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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 RDF(Refuse Derived Fuel)를 이용한 발전소 설계에 대한 개
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생태변화 등 여러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

2) 성형고체 연료인 RDF란?

지 활용의 방안으로 RDF, Bio-Mass, 지열, 조력, 풍력, PV, Fuel

생활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의 가연성 고체 폐기물에서 수분 및

Cell 등을 Energy로 하는 발전소를 CO2 Gas의 저감 및 저장능

불연성 성분을 제거하고 분쇄, 분리, 선별, 건조, 압축 성형 등의

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각축 속에서 비록 초기투자 대비 효율 및

가공과정을 거쳐 저위 발열량(LHV)이 3,500kcal/kg 이상인 고

경제성에서 아직은 불리하지만 고육지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투

체 연료를 산업용 보일러 및 발전용 연료 또는 생활용 연료로 다

자 및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양하게 활용한다. 또한 RDF는 다른 연료에 비하여 수송, 저장,

한편,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건설·운영해 온 복합화력의

연소안정 등이 우수하여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 보다 경제성이 높

운전 개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은 장점이 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 개요

3) Bio-Mass 연료화란?
Bio-Mass란 사전적 의미로 생물·생태량을 뜻한다. 즉, 살아있

2-1. 용어의 정의

는 동·식물·미생물의 유기물량인데 나무의 뿌리, 줄기, 잎 등이

1) 신재생에너지란?

대표적인 Bio-Mass이나 죽은 유기물인 유기 폐기물(폐목, 가축

원자력 및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Bio-Mass, 풍력, 조력,

의 분뇨 등)은 Bio-Mass라 하지 않으나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유

지열, 소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의 액화

기폐기물도 Bio-Mass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및 가스화 에너지 등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리나

지구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넓은 면적의 토지

라에선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Bio-Mass, 풍력,

가 필요하고,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농작물과 경합을 해야 하며,

소수력, 지열, 태양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

재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료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단점

너지(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및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를 지정

도 있다.

하였다.

연료화의 대상으로는 목질계(목재, 폐목재), 당질계(사탕수수, 과실

위에 언급한 신재생 에너지의 총 11개 분야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

액), 전분질계(고구마, 옥수수 등), 기타 해조류, 유기계 폐기물, 농

장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폐기물 에너지 중 성형고체 연료

산폐기물 등을 연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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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연료의 종류 및 특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표 7 [고형연료의 품질·등

1) 폐기물 고형연료(RDF) :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종이, 나

급]에 적합한 RDF

무,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적합하게 가공한 고형연료제품으
로 각 지역별로 활성화 되고 있다.
2)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 Refuse Plastic Fuel) : 폐기물중 폐
플라스틱을 종량 기준 60% 이상 사용하는 고형연료 제품이다.
3) 목재 고형연료(WCF : Wood Chip Fuel) : 폐목재를 이용하여
적합하게 가공한 고형연료 제품 및 생나무(Fresh Wood), 벌

•적용 RDF : 4등급 이상으로서 건조상태의 LHV 4,000kcal/kg
이상 및 염소농도 1.5Wt% 미만
② WCF(Wood Chip Fuel)
•환경부 고시 제2008-147호‘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
14조 별표 5 제1호 다목1) 및 제66조 제3항 별표 16 제12
호에 따른‘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에 적합한 연료

목, 간벌목, 뿌리, 나무껍질(Bark) 등을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

•적용WCF : 1등급 및 2등급에 한한다.

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 제품이다.

•발열량 : 3,500kcal/kg 이상(건조상태, LHV)

4) 폐타이어 고형연료(TDF : Tire Derived Fuel) : 폐타이어를 연
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 제품이다.
5) 목재 펠릿(WCP : Wood Chip Pellet) :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성형하여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
오 연료로서 나무껍질의 함량 및 발열량에 따라 4개의 등급으
로 분류한다.
6) Husk 연료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Coconut의 에너
지원 중에서 약 10% 중량 기준인 Coconut Oil만 유용하고,

•생목(Fresh Wood)의 WCF : 함수율 40% Wt% 기준 LHV
2,212kcal/kg 이상
•폐목(Waste Wood)의 WCF : 함수율 28% Wt% 기준 LHV
2,842kcal/kg 이상
•WCF의 크기 : 잘게 만든(Chipping) 형태로서 100mm 이하
③ Husk(Coconut 껍질)
•수입하여야 하므로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연료로 인정된
Husk라야 한다.

부산물인 Shell은 극히 일부를 활성탄(Activated Carbon) 제

•적용 Husk LHV : 함수율 15Wt% 기준 3,100kcal/kg이상

조용으로 사용하나, Husk(껍질), Petiole(잎새) 등은 폐기물로

•Husk 크기 : 산지 Coconut의 2등분 이상 절단된 상태

처리된다. 기타 여러 종류의 Bio-Mass 연료화가 진행되어 왔

④ Wood Chip Pellet(WC Pellet, 목재 펠릿)

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성이 좋고 경제적인 것은 역시 폐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9-2호(2009.05.21)에 적합한 제품

기물 고형연료인 RDF라 할 수 있다.

•목재 펠릿의 종류 : 일반 펠릿
•품질기준 : 고시 제2009-2호 별표 1의 4급 이상의 품질

2-3. 발전소 계통 구성 검토
1) 연료 저장계통

(다)적용연료의 반입 방법

(가) 일반사항

① 운반형태

위에서 언급한 사용연료들 중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연

•RDF : 생산공장에서 1ton 또는 2ton Bag으로 포장된 상태

료는 다음과 같다.

로 운반하여야 하며 성형된 RDF의 펠릿(Pellet)상태나 비 성

① RDF(Refused Derived Fuel) :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형된 푸러프(Fluff) 상태로 반입될 수 없다. 열병합 발전용 보

고형연료
② WCF(Wood Chip Fuel) : 생목(Fresh Wood), 껍질(Bark), 폐
목(Waste Wood) 등을 잘게 만든 연료
③ Husk(Coconut껍질) : 동남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등에서 수입한 연료
④ WCP(Wood Chip Pellet) : 펠릿 형태의 목질계 고체 바이오 연료

일러 연료인 생활폐기물 RDF 현물(Bulk)로 반입하여야 한
다. 운반량은 상부에 덮개(Cover)가 있어야 하며 덤프
(Dump)형 차량이어야 한다.
•WCF : WCF는 현물(Bulk)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생목의
WCF와 같이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폐목의 WCF
도 운반차량은 상부에 덮개(Cover)가 있어야 하며 덤프
(Dump)형 차량이어야 한다(단, 수입되는 WCF는 운반조건

(나) 사용 연료의 반입 조건

① RDF(Refused Derived Fuel)
•환경부 고시 제9584(2009.04.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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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쌍용

이 변경될 수 있음).
•Husk : 생산지에서 일정무게 또는 부피로 포장되어야 하며
부식되었거나, 수분함량이 반입 계약조건을 초과할 수 없다.

•WC Pellet : 생산공장에서 1ton 또는 2ton Bag으로 포장된

② WCF의 저장상태 및 형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성형된 WC Pellet상태로 반입될 수
없다.
② 반입 연료량 확인
•반입 연료량 관리 : 발전소에 반입되는 연료의 량은 무게로
관리되도록 Truck Scale로 그 계통을 설계하며 정문, 사무
실, 운전실에서 연계하여 계량된 수치가 공유되도록 터미널을
설치한다.

(라) 연료의 저장

① 연료의 저장량 및 저장공간은 발전소 운전조건에 맞게 적정하
게 설계해야 한다. 부지크기 선정의 기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Plot Plan과 병행하여 저장 공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림 2] WCF의 저장상태

② 연료의 저장 방법은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RDF : 생활폐기물 RDF는 대부분 CFBC Boiler의 연료로
사용되므로 현물(Bulk)로 입고되어 운반차량이 Dump하여
반입벙커에 유입된다. 산업용 또는 발전용 Boiler 연료로 사
용될 건설폐기물 RDF는 1ton 또는 2ton Bag 으로 포장되
어 입고된다.
•WCF : 현물(Bulk)상태로 운반차량에 의하여 반입된 후 덤프
(Dump)함으로써 입고된다.
•Husk : 산지에서 일정한 무게 또는 부피로 포장되어 입고
된다.
•WC Pellet : 1ton 또는 2ton Bag 으로 포장되어 입고된다.

(마) 연료의 형태

[그림 3] 생목(Fresh Wood) WCF의 형태

① RDF의 포장상태 및 형태
③ Husk의 형태

[그림 1] RDF의 포장상태 및 형태

[그림 4] Husk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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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WC Pellet의 형태

⑪ 그 외의 요구사항은 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다. 위의 연료를 산업용 및 발전용 연료를 사용하기 위
해 다음의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09.02.02)
① 법 제25조 2
(폐기물 고형 연료 제품의 사용시설)
② 시행 규칙 제20조의 3
(폐기물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등)
③ 법 제25조의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 준수사항)
④ 시행규칙 제20조의 6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 준수사항)
⑤ 대기 환경 보전 법 제16조의 배출 허용기준
[그림 5] WC Pellet의 형태

(바) 연료저장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

⑥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폐기물 소각시
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
⑦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6조 등

① 연료의 하차 또는 이동시 먼지의 비산과 악취의 발생우려가 있
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필요한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화재발생에 대비한 구조이거나 시설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원료의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
조상 안전한 건축구조물이 요구된다.
④ 연료의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빗물 또는 침출수가 누출되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설한다.

2) 연료 공급계통
(가) 일반사항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에 사용되는 RDF, WCF, Husk
및 Wood Chip Pellet 연료를 저장하는 위치(연료저장 설비)에서
CFBC Boiler와 공정용 Steam Boiler의 연료빈(Bin 또는
Bunker)까지 이송하는 계통(System)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과
요구되는 설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저장연료가 비를 맞지 아니하는 구조의 건축구조물이어야
한다.
⑥ 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건축구조물이어야 한다.

(나) 연료의 이송계통

① 연료 이송계통의 종류 RDF 및 Bio-Mass 연료를 저장장소에

⑦ 연료 저장 설비내부의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와 상부의

서 Boiler입구 연료 Bin 또는 Bunker까지 이송하는 설비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종류는 콘베이잉(Conveying)형식, 크레인(Crane) 형식 및 공

를 설치한다.

기이송(Pneumatic Conveying) 형식으로 대별하여 3가지 형

⑧ 7일 이상 장기간 연료가 저장될 때를 고려하여 고형연료의 표
면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및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⑨ 연료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세척수 및 기타 청소수는
별도의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토록 한다.
⑩ 저장연료의 상태, 저장량, 작업의 안전등을 위한 CCTV를 필
요한 수만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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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콘베이잉 형식(Conveying Type) : 벨트식(Belt Type), 체인식
(Chain Type), 롤라식(Roller Type), 버켓트 엘리베이터식
(Bucket Elevator), 스크류식(Screw Type)등을 이용하여 수
평형, 수직형, Z형, 이동형 등으로 조합하여 연료를 이송하는
형식이다. 다음의 그림은 이송 장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Portable Conveyor

[그림 10] Wall Type Belt Conveyor

[그림 6] Portable Conveyor

•Screw Conveyor & Feeder

[그림 11] Roller Conveyor

[그림 7] Screw Conveyor

[그림 12] Chain Conveyor
[그림 8] Screw Feeder

[그림 9] Belt Conveyor

[그림 13] Bucket Elevator(Storage Silo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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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Z형 Conveyor(Bucket & Chain Type)

[그림 17] Crane Type 연료이송 단면도

•연료 이송용 포크(Fork) : 연료 이송용 포크(Fork)로서 WCF
이송시 사용된다.

[그림 15] Bio-Project WCF 이송설비

[그림 18] 연료이송용 포크(Fork)

④ 공기이송형식(Pneumatic Conveying Type) : 압축공기를 이
용하여 연료를 이송하는 방식으로서 분체류 이송시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형식이다. Pneumatic Conveying System에는
연료투입용 Bin 또는 Bunker, 이송기(Transporter), 연료 이
송용 Pipe, 연료 유입용 Bunker(Boiler의 Fuel Feeding
Device 상부)등의 설비가 요구된다.
⑤ Pneumatic Conveying System에 적용되는 주요설비
•Pneumatic Conveying System

[그림 16] 일반적인 연료이송 Conveyor System 평면도

③ 크레인 형식(Crane Type) : Crane Type 연료이송설비는 쓰
레기 소각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으로서 연료저장을
위하여 Underground에 상당히 큰 공간의 Pit Bunker가 요
구되며, Crane을 위한 구조의 건물이 연료를 Boiler용
Feeding Device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요구되는 연
료이송 형식이며, 다음 그림은 주로 사용되는 Crane Type의
연료이송 장치의 단면도이다.

44

건설기술 쌍용

[그림 19] 공기이송계통

•이송기(Transporter 또는 Pressure Vessel & Blower set)

•System의 설비 형태

[그림 20] 이송기(Transporter)

•이송기(Transporter)의 형태
[그림 23] Pneumatic Conveying Type 연료이송 계획도

3. Turbine Bypass Valve를 이용한
발전소 기동 및 정지
기존의 화력발전, 특히 기력발전소의 기동 및 정지에서도
Turbine Bypass Valve를 통하여 발전소의 기동 또는 정지를 해
왔으나 근래에는 열병합 발전소를 포함한 복합화력발전소들은 첨
두부하(Peak Load)를 담당하게 되면서 Turbine Bypass Valve
의 설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1. Turbine Bypass Valve(TBV)의 용량 선정
1) Thermal Power Plant(기력 발전소)에서는 Boiler(HRSG)에서
Steam Turbine 으로 보내지는 Steam Flow의 60% (±10%)
[그림 21] 이송기(Transporter)의 형태

가량을 Turbine Bypass Vlave의 용량으로 정해왔는데 문제
는 Turbine Trip시 40% 에 가까운 Steam이 Safety Vlave

•Pneumatic Conveying System의 설비 형태

등을 통하여 버려져 왔던 것인데 요즈음의 복합·열병합 발전
소에서는 HRSG에서 ST에 공급되는 Steam Flow Rate의
100% 를 Condenser로 Dumping 할 수 있는 용량이 요구
되고 있어 TBV의 Size가 상대적으로 커져야 한다. 즉,
Turbine Trip시 Turbine으로 들어가는 HP Steam은 Cold
Reheat Steam Line에 Hot Reheat Steam은 Condenser
로 LP Steam도 Condenser로 Dumping 되어야 하기에
Condenser로 인입되는 Steam은 HEI에서 제시하는 엔탈피
가 860kcal 정도인 즉 180 ℃ 안팎의 Steam 으로
Desuperheating시켜야 한다.

[그림 22] Pneumatic Conveying

2) Turbine Bypass System 설계시 간과해서는 안될 항목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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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계통의 안전성에 정확한 온도·압력 제어가 되어야 하는 점

입력하여 운전조건에 맞게 온도제어를 하는 방법으로 감응속도의

이다. 복합·열병합 발전소에서 Turbine Trip시 HP TBV는 대

늦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략 160bar/560℃에서 Cold Reheat Steam(35bar/370℃ 정
도)으로 변환되고 Hot Reheat Steam Line의 TBV는

3-2. TBV를 이용한 발전소 기동 및 정지

35bar/560℃에서 5~2bar/180℃의 Desuperheated Steam

발전소의 기동 및 정지 시에는 Steam Turbine Vendor에 따라

을 Condenser로 보낸다. 순간적으로 열리고 닫혀야 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Plant Minimum Load(25%~30%)까지는

TBV는 Thermal Shock, Vibration/Noise, Leakage에서 탁

Warm-Up을 포함하여 Steam Turbine으로 Steam Turbine

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선정되어야 한다.

Metal Temperature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순

3) Temperature Control 방법에 따른 TBV설계는 다음과 같다.

환시키며 DCS에 입력된 발전소 운전 조건에 따라 TBV를 조정

(가) Temperature Feed Back Control

하면서 Plant Load Up을 안정적으로 하여 기동시간을 줄여 연

기저부하 운전용 기력 화력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료 소모를 적게 하여 경제적 운영에 일익을 담당한다. 모든 발전

Desuperheater 후단의 온도를 이용한 TBV제어방식으로 감응

소에서 One Button Operation을 희망하여 Automatic Plant

속도가 비교적 늦어 Thermal Shock에 취약할 수 있어

Start-Up/Shut-Down(APS)System을 도입하면서 Turbine

Downstream Line의 재질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Bypass Valve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4. 맺음말
향후 세계 각국의 각축 속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CO2 Gas확
보 및 저장 경쟁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설비 및
발전소 건설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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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mperature Feed Forward Control

빈번한 기동 정지가 요구되는 복합·열병합 발전소에서 널리 사
용되는 TBV의 Upstream Condition의 운전 조건을 DCS에서

[그림 25] Temperature Feed Forwar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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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TBV-Technical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