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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evaluate the availability of the boiler combustion optimization of MPC technology 

for the current method of thermal power generation operation, two cases of experiment were implemented. 

Firstly, an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simulator linkage and actual process operation information.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obtain effects such as reducing overshooting when the target load was reached 

when linking the simulator. Secondly, an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actual operation information for 

optimizing combustion-related variables. However. the result of optimization by MPC solution was difficult 

to apply to actual process control. This is because the mechanical power generation control system i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following the demand load, ① it is difficult to define a cle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operation variables and nitrogen oxides and carbon monoxide, and ② data 

preprocessing techniques for handling disturbances and time delay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is was due 

to the inadequacy of the optimization technique among the multiple conflicting variables. To supplement 

this, soft-computing approaches including ① data linearization applying Bayesian optimization method, ② 

generalization of process situation prediction algorithm through application of multi-stage machine learning 

prediction structure and incremental data utilization, ③ global optimization method through combination of 

empirical-heuristic optimization algorithm are introduced to optimize the boiler combustion of thermal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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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종래, 국내 전력공급의 기저부하 역할을 담당해온 기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안정

성 유지로 그 운영 목적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력발전소에서는 운영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

종 연료 혼합 사용 등 발전 운영 환경 변화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환경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저부하 운전, 잦은 기동정지, 저품위 연료 사용 확

대 등 발전소 설계시 고려되지 않은 운전 방식이 요구

됨에 따라, 연소 불안정에 따른 오염물질 생성, 전열부 

고착 슬래그 등 환경 규제와 경제성 제고에 부정적 요

인이 되는 현상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 최적화 기술로서 널리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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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ble and unstable combustion state in boiler 

of thermal power plant.

어 온 모델 예측 제어(이하 MPC, Model Predictive 

Control)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모델 구현 실험으

로써, 현행 기력발전 운전 방식에 대한, MPC 기술의 한

계점을 분석하고, 근사적 예측과 추론 기반의, 소프트

컴퓨팅적 접근을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관련 개념 및 연구 동향

2.1 모델 예측 제어(MPC, Model Predictive 

Control)

MPC 기술이란, 최적화 대상 공정의 동특성 모델로

부터 목적함수의 극대화 또는 극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전 조작값을 산출하는 공정 최적화 기술이다.

과거의 MPC 기술은, 기력발전 보일러 연소 최적화

를 목적으로 연구[2]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개발되어 국내 실증[1] 된 바 있으며, 이는, 당시 발전 

산업에 요구되었던 부하 성능 및 열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발전 산업 외, 반도체 플라즈마 식각 공정의 정밀도 향상

[3], 회분 반응기 공정의 온도 제어 개선을 통한 시멘트 

제품 품질 향상[4] 등 국내외 다양한 공정 분야에 적용

되어 왔다.

2.2 소프트컴퓨팅(Soft-computing)

소프트컴퓨팅[5,6] 이란, 엄격한 추론으로부터 명확

한 해답을 얻는 하드컴퓨팅(Hard-computing) 과 대비

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근사적 예측 및 추론 능력을 

모방하는 인공신경망 학습[10,11], 자연계 최적화 법칙

을 모방하는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알고리즘 등 Fuzzy

(흐릿한, 어렴풋한) Logic 기반 문제 해결 방식을 총칭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데이터 선형

화), 인공신경망 기반 심층학습(공정 상황 예측, 경험적 최

적화) 과 메타휴리스틱(발견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한 

기력발전 보일러 연소 조작변수에 대한 전역 최적화

(Global Optimization)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 본 론

3.1 기력발전 보일러 연소 개요

기력발전 보일러의 역할은, 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열을 통수 중인 튜브에 전달하여 발전에 필요한 증기

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연소 현상에 대한 제어는 발전 

성능 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결정하는 기력발전 공정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연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연료는 입하연료

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품위 연료와 상대적 

고품위 연료를 40∼60%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나, 

연료취급 공정의 물류 특성 상, 특정 소비연료의 연소 

시점 파악, 즉, 성상 관리가 곤란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력발전 

보일러는 연소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화

로 상부에 과잉 공기를 공급, 화로 하부에서 화염에 의

한 연소를 마친 연료의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배가스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연소 결과 정보로서 활용하나, 

소비연료 성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분에 의한 발

열 지연 및 슬래그 고착, 상부에서의 국부 과열(온도구

배 불안정),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 생성 등 연소불안정 

현상(Fig. 1 Unstable) 에 대한 후행적 대응이라는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소 제어는 보일러 제어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공정 관리자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

험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기력발전 운영의 환경성과 

경제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운전 조건에 

대한 공정 관리자의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소 최적

화 기술이 필요하다.

3.2 현행 기력발전 보일러 운전 방식에 대한 

MPC 기술의 연소 최적화 유효성 평가

과거, 기력발전 보일러 연소 최적화란, 소비연료의 완전

연소 및 증기생산에 기여하는 열량의 극대화(열효율 향

상) 를 의미했으나, 근래, 친환경 에너지로의 발전원 전

환 정책으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는 물론,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의 임무가 가중되면서 기력발전 보일러 연

소 최적화의 의미는 환경규제 만족을 위한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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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simulation process optimization 

with MPC solution

Item
wo. MPC 

(A)

w. MPC 

(B)
A-B

Overshooting 

(Kurtosis)
0.457 -0.533 -0.990

Lead Time of 

Stabilization
87 60 -27

Deviation of SH Steam 

Temp.
0.675 0.30 -0.345

Deviation of SH Steam 

Press.
3.685 2.429 -1.256

Deviation of RH Temp. 1.786 1.563 -0.223

Deviation of RH Press. 0.405 0.378 -0.027

Fig. 2. Optimization result of simulation process with 

MPC solution.

배출량 저감,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전열면 고착 슬래그 

저감 등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최적화 대상은 배가스 중 질소산화물 및 일

산화탄소의 농도(환경적 측면의 연소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변수이며, 최적화 목적은 요구부하를 만

족하되 오염물질 배출 극소화를 위한 운전변수의 실시

간 조작값 산출이다.

연소 관련 운전변수는 조작 이후, 결과 확인에 수 분 

내지 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 특성을 지니므로, 연소 

최적화 기술은 장기적인 변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정

상적 연소 상태(Fig. 1 Stable) 유지를 위한 실시간 운전

조작, 또는 제어조정 정보를 제공이 가능해야한다.

본 실험에서는, 상용 MPC 솔루션을 활용한 기력발

전 시뮬레이터 모의 공정 및 실제 기력발전 공정에 대

한 최적화 모델 구현 과정을 통해, 현행 기력발전 보일

러 운전 방식에 대한 MPC 기술의 유효성을 평가코자 

한다.

3.2.1 모의 공정 최적화 모델 구현 실험

모의 공정(국내 표준화력 시뮬레이터 활용) 최적화 

실험은 발전출력, 과열기 및 재열기의 온도 및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변수의 실시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적화 대상 운전변수는 연료 및 공기 공급 관련 7개 

변수를 선정하였고, 최적화 모델은 자동제어 모드에 

의한 공정 상황으로부터 취득한 운전 정보를 활용하였

으며, 제어로직 일부를 수정하여 수동제어 모드 운전 

중 최적화 모델의 개입이 가능토록 제어로직을 일부 

수정하였다.

MPC 솔루션을 활용한 최적화 모델 구현에 있어, 변수 

간 일대일 관계 정의가 선행되어야하나, 기력발전 제어시

스템은 운전 중 다수의 변수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

로, 정상적인 공정 상황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 활용이 곤

란하다. 따라서, 일정 부하 유지 상황을 모의하여 취득한 

운전 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복잡도(오버슈

팅, 외란 등) 저감을 위해 분 단위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시뮬레이터의 운전 정보 특성 상, 실제 기력발전 공

정 데이터 대비, 분산이 매우 낮고 동일한 공정 상황에 

대해 변수 간 시간지연이 일정하므로, 응답특성 테스

트로부터 변수 간 관계 정의가 용이하다. 따라서, 모의 

운전 중 최적화 모델로부터, 안정적인 최적조작값 결

과(Fig. 2 하부 7개 변수) 를 산출할 수 있으며, 조작에 

기인한 명확한 결과(Fig. 2 상부 5개 변수) 를 얻을 수 있

었다.

본 실험으로부터, 발전출력 증가 구간(480 → 500MW) 

에서 MPC 솔루션 개입시, 목표부하 도달 직전의 오버슈

팅 현상의 완화(첨도, 0.990 감소), 과열기 및 재열기의 온

도 및 압력에 대한 편차 감소(Table 1 Deviations), 부하 안

정화 시간의 단축(목표부하 ±0.1% 이내 수렴 시간, 87 → 

60분 단축)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2.2 기력발전 연소 최적화 모델 구현 실험

본 실험에서 구현하는 최적화 모델은 연소 결과 변수

인 질소산화물(선택적촉매반응기 전단) 과 일산화탄

소(연도 전단)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운전변수에 

대한 실시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정 관리자의 

임의 조작(바이어스), 또는, 제어 조정(세트포인트) 에 

대한 가이던스 정보 제공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분 단위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실험으로부터 구현한 최적화 모델의 성능 지표

(Table 2) 측정 결과, 변수 간 관계 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적합도(χ
2
), 국소이상값계수(LOF, Local Outlier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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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indices of combustion optimization

model

Relation CV
Cross 

χ
2

Cross 

LOF

Auto 

χ
2

Auto 

LOF
R

2

Air

-related

NOx 332.85 83.26 331.78 256.87 0.71

CO 337.12 76.37 336.06 247.54 0.75

Coal

-related

NOx 331.78 13.62 330.72 222.25 0.72

CO 337.12 80.39 336.06 281.48 0.79

Fig. 3. Optimization result with operation data from 

thermal power plant boiler with MPC solution.

Fig. 4. Outline of typical thermal power plant control 

system.

결정계수값(R
2
) 이, 활용 가능한 수준(χ

2
/LOF>1) 으로 산

출되었다.

하지만, 모델 구현시 활용한 운전 정보와 상이한 공

정 상황(400 MW) 에서 실제 운전 상황 적용이 가능한 

조작값의 산출이 곤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

기 공급 계통의 단위기기(Fig. 3 하부 8개 변수) 조작 상

황에서의 질소산화물(Fig. 3 상부 분홍색 실선) 및 일산

화탄소(Fig. 3 상부 붉은색 실선) 농도를 반영한 최적조

작값 산출 결과(Fig. 3 중간부 갈색 및 분홍색 실선) 를 

통해 최적조작값이 최적화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동조하므로 그 분산이 매우 높고 특정 경향성 도출이 어려

우므로, 제어 조정 가이던스 정보로서 제시하기 곤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실험 결과 고찰

MPC 기술은 최적화 대상 시스템의 변수 간 응답특

성 매커니즘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공정 상황으로부

터 공정 관리자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전

변수 조작값을 최적화하는 데에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임을 앞선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기력발전 보일러 열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 

MPC 솔루션 현장 적용 사례[1] 를 미루어보면, 산출된 

최적화 결과에 따른 복잡한 운전변수 조작이 가능했으

므로 당시 발전 기술 연구 분야에서 큰 성과로서 인식

되었고 대부분의 기력발전 제어시스템이 요구부하를 

추종하도록 설계(Fig. 4) 되어있으므로, 연소 관련 계통

의 단위기기 운전변수와 열효율의 인과관계를 최적화 

모델로서 정의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기력발전 설계시 부가적 사항에 불과했던 질소

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제어 동인으로서 제어

로직 내 반영되어있는 공정 결과 변수(발전출력 등) 와는 

달리, 운전 중 참고를 위한 단순 계측 변수로서 존재하

므로 운전변수와의 응답특성 분석 만으로는 인과관계

의 정의가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공정 상황의 운전 정보로부터 

구현한 최적화 모델을 모든 공정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일반성을 부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연료소비량에 기

인하는 동시적 공정 결과로서 실제부하량(상승시 이

득) 과 배가스 내 오염물질 농도(저감시 이득) 의 상충

관계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보일러 운전 중 변수 간 유기적인 영향으로 변

수 간 응답특성 분석을 위한 시험 운전 데이터의 취득

이 어렵고 각 변수별 계측 환경에 의한 외란과 유체 공

정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분산이 매우 높

거나 불규칙한 시간지연 패턴 반영이 어려웠다.

따라서, 운전변수와 연소 결과 변수 간 불명확한 관

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력발전 보일러 연소 최적화 기

술 실현의 핵심인 변수 간 응답특성 분석 과정을 확률

적인 관계 정의 기법으로써 우회하고 복잡도가 높은 

운전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기법을 고안함으로

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3 소프트컴퓨팅적 접근을 통한 연소 최적화 

방법론

앞선 실험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소 최적

화에 있어 관련 변수 간 불명확하고도 장기적인 인과

관계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공정 상황에 적용 가능한 

공정 상황 예측 및 최적화 모델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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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itial inference result of data linearization 

with 2 observations.

Fig. 7. Intermediate result (Interpolation) of data line-

arization with 5 observations (MSE = 16.4%)

Fig. 8. Final result (Interpolation) of data linearization 

with 135 observations (MSE = 0.9%).Fig. 5. Diagram of data linearization flow.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컴퓨팅적 접근이란, 관련 

변수의 미시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선형화 알고리

즘(가우시안 프로세스 활용), 변수 간 선후관계 명확화를 

위한 다단 공정 상황 예측 알고리즘(심층학습 활용), 실시

간 운전 정보 학습 및 운전변수 조작값 최적화를 위한 

경험적 최적화 알고리즘(강화학습), 최적화 결과에 대

한 경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견적 최적화 알고

리즘(휴리스틱) 으로 구성된다.

3.3.1 데이터 선형화: 특징점 추출을 통한 단순화

기력발전 보일러 운전 정보 데이터는 계측 환경의 불

안정성과 공정 내 물리적 변동에 의해 분산이 매우 높은 특

성을 지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포락(Envelopment), 이동평균

(Moving Average) 등의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 주로 활

용되어왔으나, 경향의 완만화로 인해 변수가 지닌 고

유 특성의 누락 또는 왜곡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선형화 알고리즘은, 

베이지안 최적화 알고리즘[7]의 취득함수로부터 선정

된 관측점으로부터,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한 각 관

측점에서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틀[8,9]은 유지하되 

취득함수의 역할을 ① 추론값과 원본 데이터 간 가장 

큰 오차를 지니는 관측점(Fig. 5 Observation 1), ② 불확

실도가 가장 큰 관측점(Fig. 5 Observation 2), ③ 관측점 

간 선형보간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 간 가장 큰 오차를 

지니는 관측점(Fig. 5 Observation 3), ④ 관측점의 밀집 

방지를 위한 무작위 관측점(Fig. 5 Observation 4) 을 산

출토록 조정하여 해당 위치에서의 관측점을 순차적으로 

탐색토록 한다.

본 알고리즘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모델의 역

할은 주어진 관측점 만으로 나머지 관측점에 대한 원

본 데이터 값을 추론(Fig. 6 붉은색 실선) 하고 추론 결

과에 대한 불확실도(Fig. 6 노란색 실선) 를 산출하는 

것이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모델로부터 산출된 추론 결과

와 불확실도 정보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4개 관측점을 선

정하고, 관측점(Fig. 7 붉은색 마커) 간 선형보간(Fig. 7 

붉은색 실선) 하여 점차 원본 데이터와의 오차를 줄여

나간다.

본 데이터 선형화 알고리즘을 통해, 각 변수별 계측 

환경에 따른 분산 등의 고유특성에 따라, 원본 데이터

와의 특정 오차값(MSE, Mean Squared Error) 수렴에 소

요되는 알고리즘 순환 횟수는 상이하나, 선형화가 요

구되지 않는 스텝 형태의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측 변수 데이터에 대해 175,000개 원본 데이터 중, 

1,000개 미만의 데이터 선형보간 결과 만으로 오차 

1.0% 이내 수렴이 가능함을 확인(Fig. 8 135개 관측점

에 대한 선형보간으로 원본 데이터와의 오차 0.9% 수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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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agram of differentiated data flow.

Fig. 10. Diagram of multi-stage prediction flow (Example 

for Primary Air to NOx).

3.3.2 증분 데이터 활용: 변수 간 응답특성의 일반성 

부여

앞선 실험을 통해, 특정 공정 상황으로부터 구현한 

최적화 모델의 일반성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력발전 공정 상황 변화가 연속적이

므로 동일한 기기에 동일한 조작을 가하여도 조작 시

점의 공정 상황에 따라, 공정 결과 뿐만 아니라 시간지연

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기력발전 운전 조건은 광범위하므로 공정 상

황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정격 운전 조건은 존재하

나, 모든 변수의 최소최대 범위의 한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공정 상황 예측 모델 구현을 위한 모든 운

전 조건에 대한 관측 및 학습이 곤란하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현상 정보를 나타내는 원본 데

이터를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증분 데이터로 대체함으

로써, 증감 경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증분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가 제공하는 “특정 시점, 

특정 변수의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닌 ”특

정 시점에 특정 변수를 얼마나 조작했는지“에 대한 정

보를 나타내므로 특정 공정 상황에서의 변수 간 관계

를 대부분의 공정 상황에서의 변수 간 관계로서 일반

화할 수 있다.

증분 데이터는 데이터 선형화 결과로부터 산출하고 

공정 상황 예측(Fig. 9 Process Prediction), 경험적 최적

화(Fig. 9 Empirical Optimization), 발견적 최적화(Fig. 9 

Heuristic Optimization) 알고리즘에 공히 사용되며, 최

종 최적화 결과에 대해 적분(Fig. 9 Integral Function) 함

으로써 원본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서 변환하

여 사용한다.

연소 최적화 기술은 현재 공정 상황으로부터 공정 관리

자가 의도하는 공정 상황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념으

로 일반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변화에 의한 결과를 

예측해내기 위해서는 현상 정보 만을 나타내는 원본 데이

터 대비, 일점 만으로도 변화 정보를 표현해낼 수 있는 증

분 데이터를 공정 상황 예측 및 최적화 학습 정보로서 활용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할 수 있다.

3.3.3 공정 상황 예측: 다단 예측을 통한 변수 간 

선후관계 명확화

공정 상황 예측 알고리즘의 구조는 예측 대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최외각 정보로부터 다수의 기기 

조작 결과를 순차적으로 산출하여 궁극적으로 예측코자

하는 값에 이르도록 구성된다.

이는, 연소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간 결과에 해당하

는 변수 간 변화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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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agram of manipulation path optimization flow.

Fig. 12. Example result of new manipulation path gene-

ration for searching possibility of control timing 

adjustment.

Fig. 13. Example result of new manipulation path gene-

ration for searching possibility of bias adjustment.

예측 알고리즘에 변수 간 시간지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 특성 변경시(교체, 레트로핏 등) 운전 조

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기할 수 있다.

다단 예측 구조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량 예측(1차 공

기 공급 계통 중심) 의 예를 들면, 질소산화물 생성에 기여

하는 공기(온도, 유량, 압력) 의 최외각 정보(Fig. 10 

Atmosphere Condition) 와 팬의 운전 조작 정보(Fig. 10 

Primary Fan Manipulation Value) 를 연쇄, 1차 공기 공급 

팬 모델에 입력하여 가스에어히터 전단에서 계측되는 흡

입 직후의 1차 공기 상태 정보(Fig. 10 Primary Air 

Condition) 를 예측한다. 이에, 가스에어히터에서의 열교

환에 영향을 미치는 배가스 상태 정보(Fig. 10 Exhaust Gas 

Condition) 를 연쇄하여 고온 공기의 상태 정보(Fig. 10 

Hot Air Condition) 를 예측한다.

앞서 산출된 1차 공기 관련 예측 정보로부터 미분기 

6대 각 전단의 저온 및 고온 공기 댐퍼 개도량을 유량 

조절 댐퍼 모델에 입력하여 각 미분기 전단의 계측 정

보(온도, 압력, 유량) 를 예측한다. 특히, 본 영역(Fig. 10 

파란색 파선 영역) 에서는 6대의 미분기(신규화력 기

준) 가 1차 공기 공급 계통 기기와 보일러를 기준으로 

비대칭 영역에 존재하고 유동 경로(거리, 곡관부 등) 

가 상이하며 A 미분기 댐퍼 개도 위치 조작이 B∼F 미

분기 전단의 공기 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유량 조절 댐퍼 조작에 대한 예측 모델을 단일화해야

한다(Fig. 10 As an model).

미분기 예측 모델(Fig. 10 Pulverizer Prediction Model 

A∼F) 은 공기 및 연료 공급 조건(Fig. 10 Fuel Prediction 

Model), 미분기 운전 조작 조건 정보(Fig. 10 Pulverizer 

Manipulation Value) 를 예측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버

너 전단 온도(Fig. 10 Burner Prediction Model A∼F) 를 

출력 데이터로 한다.

보일러 내부 상황은 연소가스의 상태 계측이 곤란하

고 특정 기기로부터의 명확한 영향이 없으므로 미분기 

예측 모델에서의 입력 조건, 버너 전단 온도, 2차 공기 

공급 조건을 연쇄함으로써 화로 출구(Fig. 10 Furnace 

Out Prediction Model), 복사부(Fig. 10 Division SH 

Prediction Model) 및 전열부(Fig. 10 Reheater, Final SH 

Prediction Model) 의 온도를 순차적으로 예측한다.

복사부 및 전열부에 대한 예측 모델로부터 산출된 조

건(Fig. 10 Division SH Inlet & Outlet Condition 등) 은 공

정 상 순서는 명확하나, 이들을 보일러 내부 온도 분포에 

상등하는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복사부로부터, 질

소산화물 배출량 예측 단계(Fig. 10 NOx Predicction 

Model) 까지 입력 데이터로서 활용한다.

3.3.4 연소 관련 운전 변수 최적화: 경험적-발견적 

알고리즘의 상호 보완으로 전역 최적화 지향

복잡계 도메인에서의 다중목적(Multi-objective) 최적화 

문제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적 최적화(Local Optimization)

를 회피하고,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기력발전 보일러의 경우, 변수 간 선후관계, 

공정 상황 변화에 따른 비선형적 응답특성 변화, 가변적인 

시간지연 특성으로 운전변수 조작(Action) 에 대한 보상

(Reward) 을 부여하거나 최적화 정책(Policy) 을 체계화하

기 매우 어렵다.

기계학습 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12,13]은, 부분

적 관찰(Partially Observable) 만이 가능한 도메인에서

도 현실 세계 반영이 가능한 수준의 최적화 결과값 산

출[15] 할 수 있음을 보여왔으나, 이는, 도메인 내 조작 

또는 제어 대상의 현 상황(State) 을 이산적으로(정수로

써 정의) 나타낼 수 있고 현재 상황을 기초로하여 경우

의 수를 자체 시험(Self-play) 함으로써 자명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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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ample result of new manipulation path gene-

ration for searching possibility of sequence 

execution time adjustment.

Fig. 15. Example result of new manipulation path gene-

ration for searching possibility of gain adjustment.

Fig. 16. Example of non-dominant sorting and man-

ipulation path generator for searching elites.

얻을 수 있는 해당 도메인의 특성 때문이었다.

연소 최적화 알고리즘 또한 부분적 관찰 만이 가능한 

도메인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주요 최적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연속적인 공정 상

황(실수로써 정의) 으로부터, 광범위한 경우의 수를 산

출하여, 최적화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적 최적

화 결과에 조차 근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험적 최적화 알고리즘(Fig. 11 Empirical Alg.)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학습한(Fig. 11 Elites) 조작 

경로로부터 새로운 조작 경로를 생성(Fig. 11 Manipulation 

Paths, Newly Generated) 하고 요구부하 추종과, 배가스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농도 저감에 대한 상충관계 반

영이 가능한 조작 경로를 선별(Fig. 11 Score of each 

Paths) 함으로써, 탐색 범위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

새로운 조작 경로 생성의 범위는 무한하지 아니하고 

기존 조작경로 데이터셋에 대하여 ① 수평이동(Fig. 12 

제어 시점 조정 가능성 탐색), ② 수직이동(Fig. 13 바이

어스 조정 가능성 탐색), ③ 수평 확대 및 축소(Fig. 14 

시퀀스 실행 속도 조정 가능성 탐색), ④ 수직 확대 및 

축소(Fig. 15 게인 조정 가능성 탐색) 로부터 해당 제어

로직 특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조작경로 생성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셋은 앞서 기술

한 공정 상황 예측 알고리즘(Fig. 11 Process Prediction 

Algorithm) 을 통해 그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를, 비지배정

렬[14] 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결과에 대한 조작경로 간 우

열을 평가하고 상등한 결과를 산출한 원인들을 군집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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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정렬의 원리는 각 조작경로 데이터셋 간 연소 

최적화에서 목표로하는 결과(요구부하 만족, 배가스 

내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농도 저감) 를 일대일 비

교하여 하위 조작경로 데이터셋의 갯수를 산출하고,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셋을 군집화하는 것이다.

제시된 플롯(Fig. 16) 은 특정 시점의 공정 상황에 대

하여 배가스 내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농도, 2가지 

목적 변수 만을 고려한 예시로서, 생성 알고리즘과 비

지배정렬 알고리즘을 병용함으로써, 최적화 탐색 범

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실제 공정으로부터 

수집된 일부의 데이터로부터, 최적화 탐색 범위를 확

장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한정적 데이터 만으로 신규 

조작경로 생성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경로 집단(Fig. 16 붉은색 마커) 을 지속

적으로 갱신하고 상대적으로 열위한 결과를 산출할 것

으로 예상되는 조작경로 집단(Fig. 16 파란색 마커) 을 

점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조작경로 최적화 탐색 범위

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력발전 운전 방식에 대한, 

MPC 기술의 보일러 연소 최적화 유효성을 평가코자, 

시뮬레이터 연계 및 실제 공정 운전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 모델 구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뮬레

이터 연계시, 목표 부하 도달시의 오버슈팅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연소 관련 변수 최적화를 위

한 실제 운전 정보를 활용한 최적화 모델 구현시, 상식

적 수준의 최적화 결과값의 산출이 곤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력발전 제어시스템이 요구부하 추

종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① 공정 조작변수들

과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정

의가 곤란하고 ② 외란 및 시간지연 현상의 처리를 위

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의 미비, ③ 다수 상충 관계 변수 

간 최적화 기법의 미비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①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선형화, ② 다단 예측 구조 적용 및 증분 데

이터 활용을 통한 공정 상황 예측 알고리즘의 일반화, ③ 

경험적-발견적 최적화 알고리즘 병용을 통한 전역 최

적화 기법 등 소프트컴퓨팅 기술에 기반한, 기력발전 

보일러 연소 최적화 접근 방법을 소개하였다.

데이터 선형화의 경우, 기력발전 보일러 대부분의 

운전변수에 대하여 원본 데이터 대비 1.0% 이내 적합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공정 상황 예측 알고리즘

의 경우, 예측 정확도 70% 내외 수준으로, 이는, 연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실시간 소비연료 성상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사료되며, 현장 적용 

가능한 소프트컴퓨팅 기반의 연소 최적화 어플리케이

션 구현을 위해 가상센서 개념의 실시간 보일러 소비

연료 성상 예측 기술개발이 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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