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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field demonstration for fuel switching to bio-fuel oil in 4 commercial heavy 
oil fired power plants. The 100% fuel switching field demonstration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in two 
tangential-firing boilers at a capacity of 75 and 100 MWe respectively without major equipment retrofit, and 
also 25% bio-fuel oil blending for two opposite firing boilers at a capacity of 350 and 400 MWe respectively. 
Despite the low density and heating value, the bio fuel was successfully replaced heavy fuel oil at the full 
load by only adjusting operational parameters. Incase of bio fuel oil combustion, heat absorption of radiative 
heat transfer section was reduced while convection section has opposite trend. In pollutants emission, a 
major reductionin SOx as well as 10-20% reduction in NOx were achieved by the fuels witching. On the 
other hand, boiler efficiency was slightly under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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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도(RPS) 시행에 따라, 국내 화력발전회사들은 2014
년에는 발전용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2022년에는 10%까지 점유율을 증가해야 한다

[1]. 따라서 그 동안 발전회사들은 태양광, 풍력, 소수

력 및 연료 전지 등 신재생 발전설비 도입을 지속적

으로 증가시키고는 있었으나 이들 설비는 발전원가

가 높고 단위 발전용량이 적어 한계점이 있었다. 실
제로 2012년의 경우 법적으로 연기 가능한 30%의 

할당분을 차년도로 연기하고도 RPS 미 이행분에 대

하여 약 2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한계가 

나타났다[2]. 
한편 중유발전소의 연료를 액체 바이오연료로 대

체하고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발

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산
업통상자원부 2014-1호, 2014년 2월 14일 시행)가 발

효되어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유의 성상에 맞추어 설계

된 기존 발전소에 대하여 주요설비 개조작업 없이 

바이오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은 매우 큰 기술적 및 

설비안전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에 바

이오중유의 연소특성 및 발전설비의 열성능변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접근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상기 바이오중유에 대한 연료특성 분

석, 시험연소로 실험 및 4개 중유발전소 실증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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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of bio fuel oil[5].

시행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며, 연소 및 열성능 특

성분석을 통해 바이오중유의 발전연료 상용화를 위

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소의 운전최적화

에 활용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 실증연구동향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중유의 화력발전소 연료화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해외에서

는 2011년에 미국의 EPRI가 하와이 KAHE 발전소

에서 세계최초로 실증 연소실험을 시행 후 발간한 연

구보고서가 유일하였다. 상기보고서에 따르면 바이

오중유는 점도가 낮고 온도에 따른 점도변화가 민감

하며, 보일러의 복사구역 전열면의 열흡수율이 저하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 
국내의 경우에는 본 논문과 관련한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2012년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바이오중유

에 대한 발전연료화 가능성에 대한 예비 검토차, 연
료샘플 분석 및 발전소 연소 열성능 해석을 통한 발

Fig. 1. Research & demonstration trend of using bio 
fuel oil for power plant. 

전설비 영향성분석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행하였고 2014년에는 Fig. 1
과 같이 총 4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시행

하여 세계 2번째, 세계 최대용량으로 실제 중유화력 

발전소에서 바이오중유 100% 전소조건으로 실증연

소실험을 성공하였다.

2. 연료특성분석

2.1. 연료일반특성

바이오중유라는 용어는 공학적으로 명확히 정의

된 용어는 아니며, 중유발전소에 저급바이오 오일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보급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

는 과정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바이오중유는 Fig. 2와 

같이 팜 열매의 과육부분으로부터 추출한 오일의 찌

꺼기, 캐슈넛 등 식물성유지 그리고 돈지, 우지 등 동

물성유지 및 바이오 매스 등 저가의 미정제 원료를 기

반으로 제조하며 주성분은 triglyceride와 Fatty acid
이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용 내연 기관 등에 상용화

된 바이오디젤과는 상이하며, 저 등급의 신 연료로 분

류할 수 있다[4].
한편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발전용 바이오

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4-1호)에 명시된 품질기준과 국내 S 발
전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유의 품질규격을 비교

하면 Table 1과 같다[5,6]. 
상기 품질규격에 맞추어 각 발전회사가 구입한 

유종들에 대한 물성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바
이오중유의 발열량은 중유대비 약 7-9%가 낮기 때

문에 발전소에서 동일한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 공급량이 증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탱크, 연
료펌프, 버너노즐 및 무화 설비 등 연료공급 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다[4]. 



국내 4개 중유발전소 실증실험을 통한 발전연료 대체용 바이오중유의 연소특성 연구 17

Table 1. Comparison of oil quality standards
Description

Item
Heavy oil
(S plant)

Bio oil quality 
standards

Flash point (℃) Min.66 Max. 70

Kinematic Viscosity] 
(40℃, mm2/s) Max540 21(50℃)

100(40℃)

Residual carbon (wt %) Max 10 Max. 10

Sulfur (wt %) Max2.59 Max. 0.5

Ash (wt %) Max.0.1 Max. 0.1

Copper corrosion
(50℃, 3 h) - 1b

Pour point (℃) Min27.5 Max. 27.5

Density (15℃, kg/m3) - Max. 991

Moisture (wt %) - Max. 0.20

Total acid number 
(mgKOH/g) - Max. 25

Alkali metal
(mg/kg)

(Na+K) - Max.100(Na)

(Ca+Mg) - Max.30(Ca)

Potassium (mg/kg) Max. 70

Phosphorus (mg/kg) Max. 100

Vanadium (mg/kg) Max 100 Max. 50

Heating value (kcal/kg) - Min. 9,000

Si+Al+Fe (mg/kg) - Max. 200

Iodine (g/100 g) - Max. 120

Sediment (volume %) Max 0.5 Max. 0.5

Nitrogen (wt %) - Max. 0.3

 

Table 2. Comparison of oil properties for power plant

Description Heavy
oil

Bio
oil-1

Bio
oil-2

Bio
oil-3

Bio
oil-4

Bio
oil-5

Ultimate
analysis

C 84.61 76.47 76.04 77.84 76.01 76.15
H 10.17 11.82 11.91 10.56 12.08 12.21
O 0.61 10.63 10.32 8.43 10.71 10.75
N 0.28 0.02 0.01 0.08 0.02 0.03
S 2.75 0.01 0.02 0.03 0.01 0.02

Heating
value

kcal/
kg 10144 9518 9444 9571 9367 9398

Fig. 3은 중유 및 바이오중유 5종의 원소분석 결과 

중 탄소 대비 산소와 수소의 비율을 가로, 세로 좌표

축의 값으로 나타낸 Van Krevelen 선도를 사용하여 도

시한 결과이다. 바이오중유는 중유보다 탄소/수소 비

율이 낮아 화로내 복사특성이 변화되고, 산소함량이 

높으므로 발전소 연소시 공기계통 제어가 변화되어

야 한다. 그리고 질소 및 황성분 함량이 낮아 연소 및 

환경특성에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3. Van Krevelen diagram for bio-fuel oil.

Fig. 4. The viscosity vari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
ture. 

Fig. 4는 중유 및 바이오중유 5종에 대한 온도변

화에 따른 동점도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바이오중유는 동일온도 기준으로 중유보다 동점

도가 낮아 발전용 보일러에서 분무에 필요한 온도 

설정을 다르게 제어해야 되며 이송 및 가압펌프의 

용량증대가 필요하게 된다.

2.2. 반응특성실험

중유 1종 및 바이오중유 3종에 대해 10, 20, 30, 
40℃/min 4단계의 승온율로 thermo gravimetric analy-
sis 실험을 Fig. 5와 같이 시행하였고, 반응지수는 

Kissinger method[7]를 적용하여 Table 3과 같이 도출

하였다.
바이오중유는 Fig. 5 및 Table 3과 같이 중유보다 

반응성이 높은 편이며, 발전소 보일러에서의 점화특

성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cenosphere coke를 남기기 않고 100% 열

분해 되었으며, 여러 종의 원료가 혼합 제조되어 다

중의 반응속도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중유와는 연소 및 복사 열전달 특성에 차이를 발생 

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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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GA experimental results.

Table 3. Kinetics analysis result for each oil

Description Heavy 
oil

Bio

oil-1 oil-2 oil-3

Starting temp. 215℃ 270℃ 175℃ 171℃

Kissinger
(Peak 1)

A (1/s) 3.698e3 3.77e16 9.45e5 1.22e14

E (J/mol) 7.052e7 2.44e8 8.85e7 1.81e8

Kissinger
(Peak 2)

A (1/s) 3.446e16 - 6.40e11 3.32e12

E (J/mol) 2.635e8 - 1.84e8 1.94e8

3. Pilot 급 시험연소실험

바이오중유에 대한 연소 및 환경특성 분석을 위

하여 Fig. 6과 같이 전력연구원 0.7 MW급 시험연소

로의 연료공급계통 및 버너를 일부 개조하여 활용하

였다. 현재 유종별 시험연소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

으며 Figs. 8-11에는 Table 2에 명시된 중유와 바이오

중유-1에 대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였다.
Fig. 7은 시험연소로 실험 중 촬영한 화염사진이

며 전반적으로 중유연소 시 화염의 강도가 크고 그

Fig. 6. The Schematic diagram of pilot furnace.

(a) Heavy oil flame (b) Bio oil-1 flame
 Fig. 7. Reactivity experimental results.

을음이 많이 발생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바

이오중유는 화염이 짧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바이오중유는 soot가 거의 관찰되

지 않기 때문에 중유 연소 시와 비교하면 복사강도

가 약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유종은 다르지만 디젤과 바이오 

디젤의 soot 특성연구에서 디젤의 soot가 바이오디

젤보다 graphitic 한 구조를 더 지니고 있으며 입사광

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제시된 선

행 연구결과[8]를 참조하면, 향후 중유와 바이오중

유의 soot 복사특성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8은 시험연소로 버너로부터 거리에 따른 벽면

의 국부 입사 열유속 측정결과이며 버너 주변에서

는 중유의 열유속이 높게 나타났고 후단부위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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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at flux measurement result.

Fig. 9. Gas temperature measurement result.

Fig. 10. NO concentration measurement result.

Fig. 9는 시험연소로 버너로부터 거리에 따라 Suc-
tion pyrometer로 측정한 가스온도 취득 결과이다. 각
각의 거리별로 화로 중심부에서 벽면 측으로 등간

격으로 각각 5point씩 이동하며 측정한 data를 산술

평균하여 단순 비교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중유의 

가스온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Fig. 10은 시험연소로 버너로부터 거리에 따라 suc-
tion pyrometer로 측정한 NO 농도이며 바이오중유 

연소시 NO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중유의 경우 연료 중 포함된 N성분이 낮고 화

Fig. 11. SO2 concentration measurement result.

염온도도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시험연소로 버너로부터 거리에 따라 Suc-

tion pyrometer로 측정한 SO2 농도이다. 바이오중유 

연소 시에는 연료 중 황성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

소 가스중의 SO2 농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시험연소로 실험에서 나타난 바이오중유의 특성

을 요약하면 착화특성 및 화염 안정성은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며, soot 발생이 적고 화염의 복사강도가 

약한 특성이 관찰되었고 복사구역의 Heat flux 및 가

스온도가 낮게 나타났다.
환경배출물의 경우 SOx와 NOx 배출농도가 감소

되는 결과를 얻었다.

4. 발전소 실증실험

4.1. 실증실험개요

바이오중유는 기존연료인 중유와는 물성 및 연소

특성이 다르고 적용대상 발전소들은 각각 설계형식

이 상이하여 현장 적용방법에 대한 면밀한 접근방

법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 회사들은 기존의 발전설

비를 개조하지 않고 운전 제어방법의 변경만으로 중

유 발전소의 연료를 바이오중유로 대체하기를 희망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력연구원의 발전용 보일러 연소열성능 

해석코드인 SteamGen V2.1을 활용하여 4개 발전소 

각각에 대한 모델링 및 해석을 통해 운전부하별 연

료 공급량, 급수량, 연소용 공기량, 과잉공기기준치 

및 재순환 가스량 운전 기준을 도출하였고, 이를 발전

소 보일러 운전제어 계통에 반영하였다. 
실증 실험 중 취득된 데이터는 블확실성에 대한 

조율을 거쳐 SteamGen V2.1의 열 물질정산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바이오중유는 발열량이 낮고, 점도차이에 

따라 분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버너 분무노즐의 

직경, 각도 및 형상을 새로 설계하였고 그 외 연료공

급설비 및 화염 감지기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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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monstration test procedures.

Table 4. Specification of demonstration power plants and 
experimental condition

Descrip-
tion

J power
plant

N power
plant

P power
plant

U power
plant

Capacity
(MW) 75 100 350 400

Burner
type

Tangential
firing

Tangential
firing

Opposite
firing

Opposite
firing

Desuper-
heater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Gas 
recycling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X

Burner
tilting available available X X

Experi-
mental 

condition 

Bio oil-1
100%

Bio oil-2
100%

Bio oil-4 
25% +

Heavy oil 
75%

Bio oil-3 
25% +

Heavy oil 
75%

시행하였다.
Fig. 12는 바이오중유의 발전소 실증실험을 위한

단계별 공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실증실험 대상 발전소는 Table 4와 같이 총 4개발

전소이고 75 및 100 MWe 발전소는 100%전소, 350 
MWe 및 400 MWe 발전소는 25%혼소 조건을 적용

하였다.
설비특성을 살펴보면 J 및 N 발전소는 대류전열

부의 열흡수 및 증기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과열저

감기, 가스재순환계통 및 버너분사각 틸팅장치를 모

두 구비하고 있는 반면 P 및 U 발전소는 일부 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Fig. 13은 실증실험설비의 배치도이다 

J Plant N Plant

P Plant U Plant

Fig. 13. Arrangement of demonstration b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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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증실험결과

4.2.1. 열흡수패턴 

Fig. 14는 각 발전소별 연료변화에 따른 보일러 

의 복사 전열면에서의 열흡수 점유율을 비교한 도

표이다. 4개 발전소 모두 바이오중유 연소 시 복사 

전열면의 열흡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바이오중유는 화염의 강도, gas emi-

ssivity가 낮고 soot 발생이 적어 화로내의 복사열전

달이 감소되는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스재순환계통 및 버너분사각 틸팅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U 발전소는 바이오중유 혼소율이 단

지 25% 임에도 불구하고 연료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15는 J 발전소 복사전열면의 최종단 위치에

서 측정한 부하별 국부 입사 열유속이며, Fig. 16은 N
발전소의 버너주변에서 측정한 부하별 국부 입사 열

유속 결과로서 모든 부하조건에서 바이오중유 연소 

시의 열유속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접선연소 버너형식의 보일러는 버너의 분사각도

를 제어하는 버너 틸팅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Fig. 14. The effect of fuel type on radiant heat absorption 
pattern for each power plant.

Fig. 15. The effect of fuel type and load on heat flux near 
furnace exit wall at the J plant. 

Fig. 16. The effect of fuel type and load on heat flux near 
burner zone furnace wall at the N plant. 

Fig. 17. The effect of fuel type and load on burner tilt 
angle variation at N plant.

바이오중유를 연소하는 경우에는 복사 전열면의 

열흡수 감소에 따라 보일러 자동제어 계통에 의해 

버너의 분사 각도가 하향으로 변화되는데, Fig. 17에 

N 발전소의 실증실험결과를 나타냈다. 
Fig. 18은 각 전열면의 적정 증기온도 유지를 위한 

Fig. 18. The effect of fuel type on burner de-superheater 
ma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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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effect of fuel type on reheater steam tem-
perature for each power plant.

보일러 과열저감기 설비에 주입된 분사수 유량을 분

석한 결과이다.
바이오중유 연소 시에는 Fig.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사 전열면에서의 열흡수가 감소됨에 따라, 대
류 전열면에 위치한 과열기 및 재열기에서의 열흡수

는 증가하게 되므로 적정증기온도 유지를 위하여 과

열저감기의 spray water 유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9는 보일러의 최종 재열기 출구 증기온도를 

각 발전소별로 비교한 결과로서, 연료변경에 따른 열

흡수 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발전소별 버너 

틸팅, 재순환 가스계통 및 과열저감기 설비 등 증기

온도제어 설비에 의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온도유지

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기 제어설비가 설계에 반

영되지 않은 U 발전소는 증기온도가 정격 대비 10℃ 

이상 초과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발전소별 설계형식에 따른 버너틸트, 재순환가

스계통 및 과열 저감기의 설계 반영여부에 따라 바이

오중유 연소에 따른 민감도에 차이가 있었다.

4.2.2. 환경 배출물 특성

Fig. 20은 연료별 NOx 배출농도를 탈질설비 전단

에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바이오중유는 연료 중 질소 성분이 적고 보일러

내 버너지역의 최대화염 온도 또한 다소 낮기 때문에 

NOx 발생이 약간 저감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9]에서 목질

계 바이오매스를 급속 열분해하여 제조한 액상의 바

이오오일과 경유를 혼합하여 연소 실험한 결과 NOx 
가 저감되는 사례와 유사하다.

따라서 바이오중유 연소 시에는 탈질설비의 암모

니아 소모량 등 운전비용의 일부를 절감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20. The effect of fuel type on NOx concentration at 
economizer outlet.

Fig. 21. The effect of fuel type on SOx concentration at 
economizer outlet.

Fig. 21은 연료별 SOx 배출농도를 탈황설비 전단

에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유황분의 경우 바이오중유가 중유보다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SOx 배출이 크게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기존 중유 발전소에는 후처리방식의 탈질설비 및 

Fig. 22. The effect of fuel type on boiler efficiency for 
each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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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바이오중유를 연소 시

에는 탈황설비는 가동을 중지해도 될 정도의 배출

량이 나타나므로 탈황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2.3. 성능특성

Fig. 22는 연료별 각 발전소 보일러의 효율 변화

를 분석한 결과이다.
바이오중유 연소 시에는 보일러의 효율이 소폭 저

하되었으며, 그 원인은 열흡수 패턴 변화에 따른 건

배기가스 손실 증가 및 연료 중 수소성분 증가에 따른 

수소손실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총 4개 발전소에서 바이오중유 연소 실증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세계 2번째(14년 3월 75 MWe), 세계 

최대용량(100 MWe)으로 바이오중유 100% 전소 실

증연소를 성공하였다.
바이오중유의 연소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기존 발전설비에서 버너팁 및 연료공급 장치

등 일부 설비만 개조하고, 대신 부하별 운전변수를 

재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바이오중유 100% 전소가 

가능하였다.
2) 점화특성 및 화염안정성은 양호하였다.
3) 보일러의 복사열전달 구역에서는 열 흡수량이 

감소되는 반면, 대류 전열면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

타난다. 
4) 보일러의 설계형식에 따른 버너틸트, 재순환가

스계통 및 과열저감기 설비의 구비 여부에 따라 연

료변경에 따른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5) 배기가스중 NOx는 일부 저감되며, SOx는 대폭 

저감이 가능하다.
6) 보일러 효율은 경미하게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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