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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검증용 발전소 시뮬레이터 개발

변승현1† ･ 황도현1

Development of Power Plant Simulator for Control System Verification & 

Validation

Seung Hyun Byun · Do Hyun Hwang

ABSTRACT

A control system has been being developed by korean engineers for 500MW korean standard type fossil power 
plant with the advent of retrofit of old control system. Simulators have been used for digital I&C system pre-tests 
and validation tests in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paper, the power plant simulator for control system V&V was 
developed in order to verify the developed control system prior to application to a power plant. The control models 
were developed using plant control system data, translator programs, and vendor manuals. The developed simulator 
was verified by steady-state test, load swing test, transient test and so on.

Key words : Power plant, Simulator, Control system v&v

요   약

500MW급 초임계압 표준 석탄 화력 발전소에의 실증 적용을 목표로 국산 분산제어시스템의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아날로그 제어 시스템의 디지털 제어시스템으로의 개체시 제어 

시스템의 검증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용량 석탄 화력 보일러 제어 시스템 검증에 활용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는 500MW급 표준 석탄 화력 발전소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제어 검증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제어 검증을 위한 제어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장 제어 시스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에서 현장 

데이터를 활용가능하게 하는 변환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제작사 매뉴얼에 기반하여 제어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뮬레이

터는 열평형상태시험, 부하변동 시험, 고장모사시험 등을 통하여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개발 중인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고, 
기존 제어 시스템의 분석 및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발전소, 시뮬레이터, 제어시스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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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전력의 수요증가로 인해 전력산업에서 신경망 역

할을 하는 I&C(Instrumentation & Control)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선진 제작사의 기술 보호로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00MW급 초임계압 표준 석탄화력 발전소에의 

실증 적용을 목표로 국산 분산 제어시스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하는 분산제어시스템은 발전설비의 

중요성으로 인해 개발과정이나 개발 후 발전 설비에 적용

되기 전에 시스템의 기능 및 신뢰성 등의 검증이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 제어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향후 

실증 적용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제어 시스템의 검증

은 필수적이다.
한편, 시뮬레이터는 전 범위로 개발되어 원자력 발전소

의 디지털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 전 훈련과 사전 

시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써 이

용되어지고 있으며
[1], 적용되어질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적용 전 제어 로직 시험과 인터록 시험 그리고 HMI 등 

소프트웨어 검증용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2].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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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뮬레이터의 분류

표 1. 시뮬레이터 타입에 따른 장단점 비교

Stimulated Virtual Hybrid Emulated

요구

되는 

자료

-
(DCS 벤더 자료)

-
(DCS 벤더 자료)

중간 

(HMI 연계 데이터) 

많음

(자료 정확도가 

충실도 결정) 

시스템

폐쇄성

매우 높음

(DCS 벤더에 독점적)
높음

(DCS 벤더에 독점적)

중간

(HMI 연계

프로토콜)

-
(DCS 벤더에 독립적)

개발 

기간

 짧음

(DCS와 공정모델간 

연계시간)

 짧음

(DCS와 공정모델간 

연계시간)

장기간

(HMI 연계 시간)
가장 장기간

(제어 모델 구현 시간)

업그레이드

용이성
중간 중간 낮음 낮음

유지보수

용이성

어려움

(DCS 벤더에 매우 

의존적)

중간

(DCS 벤더에 의존적)
중간

(벤더에 의존적)

쉬움

(상용 H/W 및 S/W 
이용가능)

구축비용 매우 높음 저렴 높음 가장 저렴

전 범위는 아니지만 중용량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열수

력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보일러 제어용 

분산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기능 검증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
[3].

제어 시스템 검증을 위해서는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뿐

만 아니라 기능까지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필수 불가결하다. 본 논문에서는 500MW급 표준 화력 발

전소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제어 시스템의 신뢰

성과 기능 검증을 위한 전 범위 발전소 시뮬레이터를 개

발하고, 그 개발 내용을 소개한다. 2절에서는 시뮬레이터

의 개요에 대해 기술한다. 시뮬레이터는 크게 발전소 공

정을 모사하는 공정 모델과 제어 시스템을 모사하는 제어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3절에서는 공정 모델 구현한 사

례를 설명하고, 4절에서는 제어 모델 구현한 사례를 기술

한다. 5절에서는 구현한 공정 모델과 제어 모델을 시스템 

통합하고, 모의 시험한 결과를 통해 구현한 시뮬레이터의 

효용성을 보여주며, 6절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시뮬레이터의 개요

2.1 시뮬레이터의 분류
발전소 시뮬레이터는 발전소 공정을 모사하는 공정 모

델과 제어 시스템을 모사하는 제어 모델, 고장모사/원격

시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강사 조작반, 공정 모델, 제어 

모델과 연계하여 발전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운전 조작

반, 공정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일부 조작이 가능한 소프

트(하드) 패널 등으로 구성되며, 제어 모델과 오퍼레이터 

콘솔의 구현 방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 타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하면 표 1과 같다
[4].

- Stimulated : 발전소 현장의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제어시스템)와 동일한 오퍼레이터 콘솔

과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구현

- Virtual : 발전소 현장의 DCS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virtual 시스템(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제어 라이브러

리 제공)을 이용하여 구현

- Hybrid : 발전소 현장과 동일한 오퍼레이터 콘솔을 

제공하면서 제어 모델은 emulation 하여 구현 

- Emulated : 오퍼레이터 콘솔과 제어 모델을 emulation 
하여 구현

제어 시스템 검증용으로는 Virtual 타입의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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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의 아키텍처

가 일반적으로 개발되어지나,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발

전소의 제어 시스템의 제작사에서 Virtual 타입을 제공하

지 않고, 시뮬레이터 개발 후 분산 제어시스템과 연계되

어 활용되어지며, 제어 모델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이성과 향후 활용성 측면에서 emulated 
타입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발전소 시뮬레이터는 운전 훈련용 시뮬레이

터로 개발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제어 검증용으로 활용

한다는 것은 기존 제어 로직 등의 수정을 통해 시스템 성

능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적용 예정인 제어 시스템의 

기능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뮬레이터가 제어 검증용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는 시뮬레이터의 제어 모델 측면에서 현장 제어 모델과 

동일하여야 하고, 제어 로직의 수정이 용이하여야 하며, 
구현하는 제어 기능 블럭이 현장의 DCS 벤더에 의해 제

공되는 기능 블럭과 비교하여 충실도가 높아야 하고, 제
어 파라미터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튜닝이 가능하여야 한

다. 또한 새로운 제어 알고리즘의 적용과 제어 로직 개선

을 위해 새로운 기능블럭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2.2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의 개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제어 검증용 시뮬레이터는 객체 

지향 환경을 제공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하

여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은 미국 WSC사에

서 개발한 3KEYMASTERTM
를 사용하였다. 

3KEYMASTERTM
는 MS Windows 운영체제를 기반

으로 작동하며 그래픽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개발 및 실행

을 제어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시스템의 

그래픽과 모델이 통합되어 있어 개발 중 모델을 수정 하

였을 때 모델과 그래픽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델의 안정성

과 유지보수성이 양호하다. 3KEYMASTERTM
는 온라인 

편집이 가능하며 각 오브젝트들을 서로 연결하여 동적

(dynamic), 논리(logic) 및 제어(control)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 오브젝트를 선택, 이동, 연
결하여 발전소 공정 계통과 제어 계통 등을 모델링 할 수 

있다
[5].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은 객체 지향 환경을 제공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으로써 시뮬레이션 환경의 아키

텍처는 그림 2와 같다.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의 프로젝트 내에서의 파일 구조

는 Book, Page, Task, Type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

용은 아래와 같다.
∙ Book - 작업파일에 대한 모듈 구조의 최상위 단계로

서 파일시스템의 디렉토리와 같은 개념으로 Page 등
을 포함한다.

∙ Page - 사용자가 작성하는 그래픽 다이어그램으로서 

Book의 최하위의 단계이다.
∙ Task - 모델의 알고리즘과 수식을 C++을 사용하여 

작성되는 실행 파일이다.
∙ Type - 그래픽 이미지를 갖는 C++ 오브젝트이다. 

2.3 대상 플랜트 개요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발전소는 500MW급 표준 

석탄화력 발전설비로 초임계압 관류보일러, 재열 재생식 

직렬배열 복수터빈 및 직접 여자 방식의 발전기로 구성되

어 있다. 보일러는 ABB-CE사의 옥내형, 평형통풍방식의 

미분탄 전소용으로 되어 있으며, 보일러의 증기조건은 과

열기 출구에서 압력 255㎏/㎠, 온도 541℃, 재열기 출구

에서 압력 40.8㎏/㎠, 온도 541℃이다. 정격 출력의 30%
에서 90% 부하까지 변압운전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기수분리기를 이용하여 정격의 30% 부하이하에서 증발

관으로부터 공급된 기수혼합물을 분리하여 증기는 과열

기로 보내며, 물은 재순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나선형 

증발관은 튜브간의 열응력 및 수벽의 국부과열을 최소화

한다. 보일러 계통은 보일러수 순환 계통, 바이패스 계통, 
통풍 계통, 연료연소 계통, 제매기 계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터빈은 회전수 3600rpm으로 단류의 고압터빈 및 

중압터빈, 복류의 저압터빈 2개를 갖는 1단 재열, 재생 및 

복수식으로 8단의 급수가열기를 갖춘 직렬배열형 구조로 

되어 있다. 발전기는 완전 밀폐형의 원통구조로 고정자는 

수냉식, 회전자는 수소 냉각식 동기 발전기로써 정격전압 

22kV, 3상, 2극, 60Hz, 냉각수소 압력 4.2㎏/㎠, 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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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발전소 계통과 시뮬레이션 범위

계통 서브 계통 시뮬레이션 범위

Air & Flue Gas 
Systems Air/Flue Gas (AG) FDF & Secondary Air, Scanner Air, IDF & Flue Gas, PAF & Primary 

Air, Mill Seal Air and Oil

Boiler Systems Boiler(BR)
Furnace(FU)

Economizer and Evaporator, Start-up Recirculation System, S/H 
Steam, R/H Steam, Furnace

Fuel Systems Fuel Coal /Ignition Oil(FS) Ignition Oil System, Fuel Coal System

Main Steam & 
Turbine Systems

Main Steam(MS)
Turbine& Auxiliaries (TU)

Main Steam and HP Bypass System, HP/IP Turbine, Aux Steam 
System, LP Bypass System, Extraction Steam System, Turbine Seal 
Steam System

Condensate & 
Feedwater Systems

Main Condenser(MC)
Feedwater(FW)

Main Condenser & Condensate Pumps, LP FW Heaters, Condenser 
Air Removal, Condensate Storage and Transfer, Deaerator & Feedwater 
Pumps, HP FW Heaters

Plant Auxiliary 
Systems

Closed Cooling Water(CC)
Circulating Water(CW)
Instrument & Service Air(IA)
Generator Cooling(GC)

Closed Cooling Water System, Circulating Water System, Instrument 
& Service Air System, Hydrogen Cooling System, Stator Cooling 
Water System, Generator Seal Oil System

Electrical Systems Electrical Distribution(ED)
Electrical Generator(EG)

Generator and Exciter, Transformer, Switchgear, Breakers, Motors and 
Loads

0.9에서 최대 정격용량 612MVA를 낼 수 있으며, 직접 

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6].

2.4 시뮬레이터 개발 단계 및 수집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설계, 개발, 시스템 통합, 시험 등의 단

계를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발전소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범위를 정의하였

으며, 시뮬레이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시
스템 특성에 기반한 시스템 단순화와 가정을 통해 설계 

사양을 작성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시험 절차서를 개발

하고, 하드웨어 환경을 구축하고, 발전소 공정 모델과 제

어 모델, 전기모델, 소프트 패널 등을 개발하고, 개발 단위 

모델을 시험하였다. 시스템 통합 단계에서는 개발단계에

서 개발한 공정 모델과 제어 모델 등을 통합하고, 시험 절

차를 보완하였으며, 시험 단계에서는 통합 모델에서 시험 

절차에 기반하여 시험을 하였다.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발전소 운전 지침서, 발전소 편람,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piping isometric diagrams, 
flow diagrams, CLD(Control and Logic Diagram), 각 

기기 벤더 매뉴얼, Heat Balance Diagram, Pump/Fan 곡
선, Heat Exchanger 설계 데이터시트, 플랜트 DCS 데이

터, MCR 사진, 밸브 특성 곡선, I/O 리스트, 알람 설정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뮬레이터 개발에 활용하였다.

3. 발전소 공정 모델 개발

발전소를 구성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밸브, 펌프, 탱크 

등의 오브젝트(Object)를 배관에 해당하는 링크(Link)를 

이용하여 연결함으로써 유체 배관망에 대한 Flow Network
을 구성하고 각 기기 및 링크에 발전소 설계 데이터를 입

력함으로써 발전소 공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7].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뮬레이터에서의 발전소 계통 분

류와 계통별 시뮬레이션 범위를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공정 모델 중 주증기(Main Steam) 

계통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3.1 주증기 계통 개요
최종 과열기 출구헤더에서 나온 증기는 4개의 배관을 

통하여 배출된다. 각 라인은 고압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

되어 있고, 4개의 배관은 각각 2개의 주증기 배관으로 통

합되어 터빈 정지밸브(stop valve)와 조절밸브(control 
valve)를 거쳐 고압터빈으로 들어간다. 주증기는 기동과  

정상 운전시 비상 백업을 위해 냉간 재열 라인 예열, 터빈 

밀봉 증기계통 및 보일러 급수펌프 구동용 터빈(BFPT)에 

공급된다.
고압터빈을 통과한 증기는 재열증기 배관을 통과하여 

보일러의 재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재열증기 정지밸브 및 

재열증기 조절밸브(intercept valve)를 통과하여 중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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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증기 계통 주요 시뮬레이션 영역 그림 4. 주증기계통 주요 시뮬레이션 다이어그램

저압터빈으로 들어간다. (저감기 후단의) 열간 및 냉간 재

열증기는 탈기기 pegging, BFPT 운전 및 보조증기 공급

원을 위해 intermediate 헤더로 공급된다. 
고압증기 터빈 쉘은 2중 쉘로 구성되어있다. 주증기는 

2개의 주정지밸브 및 4개의 조절밸브를 거쳐 고압터빈으

로 진입한다. 재열기에서 가열된 증기는 2개의 재열 정지 

밸브 및 2개의 재열증기 조절밸브를 거쳐 중압터빈으로 

들어간다. 중압터빈을 통과한  증기는 단일 cross-over 파
이프를 통과하여 저압터빈인 LP-A 및 LP-B 증기터빈으로 
들어가며, 저압터빈을 통과한 증기는 복수기에서 응축된다.

3.2 주증기 계통 시뮬레이션 영역
주증기 계통의 시뮬레이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주증기 및 고압 바이패스 계통

- 냉간 및 열간 재열증기 및 저압 바이패스 계통

- 증기터빈추기 계통

- 보조증기 계통

- 터빈 밀봉증기 계통

- 고압/중압/저압 증기터빈

그림 3은 P&ID에 기반한 주증기 계통의 주요 시뮬레

이션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3.3 주증기 계통 모델개발 
시뮬레이터 주증기 계통 모델을 아래와 같은 단계에 

의해 개발하였다.
1) 계통별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영역을 

결정하였다. 자료가 수집 가능한 경우는 시뮬레이션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특정 유로 및 기기는 단

순화 하고, 자료가 수집 불가능한 경우는 가정을 통

해 시뮬레이션 영역을 확정하였다.
2) 정의된 시뮬레이션 영역에 대한 nodalization을 기

준으로 P&ID를 참고하여 시뮬레이터 개발환경을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공정모델 다이어그램을 구

현하였다.
3) Heat balance, 기기 데이터 등을 참조하여 공정모델 

다이어그램의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였다.
4) 구현한 모델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각 모델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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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터빈 밀봉증기 계통 정상상태 시험

그림 6. 증기 터빈추기 라인 정상상태 시험

정상상태 확인과 주요 공정 데이터의 발전소 데이

터와의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타 계통과 연결되는 

노드(nodes)들은 일단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으로 처리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외부 변수와 

연결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
은 터빈 밀봉 증기 계통과 증기터빈 추기라인의 

100% 정상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제어 모델 개발

시뮬레이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발전소는 500MW
급의 국내 표준 석탄화력으로 제어 시스템은 제작사에 따

라 크게 보일러 제어 시스템, 터빈 제어 시스템, 터빈 바

이패스 제어 시스템, 보일러 급수 펌프 터빈(BFPT: Boiler 
Feedwater Pump Turbine)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진

다. 보일러 제어 시스템은 운전원의 기기 조작스테이션인 

POS(Process Operator Station), 공정 제어를 위한 APC
(Automatic Plant Control), BOP(Balance of Plant) 제어 

및 FSSS(Furnace Safeguard Supervisory System)을 위

한 SQC(Sequence Control) 등을 담당한다. 2.1절에서 소

개한 제어 검증용 시뮬레이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보

일러 제어 모델과 터빈 제어 모델은 발전소 현장의 DCS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터 개발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로직 타스크와 로직 다

이어그램 그리고 MMI를 구현하였다. 발전소에서 전자 

파일의 형태로 취득이 어려운 터빈 바이패스 제어 모델과 

보일러 급수 펌프 터빈 제어 모델은 매뉴얼과 관련 자료

를 토대로 시뮬레이터 개발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어 

모델 개발 툴을 개발하고, 툴을 이용하여 제어 로직 도면

을 참조하여 제어 모델을 구현하였다
[4][8].

4.1 보일러/터빈 제어 모델 구현
보일러 제어 모델은 발전소 현장의 보일러 제어용 

DCS 로직 객체와 연결 정보 그리고 파라미터 정보를 가

지고 있는 발전소 현장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확장자 dmp
를 갖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시뮬레이터에서 사용

하는 DCS 관련 기능블럭에 대한 객체에 대한 추가 정보

와 I/O 리스트 추출을 위한 Microsoft Access 데이터베이

스 파일 그리고 DCS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터 개발 환경에서 실행가능한 로직 타스크와 로직 다이아

그램을 구현하고, I/O 리스트를 추출하였다. 그림 7은 변

환하여 구현한 로직 다이아그램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I/O 리스트는 보일러 제어 모델과 타 제어 모델이나 공정 

모델과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이용되어진다.
보일러 제어 모델의 운전화면인 MMI는 시뮬레이터 

프로젝트와 별도로 실행되는 MMI 프로그램의 구현과 프

로젝트의 타스크에 포함되어 실행되는 알람 타스크, 그리

고 MMI 프로그램과 알람 타스크에서 활용되어지는 데이

터 파일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8은 구현한 MMI
의 예로 오일 공급 계통의 운전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데
이터 파일은 DCS 운전 화면과 관련 DB 정보 그리고 알

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장의 데이터 파일을 이용

하여 생성하였다.
터빈 제어 모델도 보일러 제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발

전소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는데, 터빈 제어의 

플랜트 데이터인 UNIT 디렉토리에  위치한 로직 구성 정

보와 상호 참조 정보 등을 담고 있는 파일과 터빈 제어 타

스크에서 활용되는 일부 cpp 파일 그리고 변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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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바이패스 제어 모델 구현 툴 개발 프로그램

그림 11. 고압 바이패스 계통의 주증기 압력 제어 로직 

구현

그림 7. 구현한 로직 다이어그램의 예

그림 8. 구현한 MMI의 예 (오일 공급 계통)

그림 9. 발전소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터빈 제어 I/O 
리스트

타스크와 로직 다이어그램을 구현하고 I/O 리스트를 추출

하였다. 그림 9는 발전소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터빈 제어 

I/O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4.2 터빈 바이패스 제어 모델 구현
터빈 바이패스 제어 모델은 제어 시스템 매뉴얼에 기

반을 두어 바이패스 계통에 사용된 기능블럭을 분석한 내

용을 토대로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어 모델 구현 툴을 Visual C++ 6.0 개발환경에서 개발

하고, 개발한 툴을 이용하여 바이패스 로직을 구현하였다. 
그림 10은 개발한 바이패스 계통 제어 모델 구현 툴의 프

로그램 파일과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1은 

개발한 툴을 이용하여 구현한 고압 바이패스 계통의 주증

기 압력제어 로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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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현한 BFPT 제어로직 툴의 기능블럭 목록

기능블럭명 설명
인자 갯수

비고
입력 출력 파라미터

ABUF Analog Buffer 1 1 - 아날로그 변수 인터페이스

AIN Analog Input - 1 - 아날로그 입력 인터페이스

ANAT Analog Transfer 3 1 -

AND2/3/5 logical And 2/3/5 1 2/3/5 파라미터는 부논리 입력용

DBUF Digital Buffer 1 1 - 디지털 변수 인터페이스

DIN Digital Input 1 1 - 디지털 입력 인터페이스

FNG Function Generator 1 1 19 파라미터 수 조절 가능

GE Greater Than or Equal 1 1 1

GT Greater Than 1 1 1

HPCV HP Control Valve demand 3 1 - HP 제어 밸브 제어용

HPSV HP Stop Valve demand 4 1 - HP 스톱 밸브 제어용

LE Less Than or Equal 1 1 1

LPSV LP Stop Valve demand 4 1 - LP 스톱 밸브 제어용

LT Less Than 1 1 1

MSL Manual Set Logic constant - 1 1 이진 상수 설정용

MSR Manual Set Real constant - 1 1 실수 상수 설정용

NOT logical NOT 1 1 -

ONESHOT One Shot monostable logic 1 1 1

OR2/3/4/5 logical OR 2/3/4/5 1 2/3/4/5 파라미터는 부논리 입력용

PID PID controller 4 1 7 PID 제어기

RSFF RS Flip Flop 2 1 -

L4WWO Logic for WW Operation 10 5 - BFPT 속도 설정치 

생성 및 시퀀스 제어용

SPDREFGEN Speed Reference Generator 7 1 -

SUM SUM 2 1 2

4.3 보일러 급수 펌프 터빈 제어 모델 구현
보일러 급수 펌프 터빈 운전 절차에 기반한 BFPT 제

어를 위해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제어 

로직 툴을 개발하였다. 구현한 툴의 기능블럭을 나열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입출력 인자 갯수의 의미는 외부의 다른 기능블

럭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와 외

부 다른 기능블럭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블럭의 

출력 파라미터의 갯수를 의미한다. 또한 파라미터 인자의 

개수는 내부 파라미터 중 튜닝가능한 상수 파라미터를 의

미한다. 개발한 표 3의 기능 블럭을 이용하여 보일러 급

수 펌프 터빈 제어 로직을 구현하였다.

5. 시뮬레이션

5.1 시스템 통합
구현한 발전소 공정 모델과 제어 모델은 시뮬레이션 

개발환경의 프로젝트 안에서 통합하고, 인터페이스 파일

을 통해 모델간 I/O 포인트들을 연계하였다. 
그림 12는 프로젝트 안에서 통합된 공정모델과 제어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3은 보일러 제어 모델과 

공정 모델간 인터페이스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공정 모델과 제어 모델, 강사조작반 등이 통합된 시뮬레

이션 환경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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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정모델과 제어모델 등의 프로젝트에서의 통합

그림 13. 공정모델과 보일러제어모델간 인터페이스 

파일의 예

그림 14. 공정모델과 제어 모델 등이 통합된 시뮬레이션 환경

5.2 모의 시험
공정 모델과 제어 모델 등이 통합된 시뮬레이션 환경

에서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고, 불만족 사항에 대해

서는 불만족 보고서를 발행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9].

- 냉간 기동 시험, 열평형 상태(steady state) 시험

- 부하 변동 시험, 정지 시험, 기동전 상태점검

- 고장 모사(Malfunction) 시험, 원격 기능시험

- 외부 파라미터 시험

- transient 시험(런백, 덤프 시험 등)
- 강사 조작반 시험 등

열평형 상태 시험의 경우 주증기 압력, 주증기 온도, 재
열증기 온도, 주증기량, MW 출력, 노내압 등 중요 파라

미터에 대해서는 발전소 데이터를 기준으로 ± 2% 이내에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기타 데이터는 ±5% 이내에 들어오

도록 하였다. 표 4는 주요 데이터의 기준값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에러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15MW/min의 출력 변화율로 발전기 출력 

기준 520MW에서 350MW까지 부하변동 시험에서의 발

전기 출력과 주요 데이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출력 

설정치와 변화율에 따라 보일러 마스터 제어기가 동작하

여 연료량과 급수량, 공기량 제어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

라 주증기 압력과 급수량, 증기량 제어가 잘 이루어져 발

전기 출력 제어가 출력 설정치와 변화율에 맞춰 잘 이루

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16은 발전기 출력 520MW에서 실시한 transient 

시험 중 고장 모사에 의한 BFPT-A의 lube oil leak에 의

한 트립에 따른 런백 시험에서의 발전기 출력과 주요 데

이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BFPT는 2대 운전으로 

VWO(Valve Wide Open) 부하를 담당하며, BFPT 1대 

운전시 65% VWO 용량을 담당한다. BFPT는 급수 펌프

와 동일 축에 연결되어 주증기와 보조증기를 이용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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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열평형상태에서의 주요 공정 값의 시뮬레이션 결과

No. 공정값 단위 Zero Span 기준값 시뮬레이션값 에러[%]

1 주증기압력 kg/cm2 0 300 249 248.6 -0.13

2 주증기온도 °C 200 400 541 540.9 -0.03

3 재열증기온도 °C 200 400 541 540.4 -0.15

4 주증기량 T/H 0 2000 1512.8 1489 -1.19

5 발전기출력 MW 0 650 500 500.1 0.02

6 급수량 T/H 0 2000 1512.8 1479 -1.69

7 복수기진공도 mmHg -760 760 -722 -724.5 -0.33

8 노내압 mmH2O -200 400 -12 -12.1 -0.02

그림 15. 부하 변동 시험 주요 데이터 트렌드 그림 16. BFPT 런백 시험 주요 데이터 트렌드

상운전시 100% 부하에서 2대의 급수 펌프를 구동하며, 
급수량 조절은 구동용 터빈 속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런백이라함은 발전소 보조기기 사고시 정상상태의 보조

기기의 설계치에 기반하여 미리 정해놓은 부하 설정치까

지 정해진 비율로 부하를 내리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그
림 16은 BFPT 한 대가 트립이 되었을 때 제어 모델의 런

백 기능에 의해 발전기 출력이 520MW에서 250MW까지 

감소하는 과정을 주요 데이터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BFPT에 의한 런백 발생시 보일러 마스터 제어기가 수동

모드로 절체되며, 터빈 제어기도 로컬 모드로 절체되고, 
보일러 마스터의 수동 설정값도 102[t/h]로 설정되며, 최
상부측 미분기가 정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00MW급 표준 석탄 화력에의 실증 적

용을 목표로 개발 중인 분산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고, 기
존 제어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검증용 전 범

위 발전소 시뮬레이터의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현장 

제어 시스템 데이터와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일러 

제어 모델과 터빈 제어 모델을 개발하고, 제어시스템 데

이터 취득이 어려운 터빈 바이패스 모델과 보일러 급수 

펌프 터빈 제어 모델은 매뉴얼을 토대로 제어 툴을 개발

하고,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에 통합하여 구현함으로써 현

장 제어 모델과 동일하고, 기능 블록의 충실도가 높으며, 
제어 파라미터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튜닝이 가능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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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개발환경에서 새로

운 기능 블럭과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한 시뮬레이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현장 인수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시뮬레이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함으로써 개발 중인 제어 시

스템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어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한 시뮬레이터는 별도의 I/O 인터

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어 시스

템의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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