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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and mass balance process modeling has been conducted for a coal-firing power plant to be used as a 
testbed facility for development of various plant systems and equipment. As the material and design of the 
boiler tube bundle and fuel conversion to the biomass have become major concerns, the process modeling 
is required to incorporate those features in its calculation. The simulation cases for two different generation 
load show the satisfying results compared to the operational data from the actual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ed process conditions, the hypothetical case using wood pellet has also been simulated. Additional 
calculations for the tube bundle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tube material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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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전력 생산의 큰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는 석

탄연소 화력발전은 에너지 관리, 비용 저감, 효율 개

선, 설비 유지 보수 및 점차 부각되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요구들에 맞추어 원료탄 연소 특성, 
슬래깅 및 파울링, 증기터빈 성능 평가, 운전 최적화 

등 다양한 성능 개선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

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순산소 연소, 신재

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련 바이오매스의 혼소 등과 같은 비교적 새

로운 개념의 연소 및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들도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5].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서 화력발전용 핵심 설비․

기술의 국산화 및 성능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대상으로 보일러 전열부 및 배관 소재를 포함

한 발전 설비 및 기자재, 우드펠릿 등 바이오연료 다

변화 영향 평가, 노내 계측 시스템 등이 고려되고 있

다. 이들 설비 및 기술은 Fig. 1과 같이 기존 노후 화

력발전 플랜트 전체를 실증단지(Testbed)로 활용하여 

실제 적용 및 시험, 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설비 및 기술 실증은 소재 제작 특성, 

열 및 기계적 물성치, 수명 예측, 운전 조건 최적화 

등 다각도에 걸친 시험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전체 실증 과정의 주요 절차 중 하나로 소

재 및 연료 변경이 운전 상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발전 시스템 열물질정산 모델링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개발 실증단지 대상 시스템에 

대한 공정 모델링의 개요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될 

시험설비 실증과 관련하여 열물질정산 모델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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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estbed facility.

2. 시험설비 및 실증단지 대상 시스템

본 연구에서 실증단지로 고려되고 있는 대상 발

전소는 1973년 준공 이후 장기 운영되어온 노후 석

탄화력 발전소이다. 총 2호기로 구성된 해당 발전소

는 회 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낮은 국내무연탄 사용

을 위해 하방향 화염분사로(W-type furnace)를 채택

하고 보조연료로 중유를 혼소하는 설비로 설계되었

으며, 2000년대 중반 유연탄 전소로 전환하여 운영

되었다. 해당 발전소는 장기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

화, 설비 효율 감소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물질배출량 

저감 대응을 위해 최근 친환경 연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현재 1호기는 우드펠

릿 전소 발전 시스템으로의 개수 및 시험 운전이 수

행되고 있다. 이후 2호기 역시 단계적으로 석탄연소 

운전의 중단과 연료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실증 시험은 이러한 전환기를 활용하여 해

당 발전소 1, 2호기 전반에 걸쳐 고려되고 있다. 1호
기는 우드펠릿을 적용한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 시

스템 관련 기술 실증이 주요 목표이다. 2호기에서는 

석탄연소 운전 상황에서 보일러 관군과 배관 등의 

소재 및 펌프, 집진시스템, 고온배관 열화감시 시스

템 등 기타 국산화 개발품 설비의 설치 및 평가가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수행하는 열물질정산 공정 모델링은 

2호기 기준 석탄연소 화력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1, 2호기의 경우 설비 규모에 따른 

장치 구성 차이 등을 제외하면 보일러 형상 및 공정 

구성이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1호기의 경우 

바이오매스 전소 시스템 개수 진행에 따라 현재 시점

에서는 아직 운전 관련 데이터 확인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 설비 자료 및 운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열물질정산 공정 모델

링을 수행하고, 1호기에 대하여도 동일한 접근방법을 

통해 차후 모델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열물질정산 공정 모델링

3.1. 공정 모델링 프로그램

통상 발전 플랜트 공정모사는 보일러, 터빈, 복수

기, 펌프 등으로 사이클을 구성하고 가스부와 물/증
기부의 위치별 온도, 유량, 압력, 엔탈피 등을 확인한

다. 이에 덧붙여, 현재 실증 사업에서는 바이오매스

로의 연료 변화 뿐 아니라 주요 장치, 특히 보일러튜

브의 입․출력 조건과 설계 및 소재 변경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장 적용 전 이상 유무 및 

성능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 모델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열

물질정산 모델 작성에는 발전 시스템 전용 공정 모

사 프로그램인 KED GmbH Commercial사의 Power 
Plant Simulator & Designer (PPSD)를 적용하였다. 

PPSD는 열교환부와 관련하여 관군 및 수냉벽, 대
류 및 복사부 전열관, bare-tube 및 fin-tube 등 목적

에 따른 여러 종류의 열교환부 블록을 포함하고 있

다. PPSD에서는 Fig. 2의 개략도와 같이 열교환기가 

위치한 가스유로 폭과 높이, 관군 배열 방식 및 가

스 흐름 방식, 관 길이, 직경 및 두께, 횡방향 및 종

방향 관 수 및 간격, fin의 높이, 두께, 간격 등 관군 

구성 관련 설계 정보를 상세히 입력한다. 그 외에 

fouling 및 수력학적 마찰 계수 등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되고 있다. 



안형준․최석천․이영재․김범수46

Fig. 2. Modeling of boiler tube bundle in the PPSD pro-
cess simulation program. 

(a) Air/gas-side (b) Water/steam-side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bed power plant system. 

관군 소재의 경우, 널리 적용되는 약 100여종의 

소재를 열교환부 블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으며, 소재에 따른 밀도, 열전도도, 비열, 탄
성계수, 인장도 등 항목이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공정 모델링에 있어 단순히 온도 

또는 입출력 열량 설정을 통해 열교환부를 고려하

는 범용 공정 모사 프로그램들에 비해 해당 프로그

램의 적용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6-8].

3.2. 모델링 접근 방법

열물질정산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

었다. 먼저 수집된 주요 장치 설계 자료 및 운전 데

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모사를 위한 기본 조건을 설

정하였다. 설비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장치 간 물질 

흐름 및 전체 공정도를 작성하고 각 장치 별 설계치

를 입력하였다. 모델링 케이스는 운전 자료가 확보

된 특정 기간 중 탄 혼소 비율 기록 및 공급 총열량 

기준으로 특정 일자 및 시간대의 운전 기록을 선정

하여 고려하였다. 선정한 케이스에 대하여 가스부 

및 물/증기부 내 주요 기준 위치의 온도, 유량, 압력 

등을 입력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 모델링 계산을 수행하고 초기 

결과를 확인하였다. 공정 모델링 결과는 전반적인 

공정 내 위치 별 온도, 유량, 압력, 발전량 등을 운전 

데이터 기록과 비교하여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운전 데이터의 분석 방법, 
확인 가능한 설비 관련 정보의 범위, 모델링을 위한 

주요 필요 항목 및 반영 가능 항목 또는 제한 사항 등

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모델링 케이스 내용과 입력값 및 결과값

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Fig. 3은 공정 모델링을 위한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전열관군은 Fig. 3(a)에서와 같이 연소

로 출구부터 platen superheater(①), 2’ry superheater
(②)가 먼저 위치하고, 이후 1’ry superheater 및 re-
heater 관군들이 가스유로 상에 division wall로 나뉘

어 병렬로 분할하여 배치되어 있다(③～⑦). 마지막

으로 1’ry superheater 및 reheater 후단에 economizer 
관군이 위치한다(⑧).

물/증기 순환부는 Fig. 3(b)의 개략도와 같이 고압, 
중압, 저압 터빈 및 7개의 급수가열기, 탈기기, 복수

기 및 순환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터빈의 급수가열

기 추기는 고압 터빈 2개, 중압 터빈 2개, 저압 터빈 

4개이며 각각의 증기 흐름은 그림에서와 같다. 과열

저감기는 superheater side의 경우 1‘ry superheater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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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iler tube materials and operating tempera-
tures

Tube Material
Max. 
metal 

temp.(℃)

Alarm 
temp.(℃)

Steam Metal

Platen 
S/H STBA24 600 - -

Secondary 
S/H STBA24 600 549 576

Primary 
S/H

STBA22
STBA13
STB42

560
550
475

470 478

Reheat 
STBA24
STBA12
STB35

600
500
475

549 584

Economizer STB42 475 - -

Water wall STB42 475 - -

2’ry superheater 사이에 위치하여 증기 온도 제어를 

수행하며, reheater side의 경우 reheater 입구 전에 위

치하나 실제 운전 시 사용 빈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 보일러에 적용된 관군 별 소재를 Table 1과 

같이 요약하였다. 연소로 출구에 가까운 고온 환경일

수록 고내열소재가, 후단으로 갈수록 최고사용온도

가 낮은 소재가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3. 열물질정산 모델링 구성

앞서와 같은 절차로 확인한 공정 설계 조건을 바

탕으로 PPSD를 이용한 실증단지 대상 플랜트 공정 

모델링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델링 형태는 Fig. 4
와 같다. 공정 모델링은 크게 Gas-side와 Water/steam- 
side, Air-side로 구성된다.

Air-side는 furnace로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 및 유

량, 압력에 대한 것으로 1차 및 2차 공기 형태로 Gas- 
side의 furnace와 연결되어 있다. Furnace에서는 공급

되는 석탄에 대한 유량, 조성, 발열량 정보가 입력되

며 Air-side로부터 연결된 공기와 함께 연소열을 계산

하게 된다. Furnace에서 생성된 연소가스는 보일러 구

성에 따라 과열기 및 재열기, 절탄기를 거치며 Water/ 
steam-side와 열교환을 이루고, 공기예열기 및 집진기

를 거쳐 stack으로 배출된다.
앞서 보일러 관군 구성에서 설명하였듯이, 2’ry su-

perheater 이후 1’ry superheater 및 reheater 부분은 

가스유로 중앙부에 reheat 관군이, 그 좌, 우로 1’ry 
superheater 관군이 병렬하여 배치되어있다. 따라서 

모델링 상에서는 2’ry superheater를 지나온 hot gas 
유량이 1’ry superheater 및 reheater에 대해 나누어져 

통과하는 상황으로 단순화 고려하여 표현을 시도하

였다. 두 관군부에 대한 유량 분배비율은 실제 측정 

자료가 없으며 모델링에서는 후단 절탄기 입구 가스 

온도 및 Water/steam-side에서의 물/증기 온도를 확인

하며 조절하여 설정하였다. 1’ry superheater와 reheater 
관군 구성은 설계 정보 및 도면을 참고하여 크게 5
개의 단위 열교환기 블록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Water/steam-side에서는 물/증기 흐름이 절탄기, 드
럼 순환부, 과열기 및 과열저감기, 고압터빈, 재열기, 
중압 및 저압 터빈, 복수기, 급수가열기 및 급수 펌

프를 통과하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급

수 제어는 drum과 연동하여 makeup water를 통해 이

루어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과열저감기는 과열기 단

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

하여 1‘ry superheater 및 2’ry superheater 사이에만 

위치하였다. 
작동유체는 물/증기 단일 성분으로 고려되며 물 또

는 증기의 상변화 상태에 대한 표현의 직접적인 구

분은 없다. 각 세부 단위 장치별 설계값은 가능한 한 

공정 구성 정보와 함께 확인된 설계치 분석 내용에 

따라 입력하였으며, 확인이 어려운 항목들은 프로그

램 상 기본값을 유지하여 모델링 구성을 시도하였다.
관군 소재의 경우, Table 1에서와 같이 실제 발전 

시스템 적용 소재로 파악된 STBA24 및 STB42는 국

제 철강 규격에 따라 프로그램에 내장된 T22 및 St 
45.8에 상응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PPSD
프로그램 상에 반영되어 있는 해당 소재들의 관련 

정보는 4.2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STBA22, 
STBA12 및 STB35의 경우 T12, T1, St 35.8에 상응

하는 소재로 확인하였으나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되

지 않으므로, 본 모델링에서는 사용 온도 범위를 고

려하여 T22 및 St 45.8로 대체하여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관련 정보 확인을 통한 프로그램 상

의 소재 항목 추가가 고려되고 있다.

4. 결과 및 토의

4.1. 운전 조건 별 모델링 케이스

작성된 열물질정산 공정 모델의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해 실제 발전소의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 

조건을 수립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Case 1은 

설계부하 운전 상황, Case 2는 부분부하 운전 상황

으로 고려하여 서로 다른 운전 조건에 걸쳐 계산을 

수행하였다.
앞서 접근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델링 케

이스는 실제 발전소에서 적용된 원료탄 사용 빈도 및 

총열량 공급 기록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운전 기록

을 통해 확인한 각 탄종 별 분석값을 바탕으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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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side

(b) Water/steam-side

(c) Air-side
Fig. 4. Configuration of the heat and mass balance process simulation using P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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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side (b) Water/steam-side
Fig. 5. Temperature variation of Case 1.

(a) Gas-side (b) Water/steam-side
Fig. 6. Temperature variation of Case 2.

Table 2. Input coal for the modeling cases
Case 1 Case 2 Case 3

탄종
유연탄 

수입무연탄

유연탄 
국내무연탄
수입무연탄

바이오매스
(우드팰릿)

혼소 비율 58:42 48:16:36 100
발열량

(kcal/kg) 5684 5497 4356

공업분석 (wt.%)
TM 7.98 6.70 6.72
VM 26.06 22.95 75.06
ASH 7.56 11.85 1.13
FC 58.40 58.50 17.09

원소분석 (wt.%, db)
N 1.07 0.91 0.32
O 10.70 11.24 37.68
C 76.36 72.09 54.58
H 3.75 3.09 6.20
S 0.14 0.22 0.01

ASH 7.97 12.45 1.21

별 모델 계산 입력탄 정보를 Table 2와 같이 설정하

였다. 선정된 일자의 운전데이터 기록으로부터 기본

적인 입력값을 적용하여 열물질정산 모델 계산을 수

행하였다. 주요 입력값 적용 항목은 탄 투입량 및 외

기 온도, fan과 pump 압력 변화 및 터빈 추기 압력으

로 요약할 수 있다.
Case 1과 Case 2에 대한 계산 결과를 Table 3 및 

Table 4에 운전데이터 기록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 항목은 입력값 적용 항목 외 gas 및 water/ 
steam-side의 위치 별 온도 및 유량, 압력값이다. 운전

데이터 확인을 통해 입력값으로 적용한 항목은 모

델링 결과 부분에 ‘입력값’이라고 표기하였으며 기

존 운전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으로 

표기하였다.
발전량의 경우 Case 1은 설비 설계 용량 기준 실제 

운전 기록상 97.9%의 운전 부하였고, 모델 계산 결

과는 95.2%였다. Case 2의 경우 운전데이터 상 설계

용량 대비 약 73.7%의 부분부하 운전 상태였으며, 모
델링 결과는 7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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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ing result for Case 1
No. 항목 단위 운전데이터 모델링 결과

Gas-side
1 Total coal flow T/H 98.32 입력값
2 FDF inlet air temperature ℃ 29.2 / 27.9 입력값
3 FDF inlet air draft pressure mmH2O -55.5 / -50.5 입력값
4 FDF outlet air draft pressure mmH2O 46.7 / 41.2 입력값
5 Total inlet air flow (FDF inlet) T/H 916.4 1025.2
6 AH inlet air temperature ℃ 31.0 / 30.7 30.8
7 AH outlet air temperature ℃ 329.1 / 326.1 271.8
8 Furnace out gas temperature ℃ 881.9 1072.3
9 Furnace out gas flow T/H - 1028.9
10 Furnace pressure mmH2O -3.0 입력값
11 2’ry SH out gas temperature ℃ 739.7 889.6
12 RH out gas temperature ℃ 409.8 474.5
13 1’ry SH out gas temperature ℃ - 439.9
14 AH inlet gas temperature ℃ 364.5 / 369.1 377.1
15 AH outlet gas temperature ℃ 161.4 / 174.0 179.9
16 ESP ash flow T/H - 6.5
17 IDF in gas draft pressure mmH2O -225.3 / -221.4 입력값
18 IDF out gas draft pressure mmH2O 23.0 / 17.0 입력값

Water/steam-side
19 Feedwater temperature (HTR out) ℃ - 261.0
20 Feedwater flow T/H 582.3 579.5
21 BFP discharge pressure kg/cm2 184.6 입력값
22 Economiser inlet water temperature ℃ 267.7 261.0
23 Economiser outlet water temperature ℃ 286.1 / 289.7 292.6
24 Drum water temperature ℃ - 323.6
25 Drum pressure kg/cm2 181.1 입력값
26 1’ry SH out steam temperature ℃ 419.2 / 403.7 436.6
27 1’ry SH out steam flow T/H - 573.7
28 SH attemperator out temperature ℃ 395.3 / 395.3 404.9
29 SH spray flow T/H 25.0 25.3
30 2’ry SH out steam temperature ℃ 541.0 541.1
31 2’ry SH out steam pressure kg/cm2 169.1 입력값
32 Main steam flow T/H 563.9 599.0
33 RH attemperator out temperature ℃ 313.3 336.4
34 RH outlet steam temperature ℃ 541.7 550.4
35 RH outlet steam flow T/H - 514.9
36 RH outlet steam pressure kg/cm2 28.1 입력값
37 #1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380.4 405.4
38 HP TBN outlet steam temperature ℃ 314.4 338.8
39 #3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464.2 458.6
40 #4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336.3 366.7
41 #5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277.7 290.1
42 #6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223.1 202.0
43 #7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172.0 160.7
44 #1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51.97 입력값
45 HP TBN outlet steam pressure kg/cm2 30.63 입력값
46 #3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14.20 입력값
47 #4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6.48 입력값
48 Deaerator pressure kg/cm2 6.31 입력값
49 #5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2.88 입력값
50 #6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0.64 입력값
51 #7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0.02 입력값
52 #8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0.93 입력값
53 Condensate out temperature ℃ 47.1 33.9
54 Condenser vacuum mmHg 688.84 입력값



화력발전 시스템 및 설비 개선 실증을 위한 열물질정산 공정모델 개발 51

Table 4. Modeling result for Case 2
No. 항목 단위 운전데이터 모델링 결과

Gas-side
1 Total coal flow T/H 73.90 입력값
2 FDF inlet air temperature ℃ 23.1 / 23.5 입력값
3 FDF inlet air draft pressure mmH2O -31.0 / -29.6 입력값
4 FDF outlet air draft pressure mmH2O 17.2 / 14.6 입력값
5 Total inlet air flow (FDF inlet) T/H 700.8 781.9
6 AH inlet air temperature ℃ 25.2 / 26.5 30.8
7 AH outlet air temperature ℃ 325.3 / 323.2 254.4
8 Furnace out gas temperature ℃ 837.6 1046.4
9 Furnace out gas flow T/H - 782.0
10 Furnace pressure mmH2O -3.1 입력값
11 2’ry SH out gas temperature ℃ 698.1 829.0
12 RH out gas temperature ℃ 414.1 445.5
13 1’ry SH out gas temperature ℃ - 401.1
14 AH inlet gas temperature ℃ 354.4 / 359.3 347.2
15 AH outlet gas temperature ℃ 166.7 / 179.3 162.6
16 ESP ash flow T/H - 7.7
17 IDF in gas draft pressure mmH2O -152.6 / -147.2 입력값
18 IDF out gas draft pressure mmH2O 5.2 / 1.7 입력값

Water-side
19 Feedwater temperature (HTR out) ℃ - 245.1
20 Feedwater flow T/H 432.3 412.8
21 BFP discharge pressure kg/cm2 140.7 입력값
22 Economiser inlet water temperature ℃ 250.9 245.1
23 Economiser outlet water temperature ℃ 270.8 / 274.5 279.0
24 Drum water temperature ℃ - 323.3
25 Drum pressure kg/cm2 137.8 입력값
26 1’ry SH out steam temperature ℃ 417.8 / 393.6 415.8
27 1’ry SH out steam flow T/H - 408.7
28 SH attemperator out temperature ℃ 379.2 / 379.2 380.3
29 SH spray flow T/H 21.2 23.3
30 2’ry SH out steam temperature ℃ 542.7 542.7
31 2’ry SH out steam pressure kg/cm2 127.8 입력값
32 Main steam flow T/H 409.4 432.0
33 RH attemperator out temperature ℃ 312.3 305.0
34 RH outlet steam temperature ℃ 541.6 541.2
35 RH outlet steam flow T/H - 376.9
36 RH outlet steam pressure kg/cm2 20.4 입력값
37 #1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379.1 372.0
38 HP TBN outlet steam temperature ℃ 313.2 307.8
39 #3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467.6 455.6
40 #4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337.4 364.5
41 #5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276.3 287.4
42 #6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223.7 209.4
43 #7 extraction steam temperature ℃ 172.6 184.5
44 #1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38.2 입력값
45 HP TBN outlet steam pressure kg/cm2 22.3 입력값
46 #3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10.27 입력값
47 #4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4.56 입력값
48 Deaerator pressure kg/cm2 4.44 입력값
49 #5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1.85 입력값
50 #6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0.32 입력값
51 #7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0.23 입력값
52 #8 extraction steam pressure kg/cm2 -0.96 입력값
53 Condensate out temperature ℃ 39.5 27.3
54 Condenser vacuum mmHg 713.79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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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별 gas-side 및 water/steam-side의 주요 온도 항

목에 대하여 운전데이터와 모델링 결과 비교를 Fig. 5 
및 6과 같이 비교하였다. 공정 모델링 과정의 여러 

부분들이 단순화 및 추정치 적용 등을 바탕으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면, 초기 결과로서 대

체로 실제 운전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링 결과가 운전데이터 기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주로 furnace gas 온도(항목 8), 순환 급수량

(항목 20) 및 기타 유량 관련(항목 5, 32)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우선 연소로 출구 온도로서 운전데이

터에 기록된 800℃대의 온도 값은 통상 고려되는 배

가스 온도 범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모델링 수행에서도 연소로 출구 부위 온도가 운전데

이터 기록값의 수준일 경우, 이후 열교환부 등에서 

적절한 가스 및 물/증기 온도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

는 계산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발전소의 계측 장치 운용 상

황에 대해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Table 3과 4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 기록 상 연소로 온도 항목으로는 

1개소의 측정값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유로 내의 

복잡한 기체 흐름 분포, 혼합의 불균일, 열손실 등에 

따른 온도 구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일러

와 같은 대규모 장치에서 현재와 같은 계측 장치 수 

및 설치 위치 등이 노내 가스 온도 및 유량 등 주요 

항목의 대푯값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노내 계측 장치 정확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과 연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일러 급수 유량의 경우, PPSD 모델링 상에서는 

드럼을 중심으로 압력 변화 및 전열면의 열교환 용

량에 따라 순환량이 결정된다. 즉, 변화되는 운전 조

건에 따른 수냉벽 및 관군부의 보다 정확한 열교환량 

파악이 순환수 유량 결정에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자료 분석 및 모델링 구성 과정에서 

모든 전열면의 정확한 설계값 확인과 반영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적용되

는 추정치들이 모델링 계산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크고 작은 오차들이 이러한 순환수 유량 차

이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향후 보다 세부적인 설계 정보 확인과 동시에 

모델링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오차 범위를 결

정하게 될 것이다.
Case 3과 같이 보일러 원료로서 우드펠릿 연소 

조건에 대하여도 공정 모델을 수행하였다. 다만, 기
존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우드펠릿 연소 전환의 경

우 연소로, 버너, fan 및 환경설비 등 주요 설비 변경

이 요구되며, 실제 연료 적용 및 적정 운전 조건 확

인 등을 위한 시험 운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

은 향후 계획된 예정 사항인 관계로 현 시점에서 계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

다. 따라서 우드펠릿 연소 조건의 경우, 임의로 설정

한 가상의 운전 조건을 바탕으로 발전량 및 기타 온

도, 유량 조건 등이 어느 정도 타당한 값을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Case 1의 연소열량, 순환수량 및 배가

스 내 산소 농도 등 몇몇 제한 조건을 동일하게 설

정하고, 석탄 열량 대비 우드펠릿의 투입량을 대략적

으로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투입 원

료량은 123.1 T/H으로 석탄 대비 약 25% 증가, 발전

량은 설계부하 운전 조건 대비 95.6% 수준으로 유

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생성되는 연소로 내 배가

스 질량 유량은 석탄 연소 대비 약 91.3% 수준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후 보일러 관군들

에서의 전열특성도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살펴보았다. 

4.2. 관군 소재 변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산화 보일러 튜브 소재 

적용은 주요 실증 대상 발전설비 중 하나로 고려되

고 있다. 관군 소재 시험은 소재 및 물성치 분석 결

과 외에도 벤딩, 용접, 후열처리 등 제작 특성 및 증

기산화 특성, 크리프 수명 등 다양한 평가기술과 절

차가 요구된다. 동시에 신규 제작된 관군이 열전달 

및 열적 물성치 등의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존 

관군 소재 및 설계 대비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따
라서 열물질정산 관점에서도 관군 소재 변경 관련

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공정 모델이 구성될 것이 요

구되었다.
여기에서는 전체 보일러 관군 중 실증 소재 적용 

부위로 고려된 2’ry superheater를 대상으로 관련 내

용의 공정 모델 상 반영 가능 범위를 검토하고자 하

였다. 실제 관군 형상은 Fig. 7과 같으며, 이를 모델

링을 위해 Fig. 2와 같은 형상으로 단순화 고려하여 

관군 길이 9300 mm, 간격 63.5 mm, 면적 740 m2로 

설정하였다. 
비교 실증에 고려되는 소재는 T22와 T91로, 두 소

재의 예상 작동 온도 및 압력 범위는 540℃ 및 195 
kg/cm2 이하이다. 계산에 적용된 관군 직경 및 두께

는 T22의 경우 50.8 mm 및 9.6 mm, T91는 50.8 mm 
및 6.5 mm로 각각 고려되었다. 그 외의 공정 조건은 

앞서 Case 1과 동일하다.
공정 모델링에 포함된 소재들의 일반적인 조성 정

보는 Table 5와 같다. Table 6에서는 PPSD에 내장된 

온도 구간 별 열전도도 및 열용량값을 요약하였다. 열
전도도는 소재마다 온도에 따라 100℃ 단위로 다르게 

설정된 값에 따라 표현되는 항목이다. 소재 별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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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ucture of the 2’ry SH tube bundle.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metals (mass %, the 
rest is Fe)

Component St 45.8 T22 T91
C 0.21 0.08-0.15 0.08-0.12
Si 0.1-0.35 0.3-0.5 0.5

Mn 0.4-1.2 0.4-0.8 0.3-0.74
P 0.04 0.02-0.04 0.025
S 0.04 0.02 0.015
Cr - 2-2.5 8-9.5
Mo - 0.9-1.1 0.85-1.05
Ni - - 0.4
Al - - 0.04
Cu - 0-0.3 -

Others - - Nb 0.06-0.1
V 0.18-0.25

Density
@ 20℃ 

(103 kg/m3)
7.85 7.80 7.77

Remarks

Temp. 
resistant 

steel, 
unalloyed

Temp. 
resistant 

steel, 
unalloyed

Temp. 
resistant 

steel, highly 
alloyed

Table 6. Thermal conductivity (W/m K) of and Heat ca-
pacity (J/g K) dependent on temperature as 
applied in PPSD

Temp.
(℃)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St 45.8 T22 T91

20 54.0 35.0 26.0 0.43
100 53.0 37.0 27.0 0.50
200 50.0 38.0 28.0 0.54
300 47.0 38.0 28.0 0.58
400 43.0 37.0 29.0 0.62
500 40.0 35.0 30.0 0.69
600 36.0 33.0 30.0 0.78
700 - - - 0.79
800 - - - 0.79
900 - - - 0.79
1000 - - - 0.79

Table 7. Results for the tube bundle 2’ry SH
소재

항목
T22 T91

Gas in (℃) 962.09 962.17
Gas out (℃) 884.44 885.60
Water in (℃) 479.10 479.76
Water out (℃) 542.31 542.17
Overall heat transfer coeff., U (W/m2 K) 96.13 94.73
Thermal conductivity, λ (W/m K) 34.09 30.00
Heat transfer coeff. outside, ho (W/m2 K) 24.57 24.57
Heat transfer coeff. inside, hi (W/m2 K) 1146.22 836.28
Pressure drop of water (bar) 0.04 0.02
Heating power (MW) 29.33 28.93

를 보이는 열전도도와 달리 열용량의 경우 세 소재가 

동일하게 고려되고 있어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하였다.
해당 관군의 소재 및 두께 변경에 따른 결과 중 

일부를 Table 7과 같이 간단히 살펴보았다. 관군에

서의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식 (1)과 같이 

계산되는 값이며,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관군의 heating power를 계산하고 있다[6]. 
식 (1)에서 는 Table 7에서의 heat transfer coefficient, 
는 관군 직경, 는 thermal conductivity, 는 fouling 
factor이며, 아래첨자의   및 는 각각 관 외부 및 내

부를 의미한다. Usage factor, 는 일종의 effectiveness 
factor로서 가스 측 파울링에 의한 유효 전열면적의 

감소, 유동의 불균일 분포 및 흐름의 우회 또는 정

체 등을 감안하기 위한 인자로 고려된다. 기본값은 

1로 설정되어 있으며, ≤≤의 범위로 반영되는 

입력값이다. 여기에서는 소재변화에 따른 단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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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기본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델링 상 대상 

설비 열교환기별로 세부 고려사항에 따라 실제에 더 

가깝게 조정이 가능하다.






 

log 
 

 


 ․ (1)

   ××∆ (2)

관 외부 및 내부에서의 열전달계수는 대류 및 복

사에 의한 열전달계수를 총괄하는 값이다. 외부 열

전달계수의 경우 주변 가스 온도 및 관군 외부 형상

에 차이가 없으므로 두 소재간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

고 있다. 그러나 내부 열전달계수의 경우 관 두께 차

이로 인한 내부 유로 단면적의 차이, 그로 인한 증기 

유속 변화 등의 원인으로 두 소재간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계산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산된 해당 관군을 통과하는 

가스 및 증기의 온도 변화 차이는 1℃ 내외였다. 즉, 
해당 관군부의 소재와 설계 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

성 및 온도에 대한 영향은 열물질정산 모델링 상 그

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PPSD에서는 열물질정산 계산에 관

군 형상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관군 설계 변경

과 관련하여 열전달 특성과 동시에 개략적인 관내 

유체의 압력 손실 계산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증

기측 압력 손실이 전체적인 운전 상황에 미치는 영

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세 설계 정보 

입력를 바탕으로 관군 압력 변화 확인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석탄연소 화력발전 시스템의 설비․

기술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실증단지 발전소

의 열물질정산 공정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현재 연

구에서는 초기 단계로서 공정 모델링을 통해 대상 발

전시스템의 다양한 부하 변동 운전 상황 및 핵심 설

비 중 보일러 관군의 소재, 설계 변경의 반영 가능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대상설비의 설계 및 운전자료 확인을 통해 기준 

케이스를 설정하고 전체 공정의 계산 수행 결과를 실

제 운전데이터 비교를 통해 모델링의 적절성을 확인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일러 원료로서 바이오매스 

중 우드펠릿 전소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 조건의 공

정 모델을 수행하였다. 보일러 관군 관련 설계인자 

반영에 대해서도 열물질정산 모델링 상 관련 내용 검

토에 필요한 주요 인자 및 결과 항목들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결과값의 변화 범위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현재 수행되는 공정 모

델이 통상적인 모델링 대비 보다 상세한 발전 시스

템 주요 설비 설계 인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모델의 추가 보완 및 확인을 통해 실증 대

상 설비 및 소재 정보의 구체화에 따른 열물질정산 

사전 검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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