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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firing of renewable fuel in coal fired boilers is an attractive option to mitigate CO2 emissions, since it 
is a relatively low cost option for efficiently converting renewable fuel to electricity by adding biomass as 
partial substitute of coal. However, it would cause reducing pla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flexibility, and 
increasing operation and capital cost associated with handling and firing equipment of renewable fue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omass co-firing on CO2 emission and capital/operating 
cost. Wood pellet, PKS (palm kernel shell), EFB (empty fruit bunch) and sludge are considered as renewable 
fuels for co-firing with coal. Several approaches by the co-firing ratio are chosen from previous plant 
demonstrations and commercial co-firing operation, and they are evaluated and discussed for CO2 reduction 
and 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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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 화력발전은 현재 국내 총 전력 생산의 38% 
(’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전력 생산 수

단의 하나이다[1]. 발전 산업에서의 CO2 배출 문제

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에 기반을 둔 감

축 정책이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연료 사용의 연료다

변화 발전을 통한 실질적인 CO2 저감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석탄화력 발전 관련 

상황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등의 재

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저감 효

과의 기대를 갖는 연료다변화 발전에 큰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신재생 연료 혼소 기술은 기존의 국내 석탄화력발

전 발전소에서 주연료(석탄)의 일부를 바이오매스 또

는 폐기물 에너지 등의 다양한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로, 기존 설비의 연소효율 감소 및 발생 가능한 보일러 

운전 장애를 개선하고 발전효율 penalty를 최소화하여 

연료비 절감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를 도모하

는 기술이다. 바이오매스(주로 목질계) 및 미분 가능한 

폐기물 연료와 같은 신재생 연료는 필요시 전처리 과

정을 거쳐서 미분기에서 주 원료가 되는 탄과 혼합되

어 미분되거나, 또는 별도의 미분기를 거쳐서 기존의 

미분탄 보일러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발전 경제성 

제고와 더불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 저감의 환경

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6]. 또한 순 

CO2(net CO2 emission) 배출량 저감은 물론이고, 황성

분이 적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함으로써 황산화물 배출

도 저감 시킬 수 있다. 비교적 질소 함유량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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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질소산화물 저감에도 효과가 있으며, 휘발분

의 함유량이 높아 노내 NOx 저감을 위한 이차적 활용

도 가능하다[7,8]. 
하지만 바이오매스 연료의 발열량이 주연료인 석

탄보다 낮은 경우, 보일러의 효율 감소를 야기하게 

되며, 이는 결국 발전단 효율로 직결된다. 혼소의 결

과로 낮아진 연료의 회용융점은 연소실 벽면 혹은 

대류 전열관부의 슬래깅(slagging)과 파울링(fouling)
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 염기성분이 높은 일

부 바이오 연료, 예를 들면 짚 등은 고온 부식을 일으

킬 염려가 있으며, 이는 높은 온도의 증기가 흐르는 

과열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9]. 그리고 석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을 갖는 바이오매스 때문에 운

영비가 높아질 수 있고, 바이오매스의 낮은 에너지 

밀도와 미분도로 인해 혼소율에도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기존의 

미분탄화력발전소에 혼소함에 있어 발생하는 경제

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오매스 혼소로 인한 경제성 분석을 위

해서 IEA의 바이오에너지 Task[10]에서는 연료 수급

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Antonio[11] 등
은 바이오매스 연소 및 가스화 플랜트에 대하여 경

제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석탄화력 보일러에 적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혼소의 경제성 평가는 Tillman 등
[12]과 Assadi 등[13]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바이오

매스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국내 발전사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연구에

서는 바이오매스의 다양한 혼소 방법에 대한 경제

성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더하여, 다양한 바이

오매스 연료 및 혼소율별로 4가지 혼소 방안을 제시

하고, 이들이 CO2 저감 및 설비 투자비에 미치는 영

향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 설

비에서의 CO2 감축 효과 및 이와 연계된 경제적 효

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신재생 연료 혼소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한 인자 산정법

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1000 MWe 급의 미분탄 연소 방식 

초초임계압(USC) 보일러를 대상으로 바이오매스 혼

소에 따른 CO2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저
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보일러의 입력조

건 설정, 바이오매스의 특성 파악, 혼소 방식에 따른 

비용 발생 그리고 CO2 저감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동일한 보일러에서 혼소율

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입열량을 유지되도록 설정하

여야만 혼소율이 변해도 보일러로 투입되는 열량이 

같게 된다. 또한 미분탄 보일러에서 바이오매스 혼

소율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

는 것은 혼소율과 혼소방식이다. 앞 장에서 설명하

였듯이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단순히 혼합을 통한 

혼소율은 한계가 존재하여, 특정 혼소율 이상에서는 

혼소방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혼소방식의 변화

는 추가 설비의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대로 혼소비율에 

따라 보일러 전체의 효율 변화가 있음이 알려졌으

므로 보일러 효율은 혼소비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

고 기존 연구에서 미리 혼합하여 혼소하는 방식의 

한계가 바이오매스의 특성과 연소방식에 따라 변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5%까지 미리 혼합하여 혼소

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주

요한 가정에 대해서 정리하여 아래에 나타내었다. 
1) 바이오매스의 혼소율에 상관없이 기준 석탄 연

소의 총 입열량은 유지

2) 기존 설비의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가 

설비에 대한 비용만 고려

3) 보일러 효율은 혼소비에 따라 변화

4) 바이오매스와 석탄을 미리 혼합할 수 있는 혼

소율은 최대 5%로 정함 

Table 1에 사용된 석탄의 원소분석, 공업분석 그

리고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대상 석탄은 아역청탄과 

역청탄을 5:5의 비율로 혼탄하여 만들어진 설계탄

이다. 설계탄의 발열량은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5240 
kcal/kg이며, 수기식(As fired basis)의 수분함량인 

22.5%를 고려하여 저위발열량은 4914 kcal/kg으로 계

산하여 사용하였다. 회분의 경우 기건식(Air dry basis) 
기준으로 아역청탄과 역청탄의 평균 값인 10.1% 를 

수분량 22.5%로 환산하여 수기식으로 8.82%로 정하

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휘발분 및 고정탄소 또한 역

청탄과 아역청탄의 평균값을 보인다.
대상 발전소는 1000 MWe 급의 초초임계압(USC) 

미분탄 보일러로서, Table 2에 해당 플랜트의 증기조

건을 나타내었다. 운전시간은 1년간 8000시간으로 가

정하였고, 플랜트 효율은 42%, 보일러 효율은 90%로 

가정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al used in this study
항목 값 항목 값

C (wt%) 52.9 고정탄소(wt%) 38.9

H (wt%) 3.5 휘발분(wt%) 29.8

O (wt%) 11.1 수분(wt%) 22.5

N (wt%) 0.9 회분(wt%) 8.82

S (wt%) 0.5 LHV(kcal/kg) 4,914

HHV(kcal/kg)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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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1000 MWe ultra supercritical 
steam boiler

터빈 용량
용량기준

NR* VWO**

발전단 출력(MWe) 1,045 1,100

주증기압력(MPa) 26.0 26.0

주증기/재열증기 온도(℃) 610/621 610/621

주증기 유량(t/h) 2767.3 2,848.6

재열증기 유량(t/h) 2,270.0 2,407.5

복수기 배압(MPa) 0.005 0.005

터빈 heat rate(kcal/kWh) 1,747.0 1,745.5
 *Normal rating
**Valve wide open

석탄 보일러의 초기 용량(TC)을 1000 MW로 가정

하고 플랜트 효율(η0)를 고려하여 보일러로 투입되는 

입열량을 Eq. (1)로 계산 한다. 




(1)

입열량을 기준으로 연간 요구되는 연료 소비량

(Mcoal, kg/year)을 Eq. (2)에 나타내었다. 계산에서 연

간 운전 시간(OH) 은 8000시간으로 가정하였다.

 

×
×× (2)

2.2. 바이오매스 혼소와 관련된 계산식

석탄과 신재생연료를 혼소 할 경우 석탄의 일부

가 신재생연료로 대체된다. 보일러에서 동일한 입열

량을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 신재생연료의 연간 투입

량을 Mbm이라고 했을 때 석탄의 감소량(ΔMcoal)을 

Eq. (3)에 나타내었다[11]. 

∆ 
× (3)

여기서 LHVbm은 신재생연료의 저위발열량이다. 열
량 기준의 혼소율(Rbm, % kJ/kJ)은 단순히 총 입열량 

중 바이오매스의 투입 열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무게 기준 신재생연료의 혼소율(Rbm, % kg/kg)

은 투입된 신재생연료의 질량을 총 투입된 연료의 

무게를 신재생연료의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 Eq. (4)
로 표현된다[9]. 

 ∆


× (4)

보일러 효율은 혼소하는 연료의 특성과 혼소율에 

따라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혼소되는 신재생 

연료의 발열량이 주연료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으

므로, 혼소 비율이 높아지면 효율이 저하된다. 혼소

율에 따른 보일러의 효율 감소율(Δηb)은 Eq. (5)와 

같이 다른 연구자가 일부 대형 보일러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제안한 관계식을 이용하였다[11].

∆    (5)

변화된 효율에 대해서 혼소시 보일러 열출력은 효

율 감소분이 포함되어 변화한다. 이 결과는 기존의 

다양한 보일러에서 나타난 효율값들을 근거로 보정

되었으며 변화된 보일러 열출력분은 Eq. (6)에 나타

내었다[11]. 

′ ×∆× (6)

여기서 ηrp는 보일러 외에 기타 설비의 효율로 본 계

산에서는 상수로 처리되었다.
신재생연료를 혼소하여 대체된 석탄에 의한 이산화

탄소 저감량(ΔCO2, t/year)은 Eq. (7)로 표현하였다[12]. 

∆  × ∆× × (7)

여기서, fc는 석탄의 탄소 질량 분율을 나타낸다. 
신재생연료의 직접 혼소시 신재생연료에 의해 생

성된 1 kW 당 투자비는 EPRI에서 제안한 $50를 사

용하였다[13]. 신재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발

전량은 발전 용량에서 신재생연료의 열량 기여도를 

고려하여 Eq. (8)로 나타내었다[13]. 

  ×  ×′  (8)

이 때, 열량 기준 혼소율 Rth는 Eq. (9)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

(9)

혼소율이 높아지면 미리 혼합하여 동시에 미분기

로 투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분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신재생연료를 보관하는 비

용(Cbms), 신재생연료를 전처리하는 비용(Cbmh), 그
리고 압축하고 건조하는 비용(Cbmcd)을 모두 고려하

여야 한다. 각 비용에 대해서 아래에 식으로 표시하

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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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를 별도로 미분하여 동일한 석탄 버너

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에, 별도의 바이오매스 전용 

버너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신재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1 kW 당 투자비인 $200 를 사용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총액에서 앞서 설명한 

별도 미분에 의한 바이오매스 처리 투자비용을 제

외하여 버너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별도의 미분기

와 별도의 버너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투자비용을 

Eq. (12)로 나타내었다[11]. 

  ×  ×′  (12)

가스화기 기반의 혼소를 할 경우 가스화기 설치 비

용(Cgasifier)이 추가되게 된다. 가스화기 비용은 신재

생연료의 연간 투입량에 따라 결정되며 Eq. (13)으
로 나타낸다[11].

  ×
 (13)

3. 계산 조건 및 결과

3.1. Case 선정

석탄을 연소할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열량 기준의 

혼소율을 최대 20%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혼소방식 

및 바이오매스 종류에 따른 계산을 수행하였다. 
Case는 크게 혼소율이 작을 경우, 동시 미분이 보

일러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그리고 혼소율이 높은 

경우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혼소방식

의 차이가 존재하며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적

절한 혼소율과 혼소방식을 택하여 Case를 선정하였

다. 따라서 혼소율에 따라 앞서 기술한 혼소 방식이 

변하게 되며 선정된 Case는 아래와 같다. 

Case 1: 3% 혼소율, 동시 미분

Case 2: 10% 혼소율 별도미분, 석탄버너 이용 

Case 3: 15% 혼소율, 별도미분, 석탄버너 이용 

Case 4: 20% 혼소율, 가스화후 사용

각 Case 들의 개념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방법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설비 개조 및 추가 설비 범위가 넓

어져 설비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 혼소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Trade-off 관계를 보인다.
혼소 대상 바이오매스는 우드펠릿, PKS, EFB 그

리고 하수슬러지 고형화연료의 총 네 가지의 신재

생연료이다. 우드펠릿(왕겨 펠릿 포함)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연료들에 비해 물량확보가 쉽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하수 슬러지의 경우 국내에서 저비용으로 공급이 가

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팜 부산물 연료의 경

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자원 측면에서 새롭게 부

상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수급이 각광받을 것

을 예상하여 선정하였다.
해당 연료들의 원소 및 공업분석 결과들을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혼소를 위한 신재생연료

는 우드펠릿(Wood pellet), Palm Kernel Shell(PKS), 
Empty Fruit Bunch(EFB) 그리고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 고형화 연료를 고려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직접 원소 분석 및 공업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발열량은 Dulong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 Block diagrams of various co-fir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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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uel properties of various biomass fuels con-
sidered

항목 Wood pellet PKS EFB Sludge

C (wt%) 45.3 40.3 40.1 33.9

H (wt%) 7.6 4.6 4.9 5.1

O (wt%) 37.6 31.4 36.4 19.4

N (wt%) 0.1 0.0 0.0 5.0

S (wt%) 0.0 0.0 0.0 1.1

고정탄소(wt%) 8.59 19.78 19.43 7.92

휘발분(wt%) 81.99 56.31 61.53 56.76

수분(wt%) 8.32 8.37 8.74 8.3

회분(wt%) 1.09 18.33 10.30 27.02

LHV* (kcal/kg) 4204 3196 3040 3374

HHV** (kcal/kg) 4662 3493 3366 3699
 *LHV: Lower heating value
**HHV: Higher heating value

우드펠릿은 목재 연료로 82%의 높은 휘발분을 

갖고 있으며, 석탄에 비해 질소와 황 성분이 작다. 
또한 신재생연료 중에서도 낮은 회분을 갖고 발열

량이 비교적 높다.
PKS는 팜열매 껍질로서, 본 연구의 대상 PKS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위에 비해 회분의 함량이 높

은 편이다. EFB는 팜나무 야자열매에서 증기를 이

용해 팜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껍질로, 기존에는 활

용도가 낮아 대부분 버려졌던 팜부산물을 잘게 분

쇄한 후 건조 압축하여 원통형의 작은 알갱이 모양

으로 성형하여 사용한다. 비교적 회분이 적은 편이

나 발열량은 낮은 편이다. 하수 슬러지 고형화 연료

는 함수율이 약 10% 이하이고, 저위발열량이 3,000 
kcal/kg 이상의 연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높은 

휘발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회분의 함량은 27% 
로 높은 편이다.

계산은 위의 혼소율과 혼소방식에 따라 각 연료

별, case 별로 수행하였으며, 보일러 효율 계산, 플랜

트 효율 계산, 이산화탄소 저감량 그리고 비용 계산

으로 결과를 표시하였다. 
보일러에서 바이오매스의 혼소율에 상관없이 입

열량은 고정되었고, 바이오매스의 투입에 의한 보일

러 효율 감소를 고려하였다. 이 때 석탄 연소 기준 

보일러 효율을 90%, 플랜트 효율을 40%로 가정하

고, 바이오매스 투입량에 따른 보일러 감소분을 계

산하여 사용하였다.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혼소로 인

한 석탄 저감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비용 계산에서는 혼소 방식별로 고려되는 항목과 

고려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Case 1
의 경우 동시 미분만 고려되고 Case 2의 경우 신재생

연료의 저장, 처리, 압축 및 건조의 비용을 합하여 계

산된다. Case 3의 경우 Case 2의 비용과 함께 개별 

버너의 비용이 추가되어 계산된다. Case 4의 경우 신

재생연료의 용량에 따른 가스화기의 설치비가 고려

된다. 
연료 구입 추가발생 비용 및 전력생산 감소로 인

한 손실액은 운전 비용으로 생각하여 고려하였다. 
연료 구입 추가 발생 비용은 석탄의 감소량만큼의 

석탄 구입비의 감소와 바이오매스 구입비를 고려하

여 계산하였다.

3.2. 신재생 연료별 계산 결과 

Table 4에 우드펠릿의 케이스별 효율, 발전용량 및 

CO2 저감량을 나타내었다. 케이스별로 별도로 열량

기준의 혼소율(Rth)을 표시하였다. 보일러 효율은 석

탄 기준으로 90%이고 혼소율에 따라 효율 감소를 확

인 할 수 있다. 혼소율 20%에서 보일러 효율 감소는 

2.25% 감소하며, 효율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열량

을 투입한 상태인 경우에 효율 감소로 인해 혼소율 

20%에서 발전 용량에서 약 25 MWe의 감소를 보인다.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운전시간 8000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석탄 저감량에거의 정비례

하여 혼소율이 10%인 경우에 64만 7천톤을 저감할 

수 있으며, 혼소율 20%에서 연간 129만톤을 저감할 

수 있다. 
Table 5에 우드펠릿의 케이스 별 비용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Case 1의 경우 석탄과 동시에 동일

한 미분기와 동일한 버너를 사용한 경우로 혼합에 

대한 투자 비용만 발생하여 16억 5천 만원의 투자비

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발전 용량 저하로 인한 연간 

3억 4천 만원의 전력 판매 손실과, 신재생 연료 구

입비로 인해 증가된 금액에서 석탄 감소분만큼을 제

외한 금액이 연간 147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Case 
2의 경우 별도의 분쇄기를 사용하고 저장 및 이송 등

의 비용으로 71억원의 투자비가 발생하고 추가 비

용 총액은 약 525억원이 발생한다. Case 3의 경우 별

도의 분쇄기와 별도의 버너를 사용하여 투자 비용 발

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투자비가 325억 3천만원이 발

생하게 된다. 추가 손실 비용은 구입비와 전력 감소

Table 4. Fuel effiency, electricity output and CO2 emission 
reduction for cofiring of wood pellet

Case 1 2 3 4

혼소율(Rth,%) 3 10 15 20 

보일러 효율(ηb, %) 89.9 89.4 88.7 87.6 

플랜트 효율(η0 %) 42.0 41.7 41.4 41.0 

발전량(TC’,MW) 999 993 986 975 

CO2 저감(ΔCO2,kt/year) 194 647 971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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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st breakdown for various co-firing cases
Case 1 2 3 4

열량기준 혼소율(Rth, %) 3 10 15 20

Capital cost(억원)

추가

투자

항목

Blending 16.5 - - -

Storage - 19.5 24.3 -

Handling - 49.7 72.6 -

Compressor/Drying - 1.9 2.4 -

Dedicated burners - - 226 -

Gasifier - - - 5,325

투자비 총액(억원) 17 71 325 5,325

추가 손실 비용(억원)
발전출력 저하 손실액

(억원/년) 3.4 33.9 74.7 130.3

신재생 연료 구입비증가액 

(억원/년) 147 491 736 980.7

추가 비용 총액

(억원/년) 151 525 810 1,111

비만 고려하였으므로, 늘어난 혼소율 정도만 증가한

다. Case 4의 경우 새로운 가스화기를 새로 설치해

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이 소요된다. 물론 가스

화기를 이용한 혼소 방식의 경우 다른 대안 보다 혼

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가장 많은 투자비가 

요구된다. 그래서 투자비는 5,32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일단, 다른 연료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며, Case 4의 경우는 초기 설

비 투자비가 워낙 크게 나타나는 대신, 연료 수용성

이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고혼소율 적용시에만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3.3. 신재생 연료별 CO2 저감량 산출

신재생 연료의 경우 우드펠릿(Wood)이 발열량이 

가장 높고, 순서대로 하수슬러지 고형화연료(Sludge), 
PKS 그리고 EFB의 순서대로 저위발열량이 낮다. 열
량을 기준으로 혼소할 경우 연료의 발열량에 따라 

투입되는 바이오매스의 양이 변화하게 된다. 동일한 

혼소율을 가지더라도 투입되는 바이오매스의 무게 

기준 혼소율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Fig. 2에는 열

량기준 혼소율과 무게기준 혼소율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혼소에 의해 동일한 열량이 신재생 연료로 

대체된다면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의 투입량은 늘어나게 된다. 
동일한 혼소율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신재생 연

료를 투입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연구자에 의해 알려

진 대로 투입된 바이오매스 연료의 양이 증가할수록 

Fig. 2. Comparison of mass-based and heat-based co-
firing ratios.

(a) Boiler efficiency

(b) Power generation
Fig. 3. Boiler efficiency(a) and power generation(b) for 

various kinds of biomass and their co-firing ratios.

보일러 효율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Eq. (5)에 

나타내었다. 결국 낮은 발열량을 갖는 연료는 동일한 

혼소율에서 더 많은 신재생 연료를 필요로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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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duction in CO2 emission for different biomass 
types and cofiring methods.

는 무게 기준의 혼소율이 높아지며 결국 효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Fig. 3에는 혼소율에 따른 보일러 효율 및 발전 

출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비교적 낮은 발열량을 가

진 EFB의 경우 가장 많은 신재생 연료가 투입되어

야 하므로 효율의 감소 폭이 제일 컸다. 반대로 가

장 높은 열량을 가진 우드펠릿은 다른 신재생 연료

에 비해 효율 감소 폭이 제일 작았다. 발전 효율의 

경우, 본 계산에서 투입되는 열량이 동일하므로 효율

의 감소는 전체 발전단 효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앞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발열량을 가진 

EFB의 용량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
Fig. 4에는 신재생 연료의 종류와 Case 별 CO2 저

감량을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 저감량 은 바이오매

스로 인해 발생되는 양은 포함하지 않고 석탄 감소

량에 의해 저감된 양을 계산한 것이다. 혼소율에 따

라 동일한 열량만큼의 석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어

떤 연료인지 상관없이 혼소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

감량은 같다. 따라서 단순히 이산화탄소 저감량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저감량 외에도 운영비나 효

율의 측면에서 볼 경우에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여 운

전에 반영해야 한다.

3.4. 연료 및 Case 별 비용 평가 

일반적으로 보일러 경제성 평가는 투자비 (Capital 
cost) 와 운영비 (Operating cost)로 나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석탄 보일러에 바이오매스 혼소를 

할 경우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 그리고 연료 구입 및 

전력 생산 감소로 인한 운영비 손실을 고려하였다. 
Fig. 5에 석탄과 신재생연료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

하는 Case 1, 별도의 미분기를 사용하는 Case 2 그리고 

별도의 미분기와 별도의 버너를 사용하는 Case 3의 

Fig. 5. Capital costs of Cases 1, 2 and 3 for vairous 
biomass types.

초기 투자비를 나타내었다. 혼소를 할 경우 투자비

는 혼소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왜냐

하면 혼소율에 따라 적용되는 혼소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설비가 요구될 경우에 투

자비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Case 1의 경우 추

가적인 설비가 거의 필요 없으므로 가장 낮은 투자

비를 보이나 혼소 가능한 범위가 매우 작다. Case 2
와 Case 3는 별도의 신재생 연료의 파쇄 및 처리를 

하고, Case 3의 경우 별도의 버너를 사용하므로 추

가적인 투자비가 발생한다. 동일한 혼소율을 가질 

경우 Case 3가 Case 1에 비해 네 배 정도의 투자비

가 더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투자비가 대

체된 연료의 전력 생산량에 좌우되므로 연료의 종

류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Fig. 6에는 Case 4의 연료 별 초기 투자비를 나타

내었다. Case 1, Case 2 그리고 Case 3는 신재생 연

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 양이 주로 고려된다면, 
Case 4는 가스화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신재생 연료

의 처리량이 주요 인자가 된다. 따라서 발열량이 낮

Fig. 6. Capital costs of Case 4 for vairous biomas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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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일한 혼소율에도 더 많은 연료가 투입되어야 

하는 EFB의 경우 가스화기 설치에 가장 많은 투자

비가 들어간다. 또한 Case 4의 경우 가스화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다른 경우에 비해 10배 이상의 투

자비가 필요하다. 
신재생 연료는 구입비 및 이송 등의 비용 때문에 

석탄보다 더 비싸다. 물론 신재생 연료를 사용함으로

써 석탄의 사용량도 일부 줄어들지만, 더 가격이 높

은 신재생 연료의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 Case와 연료에 따른 추가 연료 구입 비용을 

Fig. 7에 나타내었다. 투자비에 비해서 단순히 혼소 

비율에 따른 추가 연료량을 고려하므로 각 경우에 

대해서 커다란 비용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바

이오매스 구입비용이 동일하므로 발열량 차이에 의

한 투입량 변화에 따라 구입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Fig. 8은 신재생 연료를 사용하여 생기는 발전량 감

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금액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효율 감소가 바로 전력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Fig. 7. Cost of biomass fuels for four co-firing cases.

Fig. 8. Cost generated by efficiency penalty of biomass 
co-firing.

전력 판매를 통한 이익 감소를 뜻한다. 앞서 혼소율

에 따른 효율 감소폭이 더 커지므로 전력 생산 감소 

손실은 혼소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4. 결 론

다양한 바이오매스 연료별, 그리고 혼소 방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CO2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1000 MW 급 미분탄화력발전을 대상으로 평

가를 수행하였다. 혼소 물량 확보가 현 시점에서 가

장 용이한 우드 펠렛, PKS, EFB와 국내에서 수집이 

용이한 하수슬러지를 혼소 대상 연료로 선택하였다. 
이들 연료를 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개의 case 를 

선택하였으며, Case 1은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3% 
의 혼소율로 혼소를 수행하는 방법, Case 2와 Case 
3은 바이오매스 연료 전용 handling 및 버너를 활용

하여 각각 열량 기준 10%와 15%의 혼소율로 혼소

를 수행하는 방법, Case 4는 바이오매스를 가스화 

하여 합성가스를 통해 20%까지 혼소를 수행하는 방

법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다. 
경제성 관점에서는 Case 1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대신에 가능 혼소율이 낮아 CO2 저감이 

3% 이상(또는 최대 혼소율)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Case 2와 Case 3은 가능 혼소율이 높은 대신에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Case 4의 경우는 

가능 혼소율도 높고, 가용 연료 다양성도 매우 높지

만, 국내 상황에 비추었을 때 혼소 연료 물량 확보가 

어렵고 초기 투자비가 Case 2와 3에 비해 너무나 높

다는 단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오매스 혼소시에는 CO, NOx, SOx, 먼

지 등과 같은 emission 문제가 혼소율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부가적인 효과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보완되어야 하

는 연구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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