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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wer generation systems based on the oxy-coal combustion with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capability are being proposed and discussed lately. Although a large number of lab scale studies for oxy-coal 
power plant have been made, studies of pilot scale or commercial scale power plant are not enough. Only 
a few demonstration projects for oxy-coal power plant are publicized recently. The proposed systems are 
evolving and various alternatives are to be comparatively evaluated. This paper presents a proposed approach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a commercial 100 MWe class power plant, which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for ‘retrofitting’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concept. The system is configurated based on design and opera-
ting conditions with proper assumptions. System components to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re listed. Evalu-
ation criteria in terms of performance are summarized based on the system heat and mass balance and simple 
performance parameters, such as the fuel to power efficiency and brief introduction of the second law analysis. 
Also, gas composition is identified for additional analysis to impurities in the system including the purity of 
oxygen and unwanted gaseous components of nitrogen, argon and oxygen in air separation unit and CO2 
process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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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h : enthalpy
HHV : Higher heating value
m : mass
P : Power
Q : Heat energy
x : mass fraction

Greeks
ɛ : exergy
η : Efficiency
ψ : Exergy Efficiency

Subscripts
L : Heat loss
RH : Reheater
SH : Superheater
0 : Reference environment

1. 서 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저

감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60%가 석탄 화

력발전소에서 발생하므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

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1]. 2007년 한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전

력 생산량은 154.674 GWh로 한국 전체 전력생산량

의 38.3%를 담당하고 있다[2].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

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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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중 포집

기술로서 순산소 연소 기술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

다. 순산소 연소기술은 산화제로 기존 공기 대신 질

소를 제거한 높은 순도를 가진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

이다. 순산소 연소 기술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실증 
또는 상용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기 분

리 장치 및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의 적용으로 인해 

발전소 효율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순

산소 연소 기술을 접목한 석탄 화력발전 시스템을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전력, 영동 석탄 화력발전소 

1호기를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개장(Retrofit)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1975년부터 운영된 이 발전소의 보

일러는 회 함량이 많은 국내무연탄을 주 연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하방향 화염분사 로(W-type Furnace)
가 채용되었다. 국내무연탄의 낮은 발열량으로 화염

유지 및 연소 완료를 위하여 보조연료로서 중유를 

혼소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역청탄을 혼

소하고 있다. 저급 연료의 사용, 시설의 노후화 등으

로 인하여 보일러 효율은 83.35%(HHV), 발전 단 기

준 순효율은 34%(HHV)로 낮으나 상업 운전이 지속

되고 있으며, 40년의 장부 수명 만료 시점인 2013
년 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 발전소를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으로 개

장 시, 기존 증기 터빈 설비와 증기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무연탄 사용 보일러는 철거하고 아

역청탄 등급의 설계탄을 적용하는 신규 보일러로 교

체하는 것을 전제하여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실시

하였다. 교체될 보일러의 성능은 한국전력에서 충

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표준 석탄 화력발전에 채

택된 보일러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연료는 아역청탄

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삼천포화력 

5호기를 참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순산소 연소 기술에 대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Buhre 등은 순산소 

연소 기술에 대한 필요한 연구 및 앞으로 나아갈 방

향 제시하고 있다[3]. 최근에는 파일롯 스케일의 순

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이 건설되고 있으며, 대
표적으로 Vattenfall 사의 30 MWth 파일롯 플랜트[4]
와 CSEnergy 사의 Callide 30 MWe 플랜트[5]가 있으

나 구체적인 실험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상용 스케일 급의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 공정 해석 프로그램

이 사용되고 있다[6,7].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열 및 물질 정산과 더불어 엑

서지 해석도 사용되고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실증 스케일의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시스템을 이루는 
보일러 시스템과 증기 사이클 시스템을 구현하여 열 
및 물질 정산 계산을 하였다. 열 및 물질 정산 자료

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제 1법칙 효율 및 엑서지 효

율을 확인 하였다.

2.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은 석탄의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를 공기 대신 질소를 배제한 고 순도

의 산소를 사용하고, 결과로서 높은 순도의 이산화

탄소를 포함하는 배기가스를 생성하고 추가적인 정

제 작업을 통하여, 순도 95% 이상의 CO2를 회수하

는 시스템이다. 고 순도의 산소를 산화제로 공급하

려면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가 필요

하다. 공기 분리를 위해 여러 기술이 제시 및 도입

되고 있으나, 대용량의 공기 분리를 위해 심랭법이 

고려된다.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불순물

을 제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CPU, CO2 
processing unit)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분리 기술로는 흡착, 막분리, 흡수 등이 있다[10].
연료의 연소 시 산화제로 고 순도의 산소만을 공

급할 경우, 높은 화염 온도로 인해 보일러 운전 조

건이 크게 달라지고, 손상의 위험도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재순환시키고 산소와 

희석한 산화제를 사용함으로써 보일러 안의 화염 온

도를 조정하는 배가스 재순환(FGR, flue gas recircula-
tion)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배기가스 재순환율은 

기존 공기 연소 환경을 고려하여 노 내부의 단열화

염 온도, 열 유속 또는 보일러 면적 유지에 따른 관

점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배기가스 재순환은 크게 

건식 재순환(Dry FGR)과 습식 재순환(Wet FGR)로 

나눌 수 있다. 습식 재순환은 배기가스의 수분을 제

거하지 않고 노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방식을 뜻한

다. 반면에 건식 재순환은 배기가스의 수분을 일부 

제거하여 산화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습식 

재순환은 배기가스의 폐열을 재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어 보일러 효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습

식 재순환을 석탄이송 산화제로 사용할 경우, 배가

스의 수분이 이송되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석탄 입

자의 표면에서 응축되고 석탄 입자사이의 응집이 일

어나, 최종적으로 석탄이송장치에서 막힘 현상이 일

어날 위험을 안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석탄이

송용 산화제는 배가스 응축(FGC, flue gas conden-
sation)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여 배기가스를 재

순환하는 건식 재순환을 석탄이송기체로 고려하였

다. 건식 재순환은 수분 제거를 위해 온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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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oxy-coal-fired power plant.

진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므로 보일러 효율에 영향을 

준다. 한 번 냉각된 재순환가스를 다시 연소용 공

기로서 필요한 온도까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가

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시스템을 구현하여 Fig. 1

과 같이 표시한다. 열역학적 성능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고 

스팀 사이클과 보일러 설비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진행하였다. 공기분리장치와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

는 간단하게 가정하였다.

3. 평가 기준

3.1. 열 및 물질 정산

열역학적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

은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한 열 
및 물질 정산이다. 랜킨 사이클에 기초한 석탄 발

전 시스템은 크게 스팀 사이클 시스템과 보일러 시

스템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의 폐열 제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간단한 랜킨 사이클의 열 및 물질 유

량의 다이어그램은 Fig. 2와 같다. 여기에서는 보일

러와 터빈의 구성으로 단순화하여 보여 주고 있으

나, 이들 주요기기를 대상으로 열 및 물질정산을 실

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Fig. 3
은 터빈을 통과하는 열 및 물질 유량의 다이어그램

을 나타내며, Fig. 4는 순산소 석탄 연소 보일러의 

열 및 물질 유량의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각 공

정의 입력조건과 운전조건에 의하여 출력 조건이 정

해지며 이 출력 조건은 다음 공정의 입력조건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Fig. 2에서 보일러 출구 질량 

유량과 엔탈피는 곧, 터빈의 입구 운전조건이 되며 

터빈의 성능계산에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각 부분의 
온도, 압력, 엔탈피 및 질량 유량이 도출되며, 열 및 

물질 정산 결과와 설계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여러 

구성요소로 구현된 전체 발전 시스템과 각각의 단

일 시스템을 평가한다.

Fig. 2. Heat and mass flow of a simple Rankine cycle.

Fig. 3. Heat and mass flow through turb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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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at and mass flow in oxy-coal-fired boiler system.

3.2. 제 1 법칙 효율

열 및 물질 정산의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보일러 효율(Boiler 
efficiency)(HHV), 터빈 열 효율(Turbine thermal effi-
ciency), 열 효율(Thermal efficiency)과 순 효율(Net 
efficiency)(HHV)을 검토한다. 보일러 효율 계산 방

법은 입력출력 기준법(Input-Output Method)와 열손

실 기준법(Heat Loss Method)가 있다[11,12]. 각각의 

보일러 계산 방법에 따른 효율 값은 실제로는 차이

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산 값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입력출력 기준법에 의한 보일러 효율은 
식 (1)과 같다. 식 (1)은 노 내부에서 연소반응으로 

인한 고온의 배기가스와 보일러의 지나는 스팀과의 

열에너지의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비를 나타낸다. 
보일러의 열에너지는 수냉벽, 과열기, 재열기 및 절

탄기를 통해 스팀으로 전달된다. 열손실 기준법에 

의한 보일러 효율 계산식은 식 (7)과 같다. 식 (7)은 

배기가스의 열에너지 손실, 불연소 석탄에 의한 에

너지 손실, 석탄의 수소와 수분으로 인한 열에너지 

손실, 산화제에 의한 열에너지 손실과 보일러 내의 

복사 및 대류 연전달에 의한 열에너지 손실로 구성

된다. 터빈 열 효율은 식 (2)와 같으며 보일러에서 

스팀으로 흡수된 에너지와 총 전력(gross power)의 비

로 나타낸다. 열 효율은 식 (3)과 같다. 순 전력(net 
power)과 총 전력의 관계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내

며, 순 전력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총 전력에서 보

조 장치의 전력 소비를 고려한 것을 뜻한다. 순 효율

은 식 (5)와 같이 열 효율과 보일러 효율의 곱으로 

나타낸다. 열소비율은 식 (6)과 같으며, 1 kWh를 생

산해내기 위한 열에너지의 보일러 투입량을 뜻한다.

 


× (1)

where,   : Heat energy rate transferred to boiler 
system coolant(kJ/sec)
 : Heat energy rate released in the combus-

tion of the fuel(kJ/sec)

  


×  (2)

where,   : Gross power(kJ/sec)

 


×  (3)

where,  : Net power(kJ/sec)

        (4)

where,  : Auxiliary power(kJ/sec)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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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where,   = (Dry flue gas loss)
 

  
  

 
  : Heat energy of flue gas, gas heater2 
outlet
   : Heat energy of primary oxidant, PAF 
outlet
   : Heat energy of secondary oxidant, 
gas heater1 inlet
 = (Fuel moisture and hydrogen latent heat 

loss)
   

 

 : mass fraction of moisture in the fuel
: mass fraction of hydrogen in the fuel
  : specific enthalpy of steam at temperature 
of gas heater2 inlet
  : specific enthalpy of water at mean tem-
perature of gas heater2 inlet and primary air 
fan
  = (Unburned carbon loss)
  



  : mass fraction of unburned carbon in 
refuse per mass of fuel
  = (Combustion air moisture latent heat 
loss)
 

  

 : humidity ratio (kg of moisture/kg of 
dry air)
  : Combustion air (kg/kg of fuel)
 : specific enthalpy of saturated vapor at 
mean temperature of gas heater2 inlet and 
primary air fan outlet
   = (Radiation and convection loss)
  

    
  

3.3. 엑서지 해석

본 연구에서는 제 1법칙 효율의 보조적인 결과로

써 엑서지 효율을 제시하였다. 엑서지 해석을 통하

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역학적 손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엑서

지 해석은 기준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기
준 환경의 조건은 T0 = 298.15 K 그리고 P0 = 101.32 
kPa 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하는 엑서지 효율은 열 및 물질 정산 자료를 바탕으

로 하여 입출력의 엑서지 값을 이용하여 도출된다.
보일러 엑서지 효율(Boiler exergy efficiency)은 식 

(8)과 같다. 보일러로 들어가는 총 엑서지는 산화제 

엑서지와 연료 엑서지로 구성된다. 연료 엑서지는 

Szrgut 등[13]이 제안한 통계학적 상관 관계식에 의

해 구해졌다. 터빈 열 엑서지 효율(Turbine thermal 
exergy efficiency)과 열 엑서지 효율(Thermal exergy 
efficiency)은 식 (9)과 식 (10)와 같다. 순 엑서지 효

율(Net exergy efficiency)은 식 (11)과 같이 보일러 

엑서지 효율과 열 엑서지 효율에 의해 표현된다.

 ɛ 
ɛ
× (8)

where, ɛ  : Exergy rate transferred to boiler system 
coolant
ɛ  : Exergy rate released in the combustion of 
the fuel

  ɛ


×  (9) 

 ɛ

×  (10)

   × (11)

4. 접근 방법

4.1. 공정 해석 프로그램

본 연구의 대상인 순산소 석탄 연소 시스템의 열 

및 물질 정산 자료는 GE Energy사의 소프트웨어인 

GateCycle을 사용하여 확보하였다[14]. GateCycle은 

단일 팩키지로 구성된 공정 해석 프로그램으로써 정

상상태의 열 발전 시스템의 해석을 수행한다. 다양

한 가스터빈 시스템, 열 병합 발전 시스템과 복합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설계점(design-point)과 탈 설

계점(off-design)의 조건에서 예측하여 열 및 물질 정

산 분석을 제공한다[15,16].
공정 해석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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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lidation of process analysis program through simplification.

Fig. 6. Flow diagram of boiler system and steam cycle for oxy-coal-fired power plant by GateCycle.

Fig. 5와 같이 시스템의 단순화 과정을 통하여 점검

하였다. 석탄화력 발전 시스템을 이루는 급수가열

기 및 저압 터빈을 고려한 랜킨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여 보일러, 응축기, 터빈, 펌프로 이루어진 랜킨 

사이클로 단순화 하였다. GateCycle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Excel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TPX를 

사용하였다[17]. Fig. 5의 (c)를 대상으로 하여 운전 

조건은 P1과 P2는 12.9 MPa, P3과 P4는 5 kPa 그리

고 터빈 및 펌프의 효율은 100%로 가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GateCycle과 TPX의 해석 결과는 거의 일

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해석 조건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을 Fig. 6과 같이

Table 1. Results of simple Rankine cycle by GateCycle 
and TPX

ηNet[%] Net power[kW/kg]
GateCycle 43.96 1428.73
TPX 43.97 1428.90
Error[%] 0.02 0.01

GateCycle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연소 반응 후 배

기가스는 균일한 기체(homogeneous gas)로 가정하였

으며, 이를 감안하여 저온 전기 집진장치(ESP, elec-
trostatic precipitator)에서는 배기가스의 압력 감소만

을 고려하였다. 시스템 해석 조건은 크게 보일러 시

스템과 스팀 사이클 시스템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공기 분리 장치와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 및 보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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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assumptions

Oxidant 
composition 

O2 95 v%
Ar 4 v%
N2 1 v%

Exergy of 
oxidant 

115.95 kJ/kg
(for 95 v% O2 purity)

Power 
consumption 

ASU[18] 240 kWh/ton O2

CPU[19] 100 kWh/ton CO2

Auxilairary 7.5% of gross 
generating power

치의 가정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분

리 장치의 산소 순도를 95%로 가정하였으며 전력 

소모율은 240 kWh/ton O2로 가정하였다[18]. 발전 시

스템의 보조 장치의 전력 소모율은 시스템 구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기 분리 장치 및 이

산화탄소 처리 장치를 제외한 보조 장치의 전력 소

모율은 총 전력의 7.5%로 가정하였다.

4.2.1. 보일러 시스템 조건

본 연구는 아역청탄 등급의 설계탄을 사용하는 순

산소 석탄 연소용 보일러의 신규설치를 가정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설계탄의 조성은 Table 3과 같으며, 
국내 석탄 수급현황과 국내 발전사 입하탄의 성상

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보일러 시스템의 운전 조

건에 대해서는 순산소 석탄 연소 보일러의 설계 기

준이 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우선 보일러의 성능 평

가에 필요한 기본 운전 조건 일부는 한국전력의 경

험이 축적된 표준화력 석탄보일러를 채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삼천포 화력 5호기의 운전조건을 

참고하였다. Table 4는 보일러 시스템의 해석에 적용

된 운전조건들을 나타낸다. 보일러에서 증기조건의 

경우에는 기존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의 증기 터빈

설비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과열증기 및 재열증

기의 운전조건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보일러

는 아임계압(sub-critical pressure)의 운전을 가정하였

다. 보일러의 공기 누설율은 이론산소량을 기준으로 
3%를 가정하였으며 기체 열교환기(gas heater)의 공

기 누설은 고려하지 않았다. 재순환배기가스안의 산

소의 포함과 과잉 산소율의 제어 가능 여부를 고려

하여, 보일러의 과잉 산소율은 공기 분리 장치 기

준에서 이론 산소-연료 비로 1.03으로 가정하였다. 
배기가스 재순환율은 식 (12)로 정의하였다. 습식 및 
건식 재순환의 비는 8:2로 가정하였으며 습식 재순

환 가스는 고순도의 산소와 혼합되어 2차 산화제로 

사용된다. 건식 재순환 가스는 석탄 이송 가스로 사
용된다. 보일러의 사용 연료의 온도는 70℃로 가정

하였다[20].

Table 3. Coal component of power plant
Coal Sub Bituminous

HHV(kcal/kg) As Received 5,800
εchemical,fuel(kcal/kg) As Received 6,008

Proximate Analysis
(wt%)

Moisture 18.00
Fixed Carbon 44.51

Volatile Matter 34.62
Ash 2.87

Ultimate Analysis
(wt%)

Moisture 18.00
Carbon 58.22

Hydrogen 4.10
Oxygen 15.58
Nitrogen 0.82

Sulfur 0.41
Ash 2.87

Table 4. Operating conditions for boiler system of oxy- 
coal-fired power plant

GateCycle

Boiler

Superheater outlet steam 
temperature 541℃

Superheater outlet steam 
pressure 12.48 MPa

Reheater outlet steam 
temperature 541℃

Reheater outlet steam pressure 2.85 MPa
Economizer outlet flue gas 
temperature 350℃

Air leakage 3%
Excess oxygen of oxidizer 
generated by ASU 3%

Coal feed rate 10.37 kg/sec
Temperature of feeding coal 70℃

Gas heater 
1

Outlet primary feeding gas (dry 
FGR) temperature 250℃

Gas heater 
2

Outlet secondary feeding gas 
(wet FGR) temperature 340℃

FGR rate 70%
Wet to dry ratio 8:2

 


× (12)

where,  : Total flue gas rate at exit of boiler
  : Dry recirculated flue gas 
  : Wet recirculated flu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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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erating conditions for steam cycle of Youngdong power plant and GateCycle model
Design(Youngdong) GateCycle

High pressure(HP) turbine
Inlet pressure 12.55 MPa 12.48 MPa
Inlet temperature 539℃ 541℃
Outlet pressure 3.08 MPa 2.95 MPa

Intermediate pressure(IP) 
turbine 

First extraction pressure 1.42 MPa 1.42 MPa
Second extraction pressure 0.83 MPa 0.83 MPa
Third extraction pressure 0.43 MPa 0.43 MPa

Low pressure(LP) turbine
First extraction pressure 209.86 kPa 209.86 kPa
Second extraction pressure 62.76 kPa 62.76 kPa

Condenser Inlet water pressure 5.07 kPa 5.06 kPa
Feedwater heater 1 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TTD) 1℃ 1℃
Feedwater heater 2 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TTD) 0℃ 0℃
Feedwater heater 3 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TTD) 2.8℃ 2.8℃
Feedwater heater 4 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TTD) 2.8℃ 2.8℃
Feedwater heater 5 Terminal temperature difference(TTD) 2.8℃ 2.8℃

4.2.2. 스팀 사이클 조건

보일러 해석조건에서 언급한 대로, 영동화력발전 

1호기의 증기 터빈 설비를 개장되는 시스템에 계속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Table 5에 보인 기존 스팀 

사이클의 설계 조건을 그대로 해석에 적용하였다. 
영동화력발전 1호기의 터빈 열 효율은 약 42.9%이

며, GateCycle로 구현한 스팀 사이클의 터빈 열 효율

은 43.9%로 계산되었다. 각 효율 사이에는 약 2.3%
의 오류가 나타나며 이는 터빈, 발전기 및 기타 기

기의 부족한 운전조건 정보와 설계 다이어그램과 

비교하여 간단한 스팀 사이클의 구현으로 인해 나

타난다. 본 연구의 시스템의 총 전력은 100 MWe로 

가정하였다.

5. 결과 및 토의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의 보일러 효율을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열 및 물질 정산을 통하여 

전력, 효율 및 질량 유량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보일러 효율(HHV)은 열 손실 기준법(식 (7))을 이

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약 90.7%의 효율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기연소조건인 아역청탄

용 삼천포 화력 5호기의 보일러 설계 효율과 비교

하여 약 3%정도 증가한 것이다. 삼천포 화력 5호기

와 비교하여 사용 연료 성상의 변화로 인한 연료 수

분에 의한 열 손실은 차이가 있지만, 배기가스 재순

환으로 인한 열 에너지 회수로 인하여 보일러의 폐

열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열 손실 기준법

을 통한 폐열 손실의 계산은 기체 열교환기를 떠나

는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와 기체 열교환기로 들어

오는 석탄 이송 기체와 이차 산화제의 열 에너지의 

차로 결정되는데, 배기가스 재순환으로 인해 배기가

스의 열 에너지를 석탄 이송 기체와 이차 산화제의 

열 에너지로 사용함에 따라 폐열 손실이 공기 연소

환경과 비교하여 감소한다. 복사 및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 손실은 수냉벽, 과열기, 재열기, 절탄기와 

기체 열교환기의 임의 가정을 통하여 계산되었다.
Table 7은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의 전력, 

효율과 배기가스 성상을 나타낸다. 발전기에서 생산

되는 총 전력은 100.06 MWe이며, 총 전력의 약 33%
는 공기분리장치,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와 보조 장

치의 구동 전력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66 MWe의 
순 전력이 생산된다. 열 효율과 보일러 효율로 결

정되는 시스템의 순 효율은 26.27%로 나타나며, 이
산화탄소 포집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석탄 화

력 발전소와 비교하여 효율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Boiler efficiency of oxy-coal- fired power plant 
by Heat Loss Method

Heat Losses[%] Results
Dry flue gas 3.40
Moisture and hydrogen in fuel 5.05
Moisture in feeding gas 0.37
Unburned carbon 0.24
Radiation and convection 0.23
Unmeasured losses -
Total loss 9.30
Boiler Efficiency[%] 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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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ergy and exergy distribution of oxy-coal-fired power plant.

Table 7. Power, efficiency, mass flow rate and gas com-
position of oxy-coal- fired power plant

Variable Unit Results
Gross power MWe 100.06

Power 
consumption

Auxiliary MWe 7.50
ASU MWe 16.87
CPU MWe 9.66

Net power MWe 66.03
Heat rate kJ/(kW·sec) 3.81
ηBoiler % 90.70
ψBoiler % 45.28
ηTrubine thermal % 43.88
ψTrubine thermal % 84.14
ηThermal % 28.96
ψThermal % 55.52
ηNet % 26.27
ψNet % 25.14
Main steam flow kg/sec 79.50
Gas flow(furnace outlet) Nm3/h 242,435
Gas flow(furnace outlet) kg/sec 106.59
Wet FGR into the boiler kg/sec 59.69
Dry FGR into the boiler kg/sec 15.00
Gas flow(entering CPU) Nm3/h 54,060

Flue gas composition
at CPU inlet
(Mole percent)

O2 % 5.30
N2 % 10.66 

H2O % 5.91 
CO2 % 74.23 
Ar % 3.72 

SO2 % 0.18

석탄의 연료량, 산화제량과 공기 누설율로 결정되

는 보일러 후단의 배기가스 유량은 약 242,000 Nm3/h
로, 이중 일부는 노 내부로 재순환되며, 수분이 제거

된 나머지 배기가스는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로 주

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가스 재순환율을 질량 유

량 기준 70%로 가정하여 노에서 빠져나가는 배기

가스 질량 유량은 106.59 kg/sec이다. 80:20의 습식

과 건식의 배기가스 재순환 비율을 적용하여 습식 

재순환 가스량은 59.69 kg/sec이며 건식 재순환 가

스량은 15.00 kg/sec로 계산되었다.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로 들어가는 배기가스의 수분은 FGC에 의해 대

부분 제거되어 약 6%만 남게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

소는 여러 불순물의 희석으로 배기가스 상에서 약 

74%의 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시스템의 에너지와 엑서지의 분포를 나

타낸다. 엑서지 해석 관점에서 보면 보일러에서 엑

서지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연소 반응으로 생기는 많은 양의 엑서지가 연소 

반응 자체의 비가역성에 의해 보일러 안을 지나는 

스팀으로 전달되지 않고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 반면에 스팀 사이클에서의 엑서지 손실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스팀 사이클의 

저압 터빈에서 응축기로 들어가는 스팀의 조건이 

기준 환경 조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6. 결 론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플랜트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기준 대상은 125 MWe급 영

동화력발전소 1호기이며, 기존 증기 터빈 설비와 증

기 조건은 유지를 하되, 아역청탄 등급의 설계탄을 

사용하는 순산소 석탄 연소 보일러의 신설을 가정하

였다. 보일러시스템 구현을 위한 자료는 표준화력 

발전의 아역청탄용 보일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순산

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열 

및 물질 정산은 공정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

출되었으며, 열 및 물질 정산 자료를 토대로 제 1법
칙 성능 해석과 엑서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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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필요한 가정은 크게 보일러 시스템과 스팀 

사이클 시스템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일러 시스템 및 스팀 사이클 시스템의 열 

및 물질 정산 자료의 확보를 위해 공정 해석 프로

그램인 GateCycle을 사용 하였다. 공정 해석 프로그

램의 계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생 재열 랜

킨 사이클을 랜킨 사이클로 단순화한 모델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xcel을 바탕으로 하는 

TPX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단순 랜킨 사이클

의 순 효율의 오류는 0.02% 나타나며, TPX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순산소 석탄 연소 발전 시스템의 보일러 효율 

계산을 위해 열 손실 기준법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등급의 석탄을 사용하는 표준화력 발전소와 비교하

였을 때 보일러 효율은 약 3%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기연소 환경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배기가스 재순

환에 의한 폐열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

템은 공기분리 장치와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의 전

력 소모로 인해 10.56% 효율 손실이 일어나며, 그
에 따라 26.27%의 낮은 순 효율을 가지게 된다.

3)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로 들어가기 전 배기가

스는 FGC에서 냉각과정을 거치며, 배기가스 중 수

분 몰분율은 약 6%로 낮아진다. 배기가스의 이산화

탄소는 불순물로 고려되는 Ar, N2, H2O, SO2와 O2를 
제외한 약 74%의 순도를 가지게 된다.

추후 연구에서 공기분리장치와 이산화탄소 처리 

장치의 구성을 통해 통합적인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

겠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및 엑서지 분포를 확

인하여, 효과적인 시스템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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