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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ergy Agency Clean Coal 

Centre(IEA-CCC)에서 주관한 clean coal technology 

2019(CCT19) 학회는 지난 6월 3일~7일 미국 휴스

턴에서 개최되었다. 9회를 맞은 본 국제학회는 2년

에 한번 개최되는데 청정석탄 기술개발에 대한 全

세계 주요 이슈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번 CCT19 학회는 IEA-CCC 회원들 중 하나인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그 동안 기저부하로 역할을 성실히 수

행했던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주범 및 脫석탄 

정책에 의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석탄 화력발전을 보다 청정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플랜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부터 필자는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연소 

중 CO2 포집 가능한 순산소 순환유동층 연소(Oxy-

CFBC) 기술을 발표하고 해외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청정석탄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본 학회에 처음으로 참

가하였다. 

CCT19 학회는 첫날 리셉션, 3일간 청정석탄 기술

개발 발표와 마지막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CO2 감축 

실증플랜트(세계 최고 규모의 CO2 습식 포집 Petra 

Nova, 가압 순산소 연소 초임계 CO2 발전의 Allam 

cycle)들의 견학으로 진행되었다.

3일간의 청정석탄 기술개발 연구주제들은 Power 

plant optimization/upgrading, Developments in USC 

and A-USC power plant, Noval power generation 

systems, Power plant flexibility, Advanced sensors 

and simulation, Biomass co-firing, Uses of coal 

waste,  Oxy-combustion, chemical looping, IGCC and 

gasification technologies, CO2 utilization, CCS policy 

and economics, CCS: Pilot and demonstration projects, 

CCS: next stage, Pollutant controls, Mercury and trace 

metals, Small modular system, water 등 다양하였다. 

모든 발표들을 듣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세 가지 

session들이 병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가장 연관된 기술들에 주안점

을 두고 기술동향을 파악하였다. 이에, 필자 주관적

으로 세계 청정석탄 기술개발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

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1) 기존 석탄화력 플랜트 효율향상 기술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

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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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2 활용 옵션(출처: QIAN ZHU, CCT19).



학회참관기

536 … NICE, 제37권 제4호, 2019

3) NOx, SOx, Hg 오염물질 저감기술

먼저, 기존 석탄화력 플랜트 효율 방안으로, ‘18년 

기준 일차에너지인 석탄이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

국에서는 청정석탄 기술개발을 위해 1,000 MWe급 

고효율 USC(Ultra super-critical) 미분탄 화력발전플

랜트 개발과 연소로 내 탈황, 탈질 및 연료다변화가 

가능한 600 MWe급 이상 순환유동층연소(CFBC) 플

랜트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6,000 unit의 CFBC가 

운영되고 있고 보일러 용량 및 신규 설치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석탄화력 플랜트들의 효

율향상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big-data 기

반의 digital twin과 화력발전 플랜트의 주변기기들의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술개발(미분기에서 연소

버너로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공기예열

기 등 열교환기 효율 향상)들이 진행 중이었다. 

다음으로 CCUS 기술은 ‘15년 실증이 완료된 30 

MWe Callide Oxy-fuel project가 소개되었으며 CO2 

포집율은 700톤/일 규모였다. 본 과제에 참여한 일본 

IHI社의 순산소 연소 비즈니스 모델로는 해외에서 

순산소 연소 발전 중 포집되는 CO2를 EOR(Enhanced 

oil recovery)을 통해 저장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하였

다. 국내 역시, 포항지진으로 인해 저장이 어렵게 되

었기 때문에 CO2를 저장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를 탐

색, 발굴하여 순산소 연소 발전과 연계하는 비즈니

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IEA에서

는 CO2 활용에 대한 세계 현황들에 대한 발표가 있

었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IEA 주최측에 문

의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림 1에 CO2 직·간

접 활용 옵션들을 나타내었다.

CO2 직접 활용방안으로는 EOR 혹은 EGR 

(Enchanced gas recovery), Beverage carbonation, 

Plant growth enhance, Wastewater treatment, Cleaning 

agent, Solvent production 등이 있으며, CO2 간접 활

용방안으로는 CO2 to fuels & chemicals, CO2 co-

polymerization, Mineral carbonation, Algae-based fuels 

& chemicals 등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중·

단기 CO2 활용 기술의 전망으로는 CO2 polymer, CO2 

carbonation 및 Methanol production 기술들의 진보를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염저감 기술로는 500 MWe급 이상

의 석탄화력 발전에서 NOx 저감을 위한 air-staging 

기법, CFD 해석을 통한 버너 구조 변경 기술들이 소

개되었으며 황과 수은 함량이 높은 갈탄 혼소에서 

배기가스 내 SOx와 Hg를 동시에 저감하는 후단 설

비 운전 최적화 기술들이 소개되었다. 

3일간의 학회발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는 

NETL(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의 청

정석탄 기술개발 로드맵이었다. NETL에서는 석

탄관련 연구를 Near term(3~10년 동안 수행), Mid 

term(5~12년 동안 수행), Long term(3~10년을 위한)

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Near term의 키워드는 “Existing Plants”, Mid term

의 키워드는 “Coal first”, Long term의 키워드는 

“Advanced combustion”이다. “Existing plant” 기술개

발 방향은 기존 플랜트들의 효율향상 및 안정성 향

상에 대한 operating flexibility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

그림 2. Allam cycle plant 전경사진(좌) 및 전체공정 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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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예로, Alstom power/GE power의 석탄화력 저

부하 보일러 운전기술 개발, Microbeam technologies

의 석탄화력 보일러를 위한 통합예측 및 condition-

based 모니터링 tools 개발 그리고 On-line system 

identification의 화력발전 플랜트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CFD 데이터 기반 보일러 모델링 기술 개발이다. 

“Coal first” 기술개발 방향은 고효율화, 소형 및 모듈

화, near zero emission 플랜트 기술 개발이다. 마지

막으로 “Advanced combustion” 기술 방향은 EOR과 

연계할 수 있는 순산소 연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예로, chemical looping, staged oxy-combustion, 

flameless oxy-combustion 등의 기술개발이다. 필자가 

기술개발하고 있는 ”순산소 연소기술“이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청정석탄 화력발전기술 중 하나라는 

사실이 매우 뿌듯하였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CCT19 학회 메인이벤트는 아마 현장견학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 최고 CO2 감축기술들의 실증

플랜트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7시 15

분부터 현장견학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참석률이 매

우 높았을 만큼 그 열기가 대단했다. 

오전 견학은 고효율 석탄화력 플랜트 기술개발

을 위한 초임계 CO2 발전 가압 순산소 연소기술인 

NET power의 “Allam cycle demonstration plant” 이

었다. 이 실증플랜트는 semi-closed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로서 현재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300 bar

에서 가압 순산소 연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임계 

CO2 turbine과의 연계운전을 위해 turbine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NET power의 최종목표는 2020년 상

용 300 MWe 개발이며 석탄을 이용하여 Gross plant 

efficiency 82.7%, Net plant efficiency 58.9 %를 달성하

는 것이다.

오후 견학은 세계에서 가장 큰 240 MW급 습

식 CO2 포집 실증플랜트인 NRG의 “Petra Nova 

demonstration plant”이었다. NRG의 WA Parish Unit 

8 640 MWe 아임계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내 13 % CO2 중 240 MW 용량을 흡수제(KS-1)을 활

용하여 흡수한 후 분리하여 90 % 이상 CO2 포집하는 

기술로서 100 % load 운전 시, 5,200 톤/일 CO2 포집

이 가능하며 최종목표는 West Ranch oil field (81 mile 

long pipeline)로 CO2를 이송하여 EOR를 통해 crude 

oil 이송 및 판매하는 것이다. 

CCT19 학회 동안 가장 뇌리에 박혔던 문장이 있

었는데 그것은 학회발표 첫날 keynote session에서 보

았던 “Coal is an 100 % organic fuel.”이다. 우리는 유

기농(Organic) 제품을 선호한다. 유기농 제품이 인기

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석탄이 우리가 선호하는 청

정연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CCT19 학회였다.

그림 3. Petra Nova plant 전경사진(좌) 및 전체공정 layout(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