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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ase covers the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problem,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cases of the 
FGD that employed the non-leakage type GGH in coal-fired power plan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e 
Cooler, there was a main problem that the tube is damaged by the ash cutting due to the high velocity of 
flue gas in the duct and by the weak wear resistance of material. In the Reheater, there was a main problem 
that the tube was corroded due to chlorine and sulfur in the circumstance of the low temperature.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we have improved the Reheater tube and tube fins by coating enamel to reduce 
corro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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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헌법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1].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높

아지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는 어느 매체에서나 쉽

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분야 및 

산업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을 계획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는 

2018년부터는 사업장 먼지 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

기준을 20% 이상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2]. 하지

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석탄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영
흥발전본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정책에 부응하

고, 깨끗한 친환경 발전소 구현을 위해 시작단계부

터 친환경설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발전본부는 

6개 호기의(총 시설용량 : 5,080 MW) 석탄화력발전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25%
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2 MW급 태양광발전단지와 

4 MW ESS설비, 총 46 MW의 풍력발전기 17기를 비

롯하여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냉각수를 이용한 12.6 
MW 해양소수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3]. 영흥발

전본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인
천광역시와의 환경협정’ 및 ‘Blue Sky 협약’에 의하

여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

량규제를 받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타 발전소 배

출 규제치보다 더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 및 통풍설비의 최적설비 개선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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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FGD(Flue Gas Desulfurization) process.

으로 도모하고 있다[9].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

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예방적 관리

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

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

다[4]. 이처럼 엄격한 환경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신 환경오염 방지설비(탈질설비, 전기집진기, 탈황

설비)를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적용하였다. 그 

중 탈황설비(Flue Gas Desulfurization, FGD)에는 국

내 대용량 석탄발전소 최초로 열매체순환식으로 알

려져 있는 Non-leakage type GGH(Gas Gas Heater)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설비는 황산화물뿐만 아

니라, 먼지 배출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최신기술로

써, 기존 Leakage type GGH(회전재생식)와 다르게 연

소가스의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누설율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여 대기오염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

다는 것이 이 설비의 핵심요소이다. 현재 국내 대용

량 석탄발전소에서는 유일하게 영흥발전본부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비운영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

하면 기존 Leakage type GGH에서와 같은 막힘에 의

한 차압상승, 저온부식 등의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오히려 더 심하다는 문제

가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개선노력들이 이루

어졌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메커니즘, 원인분

석, 개선사례를 통해 앞으로 Non-leakage type GGH 
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탈황설비 개요

2.1. 설비구성 및 설명

탈황설비는 석탄 및 고체연료의 구성물질 중 하나

인 황(Sulfur, S)이 보일러 내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황산화물(SOx)을 흡수, 흡착, 산화, 환원 등의 원리

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설비이다. 황산화물 저감기술

은 크게 습식 및 건식탈황으로 구분되며, 전 세계적

으로 습식 탈황설비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특
히 습식 석회석-석고법 탈황설비는 탈황 제거효율, 
설비 신뢰도 및 경제성이 우수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8]. 국내 화력발전소에 건설하고 있는 탈황

설비는 모두 흡수제로서 석회석을 사용하고, 부산물

로서 탈황석고를 생산하는 습식 석회석-석고 공정으

로서 강제산화방식(Forced Oxidation)을 채택하고 있

다[5,6]. 습식 배연탈황공정에서는 SO2를 포함한 배

기가스가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 EP)에
서 먼지가 제거된 후 흡수탑(Absorber) 내에서 흡수

반응제인 액상의 알칼리 슬러리와 접촉하고 여기에

서 SO2와 알칼리가 반응하여 Calcium Sulfite(CaSO3) 
또는 Calcium Sulfate(CaSO4)와 같은 고형침전물을 포

함하는 슬러지를 생성시켜 탈수공정을 거쳐 매립하

거나 재활용한다[5,6]. 탈황설비의 계통은 보일러로

부터의 배기가스(Flue Gas)를 흡수탑으로 유입시켜 

연소가스 중의 황산화물을 흡수․제거하는 흡수탑 

계통, 처리된 가스를 유입가스의 열원을 이용하여 재

열․배출하는 연소가스 계통, 탈황 흡수제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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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diagram of water in the FGD(Flue Gas Desulfurization)[12].

Fig. 3. Leakage type GGH[12].

Fig. 4. Non-leakage type GGH[12].

는 석회석을 슬러리화하여 흡수탑에 공급하는 석회

석 슬러리(Slurry) 제조 계통, 탈황설비에 필요한 용

수를 공급하는 탈황용수 공급계통, 그리고 반응 후 발

생하는 석고를 처리하는 석고탈수계통과 탈황폐수

처리 계통으로 구성된다[9]. Fig. 1에 영흥발전본부 

3호기의 탈황설비 전체계통도를 수록했으며, Fig. 2
는 Non-leakage type GGH 설비의 열매체인 물의 흐

름도를 보여준다.

2.2. Gas-Gas Heater(GGH) 특성

2.2.1. 종류 및 역할

탈황 GGH는 보일러 연소 후 약 120~160℃ 온도를 

가지고 있는 연소가스를 탈황 흡수탑에서 반응하기

에 적합한 온도까지 먼저 냉각을 시키고, 탈황반응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진 연소가스를 대기배출 시 확

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승온(약 90~100℃) 시키는 역

할을 한다.
GGH는 설비의 누설특성에 따라 Leakage type 과 

Non-leakage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

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석탄 발전소에서도 

Leakage type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형식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GGH 내부 누설의 발생 여부이다. 일
반적으로, Leakage type GGH를 설치한 탈황설비는 

내부누설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농도를 낮추는데 한

계가 있다. Fig. 3이 Leakage type GGH의 모습이다. 
원통형 구조물에 다수의 Element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으로 유입되는 고온의 연소가스와 흡수탑에서 

반응 후 냉각된 저온의 연소가스가 지속적으로 열전

달이 되도록 하며, 축에 연결된 Element가 회전함에 

따라 가열과 냉각이 반복된다. Element가 설치되어 

있는 원통내면에서 고온의 연소가스가 저온의 연소

가스측으로 누설되면서 누설율만큼 반응하지 못하고 

연돌(stack)로 배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7]. 
Fig. 4는 일반적인 Non-leakage type GGH의 모습

이다. Element 대신 열교환을 위해 튜브를 사용하며, 
튜브 내부에는 열매체로 물이 순환한다. 이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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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GGH Yeongheung power plant 
#3,4[12]

Cooler Reheater

Materials ANCOR SUS329J4L 
ANCOR

Bundle 12 × 2 24

Stage 4 4

Heat transfer area (m2) 23,586 × 2 46,774

Pressure loss (mmH2O) 63 113

Table 2. Emission standards of Yeongheung power plant

No. SOx
(ppm)

NOx
(ppm)

Dust
(mg/Sm3)

1 40 50 20

2 40 50 20

3 23 15 5

4 23 15 5

5 23 15 5

6 23 15 5

Table 3. Properties of bituminous coal
A B C

Calorific value(ARB) kcal/kg 6,066 6,737 6,068

Total moisture wt% 10.68 8.17 10.41

Sulfur(ARB) wt% 0.52 0.35 0.42

Grindability(HGI1)) - 51 77 62

Inherent moisture

wt%

4.75 2.40 5.48

Fixed carbon 50.04 72.02 47.97

Volatile matte 28.67 12.26 33.65

Ash 16.54 13.32 12.90

Table 4. Properties of sub-bituminous coal
D E F

Calorific value(ARB) kcal/kg 5,311 4,609 4,884

Total Moisture wt% 20.08 29.97 25.49

Sulfur(ARB) wt% 0.15 0.89 0.79

Grindability(HGI) - 47 45 45

Inherent moisture

wt%

16.80 24.02 19.93

Fixed carbon 41.14 35.74 37.40

Volatile matter 37.69 34.74 36.34

Ash 4.37 5.50 6.33

적 특성으로 인해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 연돌(stack)
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Non leakage type GGH의 Cooler
는 전기집진기 전단에 설치되어 집진기로 유입되는 

연소가스 온도를 강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

로, 대부분의 석탄발전소는 저온형 집진기를 설치하

여 운영하나, Cooler가 설치됨에 따라 먼지 제거효

율이 더 높은 저저온형 전기집진기 설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설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며, 정비 및 운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2.2.2. 규격 및 특성

Non leakage type GGH는 크게 Cooler와 Reheat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은 영흥발전본부 3,4호
기 설비의 규격을 보여준다.

2.3. Non leakage type GGH 도입배경

2.3.1. 배출허용기준

Table 2에 영흥발전본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나타내었다.

2.3.2. 석탄특성 소개

 영흥발전본부는 주로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에서 역청탄, 아역청탄을 수입해 발전연료로 사용하

고 있으며, 약 83개 탄종, 1,500만톤(2016년 기준)을 

사용하였다. Table 3에 2016년 영흥발전본부에서 사

용량이 가장 많았던 역청탄 3종, 아역청탄 3종에 대

한 자체 분석한 석탄 성상자료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역청탄은 고체연료 중 가장 많이 채

굴되고 용도범위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탄

보다 장기간 지하에 매몰, 탄화가 진행된 것으로서 

지질연대로는 주로 중생대에 속하며 고생대 말기나 

신생대 초기의 것도 있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므로 

ASTM에서는 고정탄소, 휘발분, 발열량에 따라 역

청탄 5종, 아역청탄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관은 

담흑색 또는 칠흑색이고 대부분 광택이 없는 암탄이

다. 수분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고정탄소 86% 이하, 
휘발분 14% 이상으로 연료비는 1~7, 발열량은 5,000~ 
8,000 kcal/kg이며 풍화성과 점결성이 있고 분쇄성은 

50~60 HGI 정도이다. 이에 비해 아역청탄은 갈탄과 

역청탄의 중간 정도의 탄화도를 가지는 것으로 휘

발분이 30% 이상이고 발열량 4,600~6,400 kcal/kg 정
도이며 점결성은 없거나 적다. 외관은 회흑색이며, 수
분이 많으나 건조된 것처럼 보이며 착화성과 연소성

은 좋은 반면 분쇄성이 50 HGI 이하이고 대기 중에 

1) HGI(Hardgrove Gridability Index, 분쇄성지수), 석탄의 분쇄 난이

성을 표시하는 지수로서 일정한 입도범위의 석탄을 Hardgrove 
분쇄기에 넣고, 일정시간 분쇄 후 200mesh(74µm) 체의 통과율

로부터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HGI = 13 + 6.93 × W, (W: 체를 통과한 석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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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s of damaged cooler tubes[11,12].

 

 

CLR A 차압

CLR B 차압

Fig. 6. Photographs of ammonium chloride deposited 
on cooler tubes and operation data for differential 
pressure[11,12].

 

Fig. 7. Photographs of damaged reheater tubes[11,12].

방치하면 풍화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석탄 중에 포함된 염소이온은 자체분석

을 진행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약 50~500 
ppm 정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

산지 및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연소 후 

탈황설비 흡수탑에서 대부분 용해되어 제거된다[10].

2.4. Non leakage type GGH 운영 문제점

2.4.1. Cooler 침식 및 차압 발생

영흥발전본부의 사례를 보면 Cooler의 운영상 문

제점은 크게 침식과 차압발생 두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Cooler는 연소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석

탄회(ash)에 의한 ash cutting으로 침식됨을 알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설계회사의 경험에 의하면 연소가

스 유속이 15 m/s 이하에서는 ash cutting이 발생되

지 않는다고 한다. 영흥발전본부 3,4호기의 설계 최

대유속은 Cooler 내부 10m/s, Cooler in/out 12 m/s로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Fig. 5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심한 침식으로 인해 물이 누설되고 튜브가 

손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설비의 특성상 운전 중 정

비가 불가능하여 해당 튜브 번들(tube bundle)의 열

매체 이동을 차단했으며, 이에 따른 열교환율 저하

가 발생하였다. 
또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탈질설비 환원제인 

암모니아 주입량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후부 설비로 누설되는 미반응 암모니아의 양

도 같이 늘게 되었다. 후단설비에서 암모니아는 연

소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Cl) 이온과 반응하여 

염화암모늄을 생성, 다시 수분과 반응하여 튜브표면

에 고착, 이후 ash가 그 위에 흡착되는 과정이 반복

되어 연소가스 통로를 폐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Fig. 6를 보면, 염화암모늄이 튜브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과 표면에 ash가 퇴적되어 있는 사진을 확

인할 수 있다. 염화암모늄은 흰색의 중성염으로 낮

은 온도(약 120℃ 이하)에서 생성되며, 끈적끈적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2.4.2. Reheater 부식 및 차압발생

Reheater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식과 차

압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Reheater는 전기집진기 

후단에 설치되어 있어, 연소가스 중 ash 함유량이 아

주 낮기 때문에, Cooler와 같은 튜브 침식현상은 발

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Reheater는 Cooler와 달리 연

소가스 온도가 아주 낮은 구역으로 저온부식의 영역

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전 내부식 및 내후성강 재질의 소재를 채

용하였으나, Fig. 7에 수록한 사진과 같은 부식을 초

래하였으며, 튜브 핀 부식 및 탈락으로 인해 열매체

가 누설되고, 후류설비에 막힘현상이 발생하며 차압

을 상승시켰다. 또한, 흡수탑에서 비산(carry over)된 

slurry에 의해 튜브표면에 부착되어 차압의 상승에 추

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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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ecification of materials[11]

Description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New S-TEN1 378 452

S-TEN2 502 579

ANCOR-H 320 430

ANCOR-HS 352 462

ANCOR-490H 495 570

ANCOR-550H 554 620

Fig. 8. Mechanism of gas velocity increase[11].

Table 6. Sulfur & chloride analysis data[11]
Bundle 2nd front 2nd rear 3rd front 3rd rear

S (ppm) 52,763 69,853 49,373 70,087

Cl (ppm) 2,760 2,430 4,920 3,260

 

(a) Reheater (b) Structure
Fig. 9. Corroded reheater tube and structure.

 

(a) SEM (b) Mapping
Fig. 10. Results of analysis using SEM/EDS

3. 원인분석 및 개선사례

3.1. Cooler 원인분석

3.1.1. Cooler 침식 메커니즘

Cooler에는 내부식강인 ANCOR강 재질(ANCOR-H)
을 적용했다. Table 5를 보면 ANCOR강은 일반 강재

에 비해 내마모성이 낮은 걸로 나온다. 최초 침식은 

이러한 낮은 내마모성 특성뿐만 아니라, 저열량 석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연소가스 유량 증가, 유속 증가 등

의 요인으로 인해 ash cutting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누설이 발생한 이후 ash, 염화암모늄, 물 등

에 의해 튜브표면에 퇴적되고, 결과적으로 연소가스 

통로가 좁아져 가스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

을 것이다. 그 결과 ash cutting의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발전정지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8은 가스유속 증가에 

따른 ash cutting이 외곽보다 내부에 설치된 튜브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한 그림이다.

3.1.2. Cooler 개선사례

최초 다량의 ash를 함유한 Cooler 1열 입구에 열매

체가 순환하지 않는 dummy tube를 설치하여 후단 튜

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제작사의 

권고가 있었으나, 차압의 추가상승, ash 처리문제 등

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아 지금까지 적용은 하지 않

고 있다.

3.2. Reheater 원인분석

3.2.1. Reheater 부식 메커니즘

Reheater에 사용된 ANCOR-H강은 일반탄소강 대

비 약 20배 이상의 내식성을 지니고 있고, Cu와 Co
를 첨가하여 황산에 대한 내부식성을 향상시킨 특

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Dry 조건

이 아닌 Wet 조건에서는 급격한 부식을 발생시키며, 
황산부식이 아닌 염산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흡수탑에서 반응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흡

수탑에 있는 slurry와 함께 Reheater로 이송, 튜브표

면에 퇴적됨에 따라 염산부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누설된 물에 의해 후단설비는 Dry 조건에서 Wet 조
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부식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Table 6은 Reheater 튜브 위치별로 퇴적

된 시료로 S성분과 Cl 성분을 분석한 결과값이며, S 
50,000~70,000 ppm, Cl 2,500~5,000 ppm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11].
Fig. 9(a)에서 보여지는 부식된 튜브핀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EDS, JSM-6010LV)
으로 부식원인 물질을 자체 분석하였다. Fig. 10(b)는 

EDS mapping 기능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나타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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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ube enamel-coated.

Table 7. Corrosion rate of rehater materials[12]

Corrosion 
rate (mg/
cm2·hr)

ANCOR-H ANCOR-HS ANCOR-HS + 
Enamel Coating

30.3 18.9 0.33

는데, 시료의 부식부위인 테두리에 염소이온이 다량

으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녹색부분). 바닥 

구조물의 부식 형태가 많은 문헌에서 이미 알려진 염

소에 의한 부식형태와 매우 흡사함을 현장 점검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점검 및 분석결과도 Reheater
의 부식원인이 염소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3.2.2. Reheater 개선사례

먼저 염산부식에 대한 내부식성 증대를 위해 재

질개선을 2회 진행하였다. 기존 재질인 ANCOR-H
강에서 저온부식에 강한 특성을 가진 ANCOR-HS강
으로 2014년 교체작업을 시행했으나, 만족스러운 결

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설비 중 부식이 심한 구역

에 ANCOR-HS강에 내부식성이 있는 소재인 Enamel
로 튜브 외면을 Coating 한 시편용 튜브를 설치하여, 
부식결과를 시험하였으며, 2016년에는 해당 소재로 

제작한 튜브를 일부 번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으며, 현재까지 누설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11는 BHI사에서 제

작한 Enamel Coating된 튜브 사진이다. 이 소재는 최

초 설치한 재질보다 부식속도가 약 100배 정도 낮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Table 7에 수록된 재질별 부식

속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carry over 되어 Reheater에 부착되어 차압 상

승의 원인이었던 Slurry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Ver-
tical type으로 설치되어 있는 Mist Eliminator(ME)에 

Horizontal type의 ME를 1단 더 추가하였으며, 급격

한 차압상승이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Fig. 12
에 ME를 추가한 위치를 개략도로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튜브 누설시 해당되는 Bundle 전체를 차

단해야 하는 문제를 추가 밸브를 설치하여 문제발

생시 차단개소를 줄여 열교환율 저하를 최소화 시키

는 개선작업을 시행했다.

Fig. 12. Schematic diagram of ME installed[12].

4. 결 론

본 운영사례에서는 국내 최초로 영흥발전본부에

서 운영되고 있는 Non-leakage type GGH의 특성과 

운영 문제점,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주요 특성으로는 설비 누설이 원천적으로 발생하

지 않아, 엄격한 대기오염물 배출환경기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Cooler가 전기집진기 전단에 설치되

어, 저저온형 전기집진기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먼지 

제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 문제점을 살펴보면 Cooler에서는 튜브 침식, 

통풍계통 차압상승, Reheater에서는 저온부식 및 차

압상승이 주요 문제점이었다.
원인분석 결과 Cooler에서는 ANCOR-H강의 내마

모도 특성이 낮아 최초 ash cutting에 의한 튜브 침식

이 발생하였고, 침식에 의한 열매체 누설, 염화암모늄 

생성 및 튜브 표면 퇴적, 연소가스 유속 증가 등의 복

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Reheater
에서는 저온부식, 산부식등의 원인으로 최초 흡수탑 

슬러리의 carry over로 인한 튜브 표면 퇴적, 퇴적된 

슬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고농도 염소이온에 의한 부

식발생, 튜브 부식 순으로 부식메카니즘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선사례를 보면 Reheater 튜브 재질을 

ANCOR-HS 강에 Enamel coating을 함으로써, 금속

표면에 부식성 물질을 포함하는 연소가스의 직접 접

촉을 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2016년 설치 이후 지금

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 상황에서 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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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현장 적용기간이 짧아 보다 면밀한 

검증결과 도출을 위해 장기적인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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