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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well

Industrial Energy Notes

IEN-5

Industrial Boiler Control

흔히 산업계에서는 보일러는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선진화된 관리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일러에 의한 스팀 공급이 없으면 공정을 운전할 수
없으므로 보일러는 반듯이 필요하다.

스팀 생산은 맥주, 가솔린, 종이, 플라스틱 공정, 또는 기타 시설물에 대한 핵심 시설은
아니지만, 보일러가 최대 스팀 생산 효율 및 최대 신뢰도를 유지하고 엄격한 대기 오염과
안전 제어 규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기존 제어용 Hardware와 Software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에서 Utility에 대한 시설 투자는 최 후순위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전형적으로 Utility에 대해서는 생산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날의 경쟁 시장에서는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줄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보일러 관련 연료비용을 줄이는 것은  제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일반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니웰의 최신 제어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100,000 LB/hr의 스팀
생산시 년간 $100,000의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니웰은 Total Plant Solutions 제공자로써 Power House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일러 제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제어 방법 중에 하나이며,
하니웰은 이에 대하여 표준화된 Solutions를 제공한다.

보일러 제어는 전원만 공급하면 바로 동작하는 제품 (Plug-and-Play)은 아니지만,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표준화된 Solution은
수백번 이상의 보일러 제어 프로젝드에서 얻은 하니웰의 지식을 모든 고객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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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ndustrial Boiler Control (Package)는 Oil 또는 Gas를 원료로하는 산업용 보일러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5가지의 제어 목적을 제공한다.

• 스팀 헤드 압력 제어

• 연소 제어 (연료 및 공기 유입)

• 노 압력 제어

• 공급수 및 드럼 레벨 제어

• 온도 과열 제어

모든 유니트가 상기 5가지 제어 루프 및 기능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산업용
보일러는 온도 과열 제어 또는 노 압력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Oil과 Gas를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5가지의 제어 목적에 대한 간단한 개요이다.

Steam Header Pressure Control (스팀 헤드 압력 제어)

스팀 헤드 압력 제어는 각 보일러들에 대한 부하 요구 (Load Demand)를 발생하기 위하여
공통 스팀 헤드 압력을 감시한다. 안정적인 제어와 제어 시스템의 반응을 동일화하기
위하여 스팀 부하에 대한 각 보일러의 기여와 수요 요청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Combustion Control (연소 제어)

 연소제어는 보일러에 대한 연료와 공기를 조절한다. 연료와 공기의 혼합은 모든 동적인
부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너무 많은 공기는 효율을 감소시키고 너무 적은 공기는 불안전을
야기한다. 적절한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어기는 연료와 공기의 상호간
한계 및 산소의 균형을 조절한다. 안전 보증 및 효율 운전을 위한 연소제어 시스템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Gas BTU 조정

• 적절한 시기에 연료 간 On-line switching

• 이중 연료 연소에 대한 용량 (Capability for dual fuel firing)

• Low gas header pressure override,

• 자동 제어를 허용하기 위한 계층적 제어루프 (Control loop hierarchy for
permitting automatic control)

• NFPA 요구에 따라 Purge와 Light Off 하는 동안 FD fan inlet vanes 와 연료
밸브에 대한 Interlocking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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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연소제어의 개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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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MBUSTION CONTROL OVERVIEW

Furnace Pressure Control (노 압력 제어)

노 압력 제어루프는 노 압력의 Setpoint를 유지하기 위하여 ID 팬 흡입통풍기를 조절한다.
노 압력 신호는 노 압력 제어기에 대한 프로세스 변수 (PV)이며, ID는 FD 팬과 연관하여
운전된다. 팬의 시동/정지동안 사용하기위하여 또한 NFPA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FD
팬과 같이 적절한 Interlocking Logic이 ID 팬 흡입통풍기에 공급된다.

Feedwater Control (급수 제어)

급수 제어 밸브를 조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어 전략의 3가지 요소 (Three Element)는
드럼 액위, 스팀량 및 급수량이다. 드름 액위와 스팀 량에 대한 밀도 보상 계산을
추가함으로써 정확도와 안정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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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량의 측정은 낮은 값에서 부정확하므로, 급수량은 시동 및 저부하 운전
동안에는 드럼 액위 (Single Element)에 의해서만 조절된다. Single Element와 Three
Element 사이의 운전 변환은 흔들림없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Steam Temperature Control (스팀 온도 제어)

과열 스팀온도 제어루프는 주 스팀 출력단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열 Spray Water 제어
밸브를 제어하는 직접제어 방식이다. 또한 더욱 동적인 스팀온도 회로를 위하여, 출력단
온도 조절기를 측정 및 제어한다.

하니웰은 보일러제어에서 경제적인 부하 배분 (Economic Load Allocation, ELA), 다변수
헤드 압력 제어, 실시간 전력가격 적용으로 Tie-Line 최적화 까지 완전한 산업용 에너지
관리 및 제어에 대한 Solution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