이 등이 가열에 의해 발생한 휘발분이 점화하지 않고 발열을 수반하는   
             연소. 그을음 연소.

고체연료의 투입방식

상부투입방식(상입식)

⦁투입 연료와 공기 방향이 향류로 교차. 
⦁최상층부터 연료층→건류층→환원층→산화층→회층→화격자 순서로 구성. 
⦁착화기능이 우수하고, 화격자상 고정층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분상의 석탄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곤란

하부투입방식(하입식)

⦁투입 연료와 공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 
⦁최상층부터 환원층→산화층→건류층→연료층→화격자 순서로 구성. 
⦁저융점 회분을 포함하거나 착화성이 나쁜 연료에는 부적절

각 층별 발생 가스

⦁공기 주입 측에서 O2 농도 최대. 
⦁연료 측에서는 연료 내 휘발분이 방출되며 산소부족상태에서 연소하므로 (H2+CH4) 농도 최대. 
⦁산화 측에서 CO2 최대가 되었다가 환원·건류 측에서 일부가 CO로 되며 감소.

고체연료의 연소방식

화격자(스토크) 연소

⦁화격자라고 하는 금속격자 위에 고체연료의 고정층을 만들고 이곳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연소하는 방식.
⦁도시폐기물 대부분에 채용되며, 용융·적하(滴下)하는 폐기물에는 곤란.
⦁상향연소방식
  - 공기가 화격자 하부에서 공급, 발열량 낮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유리
⦁하향연소방식
  - 공기가 피소각물 상부에서 공급, 휘발분이 많고 열분해 속도가 빠른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이나 발열량 높  
    은 폐기물 소각에 유리
⦁체류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국부가열의 위험성이 있음.



계단식
  - 고정·가동화격자를 교대로 계단모양으로 배치하고 가동화격자는 왕복운동
병렬요동식
  - 고정·가동화격자를 횡방향으로 나란히 배치. 
  - 강한 교반력과 이송력이 있으며, 화격자의 메워짐이 적어 낙진량이 많고 냉각기능 부족
역동식
  - 가동화격자가 계단식의 반대방향으로 왕복
  - 건조 - 연소 - 후 연소 단계로 이송·교반·연소가 양호하나, 화격자의 마모가 많음
회전롤러식
  - 드럼형 가동화격자의 회전에 의해 이송
이상식
  - 높이차이가 있는 가동화격자로 건조-연소-후연소 단계로 이송
부채형 반전식
  - 부채형의 가동화격자를 90°로 반전시키며 이송. 교반력이 우수하여 저질의 쓰레기에 적합

화격자의 종류와 특징

유동층(fluid bed) 연소

⦁연료 입자와 모래를 혼합한 입자 (연료 비율 수 %)를 넣고 밑에서 고속의 공기를 불어 유동화 시킨 후 연소
⦁새로운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되면 유동층이 갖고 있는 열량에 의해 계속해서 연소가 진행됨.
⦁비교적 저온인 700 ~ 900℃에서 연소.
⦁장점 : 탈황 및 NOX 저감, 장치 소형화, 클링커 장해 없음, 함수율 높은 폐기물 소각에 적합, 건설비와 전열면  
        적이 적고 유지관리에 용이, 저질 연료의 사용 가능, 국부가열의 문제 없음.
⦁단점 : 부하변동에 약함, 동력비 소요가 크고 유동매체의 비산. 분진 발생이 많음, 재연소시설 필요.
⦁유동사 조건 : 불활성, 높은 융점, 낮은 비중, 미세하고 입도분포 균일, 내열·내마모성

미분탄 연소방식 

⦁고체연료의 미립자(미분탄)를 1차 공기와 혼합해서 버너로부터 분출하여 공간에 부유시킨 후 연소하는 방식
⦁Clinker trouble이 없으며 연소실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소형의 미분탄 연소설비는 고가이지만 대형화되는 경우 설비비가 화격자 연소에 비해 낮아짐.
⦁부하변동에 대한 응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형 설비에 적합.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비로 높은 연소효율을 얻을 수 있음.
⦁석탄을 분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노벽이나 전열면에 회분의 퇴적이 많아 소형화에는 부적합.

※ 촉매연소법

⦁주로 오염물질이 적을 때, 저농도의 VOC, 열용량 낮은 물질을 함유한 가스에 적용. 
⦁배출가스 중 가연성 오염물질을 Pd, Co 등 촉매를 이용하여 연소.
⦁Cu, Au, Ag, Zn 등은 촉매 수명을 단축시킴.
⦁대부분 촉매는 800 ~ 900 ℃ 이하에서 활발하므로 촉매 연소에서의 온도 상승은 50 ~ 100 ℃로 유지.



액체연료의 연소 - 증발연소, 액면연소, 등심연소, 분해연소

액체연료의 연소방식 - 분무연소, 기화연소

분무 연소방식 

액체연료를 미립화 시키고, 표면적 증가된 유적에 공기를 접촉⦁혼합하여 연소
중질유 연소에 주로 사용

기화연소방식 

연료를 고온의 물체에 접촉시켜 발생하는 증기를 연소
경질유 연소에 주로 사용

⦁포트식 : 증발접시의 액체 표면에서 증발되는 증기 연소
⦁심지식 : 심지를 삽입하여 모세관현상으로 올라온 연료 표면에 가열하여 연소. 그을음과 악취가 심함
⦁증발식 : 연소실의 방사열을 이용하여 연료를 증발시킨 후 공기 주입하여 연소. 소형, 소용량

분무연소장치

유압버너(=유압분무식버너) 

⦁유체에 직접 압력을 가하여 노즐을 통해 분사 
⦁유압 5~30kg/cm2로 가장 크고, 유량조절비는 1:3으로 작음. 분무각도 40~90°, 연소량 15~2000L/hr
⦁구조 간단하고 유지보수 용이. 대형 보일러에 적합. 부하변동에 약하고 고점도 유류에는 곤란

회전식 버너(로터리 버너)
 
⦁분무컵을 고속으로 선회시켜 유체에 원심력을 부여하고 표면장력에 이해 미립화된 액적을 연소. 
⦁입경이 큰 슬러지나 수분이 많은 폐유 등에 적합
⦁유량조절비는 1:5, 분무각도 40~80 ° 
⦁직결식은 전동기 회전수와 동일하고 벨트식은 이보다 빠름. 
⦁연소량은 직결식 1000 L/hr 이하, 벨트식은 2700 L/hr 이하
⦁분무매체는 기계적 원심력과 공기, 
⦁부하변동이 있는 중소형 보일러에 적합, 유압식 버너에 비해 입경이 크고, 연료유 점도가 낮을수록 입경 감소

이류체 분무연소 버너

⦁공기나 과열증기를 노즐로 토출시켜 액적을 분산⦁미립화하여 연소
⦁저압공기식 버너 : 소형가열로에 적합, 무화용 공기량은 이론공기량의 30~50%로 많음
⦁고압기류식 버너 : 유량조절비는 1:10으로 가장 크고, 연소량은 외부혼합식 3~500L/hr, 내부혼합식           
  10~1200L/hr. 대형가열로에 적합. 분무각도가 20~30°으로 좁고 장염. 무화용 공기량은 이론공기량의 7~12%  
  로 적음. 부하변동에 대응 가능하며 고점도 유류에도 적용 가능



건 타입(gun type) 버너

⦁유압식과 공기분무식을 조합한 버너. 유압은 7kg/cm2 이상
⦁소형 보일러에 적합하고 연소 양호, 자동연소 용이

충돌분무식 버너

⦁적열된 금속관에 연료를 고속으로 충돌시켜 무화하여 연소
⦁무화입경은 연료의 점도와 표면장력이 클수록 증가함.
⦁입경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85±5℃로 예열할 필요가 있음

기체연료의 연소 - 확산연소(Diffusion flame), 예혼합화염(Pre-mixed flame)

확산연소

⦁버너노즐에서 연료가스를 분사하고 연료와 공기를 일정속도로 혼합하여 연소. 
⦁탄화수소가 적은 발생로⦁고로 가스에 적용
⦁부하에 따른 조작범위가 넓고, 화염이 길고 그을음이 많음
⦁역화의 위험이 없음.

예혼합연소

⦁연소용 공기의 전부를 미리 연료와 혼합하여 버너로 분출시켜 연소
⦁높은 연소부하가 가능하므로 고온가열용으로 적합. 
⦁분출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역화 위험,
⦁완전연소가 용이하고 그을음 생성량이 적다
⦁고압버너, 저압버너, 송풍버너

확산연소 - 연소장치

포트형(확산연소)

⦁큰 단면적의 화구로부터 공기와 가스를 연소실에 보내는 방식
⦁버너가 노벽과 함께 내화벽돌로 조립됨
⦁가스와 공기압을 높이지 못한 경우에 사용.
⦁밀도가 큰 공기 출구는 상부, 밀도가 작은 가스출구는 하부에 배치.
⦁반응로 내부에서 연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속 결정
⦁가스⦁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그 속도를 크게 유지하기엔 어려움
⦁포트 입구가 작을 경우 슬래그로 인한 막힘의 우려가 있음.
⦁고발열 탄화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압을 이용하여 분출시켜 그 힘으로 공기를 흡인.

버너형(확산연소)

⦁공기와 가스를 가이드베인을 통해 혼합시키는 형태
⦁고로가스와 같이 저발열량 연료에 적합한 선회식과 천연가스와 같이 고발열량가스에 적합한 방사식.



유압식 버너

⦁용량 : 30 ~ 5,000 L/hr
⦁유량 조절범위 : 1 : 1.5
⦁유압 : 5 ~ 30 atg
⦁분무매체 : - 
⦁특성 : 넓은 각도의 화염으로 조절 범위가 좁음
⦁용도 : 대형 보일러용
⦁분무각도 : 60~90°

회전식 버너

⦁용량 : 5 ~ 1,000 L/hr
⦁유량 조절범위 : 1 : 5
⦁유압 : 0.3 ~ 0.5 atg
⦁분무매체 : 기계적 원심력과 공기
⦁특성 : 비교적 넓은 각도의 화염
⦁용도 : 중소 보일러용
⦁분무각도 : 45~90°

고압공기식

⦁용량 : 2~ 2,000 L/hr
⦁유량 조절범위 : 1 : 10
⦁유압 : 0.5 ~ 4.0 atg
⦁분무매체 : 증기 또는 공기 
⦁특성 : 가장 좁은 각도의 긴 화염, 유량 조절범위가 넓음
⦁용도 : 대형 보일러용, 고온 가열로
⦁분무각도 : 30°

저압공기식

⦁용량 : 2 ~ 300 L/hr
⦁유량 조절범위 : 1 : 5
⦁유압 : 0.3 ~ 0.5 atg
⦁분무매체 : 공기
⦁특성 : 비교적 좁은 각도의 짧은 화염
⦁용도 : 소형 보일러용
⦁분무각도 : 30~60°



연소계산

고체나 액체연료

연료를 1 kg 연소할 경우

⦁중량으로 계산한 이론 산소량(kg/kg)




 












 




⦁부피로 계산한 이론산소량(m3/kg)

 














   




실제 공기량 계산

⦁실제 연소과정에서 필요한 공기량으로서 이론공기량보다 많음.
⦁실제 상황에서 가연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원만히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기 필요.

  




⦁과잉공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 연소.
⦁과잉공기가 많아질 경우
  - 연소온도가 떨어짐
  - 열손실이 커짐
  - 불꽃이 짧아짐
  - 불완전연소 생성물이 적어짐

공기비 공식










 


 









고체나 액체연료의 경우







 

기체연료의 경우

 

여기서,   : 연료 1m3 당 발생한 수증기량(m3)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계산식

가스량 계산

가스량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론 건연소 가스량 (m3)

 : 이론 습연소 가스량(m3)

 : 실제 건연소 가스량(m3)

 : 실제 습연소 가스량(m3)

기체연료 1m3 연소할 경우

    

    

    

    

발열량 계산

연료가 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발열량
고위발열량(Hh), 저위발열량(Hl)

고위발열량(Hh : 총 발열량)

⦁연료가 연소될 때 생성되는 총 발열량, 연소가스 중의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포함한 열량.
⦁고위발열량은 발열량 측정기(Bomb calorimeter)로 측정
⦁탄소수와 수소수가 많을수록 고위발열량이 커짐.

저위발열량(Hl : 진발열량, net calorie)

⦁총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뺀 값.
⦁실제 반응기에서는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고 기체로 날아가 버리므로 응축열을 제거해야함.

 



  : 완전연소를 의미하며 이상적 연소형태
  : 연료가 과잉인 상태 (CO 증가, NO 감소)
  : 공기가 과잉인 상태 (CO 강소, NO 증가)

공기연료비, 당량비

공기연료비(Air Fuel ratio : AFR)

⦁연료가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연소할 경우 그때 넣은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의미.

⦁체적기준







 

⦁무게기준









⦁AFR이 커지면 공기가 많아지므로 CO의 양이 적어지고 AFR이 적으면 공기가 적어지므로 CO의 양이 많아짐.
⦁AFR이 클 경우 과잉공기에 의해 연소온도가 감소되어 열 손실 증가.

당량비(Φ : Equivalent ratio) = 



  (m : 공기비)

 


 

인화점 

⦁액체연료를 가열하여 증기가 발생하는 표면에 불씨를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점화하는데 이때의 최저온도

착화점(발화온도, 자연발화온도)

⦁연료를 계속해서 가열하였을 경우 점화원 없이도 자신의 연소열로 인하여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온도
⦁착화점이 낮은 연료일 경우 위험성이 큰 연료

⦁분자구조가 복잡할수록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클수록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화학 반응성이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 착화온도는 낮아짐.



배기가스 분석법 : 오르쟈트 분석법

⦁오르쟈트 분석계를 이용하면 배기가스 중 CO2, O2, CO, N2의 농도 측정 가능.

[가스] [흡수액]
CO2 (물 + KOH 용액)
↓
O2 (알칼리성 피롤카롤 용액)
↓
CO (암모니아성 염화 제1동 용액)
↓
N2 (흡수액에 흡수하지 않고 계산으로 측정)

통풍 - 자연통풍

⦁공기와 가스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통풍
⦁대략 15 mmH2O 정도로 적은 편.

 

 








 







여기서, 

 : 통풍력 (mmH2O)
 : 공기의 밀도, 외기의 밀도

 : 가스의 밀도

 : 외기의 온도 (℃)

 : 가스의 온도 (℃)

 : 굴뚝의 높이 (m)

⦁굴뚝의 높이가 높을수록
⦁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외기의 온도가 낮을수록(따라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유리) 

→ 통풍력이 향상



노킹 현상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피스톤 엔진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 내부 금속 벽을 노크하는 듯한 소리가 나는 현상
⦁불꽃진행거리를 짧게 하여 말단 가스가 고온 고압에 노출되는 시간을 짧게 해야함.
⦁혼합기의 자기 착화온도를 높게 하여 자연발화를 방지
⦁화염속도를 크게
⦁말단 가스의 온도, 압력을 내림.
⦁세탄가가 높은 디젤을 사용 = 옥탄가가 높은 연료 사용
⦁연료의 분사량을 적게
⦁기관의 압축비를 높임
⦁급기 온도를 높임.

폭굉

⦁연소의 전파속도가 음속을 초월하는 현상
⦁연소의 진행에 앞서 충격파가 진행되어 심한 파괴작용이 일어남
⦁정상적인 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인 경우 폭굉유도 거리는 짧아짐
⦁관 속에 방해물이 없거나 관내경이 굵을수록 폭굉유도 거리는 길어짐

저온부식

⦁150 ℃ 이하의 전열면에 응축하는 산성염에 의해 발생
⦁방지 대책 
  - 내산성이 있는 금속재료의 선정, 
  - 금속표면에 피복, 보온시공, 예열공기 사용, 
  - 연소가스 온도를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

폭발성 혼합가스의 연소범위














여기서, 
 : 각 성분 가스의 체적(%)

 : 각 성분 단일의 연소한계(상한 또는 하한)

보염기(flame holder)

⦁공기 유동에 대해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화염의 순환영역을 만들어 화염을 안정화. 
⦁공기유동에 대해 연료를 역방향으로 분사하고 국부공기유속을 화염전파속도보다 작게 함.
  - 원추형 보염기 : 원추의 가장자리에서 말려들게 한 소용돌이에 의해 보염작용
  - 축류 보염기 : 날개 후방에서 생기는 소용돌이와 후류 중심부 부압에 대항한 소용돌이에 의해 보염작용



Thermal NOX 억제 방법

희박예혼합연소

⦁ NOX 발생 온도를 현저히 낮추어(1800 K 이하) prompt NOX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화염형상의 변경

⦁화염을 분할하거나 막상으로 얇게 늘려서 열손실을 증대

완만혼합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완만하게 하여 연소를 길게 함으로써 화염온도의 상승을 억제

배기재순환

⦁팬을 써서 굴뚝가스를 로의 상부에 피드백시켜 최고 화염온도와 산소농도를 억제시킴.

2단 연소

⦁연료를 2단으로 연소(1단예서는 fuel rich하게 태우고 2단에서 나머지 공기로 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