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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were to evaluate effects of biomass co-firing to pulverized coal power plants and 
the variation of co-firing ratios on the plant efficiency related to power consumption of auxiliary system and 
flue gas characteristics such as production and component by process simulation based on the existing 
pulverized coal power plant. In this study, four kinds of biomass are selected as renewable fuel candidates 
for co-firing: wood pellet(WP), palm kernel shell(PKS), empty fruit bunch(EFB) and walnut shell(WS). 
Process simulation for various biomass fuels and co-firing ratios was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Gas side including combustion system and flue gas treatment system was considering with combination of 
water and steam side which contains turbines, condenser, feed water heaters and pumps. As a result, walnut 
shell might be the most suitable as co-firing fuel among four biomass since when 10% of walnut shell was 
co-fired with 90% of coal on thermal basis, flue gas production and power consumption of auxiliary systems 
were the smallest than those of other biomass co-firing while net plant efficiency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biomass co-firing. However, with increasing walnut shell co-firing ratios, boiler efficiency and net 
plant efficiency were expected to decrease rather than coal combustion without biomass co-firing.

Key Words : Pulverized coal power plant, Biomass co-firing, Net plant efficiency, Auxiliary system, Boiler 
efficiency, Power consumption

1. 서 론

국내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적용에 따

라 정부는 2014년 기준 3%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의

무사용량(Obligation ratio) 비율을 2024년에 10%까

지 증가시키는 계획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

비를 보유한 발전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의무사용

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

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1]. 이에 국내 일부 미분탄 

석탄화력 발전소(PCPP, Pulverized coal power plant)
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인 하수슬러지 및 비교적 저렴

한 바이오매스인 wood pellet을 수입하여 석탄과 함

께 미분한 후 바이오매스 혼소(Biomass co-firing)를 

통해 RPS를 대응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혼소 공정은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병행혼소(Parallel co-firing), 
간접혼소(Indirect co-firing)와 직접혼소(Direct co-firing)
로 나눌 수 있다[2]. 각 혼소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하자면, 병행혼소 공정은 바이오매스를 바이오매

스 전용 미분기에서 미분한 후 이를 바이오매스 전

용 연소로에서 연소 후 이 때 생성된 낮은 품질의 스

팀을 미분탄 전용 보일러에 공급하여 고품질의 스

팀으로 향상시켜 전력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추가설비로 인해 다른 혼소방법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간접혼소 공정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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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omass co-firing to conventional boiler. 

이오매스를 가스화(Gasification)한 후 생성된 H2, CO, 
CH4, H2O, CO2 및 tar 등이 혼합된 producer gas를 미

분탄 화력발전소에서 혼소하는 방법으로 producer 
gas 내 불순물 처리를 위한 정제설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직접혼소 공정은 바이오매스를 전용 바이오매스 

미분기에서 미분하거나 기존 석탄 미분기에서 석탄

과 함께 미분한 후 기존 미분탄 연소로 내 미분탄 버

너 혹은 바이오매스 전용 버너에 투입하여 혼소하

는 방식이다. 이때 기존 석탄 미분기에서 바이오매

스를 함께 미분한 후 기존 버너로 공급하는 방식은 

추가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단순한 직접혼

소 방법이며 실제 일부 PCPP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저장소와 석탄 미분기까지의 이송로만 설치하여 이

와 같은 방식으로 혼소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혼

소 공정은 RPS 대응뿐 아니라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부터 탄소중립(Carbon neutral)에 의한 CO2 저감 및 

바이오매스 내 적은 질소와 황 함량으로부터 NOx와 

SOx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3-5].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높은 수분과 휘발분 함량 및 낮은 ash 용융점은 보

일러 내 열교환기(튜브)표면에 ash 침적을 일으켜 net 
plant efficiency을 저하시킨다[6,7]. 게다가 신재생에

너지연료의 원활한 공급확보는 바이오매스 혼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연구는 실험연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및 공정해석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8-10]. 하지만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공정해석 

연구 중 표준 PCPP를 대상으로 gas side와 water/stream 
sside를 연계한 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매스 

혼소로부터 플랜트 성능특성을 평가한 공정해석 연

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대상 PCPP를 선정한 후 PCPP사로부터 얻은 설

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용 공정해석 시뮬레이터인 

Aspen plus V7.3을 활용하여 대상 PCPP의 전체 공

정해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공정해

석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매스들의 직접혼

소 특성 및 바이오매스의 혼소율 변화에 따른 배기가

스 생성량(Flue gas production), auxiliary system의 전

력요구량, 보일러 효율(Boiler efficiency)과 net plant 
efficiency 등의 플랜트 성능특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석탄 및 바이오매스 연료특성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석탄 2종과 바이오매

스 4종의 사성분 분석, 원소 분석, 발열량 및 회융점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DC(Design coal)은 설계탄으로 아역청탄류이다. TC 

(Trafigura coal)은 역청탄류이며 DC보다 수분 함량 

및 산소 함량이 낮고 고정탄소 함량 및 탄소 함량이 

높아 발열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DT(Initial de-
formation temperature) 역시 아역청탄 계열인 DC보

다 TC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종 바이오매스의 수분 함량, 휘
발분 함량 및 산소 함량은 TC의 함량들보다 높았으

며 고정탄소 함량과 탄소 함량은 낮아 발열량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IDT는 삼각추 모양으로 성형된 

ash sample의 꼭지가 둥글게 녹기 시작하는 온도로 

정의된다. 분석방법으로는 CO2/CO가 투입된 환원분

위기와 air가 투입된 산화분위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원분위기에서 분석된 IDT가 산화분

위기에서 분석된 IDT보다 낮다. Table 1로부터 4종 

바이오매스의 환원분위기에서 분석된 IDT는 TC의 

IDT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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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flow diagram on gas side of a target PCPP.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als and biomass

Fuels
Coal Biomass

DC TC WP PKS EFB WS

Proximate analysisa)

Moisture 10.33 3.08 8.50 9.75 7.71 9.30

Volatile matter 41.99 31.23 86.80 59.57 73.50 70.50

Fixed carbon 46.15 52.95 4.40 15.93 17.77 19.20

Ash 1.53 12.73 0.30 14.75 1.02 1.00

Elemental analysisb)

Carbon 64.36 66.11 46.82 48.42 47.02 48.50

Hydrogen 4.74 4.60 5.61 5.73 5.70 7.10

Nitrogen 0.89 1.36 0.10 1.04 0.28 1.30

Sulfur 0.089 0.56 0.01 0.014 0.004 0.03

Chlorine - - 0.00 0.012 0.015 0.00

Oxygen 18.06 10.14 40.72 39.05 46.34 37.20

LHV (kcal/kg)c) 6076 6616 4037 4207 3768 4769

Ash fusion temp.(℃)d)

IDT(Reduction) 1181 1400 1201 1207 1151 1303

IDT(Oxidation) - - 1413 1214 1213 1354
a) Wet basis, b) Elemental analyzer, c) Dulong equation, 
d) ASTM D 1857

DC : Design coal TC : Trafigura coal
WP : Wood pellet PKS : Palm kernel shell
EFB : Empty fruit bunch WS : Walnut shell
IDT : Initial deformation temperature

3. 대상 화력발전 플랜트

3.1. Gas side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 화력플랜트는 국내 500 

MWe급 PCPP로서 gas side는 Fig. 2와 같이, 2개의 압

입 송풍기(PA fan, FD fan), 연소로(Furnace), 연소로 

내 과열기(Primary SH, Platen SH, Final SH), 재열기

(Primary reheater, Final reheater), 절탄기(Economizer), 
공기예열기(APH, Air pre-heater), 전기집진기(EP, Elec-
trostatic precipitator), 유인 송풍기(ID fan)로 구성되어

져 있다.
일차공기(Primary air)는 PA fan과 공기예열기를 

지난 후 미분탄을 연소로의 버너까지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버너로 이동하는 일차공기의 온도는 약 

70℃ 전후가 된다. 연소용으로 사용되는 이차공기

는 FD fan과 공기예열기를 지난 후 약 316℃로 증가

되어 연소로의 버너로 바로 들어간다. 미분탄의 연소 

후 생성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는 연소로 내 3개의 과열

기, 2개 재열기 및 절탄기를 지나면서 turbine island 
내 마지막 열교환기를 거쳐 절탄기로 들어오는 feed 
water에 열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절탄기를 지난 약 

340℃ 전후의 배기가스는 공기예열기를 지나면서 

압입 송풍기들을 통해 유입되는 상온의 공기를 데

워 연소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기예열기를 지

난 약 125℃ 전후의 배기가스는 전기집진기를 통해 

배기가스 내 particle들이 제거되고 유인 송풍기에 

의해 stack으로 배출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 

PCPP 내 배기가스 처리시스템은 Fig. 2에서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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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flow diagram on water/steam side of a target PCPP. 

는 것과 같이 전기집진기만 존재하는데 이는 저유

황석탄 연료와 PM(Pollutant minimization) 버너의 사

용으로 NOx와 SOx을 대기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3.2. Water/steam side
대상 PCPP의 turbine island는 다음 Fig. 3과 같다.
저압터빈(L.P TBN)에서 배출된 배기증기는 33℃

의 복수기(Condenser)에 의해 응축되고 복수 펌프

(Condenser pump)에 의해 feed water의 압력은 약 28 
kg/cm2g까지 증가된다. 이러한 feed water는 4개의 저

압 급수가열기(E, F, G, H)를 거쳐 공기분리기(Deae-
rator)를 지나 feed water 내 기포가 제거되며 이때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약 171℃와 8.3 kg/cm2g이다. 급
수펌프와 고압 급수가열기(A, B, C)를 지나는 feed 
water는 보일러 내 절탄기로 이동하는데 이때의 온도

와 압력은 각각 약 278℃와 277.4 kg/cm2g이다.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절탄기를 지난 feed water는 furnace 
wall과 기수분리기를 통과한 후 primary superheater
로 이동하여 platen superheater와 final superheater를 

지나 최종적으로 고압터빈(H.P TBN)으로 유입되어 

전력을 생산한 뒤 일부 배출되는 배기증기는 다시 

primary reheater와 final reheater를 지나 최종적으로 

중압터빈(I.P TBN)으로 유입된다. 중압터빈에서 배

출되는 배기증기는 저압터빈(L.P TBN)과 보일러급

수펌프터빈(BFPT)으로 유입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배출되는 배기증기는 각 저압 급수열교환기를 지나

면서 feed water에 열에너지를 공급한다. 최종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난 배기증기들은 다시 복수기로 모

Table 2. Performance parameters of main steam and 
reheat steam 

Main steam flow-rate through final superheater (t/h) 1512.8

Steam flow-rate through final reheater (t/h) 1220.3

Temperature of main steam (℃) 541

Temperature of steam through final reheater (℃) 541

Pressure of main steam (kg/cm2g) 253

Preseure of steam through final reheater (kg/cm2g) 36.7

여 feed water로 재순환(recycle)된다. Table 2는 고압

터빈과 중압터빈으로 유입되는 각 스팀들의 perfor-
mance parameter를 나타내고 있다.

3.3. 연계해석 및 공정해석 기본조건

대상 PCPP에 대한 공정해석을 위해서는 gas side
와 water/steam island를 결합한 연계해석이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상 PCPP의 경우 gas 
side와 water/steam side가 연계되는 부분은 water/steam 
side에서 마지막 고압 급수가열기를 통과하는 feed 
water가 gas side의 절탄기로 유입되는 곳이다. 따라

서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PCPP의 플랜트 성능변

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계해석이 가능하도록 PFD 
(Process flow diagram)을 구축하였다. 바이오매스 혼

소에 대한 공정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들과 

적합한 property method들을 선택하였다[11,12].

- Gas side: Ideal (Property method)
- Water/Steam side: IAPWS-95(Property method)
- Coal and biomass: Non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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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in simulation conditions
Model validation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Thermal energy input (MWth) 1326.8 1326.8 1326.8 1326.8 1326.8 1326.8 1326.8

Coal (%) on thermal basis DC(100) TC(100) TC(90) TC(90) TC(90) TC(90) TC(90)

Biomass (%) on thermal basis - - WP(10) PKS(10) EFB(10) WS(10) WS(5)

Coal feed-rate (t/h) 187.7 172.4 155.2 155.2 155.2 155.2 163.8

Biomass feed-rate (t/h) 0 0 28.8 27.1 30.3 23.9 12.0

Total air flow-rate (t/h) 1874.1 1802.5 1812.6 1811.2 1833.3 1804.9 1803.7

- Steady state flow
- Mole fraction of air: N2 79%, O2 21%
- 과잉공기율: 1.20
- Furnace의 동일한 heat loss 발생

- 모든 C 함량은 완전 연소되어 CO2로 전환

- 모든 H 함량은 완전 연소되어 H2O로 전환

이밖에 설계탄의 고위발열량(MJ/t)과 설계탄의 투

입량(t/s)에 의해 결정된 thermal energy input은 모든 

case study에서 동일한 1326.8 MWth을 사용하였다. 
Table 3은 case study를 위한 주요 해석 조건들을 나

타내고 있으며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투입양과 공기 

투입양은 thermal energy input과 과잉공기율에 의해 

결정되었다.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공정해석은 먼

저 대상 PCPP로부터 얻은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데이터와 공정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model va-
lidation을 수행하였다.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공정

해석 변수로서 각 바이오매스들의 혼소에 대한 영향

을 확인하고자 선정된 각 바이오매스 혼소율(thermal 
share기준)을 10%로 고정하여 Case 2(WP), Case 3 
(PKS), Case 4(EFB), Case 5(WS)에 대한 공정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석탄연소인 Case 1의 결과와 비교하

였다. 게다가 바이오매스 혼소율 비율에 따른 영향

을 확인하고자 Case 6(5%)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해

석을 진행하여 석탄연소인 Case 1(0%)와 혼소율 10%
인 Case 5의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플랜트 내 동일한 

thermal energy input을 위해 Case 1에 사용된 TC는 

아역청탄인 DC보다 적은 연료량과 공기 투입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게다가 바이오매스 혼소

의 경우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auxiliary system의 전력소비

를 증가시키는 원인될 것으로 사료된다. 4종 바이오

매스 중 walnut shell 혼소의 경우 walnut shell의 높

은 발열량으로 인해 필요한 연료 투입량과 공기량이 

다른 바이오매스의 혼소 때보다 적을 것이라고 사

료된다. 이에 바이오매스의 혼소율 변화에 대한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walnut shell을 선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Model validation

선정된 PCPP로부터 얻은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해석을 한 뒤 model validation을 위해 설계값과 

공정해석값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기가스 내 CO2, 

O2와 SOx 함량은 설계값과 공정해석 결과에서 비슷

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N2와 H2O의 함량의 차이는 

연소에 사용되는 공기 내 수분함량을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gas side 내 auxiliary 
system의 전력소비량 역시 설계값과 공정해석 결과

가 비슷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분기의 전력소비

에 대한 공정해석이 수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혼소율별 HGI(Hardgrove grindability 
index)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연료별 미분특성에 

대한 공정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design data and process 
simulation results using design coal

Flue gas composition Design Simulation

CO2 (vol.%) 14.2 14.7

O2 (vol.%) 3.2 3.1

N2 (vol.%) 72.0 73.8

H2O (vol.%) 10.2 8.0

SOx (vol.%) < 100 75.4

Flue gas production (t/h) 2019.3 2032.0

Temperature (℃) 126 125

Power consumption (kw)

Pulverizers 1530 N.S.

PA FD fan 1114 1113.9

FD fan 1898 1899.5

ID fan 3032 3032.7

Electrostatic precipitator U.K 152.2

 

N.S.: Not Simulation, UK: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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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ue gas characteristics regarding four kinds of biomass co-firing.

Fig. 5. Total power generation and power consumption of auxiliary system regarding four kinds of biomass co-firing.

4.2. 바이오매스 연료별 성능변화

PCPP에서의 바이오매스 혼소 및 RPS 대응을 위

해서는 연료 다변화 및 다양한 연료에 대한 연소 특

성 및 플랜트 성능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od pellet이외에 다른 3
종의 바이오매스를 선정하여 혼소율 10%로 바이오

매스를 혼소하였을 때 배기가스 변화 및 플랜트 성

능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4 내 Case 1-5의 

공정해석조건에 따른 연소 특성 및 플랜트 성능변

화는 Fig. 4~6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se 2-5의 각 바이

오매스들의 혼소 시 Case 1인 석탄만 연소하였을 때

보다 배기가스의 생성량과 배기가스 내 H2O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반면 배기가스 내 

CO2 및 SOx 생성량은 각 바이오매스들의 혼소 시 석

탄만 연소했을 때보다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배기가스 생성량의 증가는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uxiliary system들의 전력소비 증가를 예

상할 수 있었다. 여기서 PCPP의 auxiliary system은 

turbine island 내 4개의 feed water pumps와 gas side 
내 2개의 FD fans과 ID fan 그리고 전기집진기이다. 
바이오매스 연료별 혼소에 대한 auxiliary system의 전

력 소비의 증가는 net plant efficiency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5와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석탄만 연소했을 때(Case 1)의 total power 
generation과 net plant efficiency는 각각 485.785 MW
와 35.094%였지만 각 바이오매스들의 혼소에 의한 

total power generation과 net plant efficiency들은 감

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EFB 혼소 

시 가장 낮은 전력생산(480.313 MW)과 net plant 
efficiency(34.521%)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PKS와 wal-
nut shell을 혼소 시 net plant efficiency는 각각 34.623%
와 34.616%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PCPP에서 net plant 
efficiency가 0.03% 차이가 날 경우 약 2억 원의 손실

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 기준으로 EFB 혼소로부터 

발생되는 약 0.5%의 net plant efficiency 감소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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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oss and net plant efficiencyregarding four biomass co-firing.

Fig. 7. Flue gas characteristics as the variation of co-firing ratio.

33억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동일 thermal energy input 기준으로 바이오매스 별 

연료 투입량과 공기투입량을 결정하였는데, 연료비

용(운송비 제외)까지 고려한다면 EFB의 경우 가장 많

은 양이 투입됨으로 운전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walnut shell의 경우 가장 낮은 연료투입량

으로 연료비 부분에서 가장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 밖에 PKS 혼소 시의 net plant efficiency
가 walnut shell 혼소 시보다 약간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Table 3으로부터 비슷한 전력을 생

산하기 위해서는 PKS 혼소 시 연료투입량과 연소를 

위한 공기투입량이 walnut shell의 혼소 시보다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Table 1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PKS의 ash 함량(14.75 wt.%)은 다른 

바이오매스들에 비해 매우 높고, PKS의 IDT(산화조

건 시 1,207℃, 환원조건 시 1,214℃) 역시 walnut shell
의 IDT(산화조건 시 1,303℃, 환원조건 시 1,354℃)

보다 낮아 PKS를 혼소 연료로 사용할 경우 보일러 내 

튜브들에 ash 침적 및 furnace 벽 표면에 슬래깅 및 부

식과 같은 문제가 walnut shell을 사용할 경우 보다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료특성 및 

혼소특성을 종합해 볼 때, 바이오매스 혼소 연료로서 

walnut shell이 선정된 다른 바이오매스들보다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배기가스 내 NOx 발생량

의 경우,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alnut shell 혼
소 시에 예상되는 NOx 생성량이 석탄만 연소한 Case 
1의 NOx 발생량보다 감소되는 것을 화학평형계산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9]. 이로부터 다음 4.3장에서

는 walnut shell의 혼소율별 플랜트 성능변화에 대한 

공정해석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4.3. 혼소율별 성능변화

Walnut shell의 혼소율 변화에 따른 배기가스와 보

일러 효율의 변화에 대한 공정해석 결과들은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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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oiler efficiency as the variation of co-firing ratio. 

Fig. 9. Total power generation and power consumption of auxiliary system as the variation of co-firing ratio.

과 8에 나타내었다. 보일러 효율은 열손실법을 고려

하여 식 (1)에 의해 계산되었다.

BE(Boiler efficiency) =
100-Luc-Lg-Lmf-Lma-Lh-Lco-Lb-Lum (1)

열손실법의 각 인자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Luc는 미연탄소에 의한 열손실, Lg는 건배기 가스에 

의한 열손실, Lmf는 연료중의 수분에 의한 열손실, 
Lma는 연소 공기중의 수분에 의한 열손실, Lh는 연

료중의 수소 연소생성물인 수분에 의한 열손실, Lco는 

배기가스 내 일산화탄소에 의한 열손실, Lb는 복사 

및 대류에 의한 열손실(가정: 0.19%), Lum는 미측정 

열손실(가정: 1%)이다.
Walnut shell의 혼소율 증가 시 예상대로 배기가스 

생성량과 H2O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Fig. 7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3을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thermal basis로 석탄만 연소(Case 1)한 경

우보다 walnut shell의 혼소율을 증가할 경우 연료투

입량과 공기투입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열손실법에 의해 계산된 보일러효율의 성

능변화는 바이오매스 내 수소 함량의 연소로 생성된 

H2O 함량과 바이오매스 내 수분함량으로 인해 배기

가스 내 H2O 함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walnut shell
의 혼소율 증가에 따라 보일러효율이 감소되는 경

향을 Fig. 8에서 나타내고 있다. Walnut shell 혼소율 

증가에 따른 total power generation, auxiliary system
의 전력소비 및 net plant efficiency 변화에 대한 공정

해석 결과들은 Fig. 9와 10과 같다. 
예상대로 walnut shell의 혼소율을 최대 10%까지 

증가시켰을 때, total power generation은 481.483 MW
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오매스의 

혼소율 증가 시 배기가스의 온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gas side 내 과열기와 재열

기들의 열 교환 능력을 저하시켜 고압터빈과 중압터

빈으로 이동하는 steam의 온도를 감소시킴으로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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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ross and net plant efficiency as the variation of co-firing ratio. 

종적으로 total power generation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auxiliary system의 전

력소비의 증가요인은 배기가스 생성량의 증가에 따

른 Fan과 전기집진기의 소비전력 증가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Fig.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ross plant efficiency와 net plant efficiency 모두 바이

오매스의 혼소율이 증가될 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공정해석 기법을 통해 미분탄화력발전에서의 바

이오매스(wood pellet, palm kernel shell, empty fruit 
bunch, walnut shell) 연료별 혼소와 walnut shell의 혼

소율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 및 플랜트 성능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오매스 혼소의 이점으로는 석

탄화력 플랜트에서 바이오매스의 혼소를 통해 비교

적 쉽게 RPS를 대응할 수 있으며 탄소 중립에 의한 

CO2 제거 및 NOx와 SOx를 저감시킬 수 있다. 반면, 
바이오매스의 발열량은 석탄의 발열량보다 낮아 동

일 thermal energy input을 위해 바이오매스 혼소 시 

투입되는 총 연료량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flue gas 
생성량과 auxiliary system의 전력소비를 증가시켜 

결국 미분탄 화력발전 플랜트의 net efficiency를 떨

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연료 다변화를 

위해 선택된 바이오매스 중 원활한 수급확보가 가능

하다면 바이오매스 혼소를 위한 연료로서 발열량과 

ash 용융점 온도가 높은 walnut shell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혼소 및 혼소율 증가

에 따른 auxiliary system의 전력소비 증가 및 배기가

스의 온도감소로 인한 total power generation의 감소

는 net plant efficiency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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