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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ntrol logic of steam temperature was redesigned, tested and applied to the power plant after its steam 

temperature equipments had been revised. This power plant use the ancillary gas gotten in the process of making iron in 

the steel mill. The boiler of power plant has the superheater and reheater to make the superheated steam. The 

superheater and reheater have the spray valve to control their temperature. The reheater has the gas bypass damper 

additionally in this plant. The control logics were redesigned in cascade forms and the initial parameters of control logics 

were calculated from the several step tests. The final parameters could be obtained through the several repeated tests 

and the feedforward functions were added by temperature deviation and air flow. The power plant is being 

commercially-operated normally by improved control logic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improved controls help the 

efficiency improvement and safe operation of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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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공 받아 

기를 생산하는 발 소의 증기온도 련설비개조에 따라 

련 제어로직을 재설계하여 시험하고 용한 내용이다. 

그림 1은 상 발 소의 증기 발생기 계통으로 수펌

에 의해 보일러에 공 된 수가 과열기를 거쳐 터빈을 회

시킨 후 다시 보일러의 재열기를 거쳐 터빈을 회 시키도

록 구성되어 있다. 과열기와 재열기 간에 설치된 스

이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제어한다. 과열기는 보일러에 

공 된 연료의 연소열로 공 된 수를 터빈을 회 시키기

에 합한 과열증기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과열증기가 터

빈을 회 시킨 후 과열도가 떨어지면 터빈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재열기에서는 다시 과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상 발 소는 과다하게 설계된 과열기 열부하를 감소시

키기 해 계획 방정비공사시 과열기 열면 을 일부 제

거하고 조정하 다. 한 재열기 온도 제어를 개선하기 

하여 재열기 온도제어루 에 사용하는 재열기 

온도센서를 1차 재열기와 최종 재열기 헤더 간에 추가로 

설치하 다. 이에 따라 과열기와 재열기의 온도조 에 한 

제어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이를 용하기 한 시험을 수행

하 다. 

그림 1 상 발 소의 증기 발생기 계통

Fig. 1 The steam generator system of power plant

재열기 온도제어 설계개념은 보일러 출구 재열기 열교환 

튜 측에 설치된 가스바이패스 퍼가 재열기 온도제어를 1

차 으로 수행하고 제어범  과시 재열기 스 이가 열

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발 연료로 제철소의 부생가스를 공 받기 때문에 제철소 

운 여건에 따라 수시로 제한된 공 이 불가피하며 조제

어 모드 운 이 어려운 상황이다. 발 소의 일반 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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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는 보일러 압력과 발 기 출력에 의한 조제어가 

주가 되고 있으나, 상 발 소의 경우 연료 공 에 맞춰 보

일러와 터빈을 안정하게 운 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다.

2. 본  론

2.1 제어로직 설계

2.1.1 과열기 1차 스 이 제어로직 설계

그림 2는 과열기 1차 스 이(Primary Spray) 제어로직 

구성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그림 2 과열기 1차 스 이 제어로직 구성도

Fig. 2 The configuration of control logic of superheater 

primary spray

쪽의 외부루  PI 제어기가 주제어기(Primary 

Controller), 아래쪽 내부루  PI 제어기가 부제어기(Slave 

Controller)로 캐스 이드 제어방식을 사용하 다. 주제어 

상이 과열기 출구 온도이기 때문에 쪽 PI 제어기가 주제

어기가 된다. 과열기 출구온도는 맥동의 허용치가 엄격하여 

계단 형태의 력요구신호에 의한 외란에 해서도 출구온

도가 잘 안 변하는 PI제어기가 요구된다. 캐스 이드 제어를 

사용한 이유는 밸 의 동작과 온도변화 사이에 큰 폭의 불

감 와 시정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발 기 출력요구신호

(Unit Load Demand)에 따른 2차 과열기 출구의 온도를 설

정하고 이를 제어하기 한 2차 과열기 입구온도 조 을 

한 선행제어를 구성하 다. 발 기 출력요구신호는 최상  

제어신호이므로 이 신호에 의해 보일러에 공 되는 연료, 

수, 공기 유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온도변화를 스 이 

밸 가 제어하게 되므로 미리 제어오차를 제거하기 해 선

행제어를 구성하 다.[1][3][5][6]

2.1.2 과열기 2차 스 이 제어로직 설계

그림 3은 과열기 2차 스 이(Secondary Spray) 제어로

직 구성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쪽 PI 제어기가 주제어기, 

아래쪽 PI 제어기가 부제어기로 캐스 이드 제어형태로 구

성하 다. 발 기 출력요구신호에 따른 최종 과열기 출구의 

온도를 설정하고 이를 제어하기 한 최종 과열기 입구온도 

조 을 한 선행제어를 구성하 다. 최종 과열기 출구의 

증기는 주증기 압력(MSP, Main Steam Pressure)에 바로 

향을 주므로 주증기 압력 설정값과 실제 압력과의 편차

(MSP Error)를 최종과열기 입구 온도 설정값에 피드포워드

로 사용하기 해 합산하 다.

그림 3 과열기 2차 스 이 제어로직 구성도

Fig. 3 The configuration of control logic of superheater 

Secondary spray

2.1.3 재열기 스 이 제어로직 설계

그림 4는 재열기 스 이와 가스 퍼 제어로직 구성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쪽 PI 제어기가 주제어기, 아래쪽 PI 

제어기가 부제어기로 캐스 이드 제어형태로 구성하 다. 

발 기 출력요구신호(Unit Load Demand)에 따른 최종 재열

기 출구의 온도를 설정하고 이를 제어하기 한 최종 재열

기 입구온도 조 을 한 선행제어를 구성하 다.

보일러 출구 재열기 열교환 튜 측에 설치된 가스 퍼는 

발 기 출력요구신호에 따른 최종 재열기 출구의 온도를 설

정하고 실제 온도를 피드백 받아 PI 제어를 하도록 했으며 

재열기 가스 퍼는 체 가스량 100%에 해 과열기 가스 

퍼의 개도를 뺀 개도를 제어하도록 하 다. 보일러 출구 

가스 량은 보일러 입구측에 공 하는 총 공기유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좀 더 신속한 응답을 해 총 공기유량에 의한 

선행제어 신호를 PI 제어기 출력에 합산하여 제어하도록 하

다.

그림 4 재열기 스 이  가스 퍼 제어로직 구성도

Fig. 4 The configuration of control logic of reheater spray 

and gas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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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조정

2.2.1 시험 방법

스 이 제어밸 (Spray Control Valve)의 제어로직 변

수를 조정하기 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 이 제

어밸  제어로직을 수동모드에 놓는다. 로세스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로세스가 안정되면 제어

기 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와 방향을 단해서 계단

응답시험(5～10%)을 한다. 계단응답시험에 의한 변화가 안

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결과로부터 변수 설정값을 계산

한다.

캐스 이드 제어에서는 1차 루 보다 2차 루 를 먼  조

정해야 한다. 설정가능한 비례이득의 최 값, 분시간의 최

소값을 사용한다.[2][3]

식(1)～(4)는 지 러-니콜스 개방루  튜닝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며, 실제 상 발 소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지 러-

니콜스 개방루  튜닝방식의 경우 PI제어기에 해 식(1)의 

0.9배를 비례이득으로 사용하고, 식(2)의 경우 분시간은 5

배가 아닌 3.33배를 사용하고 있다.[4]

2차 PI 제어기의 변수 설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1)

  ×      (2)

단, 은제어기비례이득
은제어기적분시간초∆는계단응답시험의밸브변화∆은입구온도변화℃
은입구온도변화초

1차 PI 제어기의 변수 설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

  ×        (4)

단, ∆은출구온도변화℃
은출구온도변화초

식(1)～(4)를 이용하여 변수 설정 기값을 계산하여 용

한 이후 몇 차례 반복시험을 통해 최  변수 설정값을 얻을 

수 있다.

2.2.2 과열기 1차 스 이 제어밸  제어로직 시험  조정

그림 5는 과열기 1차 스 이 제어밸 를 6.5% 열면서 

계단응답시험한 결과이다. 그림 5의 결과  식 1∼4에 의

해 얻은 P Gain과 I Time은 각각 0.54, 63, 1.0, 295이다.

만약 동일 시험을 두 번 이상 수행할 경우 각각 시험 결

과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얻은 변수 설정값은 시험&오차

(Trial Error) 방법으로 조정하여 최종 값을 설정하 다. 최

종 변수 설정값은 표 1과 같으며 각 변수 조정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한 조정과정에서 2차 과열기 출구온도 설정값

과 실제값과의 편차(A2SH-OST-ERR)를 피드포워드로 사

용하기 해 제어로직을 보완했다. 

461℃

449℃

348℃

360℃

[℃/%]

[시간]

2차 과열기 출구온도

2차 과열기 입구온도

2차 과열기 스 이 
제어밸  개도

그림 5 1차 과열기 스 이 제어밸  계단응답시험

Fig. 5 Step response test of primary superheater spray 

control valve

표 1 1차 스 이 제어밸  제어기 변수 최종 설정값

Table 1 Final parameter of primary spray control valve  

controller

구   분 P Gain I Time

2차 PI 제어기 0.4 100

1차 PI 제어기 1 400

그림 6 과열기 1차 스 이 제어밸  최종 제어로직  변

수 설정값

Fig. 6 Fianl control logic and parameter of superheater 

primary spray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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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과열기 2차 스 이 제어밸  제어로직 시험  조정

531℃
537℃

389℃
395℃

[시간]

[℃/%]

최종 과열기 입구온도

최종 과열기 출구온도

최종 과열기 스 이 
제어밸  개도

그림 7 과열기 2차 스 이 제어밸  계단응답시험

Fig. 7 Step response test of final superheater spray control 

valve

표 2 2차 스 이 제어밸  제어기 변수 최종 설정값

Table 2 Final parameter of secondary spray control valve  

controller

구   분 P Gain I Time

2차 PI 제어기 1.0 120

1차 PI 제어기 0.8 400

그림 8 과열기 2차 스 이 제어밸  최종 제어로직  변

수 설정값

Fig. 8 Final control logic and parameter of superheater 

secondary spray control valve

그림 7은 과열기 2차 스 이 제어밸 를 7.2% 닫으면

서 계단응답시험한 결과이다. 그림 7의 결과  식 1∼4에 

의해 얻은 P Gain과 I Time은 각각 1.2, 90, 1.0, 360이다.

얻은 변수 설정값은 시험&오차(Trial Error) 방법으로 조

정하여 최종 값을 설정하 다. 최종 변수 설정값은 표 2와 

같으며 각 변수 조정결과는 그림 8과 같다. 한 조정과정

에서 최종 과열기 출구온도 설정값과 실제값과의 편차

(A2FSH-ST-ERR)를 피드포워드로 사용하기 해 제어로

직을 보완했다. 

2.2.4 재열기 스 이 제어밸  제어로직 시험  조정

그림 9는 재열기 스 이 제어밸 를 5% 닫으면서 계단

응답시험한 결과이다. 그림 9의 결과  식 1∼4에 의해 얻

은 P Gain과 I Time은 각각 0.42, 850, 1.0, 1000이다. 그림 

10은 재열기 가스 퍼를 10% 열면서 계단응답시험한 결과

이다. 그림 10의 결과  식 1, 2에 의해 얻은 P Gain과 I 

Time은 각각 1.67, 1050이다.

532℃

422℃

434℃

544℃

[시간]

[℃/%]

최종 재열기 출구온도

최종 재열기 스 이 
제어밸  개도

최종 재열기 입구온도

그림 9 재열기 스 이 제어밸  계단응답시험

Fig. 9 Step response test of final reheater spray control 

valve

526℃

532℃

재열기 가스 퍼
과열기 가스 퍼

[℃/%]

[시간]

최종과열기 출구온도
최종재열기 출구온도

1차 재열기 출구온도

그림 10 재열기 가스 퍼 계단응답시험

Fig. 10 Step response test of reheater gas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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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변수 설정값은 시험&오차(Trial Error) 방법으로 조

정하여 최종 값을 설정하 다. 재열기 스 이와 가스 퍼

의 최종변수 설정값은 표 3과 같으며 각 변수 조정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한 조정과정에서 최종 과열기 출구온도 

설정값과 실제값과의 편차(2AS-FIT02A)를 피드포워드로 

사용하기 해 제어로직을 보완했다. 

표 3 재열기 스 이 제어밸  제어기 변수 최종 설정값

Table 3 Final parameter of reheater spray control valve  

controller

재열기 스 이 P Gain I Time

2차 PI 제어기 0.75 750

1차 PI 제어기 1 900

재열기 가스 퍼 P Gain I Time

PI 제어기 0.5 800

그림 11 재열기 스 이 제어밸  최종 제어로직  변수 

설정값

Fig. 11 Final control logic and parameter of reheater spray 

control valve

2.2.5 최종시험결과

발 기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변수를 조정한 최종 결과는 

그림 12, 13과 같으며 온도편차는 표 4와 같다. 한 온도 

범 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발 소를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도

](℃)]

[시

간]

최종 재열기 출구온도

최종 과열기 출구온도

[℃/MW]

시간

발 기 출력

그림 12 92→82MW 부하변동시 온도변화 

Fig. 12 Temperature change in load 92→82MW 

최종 재열기 

출구온도

최종 과열기 

출구온도

[℃/MW]

시간

발 기 

출력

그림 13 82→92MW 부하변동시 온도변화

Fig. 13 Temperature change in load 82→92MW 

발 기
출력변화
〔MW〕

주증기
온도편차℃〕

재열증기
온도편차℃〕 비 고

92 → 82
544(+3)

538(-3)

547(+6)

535(-6)
1MW/min

82 → 92
545(+4)

538(-3)

546(+5)

537(-4)
1MW/min

표 4 최종시험결과

Table 4 The result of fi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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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계획 방정비공사시 과열기 열면 을 일부 조정함에 따

라 과열기  재열기 스 이  가스 퍼에 한 제어로

직을 재설계하고 이를 용하기 한 시험으로 계단응답시

험과 제어기 변수 조정을 수행하 으며 발 기 출력  연

료 변동시 온도를 안정 으로 제어하게 되었다. 공 되는 

연료의 제약으로 조제어 운 모드로 운 하지 않고 터빈

에서 기압력제어(Initial Pressure Control) 모드로 운 을 

하여 조제어모드에 한 튜닝을 수행하지 못하 으나 최

종 조정 후 시험결과에서 보일러의 과열기  재열기 온도

가 표 4의 결과를 보여주어 표 5의 석탄화력발 소 인수성

능시험 운 범 를 잘 유지함으로써 설계한 로직으로 설비

를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표 5 석탄화력발 소 인수성능시험 운 범

Table 5 Acceptable operation range of performance test in 

coal-fired power plant

운 상태
주증기
온도변화
(℃)

재열증기
온도변화
(℃)

변화율 

Step Change

50%MGR 이상 
±10 ±10 

10  내에

10% 변화 

시험과 조정을 통해 제어변수를 최 화하고, 온도편차에 

의한 피드포워드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발 소를 좀 더 원활

하고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어성능의 

향상으로 발 소가 정상 상업운  에 있으며, 보일러 효율

향상  안정운 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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