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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생산설비 유지보수

바이오연료 생산 품질관리

바이오연료 생산 품질관리

열·전기에너지 생산

열·전기에너지 생산

바이오에너지생산 환경관리

바이오에너지생산 환경관리

바이오에너지생산 안전관리
바이오에너지생산 인허가

바이오에너지생산 안전관리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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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열생산 설비 이용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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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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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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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기에너지 생산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바이오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열·전기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다.

선수학습
보일러 설비, 연소 설비, 설비 배치도, 설비 설치 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규칙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학습

1. 열생산 설비
이용하기

2. 발전설비
이용하기

학습 내용

NCS 능력단위 요소
코드번호

요소 명칭

수준

2305050408_14v1.1

열생산설비
이용하기

3

2-1. 발전설비의 구성 및
발전기 선정 방법

2305050408_14v1.2

터빈 발전설비
이용하기

3

2-2.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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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발전설비
이용하기

3

1-1. 연소 설비 및 보일러 설비
1-2. 설비 설치 시의 기술 기준

핵심 용어
연소 설비, 보일러 설비, 보일러 용량, 열수지, 보일러 효율, 공기비, 열설비 설치 기준, 폐열 회
수 장치, 터빈 발전설비, 엔진 발전설비, 디젤엔진, 가스엔진, 가스터빈, 스팀터빈, 열병합 발전,
열역학 법칙, 분산형 전원

1

학습 1
학습 2

열생산설비 이용하기
(LM2305050408_14v1.1)
발전설비 이용하기(LM2305050408_14v1.2,3)

1-1.

연소 설비 및 보일러 설비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비 및 연소설비의 개념을 설명

학습 목표

할 수 있다.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보일러 및 연소설비의 종류와 특성
1. 보일러 종류와 특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요기자재인 보일러는 강철재나 주철재로 만든 밀폐 용기에 물
또는 열매체를 넣어 연소 가능한 유류, 가스, 고체형태의 연료로 가열하여 온수나 증기를
생산하여 산업 설비를 가열하거나 발전 또는 난방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보일러는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 배기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일러는 형상이나,
재질, 용도 등에 의해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정한
보일러 설치기술규격에 따라 보일러 종류를 분류하기로 한다.
(1) 보일러의 구성
(가) 보일러 본체
물을 증발하는 드럼 또는 관군으로 구성
(나) 연소장치
연료를 연소하는 장치로써 버너, 공연비제어장치, 연료펌프, 송풍기, 배기계통, 연소
실 등으로 구성
(다) 부속 장치
보일러의 운전과 안전를 위한 장치로써 급수 또는 공기 예열기, 과열기, 재열기,
수트블로워(soot blower), 폐열 회수기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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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의 종류
보일러를 종류별, 형식별 및 사용매체별, 연료별로분류하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

보일러의 구조별 분류

재질별

형식별
원통

강철재
주철재

수관

기타

매체별

사용 연료별

직립형

증기

유류

연관식

온수

가스

노통 연관식

열매체

석탄

자연 순환식

목재

강제 순환식

폐열

관류

특수 연료

섹션
특수형

출처 : 보일러의 설치기술규격(KBI), 한국에너지공단

(가) 재질별 분류
1) 강철재 보일러
대부분의 보일러가 해당되며 주철제가 아닌 보일러를 말한다
2) 주철재 보일러
주철재 보일러는 보일러를 만드는 재료가 회주철 등 주철 재료로 만든 보일
러를 말하며 주로 난방용 저압 증기 보일러 또는 온수 보일러로 사용되고 있
다. 주철재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은 안전을 고려하여 증기의 경우 0.1MPa
(1kgf/㎠), 온수보일러는 수두압으로50m, 온수온도 393K (120℃)까지로 국한한다.
(나) 형식별 분류
1) 원통형보일러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통 보일러는 지름이 큰 동체를 본체로 버
너, 연소실, 노통, 연관, 안전밸브,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직립형보일러,
연관식보일러, 노통연관식 보일러가 주로 해당되는데 고압용이나 대용량으로
사용하기 에는곤란하다. 동체의 크기에 따라 전열 면적이 제한되므로 용량이
큰 것은 적합하지 않으나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설비비가 저렴하고 취
급이 용이하기 때문에널리 사용된다. 주로 압력 2MPa (20 kgf/㎠)이하, 증기
증발량 20 r/h이하로 사용되고 있다.
원통보일러는 수관식 보일러의 전열면적에 비하여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동 시작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압력의 증기 발생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지
만, 사용증기량의 변동, 즉 부하변동이 발생하여도 압력 변동은 적어 중소규
모의 증기 소비처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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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통형 보일러의 일종인 노통연관식보일러

2) 수관형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그림 1-2] 처럼 상·하부의 드럼과 많은 양의
수관(water tube)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관부에서 물의 증발이 이루어진다. 유
동 방식에 따라 자연순환식, 강제 순환식, 관류식의3가지가 있으며 대용량,
고압에 맞게 제작 가능하여 산업체나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한다. 연소실을
마음대로 크게 만들 수 있어 연소 상태가 좋고 여러 종류의 연료 및 연소방
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열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설비효율
이 높은데, 연관식 보일러와 달리 전열 면적당 보유 수량(水量)이 적으므로
기동에서 소요 증기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짧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부
하변동에 따라 압력이나 수위가 변동되기 쉬우므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급수 및 보일러수 처리 등의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며, 스케일 등으
로 수관이 막히게 되면 관이 과열되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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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관식 보일러

3) 기타형 보일러
앞에서 분류한 원통형보일러나 수관형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보일러를 기타
보일러로 구분하며, 여러개의 섹션으로 된 주철제 보일러, 사각형의 소형 온
수 보일러, 진공식 보일러, 대기 개방형 보일러 등이 있는데 대부분 소형, 저
압으로 제작하여 사용되며 아래 그림처럼 우드펠릿용 보일러, 관류식 보일러
등이 이에 속한다.

출처: 당해 제조업체 홍보브로슈어
[그림 1-3] 가정용 우드펠릿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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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류식보일러

2. 연소장치
(1) 사용 연료 성상별 연소장치
(가) 액체연료의 연소장치
바이오 디젤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는 연료의 비등점에 따라 분무식 버
너나 증발식 버너를 사용하는데 주로 분무식 버너를 사용한다. 분무식 버너는 공기
분무식, 유압 분무식, 증기 분무식, 회전식, 건타입 등의 버너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류버너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열 조건과 연소실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일러 용량에 맞는 버너 용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 부하 변동에 따라 유량 조절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방식에 적합한 버너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나) 기체연료의 연소장치
1) 확산 연소 방식
고로 가스를 연소시키는 버너형과 평로나 대형 가마에 적합한 포트형 버너가
있다.
2) 예열혼합방식
연소실 내의 압력을 정압으로 하는 고압 버너 송풍기를 이용하여 연소용 공
기를 가압하여 연소실 내로 보내는 송풍 버너 송풍기 없이 연소실 내의 압
력을 부압으로 하는 저압 버너 등이 있다
(다) 고체연료의 연소장치
국내에 가장 보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바이오 에너지생산설비는 주로 고체 연
료를 사용한 생산설비가 대부분이므로 연료의 감량화가 크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연소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다이옥신, 염소 화합물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여 환경문제, 에너지 효율 등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 그림처럼 연소방식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표 1-2]와 [표 1-3], [표1 -4]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1) 화격자 연소방식
- 고정 화격자(fixed grate) 연소장치
고정된 화격자 위에 연료를 투입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화격자 연소방
식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로 연소로 내에서 건조, 연소, 후연소의 3단계를
거치면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소규모 연소장치에 적합하고 유동식 수평 화
격자, 낙하식 화격자 등이 있다.
- 회전식 화격자(moving grate) 연소장치
화격자를 유동시켜 재(ash)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가능하며, 연소 중 공기유
7

통이쉬워 연소를 좋게 할 수 있다. 연소방식에 따라 수평형 화격자와 계단식
화격자(step moving grate), 궤도식 화격자traveling grate)로 구분하여 사용되
고 있다.

출처

출처

[그림 1-5] 회전식 화격자

출처

[그림 1-6] 유동상식 화격자

[그림 1-7] 열분해 가스화 기술

<표 1-2> 회전식화격자 연소방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 국내외 보급률이 가장 높고 기술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안정적인 연소 및 자동화 운전 등 운전
조작이 용이하다.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크다.

 기계적 구동 비용이 많아 유지 관리 비
용이 크다.
 기동 및 정지 시간이 1~2시간 소요된다.
 수분이 많거나 저 발열량 연료는 보조
연료가 필요하다.
 과잉 공기량이 많아 배출 가스가 많다.

2) 유동상식 연소방식
연소실 내부에 불활성 매체(모래)를 넣고 이 모래를 가열하여 600~800℃의 고
온으로 만든 후, 하부에서 연소 공기를 주입, 연소실 내의 압력이 연소공기의
풍압과 같아지면 유동사(모래)가 상호 움직임을 가지게 되어 유동화가 이루어
진다. 이렇게 유동화된 고온의 유동사와 연료가 유동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
게 된다.
- 유동상 연소 방식의 종류
연소 공기의 유속이 증가하면 연료의 유동 속도도 증가하여 두 종류의 유
동상이 나타나는데 유동이 기포 상태로 이루어 질 경우 기포상 유동층
(bubbling fluidized bed)이라 하고, 유속이 계속 증가하여 유동 매체가 공기
와 함께 연소실 밖으로 유출될 때 이 입자를 포집하여 연소실 내로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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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순환 유동층(circulating fluidized bed)이라고 한다.
<표 1-3> 유동상식 연소방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저발열량부터 고발열량 연료에 모두 적
용할 수 있다.
반응 시간이 빨라 연소 시간이 짧고 연
소효율이 높다.
배기량이 적어 대기오염 물질이 적다.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 고장이 적다.

- 유동상 연소이므로 분진 발생이 크다
연료 미립화를 위한 파쇄 설비가 필요하다.
급·배기팬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모래 보충이 필요하고, 운전 관리에 높
은 기술이 요구된다.

3) 열분해 가스화 용융 방식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기술이나 상용화가 미진한 상태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기술 보유는 물론, 화격자 방식보다 훨씬 많은 수주 실적을 가져
다 주어 기술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열분해로(爐)에서 가열, 연
소, 가스화를 통하여 가연성인 일산화탄소(CO), 수소(H₂)가스로 전환되고 나
머지 연소되지 않는 물질은 열분해로 하부에 있는 용융 시설을 통해 1,300℃
이상의 고온 상태에서 용융하여 슬래그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열분해 용융기
술로는킬른(kiln)형 가스화, 유동상식 가스화, 푸셔(Pusher)식 가스화, 플라즈마
가스화 용융, 수직형(shaft)형 용융방식이 있다
 열분해(pyrolysis)기술
고체 연료를 열분해 용융로에 넣어 무산소 상태에서 가열하여 용융료 내
부에서 유기물질을 물리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로써 흡열반응이 일어나
야 하므로 외부에서 열을 가해야만 한다. 가스화에 비해 타르(tar)등의 생
성이 많아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
 가스화(gasfication))기술
일반적으로 열분해의 한 형태로써 800~1300℃에서 저산소 상태의 고체 연
료와 수증기, 산소 또는 공기를 반응시켜 합성가스 또는 연료가스를 생성
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열분해에 비하여 합성가스 생성이 많고 낮은 탄화
수소연료가 생성되어 연료적인 가치는 높은 편이다. 가스화는 발열반응으
로 고체연료의 부분연소를 위해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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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열분해 용융방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 대형연료 이외는 전처리 불필요하다
소각 잔재물의 감용화율이 1% 내외이다
배가스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소각대상 폐기물 등 이용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

가열비용 등 운전 비용이 높다.
코크스, 석회석, 순산소 등 운전 중 부
자재 조달이 필요하다.
연소용 연소로가 별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2) 연소장치(버너) 선정
버너 선정은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표 1-5>에 설명한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표 1-5> 사용 연료별 버너 유형 및 적용 보일러

구분

사용 연료

버너 유형
스퍼드(spud)버너

기체
연료

LNG,LPG도시가
스, 공정 폐가스

ring타입 버너
다공 노즐 타입
고압 기류식(스팀 또는 에
어) 제트 버너

액체
연료

BC유, 등유,
경유

유압식(건타입) 버너
회전 분무식(로타리 버너)

적용 보일러
수관식, 노통 연관식, 열매체
보일러
LNG, 도시가스용 보일러.
유류와 혼소 가능
LPG 용 보일러.
유류와 혼소 가능
대용량 보일러(수관식, 노통
연관식, 열매체 보일러)
중, 소용량(소용형 보일러,
열매체보일러)
중, 소용량(수관식, 노통 연관
식, 열매체 보일러)

(3) 고체연료 연소장치 선정
연소방식에 따라 고정 화격자 연소와 기계 화격자(스토커) 연소가 있으며 연소방식별
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정 화격자 연소
연소는 화격자를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고정시키고 화상 위로 고체연료를 투탄하
여 연소를 시키는 방식이다. 연소공기의 공급 방식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지
만 대부분 상향식으로 화격자 하부에서 1차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를 진행시키며 2
차공기는 화격자 조금 위에서 고체연료를 공급하여 연소한다.
(나) 기계 화격자 연소
자동 연속 연소장치로 스토커를 사용한다. 연료와 공기의 접촉 면적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공기의 공급은 1차, 2차 공기 모두 노 하부로 공급하는데 1차 공기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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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그리고 2차 공기는 노안에서 공급한다.
스토커가 사용되는 연소장치의 종류는 회전날개를 이용하여 화상위로 연료를 뿌려서
공급하는 방식을 산포식 스토커라 한다. 전자동식 대규모 연소시설에 사용되는 스토커
로서 노전면의 호퍼로 공급되는 연료을 체인화격자가 회전하면서 화상위로 받아 착화,
산화, 회(ash) 단계로 변화하면서 연소하는 장치를 체인 화격자 스토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점결성이 강한 연료에는 적합하지 않고 연료의 용융점도 높은 것이라야 한다.
3. 부속 장치
(1) 연소장치
(가) 공기 예열기
보일러로 공급되는 연소용 공기를 연소 배기가스의 남는 열로 예열하여 보일러에
공급하므로써 설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공기 예열기의 종류로는 전열식 공기예
열기, 작동 유체가 물인 히트 파이프식 공기 예열기, 재생식 공기예열기가 있는데,
전열열교환기 형식은관형공기 예열기와 판형 공기 예열기가 있다.
(나) 급수 예열기
연소가스의 남은 열로 보일러로 공급하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로서 에코노마이저
(economizer)라고도 통상 칭한다. 급수예열기는 보일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찬
물을 보일러 드럼 및배관부에 바로 넣을 때 발생되는 열응력 영향도 제거할 수 있
어 보일러 효율향상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방식에 따라 각
해당보일러의 연도에 바로 설치하는 부속식 급수예열기와 여러 개의 보일러에 공
통으로 설치하여 배기가스를 집중적으로 가열하는 집중식이 있다. 다만 BC유 연소
시에는 황산화물에 의한 저온 부식이 우려되므로 급수예열기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는 160℃이상, 급수예열기 입구 온도는 7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다) 과열기(super heater)
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과열증기의 온도를 제어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기흐름
방량으로 일정량의 물을 분사시켜 과열을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과열기관 및 증기
출입구의 헤더로 구성된다. 과열기는 스프레이타입, 스팀 오토마이징 타입, 벤츄리
타입, 스팀컨디셔닝밸브타입 등이 있으며 성능과 운전비용면에서 벤츄리타입이 일
반 공장에 대부분 적용 가능하여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라) 재열기(reboiler)
리보일러(reboiler)라고도 하며 증기터빈 설비의 고압력부를 나와 포화 온도에 가까
운 상태까지 팽창한 증기를 빼고 다시 적절한 온도까지 재가열하는 방법으로 증기
터빈의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터빈날개의 침식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다. 재열기는 연소 배기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배기가스 재열기와 고온증기로 가열
하는 증기 재열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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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트블로워(soot blower)
수트블로워는 보일러의 전면부의 외측에 부착하는 그을음이나 재를 불어내는 장치
로증기 분사식과 공기 분사식이 있다.
(바) 응축수 중화 처리장치
보일러에 응축형 폐열 회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응축수 중화처리장
치를 설치하여 응축수를 중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장치를 거쳐서
방출되는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 탈기기(deaerater)
급수 탱크에서 급수되는 물에는 용존산소가 남아있어 보일러수 가열 시 부식을 일
으킬 수 있다. 이때의 용존산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부식성이 5~10배가 강하여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어 물의 온도를 비등범으로 만들어 수중의 용존산소를 제거하여 급
수를 하게 되는데 탈기방법으로 진공 탈기와 가열 탈기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작동 유체의 성상별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
1. 성상별 바이오에너지 생산상황 및 적용 용도
(1) 액체연료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오 매스 자원의 활용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실용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기술들은
기초 또는 응용 연구 단계에 있다. 이 중 상용 보급화가 이루어진 액체바이오 연료의
에너지 변환 과정은[그림 1-8]에 나타난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림 1-8] 액체바이오에너지의 변환과정

(가) 바이오 디젤
바이오디젤이란 동·식물성 유지(대두유, 유채유, 폐식용유, 우지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성분
비를 기준으로 할때 BD100 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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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디젤 생성 반응 메카니즘
바이오디젤 생성반응 메카니즘은 [그림 1-9]와 같다.

출처: 바이오디젤사용실태와 현황(2010), 비엔디에너지
[그림 1-9] 바이오디젤 생성반응 메카니즘

(다)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업체등록기준으로 10여개 회사가 있
다. 각 업체마다 약간의 공정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중 M사의 제조공정을 간략히
[그림 1-10]에 소개한다.

[그림 1-10] 바이오디젤 제조공정

(라) 바이오디젤 연료유
동·식물성유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한
연 료로 경유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BD 20: 경유 80% + BD 원액 20% 혼합
BD5: 경유 95% + BD 원액 5% 혼합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경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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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합하여 차량 연료로 사용하면 완전 연소가 가능하며 매연과 미세분진 등의 공
해 물질 의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 오
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를 2002년부터 수도권과 전북 등에
서 시범보급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정유사가 생산 경유에 5% 이하
소량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주유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로와
바이오디젤 업체가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하여 자가사용하는 대형 운수업
체에 공급하는 경로 등으로 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마) 바이오 알코올
미국 , 브라질 등은 사탕수수, 옥수수, 볏집 등과 같은 농,임산물의 생산이 많아 원
료 조달이 용이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 자동차 연료유등에 활용함으로써 매년
생산량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탄올 생산은 주로 주정공장
에서주류용이나 식품, 화장품, 의약품등의 기초 원료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
다. 국내 생산 바이오 에탄올은 함수 에탄올로써 감자, 보리, 옥수수 등의전분질 원
료를직접 발효시켜 제조하는 발효 주정과 해외에서 생산된 조주정(crude alcohol)을
수입하여 국내 품질기준에 맞추어 재정제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에
탄올은 각종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민보건과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
조 과정과 유통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11]에는 수년 전부
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평택 소재 B사의 공장 전경과 공정 설비이다.

출처 : 바이오에너지기초교육자료(2010), 한국에너지공단
[그림 1-11] 국내 B사의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전경 및 공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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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연료 바이오에너지 생산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음식 쓰레기, 축산 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은 에너
지 생산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은 산소가 없는 혐기 조건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에너지화 설비의 높은 투자비와 시설 설치에 대한 복잡한 인허
가절차 등의 문제로 실제 유기성 폐기물의 보급이 부진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
지바이오가스화 기술은 아직 상용화 보급 중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
물의 미생물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유기물로부터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생물학적메탄생
산 기술은 1980년대 초부터 농가대상의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중요성이 인식되
어 점점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
가축분뇨는 그 발생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에너지화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고체
형태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고형연료화와 메탄발효(건식)에 적합하고, 액상으로 발
생하는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메탄 발효(습식)와 수소 발효가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현재 상용화 보급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은 주로 메탄발효에
의존하므로 이 기술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양돈분뇨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육구조상액상의 슬러리가 발생하므로 생물학적 변환기
술인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연료를 사용한다.
주로 농촌 지역 축산 농가가 밀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보일러 등 연소설비를 설
치하여 난방용이나 화훼 단지 온실용으로 사용하거나,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은 발
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하거나 열사용을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 소화 4단계 프로세스
- 1단계는 입자상의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고
분자 유기물이 가수분해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같은 단
위 화합물로 분해되는 가수분해단계이다
- 2단계는 단위 화합물이 미생물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초산, 유기산류 등의 각
종 휘발성 지방산, 알콜류, 유기산류로 분해되는 산 생성 단계이다.
- 3단계는 산 생성 단계의 생성물을 메탄 생성균이 이용하기 쉬운 초산과 CO2,
H2로 변환시키는 초산 생산 단계이다.
- 4단계는 초산 생성 단계의 산물을 이용하여 CH4를 생산하는 메탄생성 단계로
구분 된다.
2) 혐기성 소화 공정
혐기 소화조 내 혐기 미생물의 최적 활성 온도에 따라 저온(20℃ 부근), 중온
(35∼40℃), 고온(55∼60℃ 소화 공정으로 구분한다. 원료의 유기물 농도에 따라
습식(Wet, TS 0∼10%)라 습식(Wet, TS 0∼10%) 건식(Dry, TS 10∼20%), 고상
(Solid, TS 25% 이상)혐기 소화 공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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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 가스의 조성
유기물의 종류, 혐기성 미생물의 활성, 생물화학적 혐기 반응 조건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5∼70%의 메탄(CH4), 30∼40%의 이산화탄소(CO2), 수소
(H2), 황화수소(H2S), 암모니아(NH3), 수분(H2O), 각종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으로 구성된다.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도시가스(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메탄가스는 1Nm3당8,560kcal의 저위발열량(LHV; lower heating
value)을 가지고 있으며, 약 65%의 메탄을 포함하는 바이오가스는 1 Nm3 당 약
5,550kcal의 저위 발열량을 가진다.
4) 바이오가스 플랜트
고농도의 유기물을 포함하는 각종 폐기물계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이용하며
이들 원료를 저장 분쇄 가용화하는 전처리 공정 유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 공정 바이오가스를 열 또는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 공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3) 고체연료 바이오 에너지 생산
(가) 목질계 바이오 매스
목질계 바이오매스란태양에너지를 이용한광합성 과정을 통하여 생성되는 모든 식
물군을 총칭하는 것으로 산림부산물(나무줄기, 뿌리 등), 농업부산물(볏짚, 옥수수
대),폐목재 등을 포함하여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정의한다. 목질계 바이오 매스인 천
연임목을 목재 칩 또는 목제 펠릿으로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신재생에너
지이용, 개발 촉진법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분류되어 발전 시 정부구매전력 단
가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1.5배를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쓰고 있다. 사무실
이나 상업 시설의 난방용 또는 농가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발전사별로 대규모 전력
생산설비 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전력
량을 맞추는 데 사용되고 있다. 통상산업자원부에서는 목재 펠릿 보일러의 성능․구
조 및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 목질계 바이오매스 유형

출처 : 바이오에너지설비사업 제안자료(2014), (주)케이젠
[그림 1-12] 목재연료(목재칩, 목재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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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중소형 우드칩연료보일러 설치현장

[그림 1-14] 고체연료 혼소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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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열생산 설비 이해하기
재료·자료

바이오에너지생산설비 및 연소장치 종류

바이오에너지생산설비 계통

기기(장비 ･ 공구)

컴퓨터, 프린트

안전 ･ 유의 사항

사전에 열생산설비의 시스템, 연소장치 , 보일러 종류 등 단위 요소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일정 규모이상의 보일러 등의 열설비를 설치, 가동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검사(제조검사, 설치검사, 계속사용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유자
격자가 조작하여야 한다.

수행 순서
 연료 형태별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를 파악한다.
1. 바이오 연료의 형태별 사용 바이오매스
사용 바이오 매스별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 및제조기술은 <표 1-6>과 같다.
<표 1-6>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용도별 분류

사용 바이오 매스

제조 기술

- 당·전분계(사탕수수, 옥수수 등)

전처리 기술,

바이오 디젤
바이오 부탄올
목질바이오 오일
바이오 가스

- 섬유소계(볏집, 나무, 폐지 등)
유체, 대두, 팜유등 유지계식물
당·전분계(사탕수수,옥수수 등)
섬유소계
섬유소계,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수소

바이오매스 전체

에탄올전환/정제
전처리 기술, 전환 기술
전환 기술, 정제 기술
열분해 제조 및 개질
가스화 기술, 반응 기술
열화학 전환 기술,생물

목재 칩, 펠릿

섬유소계

연료의 형태
바이오 에탄올
액체

기체

고체

공정기술
원료 생상, 수집, 운반,
제조기술

출처 : 조사연구보고서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2007.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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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의 종류를 파악하여 용도에 맞는 연료를 선정한다.
1. 고체연료의 종류
(1) 우드 칩(wood chip) 또는 땔나무 연료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폐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
으발생한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천연 임목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목재로 WCF가 제정되기 전까지 우드칩 연
료라고 통용되었다.
(2) WCF(wood chip Fuel)
폐목재를 이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고형연료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연료이다.
(3) 우드펠릿(wood pellet)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천연임목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고압에서 성형하여 제작
한 목재 연료를 말한다.
(4) RPF(refuse plastic fuel)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
여 고형연료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연료이다.
(5) RDF(refuse derived fuel)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고형연료제품으로 인
증을 받은 연료이다.
2. 고체연료 사용 전략
고체연료별 특성에 따라 연료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표1-7>에 정리하였다.
<표 1-7>바이오에너지산업의 용도별 분류

특
성

전
략

-

우드 칩(땔나무)은 단위 무게당 경제성은 가장 우수하나 지역적, 시간적 편차가 큼
WCF는 발열량이 높고 원료가 인근 도시지역에서 연간 일정량 발생
RPF는 발열량이 높고 경제적이나 대기오염 발생으로 보조연료로 적합
RDF 생산시설은 RDF 활용시설과 함께 건설되므로 확보하기가 어려움
우드펠릿은 가격은 고가이나 환경 측면에서 양호

- 경제성, 수급 안정성에서 우수한 WCF를 주연료로 검토
- 땔나무는 환경적으로는 우수하나 발열량이 낮아 50% 이내에서 활용
- RPF는 온실가스 문제로 50% 이내로 제한(UNFCCC)되어 보조 연료로 사용

출처 :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 (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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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연료 바이오에너지의 종류별 생산방법과 용도를 파악한다.
4. 기체연료 바이오에너지의 종류별 생산방법과 용도를 파악한다.

 보일러 설비 및 연소설비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1. 보일러 설비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한다.
2. 보일러 연소를 위한 연소설비의 종류와 연소방식과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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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습 목표

설비 설치 시의 기술 기준
•
•
•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의 종류와 열량에 따른 열생산설비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열생산설비 효율을 분석할 수 있다.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열생산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열생산 설비(보일러) 설치 시의 기술 기준
1. 바이오 에너지 생산 설비인 보일러와 연관 기기는 대부분이 압력을 받는 기기이기 때
문에 설비 설치 시에는 법규에서 정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아래 규정에서 정한 설
치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설비 설치 시 관련되는 규정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나) 보일러, 압력용기설비설치기준(산업자원부 고시)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라)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관리규정
(마) 에너지관리기준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용기 완성검사기준
(사) 전기사업법, 동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2) 설비설치시에 관련되는 세부규정 내용은 “학습 10-5 검사승인 취득하기”에서 설
명된 것을 참조

 설비 용량 산정
1. 바이오연료 사용량 산정 방법을 파악해서 연료 채택 시 저장 창고, 연소로 규격, 증기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증기 1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다음식과 같이 계산하여 보
일러용량, 연료 저장실 규모 등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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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1톤당 바이오연료 사용량[kg] =

1000 x (Hs-Hw) + Blowdown수량 x (HBD-Hw)
보일러 효율 × 연료 발열량

- Hs(증기엔탈피)
- Hw(급수엔탈피)
- HBD(Blowdown물[水] 엔탈피)
- 보일러 효율

 열생산 설비의 열수지
공급된 열량과 소비된 열량 사이에 입열과 출열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열수지(heat
balance) 또는 열정산이라고 하며 생산된 열의 행방을 파악하고, 열설비의 성능을 파악하
여 작업 방법을 개선하거나 최적 운전 조건을 찾아 에너지 절감 방안을 도출하며, 열설비
를 개조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열정산 범위나 열정산 방식은KS B6205 산정 방식을
따른다.
1. 열정산 기준
(1) 시험 부하
열정산은 보일러의 실용적, 또는 정상 조업 상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시간 이상의
운전결과에 따른다. 시험 부하는 원칙적으로 정격 부하 이상으로 한다.
(2) 운전상태의 설정
열정산 시험시에는 미리 보일러 각부를 점검하고 연료, 증기 또는 물의 누설이 없는가
를 확인한다. 시험중에는 블로우다운, 그을음, 불어내기 등 강제 통풍을 하지 않고, 안
전밸브는 열지 않는 운전 상태를 설정한다. 만약 안전밸브가 열릴 때는 시험을 다시
한다.
(3) 시험용 보일러
시험은 시험용 보일러가 다른 보일러와 무관한 상태에서 시행한다.
(4) 단위
사용 시의 연료 단위량, 즉 고체 및 액체연료의 경우는 1[kg], 기체연료의 경우는 0℃,
1기압으로 환산한 1[N㎥]에서 실시한다.
(5) 발열량
사용시의 고위 발열량(총발열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느
기준발열량을 적용하였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6) 기준 온도
시험 시의 외기 온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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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일러의 범위
과열기, 재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를 갖는 보일러일 경우에는 그 보일러에 포함시킨
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표준 범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공기
수증기를 포함하고, 1[N㎥/kg] 또는 [N㎥] 연료로 표시한다.
(9) 보일러 효율의 산정방식
다음의  설비 효율 산정 방법에 따른다.

 설비 효율 산정
산업용 보일러 등은 운전시간이 연간 1,500시간 이상 길어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보일러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게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보일러 효율 산
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열정산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1. 열정산 조건
(1) 보일러 운전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산정을 위한 표준범위를 정한
다. 효율측정 표준범위: 과열기, 재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는 포함하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2) 공기량 산정은 습공기량으로 하고 송풍기 또는 예열기 출구 유량계로 측정한다.
(3) 배기 가스량 선정은 습배기 가스량으로 하고 최종 가열기 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 또는 고위 발열량으로 한다.
(5) 외기 온도는 보일러실 외기 주 흡입구의 온도를 기 준온도로 한다.
(6) 안전밸브가 동작 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고블로우 다운이나수트 블로잉은 하지 않
는다.
2. 보일러 효율은 입출열법 또는 열 손실법에 의하여 구한다.
(1) 입출열법에 의한 보일러 효율 산정
보일러효율 =유효출열 / 입열합계 × 100%
= 발생증기 흡수열(Q𝑠) / 입열(H𝑙+ Q)×100%
(2) 열 손실법에 의한 보일러 효율 산정
보일러효율 = 1-(열손실합계 / 입열합계)
다만, 과열기나 재열기가 보일러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열량도 포함하여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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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생산 설비 운영
열 생산 설비인 보일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안전성 및 운전성능 확보와 함께 에
너지 절약 운전이 병행되어야만 경제성과 안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 메
뉴얼, 안전 운전 수칙 등에는 보일러에 관한KS표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일러사용 기술규
격(KBO),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계속사용검사기준 등의 규정을 통하여 보일러 운전 관리,
보일러 취급 관리, 수질 관리, 부식 및 방식, 보일러의 손상과 사고, 가동 휴지 시의 보일
러 보존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비의 형
태나 연료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상황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므로 세부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수행 내용 / 검사신청 준비하기
재료·자료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검사수행관련법, 검사기준
기기(장비 ･ 공구)

컴퓨터
안전 ･ 유의 사항

사전에 검사 대상 설비의 종류 및 내용을 파악하여 지식을 갖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및 검사기준 등의 검사신청에 대한 지식
을 갖춘다.

검사 수행 대상 기관을 파악하여 검사 신청서를 준비하고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의 부합여부
를 미리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은 미리 수정한다.
수행 순서
 열설비의 종류를 파악하고 설비를 설치할 때의 검사 내용 및 기준을 파악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및 검사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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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신청서 양식 및 작성 내용을 확인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 및 가스설비 기술기준을 파악하여 검사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을 확인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설치할 때의 검사내용, 검사기준 등을 파악한다.
1. 설치검사 수검에 대비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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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바이오 연료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한 보일러 형식 및 연소장치의 종류별 특성을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 바이오에너지 생산 설비인 보일러에 대한용량 및 성능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보일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폐열 이용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설비종류를 파악하도록 지시한다.
• 보일러설치 안전에 관한관련법의 준수 사항을 법규를 설명하고 법규를 지켜야 할 사항을 학습지
에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보일러 연소설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의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현장의 자료를 예로 들어 제시한다.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바이오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하여 설비 배치도를 보고 설비의 종류와 명칭
을 파악하여, 각 설비에 대한 주요 기능을 이해한다.
• 바이오에너지생산 설비 중 검사를 받아야 할 설비를 찾아내고, 이 설비의 검사 기관이 어디인지를
학습자가 제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취합한다.
• 전체 설비 중에서 설비 설치 후 검사 기관별로 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사신
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구비서류, 검사 내용 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설비에 대한 명칭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설명해 보도록 한다.
• 바이오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열요율을 산정하도록 학습자에게 관련 그림과 계산식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를 숙지하도록 지도하고 열생산 설비를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상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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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 바이오 에너지 생산 설비의 각 명칭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 바이오 연료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한 보일러 형식 및 연소장치의 종류별 특성을 그림 자료를
사용하여 이해한다.
• 대기환경관리 관련법의 준수 사항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고 모둠학습을 통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학습지에 작성한다.
• 보일러 연소설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 방법에 대하여 듣는다.
• 에너지 및 고압가스 관련법에 따른 보일러, 압력용기의 설치 및 안전운전기준을 검토하고 검사대
상설비의 종류 및 검사받을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대기 관련 민원 발생 시 예방대책 수립방법과 해결법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하고 정확한 방법과
절차를 교사에게 듣는다.
•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열생산설비 효율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교수자의 시연에 따라
실시하고 모둠별로 제시된 과제에 따라 효율계산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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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연소 설비 및
보일러 설비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
비및 연소 설비의 개념을 설명 할 수 있다.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
(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설비 설치 시의
기술 기준

- 바이오연료의 종류와 열량에 따른 열생산 설비의 용
량을 계산할 수 있다.
-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열생산설비 효율을 분석
할 수 있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열생산설비
를 운영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 시험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연소 설비 및
보일러 설비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비
및 연소설비의 개념을 설명

설비 설치 시의
기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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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
(mass & heat balance)를 작성
- 바이오연료의 종류와 열량에 따른 열생산설비의 용
량을 계산

성취수준
상

중

하

•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연소 설비 및
보일러 설비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설비 설치 시의
기술 기준

성취수준
상

중

하

-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열생산설비 효율을 분석
할 수 있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열생산설비
를 운영할 수 있다.

• 구두발표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연소 설비 및
보일러 설비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보일러 설비
및 연소설비의 개념을 설명 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중

하

- 바이오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
(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설비 설치 시의
기술 기준

- 바이오연료의 종류와 열량에 따른 열생산설비의 용
량을 계산할 수 있다.
-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열생산 설비 효율을 분석
할 수 있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열생산 설비
를 운영할 수 있다.

피 드 백
1. 서술형 시험
- 보일러 설비의 개념과 물질수지 용량 계산 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자가 부족
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학업성취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평가자 체크리스트
- 보일러 설비의 계통과 기기 선정 열생산설비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에 관하여 평가자의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족한
부분은 재교육을 통하여 지도한다.
3. 구두 발표
- 보일러 설비, 설비설치의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제별로 학습자가 발표하
도록 지시하고 발표 내용 중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은 발표 후 추
가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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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열생산설비 이용하기(LM2305050408_14v1.1)

학습 2

2-1.

학습 목표

발전설비 이용하기
(LM2305050408_14v1.2,3)

발전설비의 구성 및 발전기 선정 방법
바이오 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 종류와 열량에 따라 터빈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가능량을 검토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와 엔진 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와 엔진 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와 엔진 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 엔진발전설비의 사용 에너지 열량에 따른 엔진 발전기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할 수 있다.
•
•
•
•
•
•
•

필요 지식 /
 열역학 법칙(thermodynamics law)
열역학은 에너지에 대한 학문이고 발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역학 제1, 2, 3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열역학에서 사용되는 단위 및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 일(에너지, 열)의 단위
(1) J, cal, Btu(British Thermal Unit), kWh
cal: 1g의 물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1cal= 4.186J)
(2) 물질의 온도 상승과 출입한 열량과의 관계식
Q = mc△t = 1kg(질량) x 4.186kJ/kg℃(물의 비열) x 1℃ = 4.186kJ
(3) 1KWh= 1,000J/s x 3,600sec(1W = 1J/s)
= 1,000 x 3,600J(1J = 0.23885cal)
= 1,000 x 3,600 x 0.23885 = 859,860cal = 859.86kcal ≒ 860kcal
∴ 1kWh = 86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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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력 단위
동력의 기본단위: watt(미국 : Btu/h, 우리나라, 일본 : kcal/h)
1kW = 860kcal/h
3. 압력단위
(1) 압력 : 작동유체가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
(2) 절대압력(absolute pressure) = 게이지압력(gage pressure) + 대기압
P abs = P gage + P atm

- 표준 대기압 : 해면 상에서의 압력(atm)
1atm = 760mmHg = 1.0332kg/㎠ = 1.0135bar
- 물리학적 기압(공학기압) : 1at = 1㎠의 면적에 1kg의 힘이 작용
1at = 1kg/㎠ = 735mmHg = 980.665mbar
(예) 0.3ata(0.3 kg/㎠. abs) = - 0.7332kg/㎠.g(= 0.3 - 1.0332)진공
(3) 압력단위 환산표
<표 2-1> 압력단위 환산표

환산 →

psi

kg/㎠

bar

atm

kPa

mmHg

m Water

psi

1

0.070307

0.06895

0.068046

6.89476

51.7149

0.70307

kg/㎠

14.2233

1

0.980665

0.967841

98.0665

735.559

10

bar

14.5038

1.01972

1

0.986923

100

750.062

10.1972

atm

14.6959

1.03323

1.01325

1

1.01E+05

760

10.3323

kPa

0.145038

0.010197

0.01

9.87E-03

1

7.501

0.10197

mmHg

0.019337

1.36E-03

1.33E-03

1.32E-03

0.133322

1

1.36E-02

m Water

1.42233

0.1

0.098067

0.096784

9.80665

73.55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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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의 지수
<표 2-2> 단위 지수

지수

10-12

10-9

10-6

10-3

103

106

109

접두사

pico

nano

micro

mili

kilo

mega

giga

기호

p

n

μ

m

k

M

G

5. 현열(sensible heat)과 잠열(latent heat)
(1) 현열
어떤 물체를 가열할 때 상태의 변화가 없이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소요된 열량,
즉 물체에 열을 가하였을 때 온도차를 발생시키는 열(온도계로 볼 수 있음)을 말한다.
Q (열량, kcal) = m (질량, kg) x C (비열, kcal/kg ℃) x △t (온도차)
물의 비열 : 1 kcal/kg ℃, 4.186 kJ/kg ℃(J/g ℃)
(2) 잠열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체의 상이 변화하는데, 이와
같이 물체의 상변화에 관여한 열을 잠열이라고 하고, 온도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융해열, 응고열, 증발열 등)
Q (열량, kcal) = m (질량, kg) x i (엔탈피, kcal/kg)
- 물의 증발잠열 : 539kcal/kg
(100℃에서 물 1kg을 완전히 기화시키려면 539kcal의 열량을 가해 주어야 함)
- 액체의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이며 물은 0.001㎥/kg 이고 증기는 1.6㎥/kg
(100℃의 물과 100℃의 증기가 똑같은 질량이었다면 체적의 비는 약 1600배)
6. 엔탈피(enthalpy) 및 엔트로피(entropy)
(1) 엔탈피(enthalpy)
어떤 물질이(상태가) 주어진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뜻한다.
내부에너지와 계가 부피를 차지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합이다.
H (계의 엔탈피) = U (계의 내부에너지) + PV (계의 압력 및 부피)
(2) 엔트로피(enthropy)
열역학적 계의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상태 함수이다.
dS = δQ/T
7. 건도(dryness)
(1) 증기의 품질은 건도 비율에 의해 결정 된다.
X=0 포화수, 0<X<1 습증기, X=1 건포화증기(포화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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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건도 (Dryness)

(2) 건도는 포화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증기의 비율이다.
즉, 건도 x 는 전체질량(mf + mg)으로 증기부분의 질량(mg) 을 나눈 값
x = m vap / m total = mg / (mf + mg)
vm = vf + x vfg = (1-x) vf + x vg
hm = hf + x hfg = (1-x) hf + x hg
8. 압력-엔탈피 선도(P-h diagram), 모리엘 선도(Mollier diagram)
(1) 종축은 등압선으로 압력을 나타내며 횡축은 등엔탈피선으로 엔탈피변화량을 나타내
는 선도이다.
(2) 등압선에 표시된 압력은 절대압력을 표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 법칙(law), 이론(theory), 원리(principal)
(1) 법칙(law)
자연에 대해 상상하고 추론하고 추리하고 실험해서 알아낸 사실 중 적어도 수학적
및 물리학적 기반 하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뉴턴의 운동 법칙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 열역학 법칙
(2) 이론(theory)
어떠한 가정을 두고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조이다.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이론)
(가정) 모든 관성계는 동등 및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어느 관성계 에서나 일정
(3) 원리(principle)
원리는 법칙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럴 수밖에 없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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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역학 제 0, 1, 2, 3 법칙
(1) 열역학 법칙은 에너지에 관한 법칙, 열역학적 과정에서 열과 일에 관한 법칙이다.
(2) 열역학 제0법칙
만약 두 개의 계가 다른 세 번째 계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이 두 개의 계는
반드시 서로에 대해 열적 평형상태이어야 한다.
A ∼ B ∧ B ∼ C-->A ∼ C
- 열적 평행상태 : 물체 간에 열량교환이 없는 상태
(3) 열역학 제1법칙 : 에너지 보존법칙(enthalpy)
고립된 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양적인 측면에서 불변)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는 없다.
H (계의 엔탈피) = U (계의 내부에너지) + PV (계의 압력 및 부피)
열역학적 의미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공급된 열(Q)에 일(W)을 빼준 값과 동일
하다는 의미이다.
dU = δQ - δW
(4) 열역학 제2법칙 : 에너지 전환법칙(entropy)
에너지의 저하 즉,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쇠퇴한다.
일반적으로 현상이 비가역 과정인 자연적 과정을 따르게 될 때에는 엔트로피는 증가
하고 자연적 과정에 역행할 때에는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
-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 엑서지(에너지의 품질) : 열역학 제 2법칙이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에너지
가 모두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 즉 에너지의 품질이 있다는 뜻이다.
(5) 열역학 제3법칙
온도가 0으로 접근하면, 계의 엔트로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T --> 0, S --> C(절대영도에서 계의 엔트로피는 0이 된다.)
11. 엑서지(exergy) : 에너지의 유용성
(1) 모든 에너지는 동등한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 에너지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모든 에너지는 동등한가? (에너지 : 일할 수 있는 잠재력)
일에너지는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에너지를 모두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열역학 제2법칙) 즉, 모든 열에너지가 동등한 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엑서지는 이러한 에너지 개념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에너지를 적
절하게 활용하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 실제 자연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비가역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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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를 단순 열량으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량과 그 에너지의 유용성을 나
타내는 절대온도를 조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 엑서지 = 열량 x (1 – 주변절대온도/매체절대온도)
- 기준 온도로 절대 0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매
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이기 때문이다.
(4) 엑서지를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면, 일을 창출할 수 있는 물질의 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열역학적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 엑서지 = 물리적E + 운동E + 위치E + 화학E
-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모두 포함한다.
(5) 열에너지의 품질
같은 양의 열에너지가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효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일
을 할 수 있다. 즉 보다 더 유용한 열에너지이다.
- 열에너지는 열역학 제1법칙에서 계산되는 양 뿐만 아니라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여
에너지의 품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은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 중에서 가장 유용한 에너지 형태이며, 열에너지는 고온
일수록 높은 품질을 갖는다.
- 따라서 가능한 에너지는 일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고, 열에너지는 고온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고온재료의 선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높은 온도를 선호할 수만은 없다.
 바이오 연료와 작동유체에 따른 발전기의 선정
1. 바이오 연료(biofuel)
(1)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는 연료로 살아있는 유기체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을 모두 포함한다.
(2) 기체연료
메탄(Methan, 독일어) 또는 메테인(Methane, 영어)은 유기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며 이것
을 포집하여 연료로 사용한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 LNG : 액화 천연 가스(Liquefied Natural Gas)
- LPG : 액화 석유 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 (석유에서
뽑아내는 가스)
(3) 액체연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
(4) 고체연료
우드펠릿(Wood Pellet), 우드칩(Woodchip), PKS(Palm Kernel Shell, 팜 껍질), 왕겨(Rice
Husk)및 옥수수대 펠릿(초본계 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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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연료에 의한 발전기의 선정
<표 2-3> 바이오 연료별 발전기 선정

종류

바이오 연료

발전기

1기의 출력 범위

기체 연료

메탄가스
LFG(Land Fill Gas)

가스엔진,
가스터빈

10kW∼5MW
30kW∼100MW

액체 연료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디젤엔진

15kW∼10MW

고체 연료

우드펠릿(Wood Pellet)
우드칩(Woodchip)
PKS(Palm Kernel Shell, 팜껍질)
왕겨(Rice Husk)

증기터빈

100kW∼수MW

주) 1. 바이오 에탄올
-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얻은 당분을 발효시켜서 얻음
- 휘발유와 섞어서 주로 수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2. 바이오 디젤
-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은 식물성유와 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조합한 연료
(BD100)와 이를 석유 제품(경유)에 혼합한 연료(BD5, BD20) 위주
- 경유(BD5)는 정유사가 제조하여 기존 석유 제품의 유통망을 통하여 보급,
BD20은 BD생산자가 제조하여 자가정비 시설(현재는 위탁 시설도 포함)과
자가용 취급주유소를 갖춘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보급
3. 가스엔진 및 디젤엔진
열을 이용하여 일을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를 흔히 엔진이라고 부른다.
(1) 가솔린엔진
흡입 --> 압축 --> 폭발 --> 배기
(2) 가스엔진
가솔린 엔진의 연료공급 장치만을 개조하여 가솔린 대신에 가스를 연료로 하여
동력을 얻는 엔진이다.(연료 : 바이오 가스, LFG)
(3) 디젤엔진
디젤엔진은 연료공급 장치나 전기장치를 제외하고는 가솔린 엔진과 별 차이가 없다. 동력
발생은 엔진 실린더 내에 혼합가스 대신 공기를 흡입한 후 피스톤으로 강하게 압축하여
고온(500∼700℃)에서 경유를 분사시켜 자연 착화에 의한 폭발 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
진이다.(연료 : 바이오디젤)
4. 가스터빈
(1) 가스터빈은 원리적으로는 증기터빈에 대한 작업 매체인 증기를 가스로 치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가스터빈은 증기터빈과 비슷한 날개에 고온, 고압의 가스를
작용시켜 가스가 보유하고 있는 열에너지를 화전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2) 가스에 열에너지를 부여한 것은 증기 보일러와는 달리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변화가
없어 단지 가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압축하여 가열해야 한다. 따라서 가
스터빈은 연소기 외에 압축기가 필요하다.
5. 증기터빈
(1) 증기 전력비에 의한 터빈 형식의 선정
증기 전력비 = 공장 사용 증기량(t/h) / 공장 사용 전력량(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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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증기 전력비

증기 전력비
(t/h/MW)

0 ∼ 4

4 ∼ 8

8 ∼

터빈 형식

복수 또는 추기 복수

배압, 추기 배압 또는
추기 복수

배압 또는 추기 배압

특징

- 증기요구 < 전력요구
- 고열낙차의 터빈이
요구되므로, 필연적
으로 보일러는 고압

- 증기와 전력의 밸런
스가 가장 좋은 시스
템
- 중압 보일러

- 전력수요 < 증기수요
- 저압 보일러

<표 2-5> 업종별 증기 전력비

(1) 스팀 터빈 형식 : 복수 터빈, 추기 복수 터빈, 배압 터빈
- 복수 터빈(condensing type)
발전기
복수기

냉각수

[그림 2-2] 복수 터빈

• 발전 전용
• 기존 화력발전소의 발전 방식
- 추기 복수 터빈(extraction & condensing type)

[그림 2-3] 추기 복수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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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 발전에 적합
• 공장 증기 부하에 대응하여 발전이 가능
• 요구되는 공장증기 압력에 따라 여러 단의 추기 가능
- 배압 터빈(back pressure type)

[그림 2-4] 배압 터빈

• 열 전용
• 공장 증기 압력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
(2) 증기 팽창에 따른 분류: 충동 터빈, 반동 터빈
충동 터빈(impulse turbine)은 단면이 좌우대칭인 회전날개를 사용하므로 회전날개전후
의 압력차가 없어 축 추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반동 터빈(reaction turbine)은 날개가
비대칭인 회전날개를 사용하므로 회전날개 전후의 압력 차이에 의해 추력(thrust)이 발
생한다. 반동 터빈은 각 단(stage)에서 열 낙차가 적어 증기 속도 및 마찰 손실이 적다.
- 반동도 (reaction ratio)
= 회전날개에서의 단열 열낙차 / 한 단락에서의 단열 열낙차
- 반동도가 0.5 이상인 경우를 반동 터빈이라 한다.
3. 발전기의 선정
(1) 디젤엔진 발전기, 가스엔진 발전기
- 제조사의 표준 생산품에 의거하여 발전기를 선정 즉, 사용자의 설계 사양에 의한
주문 생산이 어렵다.(엔진 제조사는 경제성이 있는 용량만을 생산)
- (예) 5MW 발전을 계획했으나 1MW 엔진 발전기가 제조사의 최대용량 제품이라면
사용자는 1MW x 5기 = 5MW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가스터빈 발전기
- 대부분의 가스터빈 발전기도 제조사의 표준 생산품에 의거하여 발전기를 선정
(3) 증기터빈 발전기
- 증기터빈 형식(복수 터빈, 추기 복수 터빈, 배압 터빈 등) 선택 가능 보일러에서 생
산되는 증기 압력 및 온도 조건에 의거 발전 용량을 설계하고 설계 된 발전용량에
의거 증기터빈 발전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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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 신재생연료에 의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증기터빈 발전기의 발전용량
은 국내의 경우 3MW급 및 10MW급이 대부분을 차지
• 발전사업허가기관이 3MW 초과설비는 산업통산자원부 전기위원회, 3MW 이하 설
비는 광역시도지자체로 구분되어 있음
• 10MW(1만 키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이상 발전소를 계획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에너지개발사업-다 및 라-1)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
- 증기터빈은 사용자의 주문사양에 의거하여 생산되므로 기초설계(basic design) 단계
에서 열물질 수지 분석을 통해 터빈 입출구의 증기 압력 및 온도 조건을 검토한 후
검토된 조건에 의거하여 발전량을 추정하여 계산
• 가능한 수작업이 아닌 열계산 전용프로그램 또는 제조사의 전용프로그램에 의거
하여 열물질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증기 터빈의 효율이 제조사마다 상이하고, 모델별로도 상이하므로 상세설계(detail
design) 단계에서 반드시 제조사에게 발전용량 보증을 확인하는 업무절차 가 필요하다.

 발전 사이클
1. 오토 사이클
- 가솔린 엔진
- 과정
1 → 2 : 가역·단열(등엔트로피) 압축
2 → 3 : 등적 열입력
3 → 4 : 가역·단열(등엔트로피) 팽창
4 → 1 : 등적 열방출

[그림 2-5] 오토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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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젤 사이클
- 압축점화 엔진
- 과정
1 → 2 : 가역 단열(등엔트로피) 압축
2 → 3 : 등압 열입력
3 → 4 : 가역 단열(등엔트로피) 팽창
4 → 1 : 등적 열방출

[그림 2-6] 디젤 사이클

3. 브레이튼 사이클 : 가스터빈
(1) 정상 유동 장치인 원심압축기와 터빈을 이용하여 기체의 압력을 높인 뒤 고온으로
만들어 일을 하게 하는 가스터빈의 열역학적 사이클이다.
(2) 가스터빈은 정상유동의 개방 사이클로 흔히 운전된다.

[그림 2-7] 개방형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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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로부터 공기를 도입시켜 압축하면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며 고압의 공기 온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연료를 연소실에 분사하여 연소시킨다. 이때 연료는 공기와 함
께 연소되며 압력은 변하지 않으면서 온도만 상승하게 된다. 연소실을 거쳐 나온
고온․고압의 연소가스를 터빈에 통과시켜 동력을 생산한다.
(4) 과정
1 → 2 : 등엔트로피 압축
2 → 3 : 등압 열입력
3 → 4 : 등엔트로피 팽창
4 → 1 : 등압 열방출

[그림 2-8] 브레이튼 사이클

(5) 효율 및 압력비
- 열효율은 입구(출구)의 압력과 압축기 출구(연소기 및 터빈입구)에서의 압력비에
따라 결정된다.
- 압력비가 높아질수록 효율은 상승하게 된다. 또한 비열의 비가 큰 기체가 효율이
높다.
- 사이클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은 연소기 출구 즉 터빈의 입구이다.
(6) 자가 소모일의 비율(backwork ratio)
- 가스터빈이 연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터빈에서 생산된 일의 상당량이 압축기
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 터빈에서 생산한 일 가운데 압축기에서 쓰이는 일의 비율을 자가 소모일의 비율
이라 한다.
w net = w turb - w comp
BWR = w comp / w turb
(7) 실제 가스터빈 사이클 : 압력손실, 압축기 및 터빈의 비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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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실제 가스터빈 사이클

4. 랭킨 사이클 : 증기터빈
(1) 증기동력 사이클
- 물을 작동 매체로 사용
- 증발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응축과정을 통하여 열을 방출하며 그 사이에서 일을
하는 증기동력 사이클의 원형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한다.
- 동력과 함께 열을 활용하는 경우는 열병합 발전이라고 부른다.
- 전기를 생산하는 중요수단이다.
(2)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

[그림 2-10]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

(3) 과정
1 → 2 : 펌프에서 가역·단열(등엔트로피) 압축
2 → 3 : 등압과정에서 열의 흡수
3 → 4 : 터빈에서 가역·단열(등엔트로피) 팽창
4 → 1 : 등압 (및 등온) 응축과정 에서 열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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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랭킨 사이클

펌프

q = 0

wp = h2 - h1
= v (p2 - p1)

등엔트로피(단열·가역) 압축

보일러

w = 0

qin = h3 - h2

등압 열입력

터빈

q = 0

wt = h3 - h4

등엔트로피(가역·단열) 팽창

응축기

w = 0

qout = h4 - h1

등압(등온) 열방출

(예) 이상적인 단순 랭킨 사이클로 운전되는 증기터빈 발전기에서 터빈입구 증기는
20ata, 350℃이고 출구 압력은 3ata 일 때 이 증기동력 사이클의 열효율은?

<주어진 조건에서 값을 찾아보기>
P3 = 20ata, T3 = 350℃ ---> 증기표에서 값을 찿으면
엔탈피 h3 = 749.8 kcal/kg (과열증기)
엔트로피

S3 = 1.6647 kcal/kg-K (과열증기)

P4 = P1 = 0.3ata---> 증기표에서 값을 찿으면
엔탈피 h1 = 133.42 kcal/kg (포화수)
온도

T1 = 68.67 ℃

엔트로피

S1 = 0.22417 kcal/kg-K

비체적 V1 = 0.00102 ㎥/kg
엔탈피 h = 626.88 kcal/kg (포화증기)
온도

T = 68.67 ℃

엔트로피S = 1.85734 kcal/kg-K
비체적 V = 5.32798 ㎥/kg

<관련식>
Qboiler - Qcond = Wturbine - Wpump
여기서, Wp = h2 - h1 = +∫v dp ≒ v (P2 - P1)
Qb = h3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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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 h3 - h4
Qc = h4 - h1
η = ( Wt - Wp ) / Qboiler ≒ Wt / Qboiler (Wp ≒ 0)
<각 점에서의 값을 계산하기>
점-1 (포화수)
포화수, P1 = P4 = 0.3 ata
점-2
S2 = S1 : 등엔트로피
Wp = h2 - h1 ≒ v(P2 - P1) = 0.00102 x (20 - 0.3) ata = 0.02 (kcal/kg) ≒ 0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간략한 계산에서는 무시함.
h2 = Wp + h1 = 0.02 + 133.42 = 133.44 (kcal/kg) ≒ 133.42 (h1)
점-3 (과열증기)
P3 = 20ata & T3 = 350℃, h3 = 749.8 kcal/kg, S3 = 1.6647 kcal/kg-K
점-4
P4 = P1 = 0.3 ata
S4 = S3 = 1.6647 : 등엔트로피
x4 =(S4 - S1) / S= (1.6647 - 0.22417) / 1.85734 = 0.775 (건도)
h4 =h1 + x h = 133.42 + (0.775 x 626.88) = 619.25
<열효율 계산>
Qin = h3 - h2 = 749.8 - 133.44 = 616.36 (kcal/kg)
Qout = h4 - h1 = 619.25 - 133.42 = 485.83 (kcal/kg)
ηth=1 - ( Qout / Qin )= 1 - (485.83 / 616.36) = 0.212 (21.2%)
<다른 방법으로 열효율을 계산>
Wt = h3 - h4 = 749.8 - 619.25 = 130.55
Wnet = Wt - Wp = 130.55 - 0.02 = 130.53 (kcal/kg)
ηth=Wnet / Qin = 130.53 / 616.36 = 0.212 (21.2%)
-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1kWh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량은 약 2,150kcal이고,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 에너지변환 효율을 계산해보면 860․÷2,150 = 0.4(40%)로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이유는 에너지 유용성(엑
서지 개념) 때문이다.
(4) 실제 증기동력 사이클
- 현실적 증기 동력 장치는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 각종 비가역성을 들 수 있다. 배관 내 유체유동은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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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압을 유지할 수 있고, 펌프와 터빈은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이상화하고 있으나 현
실에서는 어긋난다.

[그림 2-11] 실제 증기동력 사이클

(5) 효율 증진 방안
효율 증진의 기본 원리는 열입력은 고온에서 그리고 열출력은 저온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모든 비가역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실제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응축온도(압력)를 낮춘다.
- 증기온도를 높인다.
- 증기압력을 높인다.
5. 복합 발전 사이클 : 가스터빈 + 스팀터빈
(1) 복합 발전은 2개 이상의 발전 방식을 조합하여 발전 설비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
식이다.
(2) 실용화 되어 있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 복합발전이 있다.
- HRSG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배열회수보일러)

가스터빈
연료

증기

배열

HRSG
배열
1차 발전 계통

증기
터빈

랭킨 사이클
급수
2차 발전 계통

[그림 2-12] 복합 발전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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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속 기기
1. 수냉식 복수기(Water-Cooled Condenser, WCC)
(1) 쉘앤튜브 타입(shell & tube type)
(2) 냉각탑(cooling tower)
2. 공랭식 복수기(Air-Cooled Condenser, ACC)
(1) 핀앤튜브 타입(fin & tube type)
(2) 물 사정이 나쁜 곳에서는 ACC를 사용한다.

[그림 2-13] 공랭식 복수기(Air-Cooled Condenser)

 열물질 수지(heat & mass balance) 분석 및 작성
1. 공정 흐름도(PFD) 및 배관 계장도(P&ID)
(1) 공정흐름도(PFD, process flow diagram)
- PFD는 공정 계통과 장치 설계 기준을 나타내 주는 도면이다.
- 주요 장치, 장치 간의 공정연관성, 운전 조건, 운전 변수,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
제어 설비 및 연동 장치 등의 기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 공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며 가능한 전체
시스템을 한 장의 도면에 나타내는 것이 좋다.
- 공정 흐름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치 및 동력 기계를 배열하고 물질 수지와
열 수지는 도면의 하단부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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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계장도(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
- 공정을 구성하는 기기(equipment), 배관(piping) 혹은 계기(instrument) 등의 설치 위
치와 기능 그리고 계기 상호 간의 연계상태 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 P&ID는 시운전, 정상운전, 운전정지 등에 필요한 모든 공정 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 제어 및 계기 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 상세 설계, 설계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다.
(3) 열 수지(heat balance) 및 물질 수지(material balance)
- 열 수지(heat balance)는 원하는 공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열, 냉각하거나
화학반응의 결과로 반응열이 발생 또는 흡수되는 등, 공정 중 물질계의 상태 변화에
따른 열 및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수지 계산을 말한다.
- 물질 수지(material balance)는 공정 중에 사용되는 원료의 양과, 제품이나 부산물의
양 또는 폐가스, 폐액 등으로 배출되는 손실량 간의 수지 계산을 말한다.
2. 설계에 사용되는 약어 및 부호
(1) PFD 등을 작성할 때는 약어와 부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다.
(2) Instrumentation Symbols and Identification (ANSI/ISA-S5.1)
<표 2-7> Identification Letters

LETTER

FIRST LETTER

첫 문자

SUCCEDING LETTER

후속문자

A

ANALYSIS

분석

ALARM

경보

B

BURNER FLAME

버너 플레임

BISTABLE

양방향성

C

CONDUCTIVITY

전도도

CONTROL (ANALOG)

조절 (아날로그)

D

DENSITY

밀도

DIFFERENTIAL

차이

E

VOLTAGE

전압

PRIMARY ELEMENT

일차 요소

F

FLOW METER

유량

RATIO

비율

G

-

-

GLASS & GAUGE

글래스 & 계기

H

HAND

수동

HIGH

고

I

CURRENT

전류

INDICATOR

지시계

J

POWER (MW, MVAR)

전력

-

-

K

TIME

시간

CONTROL STATION

조작단

L

LEVEL

액위

LOW, PLOT LIGHT

저, 조정램프

M

MOTOR OPERATOR

전동 구동

-

-

N

SOLENOID

솔레노이드

-

-

O

OXYGEN

산소

ORIFICE

오리피스

P

PRESSURE OR VACUUM

압력, 진공

POINT (TEST COMM.)

시험 취출점

Q

QUANTITY

적산

TOTALIZER

적산계

R

RADIOACTIVITY

방사능

RECORD POINT

기록

S

SPEED OR FREQUENCY

속도, 빈도

SWITCH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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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IRST LETTER

첫 문자

SUCCEDING LETTER

후속문자

T

TEMPERATURE

온도

TRANSMITTER

전송기

U

MULTIVARIABLE

다변량

MULTIFUNCTION

다기능

V

VISCOSITY

점성

VALVE, DAMPER

밸브, 댐퍼

W

WEIGHT OR FORCE

중량, 힘

WELL

웰

X

COMMON

공통

PUSH BUTTON

푸쉬버튼

Y

VIB. OR DISPLACEMENT

진동, 변위

RELAY, COMPUTER

계전기, 계산

Z

POSITION

위치

DRIVE

구동

(예) TT 206 : Temperature Transmitter(온도 전송기) 206
(예) TA 201 : Temperature Alarm(온도 경보) 201
(예) LH : Level High(액위 고)
※ 한글로는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문 알파벳으로 숙지한다.
<표 2-8> Instrument Line Symbol

(3) 아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Temperature Indicating Controller, Pneumatic
(온도표시 콘트롤러, 공압)

3. 열물질 수지도 (heat & mass balance diagram)
(1) 열물질 수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플랜트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 및 개별 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지식이 필요하다.
(2) 증기터빈의 경우 터빈은 기기단독으로 운전되지 않고 증기보일러와 연동되어 운전
되므로 증기터빈의 열물질 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증기터빈 입구 스팀량
- 증기터빈 입구 증기의 압력 및 온도
- 증기 추기가 있을 경우에는 추기 증기량 및 추기 압력
- 공냉식 복수기(ACC) 또는 수냉식 복수기(WCC) 적용여부
- 증기터빈 출구의 증기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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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값이 없을 경우 복수 터빈은 0.2∼0.3 ata(kg/㎠ abs)를 적용한다.
* 가능한 제조사에서 제공한 값을 적용한다.(ACC 와 WCC 적용 값이 다름)
(3) 증기터빈의 열물질수지 계산은 증기 보일러 및 주변기기의 계산보다는 간단하지만
증기 보일러의 생산 증기량 및 증기 조건 등이 변하게 되면 증기터빈의 발전량도
따라 변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스팀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물질 수지

[그림 2-14] 스팀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 열물질수지

 발전량 계산
디젤엔진, 가스엔진, 가스터빈의 경우 연료 소비량, 발전 출력 등이 제조사 카달로그에 주
어지므로 설계조건에 제일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면 되는 반면, 증기터빈 발전의 경우 주
어지는 조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열물질 수지 및 발전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지만 설계조건이 간단한 경우에
는 수작업으로 발전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간단한 증기터
빈 발전량을 구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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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어진 조건 및 구하는 값

구분

값 (조건)

구한 값

증기량

53.12ton/h, 과열증기

-

증기터빈

증기 압력

41kg/㎠ a

-

입구 조건

증기 온도

400℃

-

-

엔탈피

추기량

8.11ton/h

추기 증기

증기 압력

5.6kg/㎠ a

(탈기기 등)

증기 온도

185.3℃

-

*1)

증기터빈
출구 조건

767.97kca/kg

출구 압력

0.171kg/㎠ a

건도

0.895(보통 0.9정도)

*2)

-

엔탈피

673.56kcal/kg

출구 온도

56.3℃

엔탈피

562.69kcal/kg

*(1) 증기 압력 5.6kg/㎠ a의 포화증기 온도는 155.4℃이므로 29.9℃ 차이
*(2) 출구 압력 0.171kg/㎠ a의 포화증기 온도는 56.3℃이고 이때의 엔탈피 값은 621.79kcal/kg
*(3) 증기표 : 증기/물, 포화수, 포화증기

1. 발전량 계산하기
(1) 제조사에서 제시한 발전량은 10.9MW 이다.

(2) 증기량 및 조건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량 = [증기량 x (터빈 입출구 엔탈피차) / 860] x 발전효율
- 고압증기 발전량 계산
발전량(A) = [ 53.12ton/h x (767.97-673.56) / 860 ] x 90% = 5.25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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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증기 발전량 계산
발전량(B) = [ 45.01ton/h x (673.56-562.69) / 860 ] x 90% = 5.22MW
- 계산된 발전량 검토
발전량 = A + B = 5.25 + 5.22 = 10.47MW
제조사에서 제시한 발전량과 비슷하다.
- 10MW 이하 급 증기터빈의 경우 발전효율이 좋지 않다. 따라서 상세설계 시에 반드
시 제조사에서 보증한 발전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성능분석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소개
(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성능 분석에 필요한 계산 모듈과 단위 기기들의 특성에 대
한 정보를 내장하고 있다.
(2) 발전설비용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10>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종류 및 특징

프로그램 명

개발사

특징

GT-PRO,
GT-MASTER

미국 써모플로우사

- 가스터빈, 복합 및 열병합 발전설비
-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성능 계산

STEAM-PRO,
STEAM-MASTER

미국 써모플로우사

- 화력, 열병합발전, 가스터빈, 복합발전 등
- 보일러와 스팀터빈 사이클의 열성능 분석

Thermoflex

미국 써모플로우사

- 화력, 열병합발전, 가스터빈, 복합발전 등
-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에 대한 성능계산

PSPSE

미국 사이언테크사

- 보일러와 증기터빈 사이클의 열평형 계산

GateCycle

미국 GE사

- Thermoflex와 유사한 패키지

Cyde-Tempo

네덜란드
TNO-MEP사

- 플랜트 개념설계 와 연구 분야에 적합

Aspen Plus

미국
아스펜테크놀러지사

- 범용 공정모사 프로그램
- 화학, 석유 화학, 유틸리티 및 이를 구성
하는 각단위기기에 대한 정상상태 성능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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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성능분석 시물레션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예, Thermo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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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발전량 계산하기
재료·자료

증기표, 몰리엘선도

기기(장비 ･ 공구)

컴퓨터-엑셀, 증기표, 몰리엘선도

안전 ･ 유의 사항

증기표의 압력은 절대압력이므로 게이지 압력을 절대압력으로 변환하여 사용

수행 순서

 주어진 조건 확인하기
증기 터빈의 입출구 조건 및 추기조건을 확인하여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엑셀시트를 작
성하도록 한다.
1. 증기량(ton/h), 증기 입출구 압력(kg/㎠.abs), 증기 입출구 온도(℃) 등을 기입한다.
2. 제조사에서 제시한 효율을 확인한다.

 엔탈피 값을 증기표를 이용하여 구하기
1. 증기표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에서의 엔탈피 값을 구하여 엑셀시트에 기입한다.

 산출한 엔탈피 값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산출하기(결과 도출하기)
1. 구한 값을 식에 대립하여 발전량을 계산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구한 값이 있다면 계산한 발전량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수행 tip
증기표는 책자보다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
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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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 목표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운전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터빈발전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엔진발전기를 운영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발전사업
전력을 생산(발전)하여 자가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자가용 발전설비)와 전력 거래소에 판매
하는 경우(역송 판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송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
거래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 사업 허가 처리 절차
(1)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허가 신청서 제출 및 협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발전설비 용량이 3천kW(3MW)이하인 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www.kpx.or.kr 2015년 10월 20일 검색
[그림 2-16] 발전 사업 허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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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국전력공사)
1. 용어의 정의
(1) 분산형 전원(DR, distributed resources)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전원
(2) 한전계통(Area EPS, electric power system)
구내계통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한전의 계통을 말하는 것으
로 접속설비를 포함
(3) 구내계통(Local EPS, electric power system)
분산형 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단일 구내(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그 내부의 토지 또는 건물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동일한 구역을 말한다.)
(4) 연계(interconnection)
분산형 전원을 한전계통과 병렬운전하기 위하여 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5) 연계 시스템(interconnection system)
분산형 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연계 설비 및 기능들의 집합체
(6) 접속점
접속설비와 분산형 전원 설치자 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
한전계통과 구내계통의 경계가 되는 책임한계점으로서 수급지점이라고도 한다.
(7) 공통 연결점(PCC, point of common coupling)
한전계통 상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 전원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서
다른 분산형 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
(8) 검토점(POE, point of evaluation)
분산형 전원 연계시 이 기준에서 정한 기술요건들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지점
(9) 단순병렬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구내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
(10) 역송병렬
분산형 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전
계통으로 송전되는 병렬 형태
(11) 단독운전(islanding)
한전계통의 일부가 한전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
해서만 가압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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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 기술기준
(1) 전기방식
분산형전원의 전기방식은 연계하고자 하는 계통의 전기방식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
로 한다.
<표 2-11> 한전계통 연계

구분

연계 계통의 전기 방식

저압 한전 계통 연계
특고압 한전 계통 연계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 중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한전이 정한 한가지 전기방식
교류 삼상 22,900V

(2)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
분산형 전원 연계시 그 접지방식은 해당 한전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타 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한전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동기화
분산형 전원의 계통 연계 또는 가압된 구내계통의 가압된 한전계통에 대한 연계에 대
하여 병렬연계 장치의 투입 순간에 아래 <표 2-12>의 모든 동기화 변수들이 제시된
제한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만일 어느 하나의 변수라도 제시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에는 병렬연계 장치가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표 2-12> 동기화

분산형전원
정격용량 합계(kW)

주파수 차
(△f, Hz)

전압 차
(△V, %)

위상각 차
(△Φ, °)

0 ~ 500

0.3

10

20

500 초과 ~ 1,500

0.2

5

15

1,500 초과 ~ 20,000 미만

0.1

3

10

(4) 주파수
계통 주파수가 <표 2-13>와 같은 비정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분산형 전원은 해당분
리시간 내에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표 2-13>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분산형 전원 분리시간

분산형전원 용량
30kW 이하

30kW 초과

56

주파수 범위 (Hz)

분리시간 (초)

> 60.5

0.16

< 59.3

0.16

> 60.5

0.16

< 57.0 ∼ 59.8 (조정 가능)

0.16 ∼ 300 (조정 가능)

< 57.0

0.16

3. 연계선로 보호방식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 기준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산전원을 다양한 방식으
로 한전계통과 연계할 때 적용해야 할 보호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보호계전분야 기준서 (I)
[그림 2-17] 연계선로 보호방식

 단선 결선도
1. 단선 결선도(single line diagram)
단선 결선도는 각종 전기접속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변전소 기기와 계통과의 전기적 접
속관계를 단선으로 나타내고 기타 감시를 위한 계기, 계전기의 접속 및 종류 등을 표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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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단선 결선도(single lin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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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연계선로 보호방식 이해하기
재료·자료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국전력공사)

기기(장비 ･ 공구)

컴퓨터-그림판 또는 모눈종이

안전 ･ 유의 사항

발전기에서 한전으로 전력을 역송하기 위해서는 승압 변압기가 필요
발전기(3상, 6,600V) --> 승압 변압기(6,600/22,900V) --> 한전 역송선로(3상, 22,900V)

수행 순서

 연계선로 보호방식에서 주요기기 위치 숙지하기
1. 연계선로 보호방식(그림 2-17)에서 발전기의 위치를 숙지하도록 한다.

 연계선로의 기호, 부호 이해하기
1.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표시된 숫자, 기호 및 부호 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도록 한다.

 연계선로 보호방식을 직접 그려보기
1. 그림판 또는 모눈종이 등을 이용하여 연계선로를 직접 그려 보도록 한다.

수행 tip

현장에서는 부품명칭을 영어로 사용하므로,
영어로 부품 명을 숙지하여야 약어를 이해할 수
있다. (한글 부품명이 이해하기 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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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열역학 기본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선수 학습 수준 파악을 위해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작성하도록
한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발전기의 원리를 실물 표본을 갖추어 설명하고 학습자가
수행 중 발전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발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하는 방법을 자료를 제시하여
강의법으로 설명한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설명하고 학습자와 함께 단계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 바이오 연료 종류와 열량에 따라 발전설비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도출하는 실습을
모둠을 활용하여 하고 결과를 모둠별로 대표 학습자가 발표하고 모둠 간 비교를 통하여 학습하도
록 지도한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동영상, 도표, 그림 등 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터빈 발전설비를 운영에 관한 실습을 모형 기기를 사용하여 모둠별로 실시한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동영상, 도표, 그림 등 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엔진 발전설비를 운영에 관한 실습을 모형 기기를 사용하여 모둠별로 실시한다.

학습 방법
• 열역학 기본 지식에 대한 선수 학습 수준 질문지에 답을 작성한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발전기의 원리를 실물 표본 발전기를 조작하면서
학습한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발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하는 방법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는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수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하는 법을 교수자
의 설명을 듣고 단계별로 교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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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종류와 열량에 따라 발전설비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도출하는 실습을
모둠끼리 실시하고 결과를 모둠별로 대표자가 발표하고 모둠간 비교를 통하여 학습한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동영상. 도표. 그림 등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을 듣고
터빈 발전설비 운영에 관한 모형 기기를 사용하여 모둠별로 학습한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동영상. 도표. 그림 등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을 듣고
엔진 발전설비를 운영에 관한 모형 기기를 사용하여 모둠별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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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의 원
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 계통
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지
(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발전설비의
구성 및 발전기
선정방법

- 바이오 연료 종류와 열량에 따라 터빈의 용량을 계
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
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
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
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다.
- 엔진발전설비의 사용 에너지 열량에 따른 엔진발전기
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할 수 있다.

발전설비설치기
준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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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터빈발전설
비를 운영할 수 있다.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엔진발전기
를 운영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중

하

평가 방법
• 논술형 시험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의 원
리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 계통
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지
(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발전설비의
구성 및 발전기
선정 방법

- 바이오 연료 종류와 열량에 따라 터빈의 용량을 계
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
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
전 계통과 기기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
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 엔진발전설비의 사용 에너지 열량에 따른 엔진발전
기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할 수 있
는 능력

• 평가자 질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발전설비설치기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터빈 발전설
비를 운영

준 및 운전

성취수준
상

중

하

-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엔진 발전기
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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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발표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의 원
리를 설명
- 바이오 연료와 작동 유체의 특성에 따른 터빈 계통
과 기기를 선정
- 바이오연 료와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지
(mass & heat balance)를 작성

발전설비의

- 바이오 연료 종류와 열량에 따라 터빈의 용량을 계
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

구성 및 발전기
선정방법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발
전의 원리를 설명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엔진 발
전 계통과 기기를 선정
- 바이오 연료와 엔진발전설비의 특성에 따른 물질 수
지(mass & heat balance)를 작성
- 엔진발전설비의 사용 에너지 열량에 따른 엔진 발전
기의 용량을 계산하고 발전 가능량을 검토

피 드 백
1. 논술형 시험
- 학습자들이 발전 설비의 구성 및 발전기 선정방법에 대한 수행 준거에 도달했는지 논술
형 시험을 통하여 측정하고 답지에 첨삭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고 많은 학습자가 부
족한 부분은 전체 학생 대상 강의법을 통하여 지도한다.
2. 평가자 질문
- 학습자가 발전기와 발전계통, 기기 등에 대하여 알아야할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평가자가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운전 매뉴얼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발전 설비를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며 질문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추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구두 발표
- 발전설비의 구성 및 발전기 선정방법에 관하여 학습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
도록 지도하며,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가 가능한지 파악한 후 개념이
나 지식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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