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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버너의 추가에 따른 HRSG 내 화염 복사 열전달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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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method for the radiation heat transfer from the duct burner flame to the heat

exchanger in a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was present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thermal design process. Flame on a burner and a heat exchanger were

postulated as imaginary planes and flame temperature, surface and emissivity was

simplified in a aspect of engineering approach. The calculated local flame radiative heat

flux on the heating surface was compared with the heat flux of 3-atomic gas radiation

and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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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RSG with duct

burner

 전 세계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이 높

은 복합사이클 발전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한편, 최근에는 고온의 증기 생산과 하절기의

효율감소 및 최대 전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Fi

g. 1과 같이 가스터빈과 배열회수 보일러 (HRS

G) 사이에 후연소 시스템, 즉 덕트 버너를 추가

설치한다[1]. 덕트 버너를 통한 추가 연소로 인해

높아진 배가스의 온도로 대류 열전달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발생한 화염으로부터의 복사 열

전달에 의해 추가적인 열이 전열면으로 공급될

것이다. 특히, 이 화염 복사 열전달은 기존(덕트

버너 미 설치시) HRSG 성능 해석 시와는 다른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실제 열설계 시 고려되지

않고 있거나, 단순 인자로 고려된 결과 증기 및

전열관 금속 온도 가열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

다. 하지만 HRSG 덕트 버너에 대한 학술적 문

헌은 대부분 덕트 버너의 형상 및 운전 방식 등

에 대한 최적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2-7], 덕트

버너 설치에 따른 복사 열전달 특성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HRSG 덕트

버너를 통한 추가적인 화염 복사열전달 특성에

대한 정보는 HRSG 열설계 및 성능예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적

절한 단순화와 가정을 통한 공학적 복사 열전달

해석 기법을 마련하여 덕트 버너 화염으로부터

관심 전열면으로의 복사열전달 정도를 계산한 후

기존 열설계 방법을 통해 계산된 대류 열전달 정

도와 비교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마련된 화염 복사 열전달 해석 기

법의 전반적인 절차는 Fig. 2와 같다. 기존의 열

설계의 경우 덕트 버너를 통해 공급되는 열이 모

두 가스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되어 대류열전달을

통해서만 전열면으로 열이 공급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 비율의 열은 화염 복사열전

달로 공급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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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를 통해 공급되는 입열량이 발광 화염 측면

과 가스 측면으로 나누어 공급된다고 보고 그 비

율을 초기 가정하였고, 그 비율에 따른 후단의

가스온도 값을 열물질 정산을 통해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염 복사 열전달을 계산하여 초

기 가정된 값과 비교하여 그 적절한 복사 열전달

값 및 덕트 버너 후단 가스온도를 구하였다. 최

종적으로 산정된 후단 가스 온도값으로 전열면에

서의 삼원자 가스 복사열전달과 대류 열전달값을

계산하여 화염 복사 열전달값과의 비교를 통해

그 상대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2 Analysis flowchart of flame radiative

heat transfer on the heating surface

화염과 전열관 사이의 복사 열전달 정도를 정

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방사, 흡수 및 산란 효과를 포함하는 복

잡한 복사 열전달 방정식을 직접 풀기보다는 적

절한 가정을 통해 복사열전달 현상을 간략화하여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Fig. 3과 같이 화염

과 전열관을 가상의 평면으로 가정하고 평균 화

염 온도, 평면 투영 면적, 방사율 및 전열관의 선

형적 온도 분포, 투영면적 등을 고려하였다. 즉,

화염에서 전열면의 휜 튜브로의 복사열전달 현상

을 표면적 현상(surface to surface)으로 보고 접

근하였다. 또한, 화염과 전열면의 면적을 유한한

크기로 나누어 그 열유속을 계산함으로써, 전열

면의 국부 표면 과열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평면은 불투명, diff

use, gray 표면으로 가정되었다. 화염과 전열관

의 방사율을 각각 와  , 평행한 두 면적 요소

를 , 라 하면, 모든 화염면에 의한 복사

열전달 중 전열관의 i번째 면적 요소에 도달하는

양은 thermal resistive network [8]을 이용하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 Simplified diagram of flame and heat

exchanger for the calculation of radiative heat

transfer

  





 





 


  

 
(1)

따라서 화염과 전열관의 온도와 면적 등의 정보

를 구하고, 평행하고 유한한 면적을 가진 두 평

면에서의 view factor[9]를 계산하여 전열관면에

서 화염에 의한 복사 열전달 분포를 구하였다.

계산을 위해 사용되어진 화염과 전열관 관련 입

력 정보는 Table 1과 같다. 화염 온도는 고려된

덕트 버너 연료와 주위 가스 조성에 따른 단열화

염 온도 값과 출구 가스 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10]. 화염 면적은 제트 확산화염의 정의를

통해 단순화된 평면 투영 화염의 반지름을 구하

였고[11], 이 값을 실제 화염의 이미지 및 버너

형상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였다. 발광 화염의 방

사율은 고려된 연료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으며[1

0], 또한 전열면의 온도도 전열관의 종류에 따라

기존 열설계　 데이터로부터 달리 적용하였다.

Table 1 Input values

Flame temperature

(K)
  

 


Flame area (m
2
)

  

   




Flame emissivity

(-)

   

    
  

Wall temperature

(K)

698-814 (Case 1, 2)

776-935 (Case 3)

Wall emissivity (-) 0.8 [12]

  본 연구에서는 두산중공업의 한 수평형 HRSG에

서 가스터빈 load가 100%인 경우 중 덕트 버너 열

공급량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 케이스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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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 gas) 로 정했으며, 덕트 버너 설치 위치

및 덕트 버너 연료를 바꾼 경우를 고려하여 해석하

였다. 고려된 해석 케이스는 Fig. 4와 같다. 해석

케이스 1과 2의 경우는 전체적인 형상 및 치수는

동일하고 공급되는 덕트 버너 연료의 성상만 바꾼

경우로, 천연가스의 경우 CH4, 오일의 경우 C12H23

을 주성분으로 고려하였고 그 총 열공급량은 동일

하게 하였다. 해석케이스 3의 경우는 기준 케이스

에서 덕트 버너 설치 위치만 바꾼 경우로, 덕트 버

너 설치 위치 및 개수, 가스 및 전열관 온도 분포

등을 수정하였다. 세부적인 형상 및 덕트 버너 설

치 위치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4 Analysis cases

(a) Inside type (b) Inlet type

Fig. 5 Position and dimension of duct burners

in the HRSG, [unit: mm]

Fig. 6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계산되어진

관심 전열면에서의 화염 복사 열유속 분포를 보

여준다. 해석 케이스 1, 2의 경우는 열유속이 중

앙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전열면 하부 영역에 집중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5에 보여 지듯이

화염과 전열면과의 위치 분포에 따른 결과이다.

Fig. 7은 화염 복사 열전달과 삼원자 가스(H2O,

CO2) 복사 열전달 및 대류 열전달값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삼원자 가스 복사 열전달과 대류

열전달값의 계산시에는 본 과제에서 고려한 평면

면적이 아닌 실제 휜 튜브 환경에서의 전열면적

값을 고려하였으며, H2O, CO2 가스 농도를 고

Fig. 6 Calculated flame radiative heat flux on

the super-heater surface, [color bar unit: W/m
2
]

려한 가스 방사율[13]과 기존 열설계 방법에 따

라 정해진 대류 열전달 계수 값이 각각의 케이

스에 이용되어졌다. 우선, 3가지 케이스 모두 삼

원자 가스 복사 열전달율은 대류 열전달 대비

약 1.8%이하로 그 영향이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케이스 별 화염 복사 열전달율은 3.35,

4.09, 3.91 MW로 오일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방사율 및 단열 화염 온도가 높게 나타남으

로써 열전달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대류 열전달 대비 화염 복사 열전달율의 비

는 각각 11, 14, 11%로 나타남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덕트 버너 발광 화염에

의한 전열면으로의 복사 열전달이 전체 열전달

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열면에서의 국부적인 열유속 분포를 살펴보

기 위하여 화염 복사 열유속이 크게 나타나는

전열면 센터라인에서의 y축에 따른 삼원자 가

스 복사 및 대류 열유속을 계산하였고, Fig. 6에

계산되어진 화염 복사 열유속과 함께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케이

스에 화염 복사 열유속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Inside type인 케이스 1, 2의

Fig. 7 Comparison of each heat transfer rate

with respect to cases



제 44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6

Fig. 8 Comparison of each heat flux with

respect to cases

경우에는 앞 선 Fig. 6에서 보았듯이 화염 복사

열유속이 가운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상대

적인 열유속 강도는 오일 연료를 사용하는 케이

스 2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덕

트 버너 설치 위치가 다른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전열면 하부에서 열유속이 크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즉, 전열면에서의 전체 열유속은 화염 복

사에 의해 지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덕트 버너를 사용하는 HRSG

에서 화염 복사 열전달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 기법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화염

복사 열전달에 의한 전열관으로의 직접 열전달

도 열설계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열관의 국부적인 열

의 집중은 화염 복사 열유속에 지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졌다. 향후, 화염 온도 및 열

유속 측정 실험 들을 통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본 해석 기법의 가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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