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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firing ammonia with coal is emerging as a transitional technology in the power industry for the maj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though ammonia has the disadvantages of low combustion
reactivity and the generation of nitrogen oxides, it can effectively reduce greenhouse gas due to the
generation of only moisture and nitrogen after the combustion. Therefore, for the efficient co-firing of the
coal and ammonia in the power plant system,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effect of co-firing ammonia on
the boiler system. We selected the 870 MWe supercritical coal-fired boiler system and developed the
process simulation model of the target boiler system. In this study, process simulation of the target boiler
system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mmonia co-firing ratio of 0, 5, 10, 20, and 30%. In addition, the
effect of ammonia co-firing on the boiler thermal performance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load
condition and the quality of coal. As the ammonia co-firing ratio increases, the flue gas flow rate and the
radiation and convective heat transfer rate decrease. Accordingly, the main and reheat steam temperatures
decrease. Although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is quantitatively confirmed according to the co-firing
ammonia, the boiler thermal efficiency decreas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oisture in the flue
gas.
Key Words : Ammonia co-firing, Heat transfer, Process simulation, Supercritical boiler

1. 서 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위기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중
국 등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정책들을 발표하였다. 대
한민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산업의 패러다
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을 위한 전력 산업의 주요 정책들은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도입, 초고효율화, 탄소포집 및 활용(CCUS: Carbon cap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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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and sequestration)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발
전소들은 과감하게 폐지되며, 천연가스발전 및 신재생에
너지를 적극 도입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도에 30-35% 달성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2020년도 대비, 2034년도에 약 18.9% 감소된 29.0 GWe
로 감축할 계획이다[1].
따라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은 점
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
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전력산업에서 활용
을 위해, 대규모 상용화 기술개발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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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기술로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2-3]. 암모니아는 연소 시 수분과

다. 이를 위해, 국내 870 MWe 초임계 보일러 시스템에 대
한 공정해석 모델을 제시한다. 개발된 공정해석 모델을 활

질소만 배출하는 무탄소 연료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에서
석탄과 혼소 시 이산화탄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암모니아

용하여 암모니아 혼소 시 보일러 내 물질정산과 각 열교환
기의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주 증기 및 재
열증기의 거동 및 보일러 열효율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연료를 발전사들은 석탄과의 혼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는 석탄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천
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 화력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는 암모니아 혼소 시 배가스 유동 특성 변화로 인한 석탄
전소와는 다른 보일러 시스템의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며,
배가스 및 증기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암모니아 혼소는 기존설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암모
니아 관련 설비만 추가해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낮은 연소반응, 높은 질소산화물

2. 연료로서의 암모니아 활용

(NOx) 생성, 취급·안전의 단점이 있는 연료이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할 시 다음과 같은 극복해야 기술
적 문제점들이 있다. 1) 안정된 화염과 fuel-NOx 저감을 위
한 최적 연소기 설계, 2) 전체 시스템의 성능 평가, 3) 안전,
4) 기술실현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 있다[2-3].
암모니아 기초 연소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모니아 층류 예혼합
화염 속도에 대한 연소특성[4-6] 및 난류화염 연소속도에
대해[7]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암모니아의 낮은 연
소속도를 극복하기 위해 수소·메탄·산소를 첨가하여 암
모니아의 연소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8-11]. 이와 더불어, 암모니아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
물을 최소화하는 연소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2].
또한, 실증 규모 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이미 일본에서는 2020년에 10 MW급 연소로에서의
미분탄과 암모니아 20%의 혼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000 MW급 실증 규모 보일러에 대한 타당성 평가까지
수행하였다[13]. 또한 일본의 미즈시마(Mizushima) 156
MW급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시도하였고, 혼소율
은 0.6-0.8%에 불과하였지만, 약 1,000 kW에 해당하는 상
당한 입열량을 암모니아로 담당하여 상용 플랜트에서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14]. 암모니아 혼소 실험에 관한 연
구 외에도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치해석 연구도 수
행되었으며,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영향성 평가도 진행
되었다[15].
지금까지 수행했던 암모니아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암
모니아 연소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들이 대부
분 수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시 보일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암모니아 혼소에 따른 보일러 거동 이해와 최적
운전조건을 정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공
정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상용급 초임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공정해석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

2.1 연료 특성
암모니아는 높은 가연한계점과 좁은 범위, 높은 자발화
온도와 최소 점화에너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료로서
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석탄과 같은 기존의 연료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높은 자발화온도와 낮은 화염
속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암
모니아는 독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급과 사용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저장시에도 추가적인 설비와 관련 법
규의 검토가 중요하다. 암모니아의 저위 발열량은 약 18.6
MJ/kg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계 연료보다
낮으며, 열 해리를 고려했을 때 암모니아 전소 시 단열화
염 온도는 1,800°C이다[17]. 하지만 암모니아는 친환경
연료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의 배출을 크
게 줄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발전분야에서 무탄소 연료로서의 잠재성을 크게 가
지고 있으며, 연료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2.2 연소 특성
암모니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1)

암모니아 1몰당 산소 0.75몰과 반응하여 수분과 질소를
배출한다. 석탄과 비교했을 때, 암모니아를 연소하기 위
한 필요한 공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기를 예열
시키기 위한 설비의 열부하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암
모니아 1몰 연소 시 수분이 1.5몰이 배출되어 석탄 연소 시
보다 더 많은 수분이 배출된다. 특히, 암모니아 혼소 시 배
가스 유동 특성(유량, 온도, 조성)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
석탄전소와는 다른 열전달 특성을 가진다. 암모니아를 발
전 분야에서 혼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
을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로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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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높은 질소산화물의 생성이다. 이 경우 암모니
아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원자의 영향으로 thermal NOx 대

다. Fig. 1은 0차원 열교환기 모델의 개략도를 나타냈다.
Fig. 1과 같이, 고온측 유동과 저온측 유동으로 구분되며

비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fuel NOx의 배출이 높다. 두 번
째로 암모니아의 낮은 반응성에 기인한 문제로 인해 낮은
연소속도 및 화염속도를 가지며, 이에 따라 연소가 불안정

두 유동은 열전달로 연결되어 있다. 각 유동측에서는 입·
출입 물질 유량 및 온도가 정의되며, 열전달 현상을 계산
하기 위한 상태량인 밀도, 점성계수, 열전도도, 비열이 정

해질 수가 있다. 또한 타 연료 대비 낮은 연소속도로 인한
화염속도가 낮기 때문에 복사 열전달 특성의 변화도 고려
해야 한다. 높은 질소산화물의 생성의 경우 일본의 전력중

의된다. 이에 따라, 열전달량은 유동상태에 기반하여 열
전달 상관식에 의해 계산되며, 질량 및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각 물질 측의 유동 상태가 계산된다.

앙연구소(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서 fuel NOx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760 kW 연
소로에서 단일 버너 혼소 실험을 진행했으며, 최대 혼소율

3.2 지배 방정식 및 적용된 상관식

20%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로 암모니아 분사
위치에 따른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16]. Kobayashi et. al.의 연구는 암모니아 화염 특성

너지 밸런스 및 열전달량이 계산된다. 배가스 측의 질량
밸런스는 다음과 같다.

과 공기 희박과 과잉 조건에서의 암모니아 화염역학 연구
를 기반으로 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다단
연소를 통한 국부적으로 공기의 당량비를 조절하여 질소
산화물 배출을 최적으로 저감할 수 있었다. 낮은 반응성에
서 기인한 연소 불안정성은 기존 버너 개조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17].

3. 공정해석 모델
3.1 모델 접근방법

본 모델에서는 배가스 및 물-증기측의 질량, 운동량, 에

 
  ∆






(2)

 는 연소반응에 의해서 생
 는 질량 유량, ∆
여기서, 


성되고 소모되는 연소가스량이다. 하첨자 o는 출구, i는 입
구를 의미한다. 하첨자 k는 CO2, N2, H2O, O2, SO2의 각 가
스종을 의미한다. 배가스 측의 에너지 밸런스는 다음과
같다.
 
 

    
   
 








(3)

초임계 발전시스템의 공정해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본 저자가 개발한 열교환기 블록 모델 접근방법을 이용하
였다[18]. 이 모델의 접근방법은 전체 보일러 시스템을 유
한한 열교환기 블록으로 구분하고, 질량 및 열 흐름에 따

배가스 에너지 밸런스에서는 입·출입 에너지 흐름과 반
 ), 열전달량(
 ), 열 손실(
 )이 고려되었다. 물응열(

라 각 열교환기 블록을 연결하여 전체 시스템을 표현한다.
각 열교환기 블록은 잘 혼합된 0차원 모델로 가정하며, 고
온부인 배가스측과 저온부인 물-증기측으로 구분되어 있

6)는 다음과 같다.







증기측의 질량 (eq. 4), 운동량 (eq. 5)및 에너지 밸런스 (eq.

  

(4)

          
  

(5)




 
      

(6)

여기서, u는 물-증기 속도, 는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L
 
은 관 길이, P는 물-증기 압력,     는 마찰로
 
인한 압력강하이며, 마찰계수 는 상관식을 통해 계산된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0-d heat exchanger
block model [18].

다. 본 모델에서는 초임계압에 적합한 마찰 계수에 대한
상관식[19]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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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 보일러 시스템 및 공정해석 모델
개략도

고온측과 저온측의 열전달량 식은 다음과 같다.
  ××




(7)

본 연구에서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공정해석 평가를

여기서, 는 전열면적이며,  고온측과 저온측의

위해 대상 보일러로 국내의 870 MWe 초임계 미분탄 보일
러를 선정하였다. Fig. 2에 대상 시스템 및 열교환기 배치
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냈다. 대상 보일러 시스템의 열교환

대수평균온도차이다. 여기서 는 총괄 열전달계수
(HTC)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8)

여기서, 는 연소가스 측에서 벽 측으로의 외부 열전달
계수, 는 벽 측에서 물-증기으로의 내부 열전달 계수이
며, 는 오염계수로 일반적으로 파울링으로 인한 열전달
량 감소를 나타낸다. 본 모델에서는 이 변수를 물리적 기
반으로 계산된 열전달 계수를 설계 데이터의 열전달계수
로 맞추기 위한 조절변수로 사용했다. 외부 열전달 계수는
복사와 대류 열전달 현상을 포함하며, 연소실 내에서는 복
사 열전달이 지배적이며 3원자 가스와 입자의 복사 열전
달을 고려하였다. 대류 열교환 부분은 절탄기, 과열기, 재
열기를 포함하며, 대류 열교환기의 외부 열전달계수를 계
산하기 위하여 연소가스의 복사 열전달과 대류 열전달 상
관식을 사용한다. 내부 열전달 계수는 아임계압과 초임계
압 조건을 구분하여 계산된다. 본 모델에서는 아임계압에
서 Dittus-Bolter 방정식을 사용했다. 초임계압에서는 가
상의 임계점에서 급변하는 물-증기의 상태량을 고려하기
위해 Dittus-Bolter에서 보완된 Swenson 방정식을 사용했
다. 열교환 계수와 유동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본 모델에
서는 배가스 상태량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에서 개발한 Refprop 코드를 사용하였다. 반면, 아임계부
터 초임계 조건의 물-증기 상태량을 계산하기 위해
IAPWS-IF97 상관식을 이용 하였다. 외부열전달 및 내부
열전달 상관식과 적용된 상태량 계산식을 Table 1에 나타
냈다.

기는 절탄기, 증발기, 과열기 4개, 재열기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소실 내 관류 증기 발생기 타입인 증발기와 Platen
타입인 2차 과열기가 배치되어 있다. 연소실과 대류전열
관부 사이에 Pedant 타입인 2차 재열기와 3차 과열기가 배
치되어 있다. 대류 전열관부는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1
차 재열기, 3차 과열기 및 절탄기가 배치되어 있다. 본 대
상 보일러 시스템의 BMCR(Boiler Maximum Continuous
Rating) 부하조건에서의 대표적인 운전조건을 Table 2에
나타냈다. 공정해석 모델은 연소가스 측 모델이 6개, 물증기측 모델이 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발된 하부 열교
환기 모델들은 질량 및 열전달에 따라 상호연관 되어있다.
연소실에서 연료와 공기가 연소되어 발생된 배가스는 증
발기와 2차 과열기로 순차적으로 열을 전달한 후 연소실
에서 배출된다. 연소실에서 배출된 배가스는 2차 재열기
와 3차 과열기로 열을 전달한다. 이후, 분리된 대류 전열관
부에서 왼쪽으로 유입된 배가스는 1차 재열기에 열을 전
달하며, 오른쪽으로 유입된 배가스는 1차 과열기 및 절탄
기로 열을 전달한 후, 두 유동이 합쳐져 보일러에서 배출
된다. 특히, 대상 보일러 시스템은 2차 재열기 후단에서부
터 대류 전열관부로 유입되기 전 steam cooled wall 타입인
과열기로 열을 전달한다. 물-증기 측은 절탄기, 증발기,
steam cooled wall, 과열기 1, 과열기 2, 과열기 3을 거쳐 주
증기가 되며, 고압 터빈에서 배출된 재열증기는 1차 재열
기, 2차 재열기를 거쳐 고온의 재열증기가 된다. 개발된 공
정해석 모델의 검증을 위해 BMCR 및 75% TMCR
(Turbine Maximum Continuous Rating), 30% TMCR의 3
개 부하를 대상으로 각 열교환기의 배가스 출구온도, 증기

Table 1. Calculation methods for the heat transfer mechanism and properties [18]
Mechanism
Radiation (triatomic gas+particle)
Radiation

Reference
[20]
[20]

(inner HTC)

Subcritical pressure
Supercritical pressure

Convection
Dittus-Bolter equation
Swenson equation

[21]
[22]
[23]

Properties

Air-flue gas side
Water-steam side

Refprop code
In-house code based on IAPWS-IF 97

[24]
[25, 26]

Furnace
(outer HTC)

Convective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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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rangement of heat exchangers of the target boiler system (a) and the outline of the process simulation
model (b) [18].
Table 2. Main operating conditions of the target boiler
system at the BMCR load condition

4.1 Case 1 :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영향 평가

Main operating conditions (at BMCR load)

특성을 포함한 주요 운전 데이터 거동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 탄 기준으로 BMCR 부하조건에서 암모니아 혼
소율을 0%, 5%, 10%, 20%,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보일

Coal flow rate

97.9 kg/s

Excess air ratio

15%

Heat input (HHV)

2169.54 MWth

Total boiler heat duty

1944.00 MWth

Main steam conditions

2664 t/hr, 25.4 MPa, 569 °C

Reheat steam conditions 2174 t/hr, 4.5 MPa, 596 °C
Boiler exit temp.

360 °C

Stack exit temp.

101 °C

Boiler thermal efficiency

89.3 %

출구온도, 열전달량 예측값을 설계자료[18]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평균 오차는 배가스 온도 2.7%, 증기 온도
1.04%, 열전달량 3.5%로 나타나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
였다.

4. 암모니아 혼소 영향성 평가
암모니아 혼소에 따른 보일러 시스템의 영향성을 평가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사례들을 선정
하였다.
· Case 1: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영향 평가
· Case 2: 부하조건에 따른 암모니아 혼소 영향 평가
· Case 3: 석탄등급에 따른 암모니아 혼소 영향 평가

본 장에서는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보일러의 열전달

러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여기서, 혼소율에 따른 암모니
아 투입량은 BMCR 부하 조건에서 입열량을 일정하게 하
는 조건으로 투입되었으며, 입열량은 고위발열량 기준으
로 계산되었다. Table 3은 암모니아 혼소율 0%, 5%, 10%,
20%, 30% 따른 연소실의 질량 밸런스 결과 및 단열화염온
도를 보여준다. 우선, 입열량을 동일하게 유지할 때 암모
니아 혼소율 증가에 따라 석탄 투입량은 감소하며 암모니
아 혼소율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석탄 연소 및 암모니아
연소를 위한 필요 공기량이 달라진다. 2장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암모니아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이 석탄 연소에 필
요한 공기량보다 적기 때문에 혼소율 증가에 따라 연소실
로 투입되는 공기량과 총 연소가스 유량이 감소하였다. 배
가스 조성은 암모니아 혼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비율은 감
소하는 반면에, 배가스 내 수분의 양이 증가하였다. 암모
니아 30% 혼소 시 석탄 전소보다 이산화탄소는 약 26.7%
감소하였으며, 이를 질량 유량으로 환산할 시, 220.3 t/hr
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수분의 증
가율은 59.2%로 상당히 증가 하였다. 단열화염온도는 암
모니아의 단열화염온도가 석탄보다 낮기 때문에, 암모니
아 혼소율이 증가할수록 단열 화염온도가 감소하였다.
30% 혼소 하였을 때, 단열화염온도는 석탄 전소 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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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in results of mass balance and adiabatic flame temperature according to co-firing ratio of ammonia
at the BMCR load condition based on the design coal
Design coal_BMCR load condition

Unit

Coal flow rate

kg/s

Ammonia co-firing ratio
0%

5%

97.93

93.03

10%
88.14

20%
78.34

30%
68.55

Ammonia flow rate

kg/s

0

4.82

9.64

19.28

28.93

Air supply rate for coal combustion

kg/s

825.54

784.26

742.98

660.43

577.88

Air supply rate for ammonia combustion

kg/s

0

34.18

68.35

136.71

205.06

Total air flow rate

kg/s

825.54

818.44

811.34

797.14

782.94

Total flue gas flow rate

kg/s

915.5

908.73

901.96

888.42

874.88

O2

%

2.69

2.69

2.69

2.68

2.67

Flue gas composition

N2

%

68.49

68.84

69.19

69.91

70.66

(mass fraction)

CO2

%

22.28

21.33

20.36

18.37

16.32

H2O

%

6.47

7.08

7.71

8.98

10.3

°C

1938

1932

1926

1914

1903

Adiabatic flame temperature

약 35°C 낮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Fig. 3은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각 열교환기의 열전달

하였다. 반면, 암모니아 혼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가스
유량이 감소하여 대류 열전달 현상에 지배적인 배가스 속

량을 나타냈다. 보일러의 열교환기는 온도 영역에 따라 지
배하는 열전달량 현상이 달라진다. 본 대상 보일러 시스템
에서는 증발기, 2차 과열기는 복사 열전달이 지배적인 영

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대류전열관부의 열교환기들의
열전달량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암모니아 혼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복사 및 대류 열전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역이며, 2차 재열기 및 3차 과열기는 복사와 대류 열전달
모두 영향을 받으며, 절탄기, 1차 과열기, 1차 재열기는 대
류 열전달 현상이 지배적인 영역으로 구분된다. 암모니아

증기측으로의 총 열전달량은 감소한다. 암모니아 30% 혼
소 시 석탄 전소 시보다 총 열전달량이 약 74 MWth이 감소
하였다.

혼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복사 열전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수분의 비율이 상당부분 증가하지만, 단열화염온도가 낮
아지고 석탄 투입량이 줄어들어 입자에 대한 복사 열전달

Fig. 4는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각 열교환기의 출구 증
기온도를 나타냈다. 암모니아 혼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
증기 및 재열 증기측으로의 열전달량이 모두 감소하여 주

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복사 열전달 현상이 지배적인
증발기 및 2차 과열기의 열전달량이 감소하였다. 암모니
아 30% 혼소 시 증발기의 열전달량이 최대 44MWth 감소

증기 및 재열 증기의 온도는 감소하였다. 30% 혼소 시 석
탄 전소 시 보다 주 증기 온도는 24.9°C, 재열증기 온도는
7.4°C 감소하였다.

Fig. 3. Heat transfer rate of each heat exchanger
according to co-firing ratio of ammonia.

Fig. 4. Outlet steam temperature of each heat
exchanger according to co-firing ratio of
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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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각 열교환기의 배가스
출구 온도를 나타냈다. 암모니아의 혼소율이 높아질수록

다. 반면, 암모니아 혼소 시 배가스 내 수분양이 증가되어
수분에 의한 열 손실은 상당히 증가 하였다. 혼소율이 증

증기측으로의 열전달량이 감소하지만, 단열화염온도 하
강과 배기가스 유량이 작아짐으로써 배가스 현열이 감소
한다. 이에 따라, 암모니아 혼소율이 증가 할수록 배가스

가할수록 배가스 현열 손실이 감소하더라도 수분 손실에
의한 보일러 열 손실의 감소율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최
종 보일러 열 효율이 감소하였다. 암모니아 혼소 30% 시

온도는 연소실 출구부터 보일러 출구까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6은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

석탄 전소 시 보다 약 2.7% 감소하였다. 본 장에서는 암모
니아 혼소 시 보일러 열 효율의 감소와 주 증기 및 재열 증
기의 온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암모니아 혼

가스의 현열 손실, 수분에 의한 열 손실과 총 보일러 열 효
율을 나타냈다. 혼소율이 증가하면서 배가스 유량이 감소
하므로, 배가스에 의한 현열 손실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

소 시 목표 전력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입열이 필
요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체 플랜트 효율을 감소시킨다.

4.2 Case 2 : 암모니아 혼소 시 고부하 및
저부하 조건에서의 보일러 영향성 평가
암모니아 혼소 시 서로 다른 부하 조건에서 보일러의 영
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최대 부하 조건인 BMCR
조건에서와 저 부하 조건인 30% TMCR 조건에서 석탄 전
소 시와 30% 암모니아 혼소에 대한 보일러 영향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30% TMCR에서 주요 운전조건은 Table 4와
같다. 최대 부하와 최소 부하에서 암모니아 혼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부하 조건에서 배가스 내 이산
화탄소와 수분 조성, 총 연소가스량, 연소실 출구 및 보일
러 출구 온도, 주 증기 및 재열 증기 온도, 열전달량, 보일러
열 효율을 비교하였다.
Fig. 7은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조성 및 총 연소 가스량을
나타냈다. 30% TMCR 조건에서도 암모니아 혼소 시 배가
스 내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수분의 비율은
증가하고 총 배가스 유량은 감소하였다. 30% 암모니아 혼

Fig. 5. Flue gas temperature of each heat exchanger
according to co-firing ratio of ammonia.

소 시 이산화탄소의 감소 비율은 고 부하보다 저 부하 조건
에서 낮은 반면, 수분의 상승 비율은 다소 높다. 저 부하 조
건에서 이산화탄소의 저감량은 약 73.2 t/hr이다. 또한, 저
Table 4. Main operating conditions at the 30% TMCR
load condition
Main operating conditions (at 30% TMCR)
Coal flow rate

32.54 kg/s

Excess air ratio

40%

Heat input (HHV)

720.9 MWth

Total boiler heat duty

643.7 MWth

Main steam conditions

755.4 t/hr, 8.8 MPa, 569 °C

Reheat steam conditions 633.8 t/hr, 1.29 MPa, 566 °C
Fig. 6. Thermal loss of stack and moisture and boiler
thermal efficiency.

Boiler exit temp.

362 °C

Stack exit temp.

102 °C

Boiler thermal efficiency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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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조건에서 석탄 연소를 위한 과잉공기비가 40%이기
때문에 투입 공기량이 고 부하조건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

소율은 고 부하 조건보다 더 증가 하였다.
Fig. 9는 연소실 출구와 보일러 출구의 배가스 온도와 주

다. 이에 따라, 총 연소 가스량의 감소 비율이 저 부하 조건
에서 더 높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Fig. 8은 연소실에서의 복사 열전달 현상이 지배적인 증

증기 및 재열증기의 온도를 나타냈다.
저 부하 조건에서 연소실 온도 하강율은 고 부하 조건보
다 낮은 반면, 보일러 출구온도의 상승율은 고 부하조건보

발기와 2차 열교환기의 열전달량 총합과 나머지 대류 열
교환기들의 열전달 총합을 나타냈다. 또한, 연소실 내의
단열화염온도도 함께 나타냈다. 저 부하 조건에서도 암모

다 높다. 특히, 저 부하조건에서 대류 열전달량이 큰 폭으
로 감소하여 재열증기 온도 하강율이 고부하 조건보다 상
당히 증가하였다. 이를 정량적으로 보면, 석탄 전소 시 보

니아 혼소 시 복사 열전달 및 대류 열전달량이 하강하였
다. 단열화염온도는 고 부하 조건과 반대로 암모니아 혼소
시 저 부하 조건에서 다소 상승 하였다. 이는 저 부하 조건

다 암모니아 혼소 시 재열증기온도가 약 18°C 낮게 도출
되었다.
Fig. 10은 굴뚝에서 배가스 현열 손실, 수분 손실과 보일

에서 석탄의 과잉공기비가 40%인 반면에 암모니아의 과
잉공기비는 15%로 인한 차이 때문이다. 저 부하 조건에서
단열화염온도가 다소 상승하여 연소실의 복사 열전달 하

러 열 효율을 나타냈다. 저 부하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혼소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가스 현열 손실이
감소되는 반면, 암모니아 연소로 생성되는 수분에 의한 수

강율은 고 부하조건보다 낮은 반면에, 배가스 유량의 감소
율이 저 부하 조건에서 더 크기 때문에 대류 열전달량의 감

분 손실열이 상승한다. 하지만, 저 부하 조건에서 암모니
아 혼소 시 수분손실에 대한 상승률은 고 부하 조건과 비슷

Fig. 7. Flue gas composition and total flue gas flow
rate according to co-firing of ammonia at
BMCR and 30% TMCR load conditions.

Fig. 8. Heat transfer rate and adiabatic flame temperature according to co-firing of ammonia at
the BMCR and 30% TMCR load conditions.

Fig. 9. Flue gas temperature and steam temperature
according to co-firing of ammonia at BMCR
and 30% TMCR load conditions.

Fig. 10. Thermal loss and total boiler thermal efficiency
according to co-firing of ammonia at BMCR
and 30% TMCR loa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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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부하조건에서의 배가스 유량의 감소율이 증가
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가스 현열 손실이 감소하였다.

21.06%, 발열량은 최대 1,765 kcal/kg 차이가 있다. 3종 연
료에서 보일러 입열을 동일하게 하는 연료 투입량 및 공기

이에 따라, 저 부하조건에서 암모니아 혼소 시 보일러 열
효율의 감소율은 고 부하조건보다 낮게 도출 되었다.

주입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Table 6에 나타냈다. 필요 연
료 투입량은 저 HHV과 고 HHV에서 최대 30 kg/s 차이가
발생하였다. 공기 주입량은 저 HHV에서 투입 연료량이

4.3 Case 3 : 암모니아 혼소 시 석탄 등급에
따른 보일러 영향성 평가

많더라도 석탄 조성의 탄소 함유량에 영향으로 고 HHV에
서 가장 많은 공기 유량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보일러
배가스 유량 역시 고 HHV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 되

암모니아 혼소 시 석탄 등급에 따른 보일러 영향성을 평
가하기 위해 설계 탄, 고 HHV(High heating value), 저
HHV 석탄에 따라 BMCR 부하 조건에서 보일러의 영향
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때, 암모니아 혼소율은 대표적
으로 석탄 전소 시와 암모니아 30% 혼소 경우를 비교하였
다. 사용된 석탄 등급에 따른 석탄 조성 및 발열량은 Table
5와 같다. 저 등급 탄과 고 등급 탄의 주요한 조성변화 차이
가 탄소 함유량은 최대 21.87%, 수분 함유량은 최대

었지만, 석탄 3종에서 총 연소 가스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Fig. 11은 고 부하 조건 및 저 부하 조건에서의 암모니아
혼소 시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조성 및 총 연소가스량을 나
타냈다. 석탄 전소 조건과 암모니아 30% 혼소 시 이산화
탄소 저감 비율과 연소가스 유량의 하강률은 석탄 3종에
서 비슷한 값을 보이지만, 배가스 내 수분함유량은 석탄에
함유되고 있는 수분량 때문에 석탄 3종에서 큰 차이를 보

Table 5. Ultimate analysis and high heating value
according to the coal grade
Low HHV
coal

Design
coal

High HHV
coal

C

49.39

57.42

71.26

H

3.52

3.32

3.41

O

12.42

11.77

2.00

N

1.26

1.15

0.48

S

0.62

0.31

0.07

Moisture

26.51

20.0

5.45

Ash

6.29

6.03

17.31

4729

5300

6494

HHV
(kcal/kg)

Fig. 11. Flue gas composition and total flue gas flow
rate according to the coal grade at 0% and
30% co-firing of ammonia.

Table 6. Coal flow rate, air supply rate, and Flue
gas flow rate according to the coal grade
at the BMCR load
Flow
rate

Low HHV
coal

Design
coal

High HHV
coal

Heat input
[MWth]

2169.54

2169.54

2169.54

Coal
[kg/s]

109.75

97.93

79.92

Air
[kg/s]

813.8

825.5

862.8

Flue gas
[kg/s]

914.0

915.5

923.8

Fig. 12. Heat transfer rate and adiabatic flam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coal grade at 0% and
30% co-firing of 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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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수분이 가장 적은 고 HHV 석탄을 사용할 경
우, 암모니아 혼소 시 배가스내 수분 비율이 석탄 전소 시

30%일 때 연소실 출구 및 보일러 출구 온도와 주 증기 및
재열증기의 출구 온도를 나타냈다. 연소실 출구 온도는 석

보다 112% 정도로 상당히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Fig. 12는 석탄 3종에 따른 암모니아 혼소 시, 연소실에
서의 복사 열전달 현상이 지배적인 증발

탄 전소 및 암모니아 혼소 모두 저 HHV 석탄일 경우 가장
낮다. 반면, 석탄 3종에 따라 보일러 출구 온도는 암모니아
30% 혼소 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며, 연소실 및 보일러

기와 나머지 대류 열교환기들의 열전달 총합을 보여주
며, 단열화염온도 계산값도 나타냈다. 석탄 3종 모두 암모
니아 혼소 시 단열화염온도가 감소되며, 특히, 고 HHV 석

출구 온도의 감소율은 암모니아 혼소 시 석탄 3종에 따라
거의 비슷하게 도출 되었다. 주 증기 온도는 석탄 전소와
암모니아 혼소 시 고 HHV일 때 가장 높으며 저 HHV일 때

탄일 경우, 단열화염온도의 감소율이 가장 크다. 배가스
유량이 석탄 3종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혼소 시
대류 열전달량의 감소율은 비슷하지만, 복사 열전달량은

가장 낮다. 이는 암모니아 혼소 시 주 증기온도의 변화율
은 복사 열전달의 감소율이 가장 큰 고 HHV에서 가장 크
기 때문이다. 대류 열전달량에 지배적인 재열증기 온도는

고 HVV 석탄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 HHV 석탄이 단열화염온도의 감소가 가장 크며, 재의
비율이 가장 높아 입자 복사 열전달량의 영향이 상대적으

석탄 전소 시와 암모니아 혼소 시 석탄 3종에 따라 모두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에 따른 재열
증기 감소율도 비슷한 값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암모니

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Fig. 13은 석탄 3종에 따른 석탄 전소 및 암모니아 혼소

아 혼소 시 석탄 등급에 따른 보일러 거동은 재열증기 온도
보다 복사 열전달의 영향이 큰 주 증기온도의 변화가 더 큼
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석탄 3종에 따른 석탄 전소 및 암모니아 혼소
30%일 때 보일러 열 손실인 굴뚝 배가스 현열 손실, 배가
스 내 수분 손실, 총 보일러 열 효율을 나타냈다. 암모니아
혼소 시, 석탄 3종에 따라 배가스 유량이 거의 비슷하므로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가스 현열 손실의 감소율은 거의 비
슷한 값을 보인다. 반면, 석탄 전소 시 배가스 내 수분 손실
은 저 HHV 탄일 경우 가장 크며, 고 HHV 탄일 경우에 가
장 작다. 또한, 고 등급 탄일 경우, 석탄의 수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암모니아 혼소 시 수분량이 상당히 증가하여 수분

Fig. 13. Flue gas temperature and steam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coal grade at 0% and 30%
co-firing of ammonia.

손실이 매우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암모니
아 혼소 시 보일러 열 효율의 감소는 고 등급 탄에서 수분
손실 증가로 인해 가장 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혼소에 대한 초임계 미분탄 보
일러의 열성능 영향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870
MWe 초임계 미분탄 보일러의 공정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암모니아 혼소율에 따른 공정해석을 수행하였다. 암모니
아 혼소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3가지 해석 사례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최대 부하 조건
인 BMCR 부하 조건에서 설계 탄을 투입하였을 때, 입열
량 기준 암모니아 혼소율 0%, 5%, 10%, 20%, 30%에 따른

Fig. 14. Thermal loss and total boiler therm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oal grade at 0% and 30%
co-firing of ammonia.

공정해석 평가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부하조건에 따른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BMCR 부하 조건과 30% TMCR
부하조건에서 석탄 전소 시와 암모니아 혼소 30%일 때의
공정해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석탄 등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혼소가 초임계 화력 발전시스템 보일러에 미치는 열성능 영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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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를 위해, BMCR 부하 조건에서 설계 탄, 고 등급
탄, 저 등급 탄에 따라, 석탄 전소 시와 암모니아 30% 혼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공정해석 결과는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를 발전 분야에서 사용할 시 보일러 거동 예

에 대해 공정해석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혼소에 따라 필요 공기량이 석
탄 연소보다 적게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배가스 유량이 감

측, 최적 운전조건 설정 및 경제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소함을 확인 하였다. 이를 석탄 전소와 암모니아 30% 혼
소 시를 비교해보면 배가스 유량이 최대 4.4% 감소하였
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의 가장 큰 목적인 이산화탄소 저
감량은 BMCR 조건에서 암모니아 30% 혼소 시 220.3 t/hr
저감되며, 30% TMCR 부하 조건에서는 73.2 t/hr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반면, 배가스 내 수분 함유량은 설계탄을
사용할 시 암모니아 혼소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석탄 전소 시 보다 암모니아 혼소 시 59% 상
승하였다.
암모니아 혼소 시 보일러 열교환기들의 열전달 특성을
확인하였다. 암모니아 혼소율이 높을수록 복사 열전달에
영향을 주는 배가스 내 수분 비율이 증가하지만, 연소실
단열화염온도와 입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복사
열전달량은 감소하였다. BMCR 부하 조건에서 석탄 전소
보다 암모니아 30% 혼소 시 연소실 내 복사 열전달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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