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공학

1. 연료 (fuel)

[1] 연료의 정의
연료라는 것은 공기 속에서 쉽게 연소하여 그 연소열이 경제적으로 쉽게 이용되어야 한다.

1) 연료의 기본조건

① 공급이 풍부하면서 가격이 쌀 것.
② 저장 및 운반이 쉬울 것.
③ 취급이 용이하면서 위생적일 것. 
④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크고 대기 중에서 용이하게 연소할 수 있을 것.
⑤ 연소 시 배출물이 적고 공해의 요인이 적을 것.

[2] 연료의 분류

① 고체연료 천연품 (天然品)：장작, 석탄

가공품 (加工品)：연탄, 코우크스, 숯

② 액체연료 천연품 (天然品)：원유

가공품 (加工品)：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등

③ 기체연료 천연품 (天然品)：천연가스(LNG), 탄전가스

가공품 (加工品)：액화석유가스(LPG), 고로가스, 석탄가스, 발생로가스 등

[3] 연료의 종류

1) 고체연료

(1) 특징
  * 장점
   ① 연료가 풍부하여 가격이 싸다.
   ② 노천야적 (露天野積)이 가능하다.
   ③ 설비비 및 인건비가 싸다.
   ④ 연소속도가 늦어 특수용도에 적합하다.



  * 단점
    ① 운반저장이 불리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② 연소조절이 곤란하다.
    ③ 연소효율이 낮고 완전연소가 어렵다.
    ④ 매연발생이 심하고 재의 처리가 곤란하다.

(2) 종류
1) 석탄
 - 석탄의 분류기준 : 탄화도, 점결성, 입도, 연료비, 용도 및 산지별에 기준을 둔다.
   ① 탄화도 : 석탄의 성분이 변화되는 변성의 진행정도

    ※ 이탄 → 아탄 (갈탄) → 아역청탄 → 역청탄 → 무연탄

                     작다 ← 탄화도 → 크다 
  
   ② 점결성 : 석탄을 가열하면 350(℃) 부금에서 표면이 용융되었다가 450(℃) 정도에서 
               굳어지는 성질로써 석탄의 코우크스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③ 연료비 : 고정탄소와 휘발분과의 비

                연료비휘발분
고정탄소

⋯ 석탄화도의지표

       석탄은 선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정탄소는 증가하고 휘발분은 감소한다. 

   ④ 분쇄성 : 미연탄을 연소할 때의 연소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드그로브 지수
               (HGI : Hardgrove grindability index)에 의하여 분쇄성을 표시한다.

   ⑤ 비중 : 1.2∼1.5 

   ⑥ 발열량 : 20∼30MJ/kg

2) 코우크스 
① 점결탄을 주성분으로 한 원료용 탄을 약 1000℃ 정도의 고온으로 건조하여 얻어지는 2
차 연료이다. 
② 주로 주선용이나, 주물용에 이용된다.
③ 비중은 1.8∼2.0 
④ 발영량은 27∼31MJ/kg 이다.



2) 액체연료

(1) 특징
  * 장점
   ① 발열량이 크다.
   ② 거의 품질이 균일하다.
   ③ 저장 ․ 운반이 쉽고 저장중 변질이 적다.
   ④ 연소효율이 크다.
   ⑤ 연소조절이 용이하다.
   ⑥ 분진과 탄분이 적다.
   ⑦ 계량과 기록이 용이하다.
  
  * 단점
   ① 연소온도가 높으므로 국부과열 (局部過熱)이 되기 쉽다.
   ② 화제 및 역화 (逆火) 등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③ 일반적으로 고황분 (高黃分)인 것이 많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④ 사용버너에 따라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종류
 1) 원유 (原油) 
  ① 천연적으로 얻어지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소량의 황, 질소 및 산소의 유도체를 함유
    하여 액체상태로 얻어지는 것으로 이 원유를 증류 (蒸溜)하여 각각 비점(沸點) 에 따라서
    가솔린 → 등유 → 경유 → 즁유 → 아스팔트 → 피치 등의 제품을 만든다.

  ② 주로 대형 화력발전소의 연료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2) 가솔린 (휘발유 ) 
  ① 비점범위가 320∼470 K의 경질유로 고발열량은 48MJ/N 이다.
  ② ∼ 정도의 탄화수소 성분을 갖는다.
  ③ 상온에서도 인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④ 옥탄가에 의해서 1호와 2호로 구분한다.
  ⑤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3) 등유 
  ① 비점범위가 450∼570 K이고 고발열량은 46MJ/N 이다.
  ② ∼ 정도의 탄화수소 성분을 갖는다.
  ③ 인화점은 38∼45℃ 정도이다.
  



종류 용도
1호 등화용 , 난방용이나 주방용연료
2호 석유발동기연료, 용재 및 세정용  

 4) 경유 
  ① 비점범위가 470∼600 K이고 고발열량은 44∼46MJ/N 이다.
  ② ∼ 정도의 탄화수소 성분을 갖는다.
  ③ 인화점은 42∼65℃ 정도이다.
  ④ 대기오염의 관점에서 유황분은 0.0010 질량% 이하로 규정된다.
  ⑤ 주로 디젤기관의 연료로써 사용되며 착화의 좋고 나쁨은 세탄(cetane)가로 평가되고 
    세탄가 45 이상이 바람직하다.

 5) 중유
  ① 가솔린, 등유, 경유를 유출한 후의 직류중유, 분해장치에 의한 분해중유 등으로 구분.
  ② 유동점에 따라서 세가지로 분류된다. 
     [1종(A중유), 2종(B중유), 3종(C중유)] 
  ③ 1종은 유황분에 의해 1호, 2호의 두 종류로 나뉜다.
  ④ 3종은 유동점에 의하여 1호, 2호, 3호 세 종류로 나뉜다.
  ⑤ 용도 : A중유는 금속정련용이나 소형열기관, B중유는 대형디젤기관, C중유는 제철용, 
           대형 보일러, 대형 내연기관에 사용된다.

3) 기체연료

(1) 특징
 * 장점
  ① 연소효율이 높고 적은 양의 과잉공기로 완전연소 할 수 있다.
  ② 연소용 공기는 물론 연료자체도 예열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발열량이 낮은 연료로도 
     고온을 얻을 수 있다.
  ③ 연소가스가 갖는 배기열을 연료와 연소용 공기의 예열로 회수할 수가 있으므로 효율 
     높게 사용할 수가 있다.
  ④ 균일한 연소를 유지할 수 있다.
  ⑤ 연소의 조종이 용이하다.
  ⑥ 회분이 거의 없고 분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⑦ 연료 중에 유황분 및 질소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적다.

 * 단점
  ① 체적이 크고, 운반이나 저장이 불리하다.
  ② 단위 체적당의 발열량이 작다.
  ③ 저장, 점화, 소화 시에 가스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크다.



  ④ 누설 시, 폭발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2) 종류
 1) 천연가스(natural gas)

종류 조성 고발열량
습성가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50.2MJ/N
건성가스 메탄 및 소량의 이산화탄소 37.7MJ/N

 2)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 
  ① 천연가스를 -162℃로 냉각, 액화시킨 것을 액화천연가스(LNG)라 한다. LNG의 주성
분은 메탄()으로 액화됨에 따라서 체적이 천연가스의 1/600로 되기 때문에 대량수송, 대
량 저장이 가능하고 도시가스로 사용된다.

 3)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
  ① 압축, 냉각(1.5MPa, -49℃)액화에 의해서 액화되는 석유계 탄화수소가스를 말하고  
보통 LPG 또는 LP가스로 약칭하며 그냥 프로판가스라고도 호칭한다.

  ② 주성분은 성분 [ + ]와 성분 [ + ] 이다.
  ③ 고발열량은 83.7∼125.6MJ/N 이다.

 4) 기타 가스
  ① 고로가스 
  ② 석탄가스
  ③ 수성가스
  ④ 유분해가스 (오일가스)

성분 분자식 비중 (공기 = 1) 고발열량 [MJ/N]
수소  0.0695 12.8
메탄  0.554 39.7
에탄  1.049 69.6

프로판  1.550 101
부탄  2.067 132

※ 참고 
- 단위 체적당 발열량의 비교
  프로판 > 메탄 > 수소
 
- 단위 질량당 발열량의 비교
  수소 > 메탄 > 프로판



2. 연소방법 및 연소장치
 
 [1] 연소
  연소란 연료중의 가연성분(C.H.S)이 공기중의 산소와 급격히 화합하면서 열과 빛을 동시에  
  수반하는 현상으로 산화반응, 환원반응, 열분해 등의 복합적인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1) 연소의 3대조건

  

① 가연물

② 산소공급원(공기)

③ 점화원

   ※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① 연소열이 클 것
    ② 산소와의 결합이 쉬울 것
    ③ 열전도율이 적을 것
    ④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2) 완전연소의 3대조건

  

① 온도

② 공기(산소 공급원)

③ 시간

[2] 연소의 형태
 
1) 고체연료
 ① 표면연소 : 코크스나 목탄 같은 것이 고온으로 되면 그 표면이 빨갛게 빛을 내면서 연    
    소하는데 이와 같이 고체의 표면에서 연소반응이 이루어지는 현상 
 ② 분해연소 : 석탄이나 목재 같은 것이 연소초기에 화염을 내면서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 증발연소 

2) 액체연료
 ① 증발연소 :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은 액체연료의 증기층이 형성되어 증기와 산소가 혼합하  
    여 연소하면서 화염이 형성되는 연소반응을 말한다.
 ② 분해연소
 ③ 분무연소 : 액체연료를 수m∼수백m의 유적을 미립화하여 표면적을 비약적으로 증가 
시켜서 연소하는 방식이다. 공업적으로는 이방식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3) 기체연료
 ① 확산연소 :　연소가스와 연소용공기를 각각 별도로 공급하여 연소실내에서 축차혼합하여   
    연소시키는 기체연소방법이다.
 ② 혼합기연소 : 연료와 공기를 적당한 비율(연소범위)로 연소장치(버너)내에서 혼합하여 점  
    화하면 화염이 혼합기가 전파되는 모양대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3] 연소의 물성
 
 1) 착화온도
   가연물을 공기중에서 가열했을 경우 외부로부터 점화원 없이 발화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최  
   저의 온도, 즉 외부열 도움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발화점이라고도  
   한다.
 2) 인화점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가 증기나 분해가스가 발생할 때 공기 중에 농도가 연소범위 하한  
   에 달했을 때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3) 연소점
   물체가 인화점에 달해도 연소는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보다 온도가 조금 오르면 연  
   소가 계속된다. 이 연소를 계속시키기 위한 온도를 말한다.
 4) 연소범위
   가연성 물질이 공기중의 산소와 혼합하여 연소할 경우에 필요한 혼합가스의 농도범위를 연  
   소범위라 한다. 이때 공기속의 가연성 가스의 최저 농도를 하한치라 하고 최고농도를 상한  
   치라 한다.

참고 ※ 연소실 내에서 완전연소의 구비조건
① 연소실내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한다.
② 연료와 연소용 공기와의 혼합이 잘 되게 한다.
③ 연료가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④ 연소와 연소용 공기를 적당하게 예열한다.
⑤ 연료가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연소실 용적을 확보한다.

[4] 연소장치

  (1) 고체연료의 연소장치
    1) 화격자 연소장치
    



    2) 미분탄 연소장치

장점
① 석탄을 150mesh이하(보통 200mesh이하)로 분쇄하여 1차공기와 함께 노의 연소버  

         너로 보내어 연소실에서 취출하여 공기중의 미분을 부유시켜서 연소하는 방식이다. 
  ② 작은 과잉공기로 완전연소를 행할 수 있다. 
  ③ 부하의 급격한 변동에 의하여 부하조정이 용이하다.
  ④ 점화, 소화시 연료손실이 적다.
  ⑤ 고온의 예열공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소효율이 높다.
  ⑥ 저질탄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단점
① 설비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② 비산회(fly ash)가 많아 고성능 집진장치가 필요하다.
③ 공간연소를 시키므로 넓은 연소실 용적이 필요하다.
④ 연소온도가 높아 노재의 손상 우려가 있다.
⑤ 타고 남은 연재의 처리에 특별한 장치를 요한다.

미분탄 연소장치의 종류

[그림] 미분탄 연소장치

 
  ① 편평류 버너 : 수냉벽의 수관사이에 설치하며 화염이 선회류식보다 장염이고 형상   

         이 편평하다.
  ② 선회식 버너 : 버너내의 이중관 노즐(nozzle)에서 1차 공기와 혼합된 미분탄의 흐름  

        과 2차공기와 같이 선회하면서 노내에 분사되는 형식으로 화염이 비교적 짧다.



  ③ 슬래그 탭 연소장치 : 1차로와 2차로로 구분하고 1차로가 슬래그탭로이며 여기서   
         재의 약 80%가 용용되어 배출되는 습식연소방식의 연소장치이다.

  ④ 기타 : 크레이머 연소장치, 사이크론 연소장치

3) 유동층 연소법

장점
 ① 고체연료를 모래 (규사) 등의 유동층 중에서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② 유동매체의 열용량이크므로 액상물, 다습물, 고형물 등의 다종 혼소가 가능하며 소  

         각시간도 짧다.
③ 노내에 기계적 가동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④ 연소효율이 높고 미연분이 극히 적어 잔사 매립량이 적어진다.

 ⑤ 석회석을 유동층에 혼입시켜 연소할 경우 노내에서 탈황이 가능하다.
 ⑥ 과잉 공기량이 적으므로 다른 소각로보다 보조연료 사용량과 배출가스량이 적다.

단점
① 유동매체(규사)의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② 가스화 속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의 공급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면 다량의 매연이 발생  

         하게 된다.
③ 고형물의 크기가 클 경우 투입 전에 파쇄하여야 완전연소가 이루어진다.
④ 정비 시에 소각로 냉각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⑤ 운전을 잘하기 위한 운전기술이 요구된다. 



(2) 액체연료의 연소장치

1) 기화연소방식(증발식) : 연료를 고온의 물체에 접촉시켜 액체연료가 기체의 가연증기로  
       되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포트형, 심지형, 웰프레임형이 있다.

2) 무화연소방식(분무식) : 노즐(nozzle)에서 연료를 고속으로 분출하여 액체연료의 입경  
       을 작게 하여 비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마치 안개와 같이 분무 연소시키는 방식
(무화입경 10∼500m)

 
㈎ 무화의 목적

㉮ 비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 연료와 공기와의 접촉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 연소효율을 높여 연소부하를 증대하기 위하여

㈏ 무화요소
  ㉮ 액체유동의 운동장

㉯ 공기와의 마찰력
㉰ 액체 기체의 표면장력

3) 종류
 ① 유압식 버너: 유압 펌프를 이용하여 연료에 고압력 (5∼20kg/cm) 정도로 가압하여 

노즐로 분출시켜 무화시킨다. 구조가 간단하고 넓은각의 화염이 형성되며 유량조절범
위가 좁다.

② 회전식 버너 : 회전 이류체 무화방식을 이용한 버너로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분무컵(atomizing cup)에서 비산되어 나오는 연료와 1차공기에 의해서     
        무화하는 형식의 버너로 비교적 넓은 각의 화염으로 유량조절범위가 넓다.

③ 기류식 버너 
 ㉮ 저압 기류식 버너 : 저압공기를 이용하여 연료를 미립화 시킨다. 좁은각의 단염으로  

         소형 가열용에 사용된다.
 ㉯ 고압 기류식 버너 :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또는 고압압축기로 부터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연료를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유량조절 범위가 넓다.
 

(3) 기체연료의 연소장치

 1) 예혼합 연소버너 : 완전혼합버너와 부분예혼합 버너가 있다. 부분예혼합 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일부를 예혼합 (공기량은 30∼80%) 하여 노즐로부터 분출시켜서 
나머지 공기를 2차공기로 하여 연소시키는 버너 (저압버너, 고압버너, 송풍버너)

 2) 확산 연소 버너 : 연료와 공기를 각각 별도로 공급하여 접촉면에서 연소시키는 방식  
         이다. (포트형 port type, 버너형 burner type)

① 예혼합 버너에 비하여 역화의 위험성이 적다.
② 화염은 일반적으로 휘염으로 되기 쉽다.



[3] 통풍장치
 
 보일러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에는 자연통풍과 인위적인 강제 통풍으로 나눌  
 수 있고 연소가스가 연소실로부터 연돌까지의 연속적인 흐름을 통풍이라 한다.

(1) 자연통풍
 연도내에 배기가스와 대기중의 공기의 밀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
 ※ 연소가스유속 : 3∼4 [m/sec]

(2) 강제통풍(인공통풍)
 인위적인 장치에 의하여 통풍력을 얻는 방법

1) 압입통풍(forced draft) : 노(爐)앞에 설치된 송풍기를 사용하여 연소용 공기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압입하는 통풍 방식

 특징
 ① 노내압이 정압(+)이다.
 ② 예열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기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있다.
 ④ 연소가스 유속 : 6∼8[m/sec]

2) 흡입통풍(유인통풍 : suction draft) : 연도의 도중에 배풍기를 설치하여 연소가스를 강제  
   적으로 흡인하여서 통풍하는 방식
 특징
 ① 노내 압력이 부압(-)이다.
 ② 외기 침입의 우려가 있다.
 ③ 송풍기가 배기가스와 접촉되므로 소손의 우려가 있다.
 ④ 예열공기 사용이 곤란하다.
 ⑤ 송풍기의 보수 및 점검이 불편하다.
 ⑥ 설치가 간단하고 일정한 통풍력을 얻을 수 있다.
 ⑦ 연소가스 유속 8∼10[m/sec]

3) 평형통풍 : 압입통풍과 흡입통풍을 결합한 방식이다. 
   평형통풍 = 압입통풍 + 흡입통풍



특징
① 노내압을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
② 노내압이 대기압으로 외기침입이 없다.
③ 설비비 유지비가 크다.
④ 통풍력의 조절이 까다로운 대형보일러에 적합하다.

[4] 연소계산
 
 연소반응이란 일종의 산화반응으로 연소 계산에 있어서도 일반 화학반응에 대한 일반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소에 관계되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간의 양척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1) 연료의 구성원소(고체 및 액체연료)
 탄소(C), 수소(H) 유황(S) 산소(O) 질소(N) 회분(V) 및 부착수분(W) 등 으로 분류하고 이중   
 가연원소는 C, H, S 3성분이다.

성분원소 C H S O N W(HO) CO SO 공기
원자량 12 1 32 16 14
분자량 12 2 32 32 28 18 44 64 28.8

(2) 공기의 성상
 건조 공기중의 O와 N의 비율
 체적비 → O(21%)    N(79%)
 질량비 → O(23.2%)  N(76.8%)

1. 고체 및 액체연료

Step 1. 화학반응식을 세운다.
        고체 및 액체연료의 가연 성분은 C, H , S 이므로 이 3원소의 화학반응식을 세우면
        된다.
        C + O = CO
        H+ 1/2O = HO
        S + O = SO

Step 2. 이론산소량을 구한다.
C             +                 O                =          CO  

1kmol                          1kmol                         1kmol
12kg                            32kg                          44kg
↓                              22.4Nm                       22.4Nm 
                             ↓                              ↓



H             +             1/2O               =       HO

S              +               O                  =         SO

1kg                            32/12 = 2.67kg               44/12=3.67kg
                                22.4/12=1.867Nm            22.4/12=1.867Nm

C(탄소) 1kg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 
   부피 : 1.867Nm  
   질량 : 2.67kg
C(탄소) 1kg 연소시 생성물 (CO)량
   부피 : 1.867Nm

   질량 : 3.67kg

1kmol                         1/2kmol                     1kmol
2kg                            16kg                        18kg
↓                            11.2Nm                      22.4Nm

                                 ↓                           ↓
                              16/2= 8kg                    18/2 = 9kg
1kg                          11.2/2=5.6Nm                22.4/2 = 11.2Nm

H(수소) 1kg 연소시에 필요한 산소량
  부피 : 5.6Nm

  질량 : 8 kg
H(수소) 1kg 연소시 생성물 (HO) 량
  부피 : 11.2Nm

  질량 : 9 kg

1kmol                       1kmol                           1kmol
32kg                         32kg                            64kg
                             22.4Nm                         22.4Nm

↓                           ↓                                ↓ 
1kg                         32/32 = 1kg                      64/32 = 2kg
                             22.4/32 = 0.7Nm                22.4/32 = 0.7Nm

S(유황) 1kg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 
  부피 : 0.7Nm

  질량 : 1kg
S(유황) 1kg 연소시 생성물 (SO)량
  부피 : 0.7Nm

  질량 : 2kg



체적

 O = 





  






    = 1.87C + 5.6(H-
 ) + 0.7S[Nm/kg]

     

중량

  O = 




  






     = 2.67C + 8(H-
 ) + S [kg/kg]

이론 산소량(O)
  1) 고체 및 액체연료
  어떤 연료를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며 연료의 성분중 가연성  
  분인 C. H. S에 대한 위의 산화반응식에 의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 만의 합을 구하면 된다.

이 식에서 (H-
 )는 연료 중의 수소H[kg]으로부터 연료 중의 산소O[kg] 과 이미 화합하고 있

다고 생각되는 수소, 즉 연소할 때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 수소의 양 
 을 뺀 것 이다. 따라

서 (H-
 )를 유효 수소(available hydrogen)이라 한다.

Step 3. 이론 공기량( )을 구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체적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기량 

 


 연료  

공기 중에 산소는 23.2%(질량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론 공기량 

 


 연료 

Step 4. 실제 공기량을 구한다.

공기비(m) = 이론공기량  
실제공기량  

A=m

Step 5. 습연소 가스량( )을 구한다.



연료 중의 수소가 연소하여 생성하는 와 연료중에 혼입되어 있는 수분( )은 연료가 연
소하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된다. 이 수증기를 함유한 총배기 가스량이 습연소 가스량이다.

습연소 가스량( ) = 연소에 관여하지 않은 공기량 +생성 물질량 + 생성 량

                  
연소에 관여하지 않은 공기량 = 실재 공기량 - 이론산소량

 = A -  = m        

                  ∴    





 







       

Step 6. 건연소 가스량()을 구한다.
습연소 가스량에서 수증기를 제외한 가스량을 건연소 가스량이라 한다. 연소가스의 조성을 일
반적으로 건연소 가스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건연소 가스량() = 습연소 가스량( ) - 생성 수증기량
                       

    

Step 7. 건배기 가스 중의     농도를 구한다.

 


× 

 


× 

 

 
× 

 


× 

2. 기체연료

Step 1. 화학반응식을 세운다.
기체연료의 경우에는  ,  를 제외하면 탄화수소()이므로 먼저  ,  의 화학반
응식을 세우면,

 

 → 

 

 → 

탄화수소인 경우에는



   

→   




위 식에 대입하여 계수를 맞추면 용이하게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예)

   

→   




  →  

Step 2. 이론산소량( )을 구한다.

   ⋯   

  

Step 3. 이론공기량( )을 구한다.
  

Step 4. 실재 공기량(A)을 구한다.
A= m⋅

Step 5. 습연소 가스량( )을 구한다.
    생성량생성량

Step 6. 건연소 가스량()을 구한다.
   생성량

3. 발열량

단위량의 연소가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그 연료의 발열량(Calorific power)이라 
한다. 고체 및 액체연료는 단위 질량(1kg)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을 MJ로 표시하고 
(MJ/kg) 기체 연료에 있어서는 표준상태에 있어서 단위 체적(1N)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을 MJ로 표시한다.[MJ/N] 여기서 N는 Normal 의 약자로 1N는 압력 
101.325Kpa, 온도 0℃때의 1을 표기하며 표준상태에서 기체 1kmol 22.4N이다.

1) 고위발열량(Higher heating value :  ) : 연료가 연소한 후에 연소가스를 최초의 온도까
지 낮출 때 분리되는 열량으로 이때 연소가스 중의 수증기는 응축해서 액체인 물이 되며 응축
할 때 방출하는 응축열도 발열량 중에 포함된다. 즉 열량계로 측정한 발열량이다.

2) 저위 발열량(Lower heating value : ) : 고위 발열량에서 연소가스 중에 함유된 수증기



의 증발열을 뺀 것이다.

(1) 고체 및 액체 연료의 발열량
연료의 원소분석에 의해 연료중의 C, H, S, O, N, a(회분), w(수분)의 질량비율을 알고 있으
면 연료의 고위발열량와 저위발열량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 연료 중에 N, a는 발열량과 관계없다.

(2) 기체 연료의 발열량
            …

[MJ/N]
         ×생성량 [M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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