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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ombustion rate of high-volatile bituminous coal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combustion conditions of a power plant. A method of predicting the
combustion rate was proposed by integrating the petrography analysis elements related to the combustion
rate. Since inertinite had a major effect on the combustion rate,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combustion
rate basically through the inertinite fraction, and petrofactor A was proposed by considering the Vitrinite
reflectance value, and more accurate prediction was possible. Petrofactors B and C were proposed b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vitrinite reflectance and the effect of liptinite to
petrofactor A. The combustion rate could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Finally, petrofactor D was proposed
considering all the previous factors, and the combustion rate was most accurately predicted.
Key Words : High-volatile bituminous coal, Prediction of combustion rate, Petrographic analysis,
Maceral distribution, Vitrinite reflectance, Petrofactor

1. 서 론
석탄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약 70%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
이며, 반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하여 절대적인 석탄
화력발전량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므
로 화력발전은 계속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로
써 석탄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한다.
각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은 계속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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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 변경될 때마다 등급, 발열량, 기초성분 등이 변하
고 연소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석탄에 따라 발전
소 가동조건을 변동해야한다. 사용되는 석탄의 연소율은
발전소의 연소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으
로 연소율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석탄의 연소특성은 기초물성에 따라 다르며, 서로 기초
물성이 비슷하더라도 입자의 광물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
는다. 광물학적 특성을 Petrography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연소율을 예측할 수 있을 경우, 연소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각 석탄의 연소율을 알 수 있다. Petrography 분석은 실험
조건에 따라 결과 값이 변화 할 수 있는 연소실험 보다 주
변 환경 영향을 적게 받아 높은 재현성을 가진다. 추가적
으로 연소실험을 병행할 경우 미리 Petrography 분석으로
예측된 연소율로 연소실험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실험결
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를 통해 더 높은 신뢰도를 갖
는 연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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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W. Bryers와 Atul Kumar Varma 외 4인은 DTF
(Drop Tube Furnace) 등의 연소장치를 통해 연소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연구에서 Unburned char의 발생이 Inertinite
용적 분율과 Vitrinite reflectance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였
다[1, 2]. 또한 Inertinite와 Vitrinite의 밀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석탄 Maceral(Vitrinite, Inertinite)의 각 용적
분율에 따라 발생하는 Char의 밀도를 비교분석하였고,
Inertinite가 Vitrinite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1].
Nandita Choudhury 외 5인은 일반적으로 석탄의 등급
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Vitrinite reflectance와 연소성이
좋아 반응할 수 있는 Maceral의 양을 고려한 Petrofactor를
이용하여 TGA 결과 값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Petrofactor
는 각각의 실험 결과와 더 높은 결정계수 값을 가졌고 석탄
의 등급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3].
하지만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연소율은 석탄의
등급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각각
의 Petrography 분석 결과와 연소율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지만, 각각의 결과만으로 연소율을 정확하게 예측하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고휘발 역청탄의 연소율을 예측하기 위
하여 DTF(Drop Tube Furnace)장치를 통한 연소실험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소
실험 결과 연소율을 Petrography 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
였으며, 연소 전 석탄의 다양한 Petrography 분석을 통합
하여 새로운 Petrofactor 값을 제시하고 연소율을 더욱 정
확히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물성 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석탄은 국내 미분탄 보일러에서 현재
사용·연구되는 총 12종의 고휘발분 역청탄이며, 각 석탄
들의 기초 물성분석을 진행하였다. 공업분석은 열중량분
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701, LECO, CO.,
USA)를 사용하여 ASTM D5142-09 기준에 따라 진행하
였고, 발열량분석은 상용 열량계(5E-C5500, Automatic
Calorimeter, CKIC, CO., China)를 사용하여 ASTM D5865-19
기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5,6], 분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원소분석은 원소분석기(FLASH 2000,
Organic Elemental Analyzer, Thermo Fisher Scientific,
Co., U.K.)를 사용하여 ASTM D5373-16 기준에 따라 진
행하였으며[7], 분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석탄 12종은 석탄 분류방법

Table 1. Properties of samples (Air Dry Basis)
Proximate analysis
(wt. %)

Samples

Mois.

V.M

F.C

Calorific
value
LHV

Ash

(kcal/kg)

A

14.70 43.51 37.78

4.01

5,318

B

12.66 36.38 46.64

4.33

6,002

C

9.48 34.42 36.86 19.24

5,514

D

8.16 39.05 46.21

6.58

6,710

13.94 36.68 38.38 11.00

5,974

E
F

7.91 33.56 50.89

7.64

6,517

G

2.84 27.46 54.50 15.21

6,707

H

3.79 23.75 57.11 15.37

6,398

I

5.58 31.79 51.79 10.85

6,708

J

2.28 30.85 56.74 10.13

6,496

K

6.93 24.30 47.48 21.29

5,832

L

2.47 29.80 53.32 14.42

6,764

Table 2. Ultimate analysis of samples
Samples

Ultimate analysis (Dry basis, wt. %)
C

H

N

O

S

A

72.13

5.12

1.41

17.08

0.11

B

74.25

4.98

0.88

14.15

0.47

C

60.82

4.58

1.23

16.59

0.31

D

76.00

5.68

1.54

10.48

0.80

E

71.32

5.21

1.49

12.84

0.85

F

73.73

4.78

1.57

13.22

0.45

G

72.31

4.46

1.67

5.24

0.57

H

70.64

3.95

1.25

6.79

0.56

I

73.35

4.84

2.04

8.94

0.48

J

69.80

4.11

1.59

7.54

0.55

K

65.73

3.94

1.64

11.08

0.50

L

72.33

4.55

1.60

4.85

0.69

ASTM D388-19a[8]와 Fig. 1에 나타낸 Van-Krevelen 그
래프에 따라 고휘발분 역청탄 C로 구성되어있다.

2.2 DTF(Drop Tube Furnace) 연소실험
석탄의 연소율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미분탄 보일러의
연소 환경을 모사한 DTF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DTF 장치는 크게 주입부, 반응부, 포집부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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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치의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반응부의 반응
영역 내에서 온도 및 가스 환경을 일정하게 조성할 수 있으

DTF 실험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반응부 온도,
체류시간, 가스 등의 연소 조건과 미분탄 사이즈(75-90

며, 주입부에서 MFC(Mass Flow Controller)에 의해서 가
스를 주입하고 시린지 피더를 이용하여 석탄입자를 투입
하였다. 연소반응 후 시료를 포집부에서 수득하였으며,

µm)를 국내 미분탄 보일러 조건을 모사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이를 완전재연소하여 UBC(Unburned Carbon)를 Ash
Tracer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Petrography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연소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Petrography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장치 구성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광학현미경은 백색광과 자외선을 광원으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50배율 대물렌즈와 10배율 접안
렌즈를 사용하여 500배율로 샘플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Fig. 4와 같이 진행되며, 미분탄과 액상 resin을 섞어 원통
형 용기에서 샘플을 제작·건조하고, 연마지를 이용하여
샘플을 연마하여 광학 현미경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

Fig. 1. Van-Krevelen diagram of each coal sample.

석은 Raw coal에 대하여 Maceral distribution, Vitrinite
reflectance, Microlithotype 분석, Char에 대하여 classification
분석을 진행하였다.
석탄을 구성하는 각 Maceral은 크게 Liptinite, Vitrinite,
Inertin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미경에서 Fig. 5와 같이
관찰된다. Liptinite는 자외선상에서 백색 혹은 형광색으

Main Unit (Petrography MicroSpectroPhothmeter)
Digital Spectrophotometer
HBO-100, UV Light Source

PC Unit/Set

White/Normal Light
Source (Hal-100)
Digital Stepping Stage
Lamp Source Power
Supply (One for UV-Light,
One for White Light)

Fig. 2. Schematic diagram of DTF(Drop Tube Furnace)
and flow systems.

Fig. 3. Composition of electron microscope for petrography analysis.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 of DTF
Condition
Injection gas

O2, N2

stoichiometric ratio

1.16

Gas flow rate [L/min]

5

Coal feeding rate [g/min]

0.2

Temperature [°C]

1300

Residence time [sec]

2

Fig. 4. Petrographic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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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ceral distribution and UBC result
Maceral distribution [%]
Samples
Fig. 5. Pictures of Liptinite under Ultraviolet light(Left)
& Vitrinite(Mid), Inertinite (Right) under white
light.

Fig. 6. Pictures of char structure.

로 관찰되며, 백색광에서 Vitrinite는 회백색, Inertinite는
밝은 백색으로 관찰된다. Maceral distribution 분석은 석
탄을 구성하고 있는 각 Maceral의 구성을 확인하며, 1×1
µm 측정구역을 500회 이상 반복 이동하고 각 Maceral의
종류를 카운트한다.
Vitrinite reflectance 분석은 5×5 µm 측정구역을 100회
이상 서로 다른 Vitrinite 상을 반복 이동하며, Vitrinite에
서 돌아오는 reflectance값을 측정한다. 이때, Vitrinite

Liptinite

UBC
(Unburned
Vitrinite Inertinite Carbon)
[%]

A

5.4

92.6

2.0

1.0

B

3.4

88.6

8.0

4.2

C

3.2

88.8

8.0

9.1

D

5.8

90.2

4.0

9.6

E

7.2

83.8

9.0

13.4

F

0.8

90.2

9.0

18.0

G

2.2

78.8

19.0

35.2

H

0.0

85.9

14.1

36.0

I

1.8

85.2

13.0

36.2

J

1.3

79.8

19.0

38.4

K

3.2

74.8

22.0

38.5

L

2.3

88.5

9.2

38.9

Table 5. Vitrinite reflectance result with UBC
Vitrinite reflectance [%]

UBC [%]

Samples

Mean

Standard

Mean

Standard

value

deviation

value

deviation

reflectance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값을 가지며, 평균값
은 석탄의 등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Microlithotype과 Char classification 분석은 각각 Raw

A

0.210

0.046

1.0

0.20

B

0.301

0.058

4.2

0.27

C

0.272

0.046

9.1

0.11

coal과 Char에서 구조를 분석한다. Raw coal의 경우
Maceral이 입자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분석하며, 주로
Inertinite의 포함 정도에 따라 연소성이 좋은 구조(MPG1)

D

0.272

0.068

9.6

1.81

E

0.354

0.106

13.4

0.45

F

0.326

0.049

18.0

0.19

와 좋지 않은 구조(MPG2)를 분류한다. Char의 경우 Fig. 6
과 같이 Char의 기공분율, 벽두께 등이 발생하는 구조 등
을 분석한다. Fig. 6의 좌측 2개 그림과 같이 기공이 많이 발

G

0.277

0.109

35.2

0.03

H

0.416

0.129

36.0

0.14

I

0.401

0.076

36.2

0.27

J

0.357

0.105

38.4

1.81

생하고, 벽이 얇은 경우 연소성이 좋은 구조(Group1)로 분
류하며, 이외 구조를 좋지 않은 구조(Group2)로 분류한다.

3. 결과 및 고찰

K

0.281

0.099

38.5

0.60

L

0.411

0.156

38.9

0.55

3.1 Inertinite와 Vitrinite reflectance에 의한
연소율 예측

1.81% 표준편차 값을 가지면서 최소 1%에서 최대 약 39%
까지 발생하였다. Inertinite 분율은 최소 2%에서 최대

DTF 장치를 통한 연소율(UBC) 실험 결과와 Maceral
distribution 분석과 Vitrinite reflectance 분석결과를 Table

22%까지 측정되었으며, Vitrinite reflectance의 평균값은
최소 0.21%에서 최대 0.42%까지 측정되었고, 측정값은
고휘발 역청탄이 보이는 값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4, 5에 각각 나타내었다. 각 탄별로 UBC 실험은 각 3회씩
진행하였고,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UBC 결과는 최대

수 있었다[4]. 또한 그 표준편차 값은 최소 0.046%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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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0.156%까지 다양한 값을 가졌으며,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 연소율 예측의 기본 요소로 선정하였다.
Vitrinite reflectance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Inertinite 값

Fig. 7, 8은 UBC 발생과 각탄의 Inertinite와 Vitrinite
reflectance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이다.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UBC와 비례

이 다양한 탄종을 선정하였기에 UBC와 비례관계가 약하
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는 UBC와 비례관계를 보였
다. Vitrinite는 석탄을 구성하는 Maceral 중 75%이상으로

하는 관계를 가졌으며, 각각 0.67, 0.40의 결정계수(  ) 값
을 보였고, 특히 Inertinite fraction이 Vitrinite reflectance
보다 UBC와 더욱 비례하였다. Inertinite는 석탄을 구성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vitrinite reflectance가 높아질
수록 Fuel ratio와 밀도가 높아져 연소성이 감소한다[2, 4].
따라서 Vitrinite reflectance를 Inertinite fraction과 함께

고 있는 Maceral 중 가장 밀도가 높고 연소성이 현저히 떨
어지기에 UBC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Inertinite
분율로 연소율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본 연구에

고려하여 더 정확한 연소율을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본 연
구에서 Petrofactor A로 제시하였다. 이때, Petrofactor는
UBC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UBC는 백분율로 나
타나기 때문에 100을 곱하여 값을 나타내었다.
Petrofactor A
= Inertinite fraction × V.R_mean × 100

(1)

Petrofactor A와 UBC의 상관관계를 Fig. 9 그래프를 통
해 나타내었다. 두 값은 0.82의 결정계수 값을 가지며 각각
의 Inertinite fraction과 Vitrinite reflectance 보다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Inertinite fraction과
Vitrinite reflectance를 함께 고려한 Petrofactor A를 연소
Fig. 7. Relation between inertinite fraction and UBC.

율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정확하게
연소율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Vitrinite reflectance 표준편차를 고려한
연소율 예측
Vitrinite reflectance는 단일 탄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
Table 6. Microlithotype analysis result
[%]
Mean vitrinite
reflectance
Fig. 8. Relation between vitrinite reflectance and UBC.

Fig. 9. Relation between petrofactor A and UBC.

C

D

G

K

0.272 0.272 0.277 0.281

Vitrite

75

83

57

41

Inertite

3

5

7

8

Clarite

8

4

7

9

Vitrinertite-V

10

3

18

11

Vitrinertite-I

2

3

7

5

Durite

0

2

2

5

Vitrinertoliptite

0

0

1

0

Duroclarite

0

0

0

13

Clarodurite

2

0

0

8

MPG1

93

90

83

74

MPG2

7

10

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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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 classification analysis result
[%]

C

D

G

K

Tenuisphere

24

15

10

1

Crassisphere

2

2

5

3

Tenuinetwork

68

70

35

36

Crassinetwork

3

10

7

33

Mixed Porous

2

3

28

22

Mixed Solid

1

0

15

5

Group 1

92

85

45

37

Group 2

8

15

55

63

Fig. 11. Relation between petrofactor B and UBC.

Petrofactor B
= Inertinite fraction × (V.R_mean +  ) × 100 (2)
Petrofactor B와 UBC의 상관관계를 Fig. 11 그래프를 통
해 나타내었다. 두 값은 0.84의 결정계수 값을 가지며
Inertinite fraction과 Vitrinite reflectance를 함께 고려한
Petrofactor A보다 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였다. 따라서
Vitrinite reflectance의 표준편차 값을 함께 고려하여
Petrofactor B를 연소율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였을 때
Fig. 10. Relation between standard deviation of vitrinite
reflectance and MPG1 to Group1 conversion
rate.

규분포 값을 가지며 탄종별 표준편차 값이 다르게 나타난
다. 표준편차가 큰 석탄일수록 Vitrinite reflectance 평균
값보다 높은 reflectance 값을 가지면서 연소성이 낮은
Vitrinite를 더 많이 포함한다. 따라서 연소과정에서 연소
성이 떨어지고 입자 내부 벽이 두껍게 형성되어 필요한 연
소시간이 길어져 UBC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Vitrinite reflectance 표준편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평균 reflectance가 비슷한 탄종 C, D, G, K의
Microlithotype과 Char classification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Raw coal과 Char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
과를 Table 6, 7에 나타내었으며, 각 분석의 세부요소를
MPG1, 2와 Group1, 2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reflectance
평균값이 비슷하더라도 표준편차가 큰 석탄일수록 Fig.
10의 MPG1 to Group1 변환율 값이 작아지며, 이를 통해
Raw coal에서 연소성이 좋은 구조(MPG1)보다 Char에서
연소성이 좋은 구조(Group1)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벽
이 두껍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Vitrinite
reflectance 표준편차를 평균값과 함께 고려하여 Petrofacor
B를 제시하였다.

보다 더욱 정확하게 연소율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Liptinite를 고려한 연소율 예측
Liptinite는 석탄을 구성하는 Maceral 중 가장 연소성이
우수하여 연소시 대부분 완전 연소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확인하기 위해 Char에 대하여 Maceral 분석을 진행하
였다. Liptinite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하며 반응
후 Char를 자외선 상에서 확인하였을 때, Maceral 중
Liptinite를 발견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Liptinite는 연소반응 중 완전연소 되며, 생성되는 UBC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Liptinite를 제외하고 UBC를 예측해
야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Liptinite 분율을 Petrofactor
A와 함께 고려하여 Petrofactor C를 제시하였다.
Petrofactor C
= Inertinite fraction × V.R_mean
× (1 - Liptinite fraction) × 100

(3)

Petrofactor C와 UBC의 상관관계를 Fig. 12 그래프를 통
해 나타내었다. 두 값은 0.83의 결정계수 값을 가지며
Petrofactor A보다 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였다. 따라서
Liptinite의 우수한 연소성을 고려하여 UBC 발생에서 제
외하고 Petrofactor C를 연소율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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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t each parameter

Fig. 12. Relation between petrofactor C and UBC.

Paramete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Inertinite fraction

0.67

Vitrinite reflectance

0.40

Petrofactor A

0.82

Petrofactor B

0.84

Petrofactor C

0.83

Petrofactor D

0.85

였을 때 Petrofactor A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더욱 정확하
게 연소율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Liptinite을 10% 이상으로 많이 포함하는 아역
청탄 혹은 갈탄의 경우 Liptinite 분율이 높아 반응하지 못
한 Liptinit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발생되는 UBC에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Petrofactor C를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3.4 통합 연소율 예측
연소율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
였던 모든 Petrography 요소 Inertinite 분율, Vitrinite

Fig. 13. Relation between petrofactor D and UBC.

reflectance 평균값 및 표준편차, Liptinite 분율을 통합하
여 Petrofactor D를 제시하였다.
Petrofactor D
= Inertinite fraction × (V.R_mean +  )
× (1 - Liptinite fraction) × 100

(4)

UBC와 비례관계를 보인 Petrography 요소들 Inertinite,
Vitrinite reflectance, Petrofactor A, B, C, D와 연소율
(UBC)과의 결정계수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Petrofactor D와 UBC의 상관관계를 Fig. 13을 통해 나
타내었다. 두 값은 0.85의 결정계수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연소율 예측 지표 중 가장 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였고, 모든 Petrography 요소를 통합한 Petrofactor D를
연소율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정확하게
연소율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BC 예측값이 실험값에 수렴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가
시화하기 위해 Fig. 14와 같이 실험값에 대한 예측값을 그
래프로 나타내었으며, 그래프에서 예측값이 대각 실선에
근접할수록 연소율이 정확히 예측되었음을 의미한다. 연
소율을 예측하는 기본 요소인 Inertinite 분율과 Vitrinite
reflectance값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Petrofactor A, Vitrinite
reflectance의 표준편차와 Liptinite 분율을 추가적으로 고

Fig. 14. Comparison of UBC experimental results and
UBC prediction values.

려한 Petrofactor D에 의한 예측 연소율 값을 나타내었으
며, 예측 연소율 값은 각 요소와 UBC 실험결과의 선형회
기를 통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Inertinite의 예측 연소율 파란색 표식에서
Petrofactor A의 녹색 표식, Petrofactor D의 붉은색 표식으
로 갈수록 점점 대각 실선에 근접하였고, 더욱 정확히 예
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etrography 분석을 통한 고휘발 역청탄의 연소율 예측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의 연소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연소율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연소 전
Petrography 분석을 통한 고휘발 역청탄의 연소율을 예측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연소율과 관련된 Petrography
분석 요소를 통합하여 보다 정확히 연소율을 예측하였다.
1) Inertinite 분율과 Vitrinite reflectance 값은 모두
UBC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며, Inertinite분율이

[2]

[3]

[4]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Inertinite 분
율을 통해 연소율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추가적으로
Vitrinite reflectance를 함께 고려한 Petrofactor A를

[5]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연소율을 보다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었다.
2) Vitrinite reflectance 표준편차 값이 연소에 부정적인

[6]

영향을 미치는 점과 Liptinite가 발생하는 UBC에 포
함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Petrofactor A에
각각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Petrofactor B와 C를 제시
하였고, 보다 연소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Petrofactor D를 제시하였고,
연소율을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Liptinite를 많이 포함하는 갈탄과 아역청탄의 경
우 반응하지 못한 Liptinite가 발생할 수 있어 Petrofactor C
와 D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Petrofactor B를
사용하여 연소율을 예측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Petrography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역청
탄의 연소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소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각 석탄의 연소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
실험을 병행할 경우 미리 Petrography 분석으로 예측된 연
소율로 연소실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실험결과의 신뢰
도를 높이고, 비교를 통해 더 높은 신뢰도를 갖는 연소율
을 확인할 수 있다.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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