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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 소의 과열기증기의 온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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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ontrol of Superheater Steam in Thermal Power Plant

신 휘 범*․이 순 †  

(Hwi-Beom Shin․Soonyoung Lee)

Abstract - The superheater in the thermal power plant makes the wet steam into the dry steam with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by using the boiler heat. The dry steam pressure rotates the turbine-generator system. The efficiency 

and life time of the boiler heavily depends on the steam temperature regulation. The steam temperature can be deviated 

from the reference by the MW demand of the power plant. It is therefore required that the PI(proportional-integral) 

controller should be robust against the disturbance such as the MW demand. In this paper, the PI controller with the 

integral state predictor is proposed and applied to regulate the steam temperature of the superheater, and it i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PI controller operated in the thermal power plant in view of contro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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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열기의 온도 제어 시스템

Fig. 1 Temperature control system of super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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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화력발 소의 보일러 시스템은 시변 비선형 특성을 지니

는 여러 장치들이 매우 하게 연 되어 동작하는 복잡한 

계통이다. 보일러의 역할은 발 기가 연결된 터빈을 회 시

키기 한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발생하는 것이다. 과열기

는 수분을 포함한 습증기를 입력으로 받아 수분을 증발시키

고 온도를 더 높여 과열기 증기로 만드는 장치이다. 과열 

증기의 온도제어는 일차로 보일러의 연료로 인가한 석탄의 

열량에 의해 수증기의 온도를 원하는 값 이상으로 상승시키

고, 다음으로 과열 감기에서 분사되는 낮은 온도의 수증기

의 양을 조 하여 증기 온도를 원하는 값으로 떨어뜨려 일

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과열기의 정격

온도 유지는 발 소 효율과 한 계가 있는데 설계치 

보다 높을 경우 효율은 증가되나 과열기, 터빈 재질의 열응

력 발생으로 보일러의 수명 단축과 손상이 원인이 된다. 

한 정격이하의 온도로 운  할 경우 효율 감소뿐만 아니라 

증기의 질 하로 인하여 터빈 회  날개의 침식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1,2]. 

과열기의 수증기 온도제어는 그림 1과 같이 cascade제어 

형태로 이루어진다. 내부에 과열 감기와 제어기가 있고, 외

부 루 에 과열기와 제어기가 있다. 최종 제어변수는 과열

기를 거친 수증기의 온도이다. 명령 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구하고 이를 PI(proportional integral: 비례 분)제어기를 통

과하여 과열기에 입력되는 수증기 온도에 한 명령을 과열

감기에 달한다. 과열기에 입력되는 수증기 온도는 측정

되어 명령 값과 비교하여 PI 제어기에 의해 과열 감기의 

스 이 흐름 양 는 스 이 제어밸 의 개도 CV를 발

생한다. 여기서 내부 제어루 를 과열 감기 제어루 라 하

고, 외부 제어루 를 과열기 제어루 라 부른다. 

일반 으로 내부 루 의 동특성이 외부 루 보다 빠르고, 

이  단의 과열기로부터 발생한 외란을 감시킨다. 외부 

루 는 과열 감기 이후에 발생한 외란을 감하는데 사용

한다. 과열기 출구온도의 경우 맥동의 허용치가 엄격하여 

계단 형태의 력 요구에 의한 외란에 해서도 출구 온도

가 잘 안변하는 PI제어기가 요구된다
[3,4]
. PI제어기의 분상

태의 정상상태 값을 측할 수 있으면 계단 명령이나 외란

에 해 거의 일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5]
. 따라서 오차가 

주어진 작은 오차 범  밖에 있는 경우 P제어로 동작하고 

동시에 분상태의 정상상태 값을 측한다. 오차가 오차 

범  내에 진입할 때 PI제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측한 

정상상태 값을 분기의 기 값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방

법으로 계단 명령이나 외란에 해 거의 일정한 응답을 갖

는 PI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상태 측기를 갖는 PI제어 알고리즘

을 과열기의 온도제어에 합하도록 설계하여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시한 태안화력발 소의 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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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열기 제어 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superheater 

그림 2  과열기 모델

Fig. 2  Superheater model

를 기반으로 Matlab을 통해 시뮬 이션하여 재 운용하고 

있는 PI제어기와 제안한 분상태 측기를 갖는 PI제어기

에 의한 과열기 온도제어의 성능을 비교한다.

2 . 과열기 선 형화 모 델 링

과열기(superheater)는 그림 2에서처럼 수증기가 보일러 

내에 설치된 을 통해 지나가 수증기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7]로부터 과열기 출구 온도의 동특

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와 는 과열기의 입구  출구 수증기의 온도

[°C]를 나타내고, 는 수증기의 비열 상수[kJ/kg·K]를 나타

낸다. 과 
은 과열기의 입구  출구 수증기의 질량 흐

름[kg/s]이고, 은 보일러에 인가되는 미분탄의 질량 흐름

[kg/s]이다. 과열기의 출구 온도 는 입구 온도 에 의해 

제어된다. 측정 가능한 변수는     이다. 

주요 변수에 해 의 식 (1)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3)

 
 


   (4)

이고  
는 외란으로 볼 수 있다. 외란의 주요 항은 

석탄의 질량흐름 이다. 출구온도 동특성은 비선형이므로 

다음과 같이 한 동작 에 해 미소 변동을 주어 선형화할 

수 있다.



   
   


   

(5)

이차항을 무시하면 한 동작 에서 선형 모델을 얻을 수 있

다.

 (6)

여기서

 ,  

 





 

(7)

이다.

3. 과열기 증기 온도제어

그림 3은 PI제어기가 용된 과열기제어 블록선도를 나타

낸다. 력요구(MWD)에 따라 PI 이득이 조정되고, 

feedforward 형태로 온도가 PI제어기 출력에 더해진다. 그 

후 재 과열기 입구온도와 스 이 밸  개도에 의해 결

정된 제어 입력 상한 값에 의해 제한된다. 한 밸  개도 

제한 값을 빼서 제어 입력의 하한 값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포화형의 상한  하한 과열기 입구온도 명령은 재 과열

기 입구온도의 형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과열기 출구 

온도가 명령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 과열기 PI제어기의 출력

은 상한 제한에 오랫동안 걸려 있을 수 있다. 최종단 과열

기의 증기온도를 기 치 내로 유지하는 것은 효율  수명

에 계되므로 기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그림 4(a)의 분상태 측

기를 갖는 PI제어기를 과열기에 용한다
[5]
. 출력 오차가 오

차 범  밖에 있으면 정상상태의 분상태를 측한다. 이 

경우 비례와 미분 제어는 기존과 같게 동작하지만 분기는 

정상상태 값으로 유지된다. 그 후 오차가 오차 범  안으로 

진입하면 측한 값을 분기의 기 값으로 인가한다. 이 

경우 일반 PI제어를 수행하여 정상상태 출력 오차를 제거한

다. feedforward항을 갖는 PI제어기는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는 feedforward 항을 나타내고,  , 는 비례  

분제어 이득을 각각 나타내고, 오차 는    이고, 

는 명령 는 기  값이다. 제어 입력 는 과열기 출구온도

로 다음의 제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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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a) 분상태 측기를 갖는 PI제어기, (b) 분상태 

측기

Fig. 4 (a) PI controller with integral state predictor, 

(b) integral state predictor

그림 5 260 MW에서 500 MW로 변한 경우 과열기 운  데

이터, (a) 력 명령 [MW], (b) 주증기  스 이 

압력[kgf/cm
2

], (c) 연료 질량흐름 [T/h], (d) 증기 질량 

흐름[T/h], (e) 입구  스 이 온도 [°C]

Fig. 5 Operating data of superheater during ramp-up of 

MW demand, (a) MWD [MW], (b) steam and spray 

pressure [kgf/cm
2

], (c) fuel flow [T/h], (d) steam flow 

[T/h], (e) inlet and spray temperature [°C]













   
   ≤≤
    

(9)

오차에 한 동특성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10)

따라서 그림 4(b)와 같이 분상태의 정상상태 값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측할 수 있다.


 

  (11)

식 (8)에서 분상태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12)

여기서 는 작은 값의 오차 범 를 나타내고, 는 분상

태를 기화하는 역통과필터의 역폭이다. 측기의 잡

음이나 갑작스런 분상태 변화를 방지하기 해 역통과

필터를 사용한다. 분상태 인가 시간은 다음에 의해 결정

된다.




 


(13)

제안한 분상태 측기를 갖는 PI제어기를 통해 출력 

력 변동 등 외란에 계없이 증기온도를 허용치 이내로 유

지할 수 있고, 변동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한

다. 

4. 과열기 PI  온도제어기 성능 비교

태안화력발 소의 운  데이터를 유도한 과열기 모델과 

연결하여 재 운 하고 있는 과열기의 PI제어기와 제안한 

분상태 측기를 갖는 PI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한다. 운  

데이터는 500 MW에서 260 MW로 출력이 계단 형태로 하

강한 경우와 260 MW에서 500 MW로 출력이 ramp 형태로 

상승한 경우를 선택하 다.

그림 5는 력 명령이 260 MW에서 500 MW로 ramp 형

태로 상승할 때 과열기의 주요 운  데이터를 나타내며, 데

이터는 1  간격으로 샘 되었다. MWD의 형과 유사하

게 주 증기 압력, 스 이 압력, 연료 질량흐름, 증기 질량

흐름 등이 변한다. 과열기 제어기의 최종 목표는 력 명령

이 변하여 주요 변수도 같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과열기 출

구온도를 원하는 기  값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력 명령

이 ramp형태로 변하여 과열기에 한 외란 한 ramp 형태

로 변하므로 외란에 의한 충격이 작아 PI제어기의 출력이 

오차 범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그림 6은 력 명령이 500 MW에서 260 MW로 계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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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00 MW에서 260 MW로 변한 경우 과열기 운  데이

터, (a) 력 명령 [MW], (b) 주 증기  스 이 압

력 [kgf/cm2], (c) 연료 질량흐름 [T/h], (d) 증기 질량흐

름 [T/h], (e) 입구  스 이 온도 [°C]

Fig. 6 Operating data of superheater during step-down of 

MW demand, (a) MWD [MW], (b) steam and spray 

pressure [kgf/cm2], (c) fuel flow [T/h], (d) steam flow 

[T/h], (e) inlet and spray temperature [°C]

그림 7 260 MW에서 500 MW로 변한 경우 PI제어기 응답, 

(a) 력 명령 [MW], (b) 출구온도 명령  출구온도

[°C], (c) 입력 증기온도 명령  명령 제한 [°C], (d) 

PI제어기의 분 상태

Fig. 7 Responses of superheater with PI controller during 

ramp-up of MW demand, (a) MWD [MW], (b) 

command and output temperatures [°C], (c) Input 

temperature command and saturation limit [°C], (d) 

integral state of PI control

그림 8 260 MW에서 500 MW로 변한 경우 제안한 PI제어기 

응답, (a) 력 명령 [MW], (b) 출구온도 명령  출구

온도 [°C], (c) 입력 증기온도 명령  명령 제한 [°C], 

(d) PI제어기의 분 상태

Fig. 8 Responses of superheater with proposed PI controller 

during ramp-up of MW demand, (a) MWD [MW], (b) 

command and output temperatures [°C], (c) Input 

temperature command and saturation limit [°C], (d) 

integral state of PI control

태로 변할 경우 과열 감기의 주요 운  데이터를 나타낸

다. 력 명령의 형과 유사하게 주 증기 입력, 스 이 

압력, 연료 질량흐름, 증기 질량흐름 등이 변한다. 력 명령

이 계단 형태로 변하여 과열 감기에 한 외란 한 계단 

형태로 변하므로 외란에 의한 충격이 커서 PI제어기의 출력

이 상한 값 는 하한 값의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기에는 수동모드에서 자동모드로 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드 환 과도상태가 존재한다. 약 3시 30분에 력 명령

이 계단으로 하강하여 이 기간 동안 과도상태가 존재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상상태로 볼 수 있다. 

명령 값이 변하여 발생하는 과도상태 구간에서 출구온도의 

첨두-첨두 오차와 정상상태  과도 상태를 포함한 온도 오

차의 실효치를 성능지수로 온도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한다.

그림 7과 그림 8은 력명령이 상승한 경우로 그림 5의 

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열기의 제어기를 재 운용 인 

PI제어기와 제안한 PI 제어기의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기 

과도구간은 수동모드에서 자동모드로 환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구간에서 과열기 PI제어기는 과열기 입구온도 

명령의 제한 값이 설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 구

간에서 과열기 PI제어기의 제어 입력이 그림 7(c)처럼 제한

에 걸린다. 따라서 분상태가 그림 7(d)처럼 기에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출구온도가 그림 7(b)처럼 기 30분 

동안 기 값으로 크게 벗어난다. 약 4시 20분부터 1시간 40

분 동안 력 요구가 상승하여 이 기간 동안 과도상태가 존

재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상상태로 볼 수 있다. 외란인 력

명령 변화는 ramp형태로 변하여 명령 변화에 의한 과도구

간에서 과열기의 PI제어기에 의한 제어 입력이 그림 7(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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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500 MW에서 260 MW로 변한 경우 PI제어기 응답, 

(a) 력 명령 [MW], (b) 출구온도 명령  출구온도

[°C], (c) 입력 증기온도 명령  명령 제한 [°C], (d) 

PI제어기의 분 상태

Fig. 9 Responses of superheater with PI controller during 

step-down of MW demand, (a) MWD [MW], (b) 

command and output temperatures [°C], (c) Input 

temperature command and saturation limit [°C], (d) 

integral state of PI control

그림 1 0 500 MW에서 260 MW로 변한 경우 제안한 PI제어기 

응답, (a) 력 명령 [MW], (b) 출구온도 명령  출

구온도 [°C], (c) 입력 증기온도 명령  명령 제한 

[°C], (d) PI제어기의 분 상태

Fig. 1 0 Responses of superheater with proposed PI 

controller during step-down of MW demand, (a) 

MWD [MW], (b) command and output temperatures 

[°C], (c) Input temperature command and saturation 

limit [°C], (d) integral state of PI control

같이 제한 값에 걸릴 가능성은 다. 따라서 ramp형태의 

력 명령 상승의 경우 PI제어기 응답은 선형 역에서 동작할 

확률이 높다. 출구온도 실효치 오차는 1.25 °C, 명령 변화 

과도상태에서 출구온도 첨두-첨두 오차는 10 °C이다.

그림 8은 제안한 분상태 측기를 갖는 PI제어기로 제

어한 경우의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PI 이득은 기존의 PI제

어기와 같게 설정하 고, 식 (21)에서 사용한 오차 범  

는 5 °C로 선정하 다. 그림 8(b)에서처럼 기 모드 환 구

간에서 증기온도가 기  값으로부터 오차 범 를 벗어나지

만 식 (21)에 의해 분상태를 히 제어한다. 따라서 그

림 7(d)와 8(d)를 비교해보면 모드 환에서 제안된 PI제어

기의 분상태가 히 조 되어 그림 9(b)에서처럼 2차 

오버슈트를 방지하여 기 값에 오차범  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력명령 변화가 ramp형태로 변하여 명령 변화에 의

한 과도구간에서 증기온도가 오차 범 를 벗어나지 않아 기

존 PI제어기의 응답과 같음을 그림 7과 그림 8로부터 알 수 

있다. 출구온도 실효치 오차는 0.76 °C, 명령 변화 과도상태

에서 출구온도 첨두-첨두 오차는 9.6 °C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력명령이 하강한 경우로 그림 6의 

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열기의 제어기를 재 운용 인 

PI제어기와 제안한 PI제어기의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9(c)에서 력명령이 계단으로 변화하는 시 에서 볼 수 있

듯이 PI제어기 출력이 약 2시간 30분 이상 동안 출구온도가 

기  값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고 있고 제어 입력 한 상한 

값으로 제한되다 6시쯤에 하한 값으로 제한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분상태가 그림 9(d)에서처럼 과도상태 기에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출구온도가 그림 9(b)처럼 오랜 

기간 동안 명령 값보다 출구온도가 큰 상태를 유지하여 

분상태가 정상 은 값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windup 상

이 발생한다. 출구온도 실효치 오차는 4.82 °C, 명령변화 과

도상태에서 출구온도 첨두-첨두 오차는 19 °C이다.

그림 10은 과열기를 제안한 PI제어기로 제어한 경우의 응

답 특성을 나타낸다. MWD 명령의 계단 변화에 따른 과도

구간에서 과열기의 PI제어기의 명령이 그림 10(c)에서처럼 

약 1시간 동안 제한에 걸리지만 분상태가 그림 10(d)에서

처럼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출구온도가 그림 

10(b)처럼 계단 충격에 해서 출력이 기  값으로부터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PI제어로 제어된 그림 90(b)와 비

교하면 오차 범 를 벗어나는 과도기간이 약 2시간 40분에

서 약 1시간으로 감소하 고, 온도 변동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출구온도 실효치 오차는 4.18 °C, 명령 변화 과도상태

에서 출구온도 첨두-첨두 오차는 9.8 °C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화력발 소 보일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과

열기의 온도제어 성능을 향상하기 하여 분기의 정상상

태 값을 측하는 측기를 갖는 PI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화력발 소의 실제 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시뮬 이션하여 재 운용하고 있는 PI제어기와 제안한 PI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 고, 제안한 PI제어기를 통해 제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다. 따라서 제어성능

의 향상으로 화력발 소 보일러 시스템의 효율  수명 연

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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