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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배관, , ,

등 주요 고온 설비들은 운전조건에 따라 잦은 기

동 정지 및 부하변동 등으로 인해 다양한 손상,

을 받게 된다 특히 배관계 는 보일. (piping system)

러에서 터빈으로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송 시키는

설비로서 연결구조가 차원적으로 매우 복잡하게3

설치되어 다양한 열팽창 변위와 응력이 발생되

며 크리프 피로 손상을 주로 받게 된다, , .
(1, )

발전소 고온 배관의 하중은 정지중 배관의 자

중 과 운전중 열팽창에 따른 열팽창(deadweight)

하중이 있으며 각 배관은 설계시 배관계의 유연,

성 을 확보하게 위해 행거 등 다(flexibility) (hanger)

양한 종류의 배관지지장치 를 설치(piping support)

하여 운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관지지장치는 각.

설치위치에서 설계시 배관 열팽창에 의한 차원3

설계변위를 가지고 있으나 육안점검으로 알 수,

있는 변위는 정지 및 운전중 지침 지시계에 의해

수직방향의 변위밖에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고온 배관계 에서 차원 배관변위(piping system) 3

가 중요한 것은 설계시 배관 해석을 통해 차원3

배관 변위를 설계하며 이에 따른 운전중 배관,

응력이 허용응력 내에서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즉 운전중 배관변위가 설계상 차원 설계변위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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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여야만 배관에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내에

서 유지되어 설계된 수명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러나 배관에 설치된 행거 등 배관지지장치가 고,

장이 발생되어 운전변위를 제한할 경우 설계응력

보다 높은 응력이 발생되어 설계수명이 이전에

배관 균열 등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현재까지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비접

촉식으로 다자유도의 미세변위를 측정하는 레이

저 간섭계 정전 용량형 변위센서 스트레인게이, ,

지 측정방식 등이 연구된 바 있다.
(3 ) 그러나,

보일러에서 터빈에 이르기까지 각 위치의 변위를

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치가3

많이 필요하며 장치 설치에 따른 많은 비용과,

제어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해 전체 배관 변위거

동을 측정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 많은 발전소 고온배관에서 배관지지장치

의 고장으로 인해 이상변위가 발생되어 균열 등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된 화력발전소 고온배관의 경우 터빈으"Y" ,

로 연결되는 두 배관의 변위차가 크게 발생되어

터빈 고진동이 크게 발생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배관의 행거 등 배,

관지지장치에 대한 점검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총

시간 운전된 국내 화력 고온 증기배관31,279 "Y"

에 대해 국내 최초로 차원 변위감시 기술을 이3

용하여 변위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고온 배관의 진

단기술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고온배관 점검 기술2.

배관지지장치 점검2.1

화력발전소의 경우 과 같이 보일러 내부Fig. 1

고온의 증기가 모이는 보일러 헤더부터 터빈에

이르기까지 고온배관이 차원적으로 설치되어 있3

으며 배관 각 위치에는 설계를 통해 정지중 배,

관 자중과 운전중 배관의 열팽창을 지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는 다양한 배관지지장치를 설치하

고 있다 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의 종류는. Fig. 2

운전중 배관의 수직방향 열팽창 변위에 따라 분

류되는 행거 류 열팽창 변위를 부분적으로(hanger) ,

제한하는 지지장치 류 운전중 배관의 과(restraint) ,

도한 진동을 방지하기 스너버 또는(snubber brace)

류로 구분된다.
(10)

Fig. 1 Structure example of steam pipe line

Fig. 2 Type of piping supports

Fig. 3 Damage examples of piping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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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placement analysis example of hangers

배관지지장치의 손상은 과 같이 행거의Fig. 3

경우 내부 스프링의 고착 또는 허용범위 초과되

거나 지지장치의 경우 앵커 나 가이드, (anchor)

가 파손되거나 스너버 같은 경우 내부 피(guide) ,

스톤 파손 오일공급 차단 등으로 인해 배관 열,

팽창을 크게 제한하여 이상변위를 유발시키고,

분기배관 이나 곡관부 등 용접부에 응력이 크게

발생되어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고온. ,

배관의 점검시에는 먼저 배관지지장치의 종류,

및 기능을 파악하여 지지장치의 파손여부와 타

구조물과의 간섭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관지지장치 변위분석2.2

행거 등 배관지지장치의 점검은 행거를 제외한

앵커 가이드 스너버와 같이 변위를 기록할 수, ,

없는 지지장치를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 배관의,

열팽창변위가 지시되는 행거의 변위를 기록하고

와 같이 설계변위와 실제 운전변위와의 차Fig. 4

이를 비교함으로써 오동작이 발생되고 있는 행거

들에 대해 최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행거를 선정

할 수 있다.

는 부터 까지 총 개의 행거를 점Fig. 4 S1 S10 10

검후 설계변위와 실제 운전변위를 분석한 사례이

다 개소 에서 지지장치가 구조물과 간섭. 2 (S6, S8)

될 경우 열팽창이 제한되어 가까운 행거부터 점,

차 변위가 적게 되고 멀리갈수록 크게 설계범위

를 초과하게 되므로 조정작업시는 먼저 간섭되,

고 있는 지지장치의 구조물 간섭을 해소하고 범

위를 벗어난 행거들에 대해 지침조정을 실시하여

야 한다.

차원 배관변위 측정시스템3. 3

차원 변위 측정장치3.1 3

앞서 언급한 배관 행거들의 변위를 분석하는

것은 행거 특성상 배관 수직방향 방향 의 변위(Y )

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중 배관은 차원적. , 3

인 배관 설치 구조로 인해 차원 열팽창 변위가3

발생되므로 이를 측정하고 실시간 감시하기 위,

한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11)

이 시스템은 배관 행거 설치부위에 직접 취부

되는 차원 변위측정장치 장치로부터 아날로그3 ,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서버로 보내는

데이터전송 모듈 전송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

차원 변위를 저장하거나 보여주며 설계변위와,

비교하여 초과시 알람 등 운전원이 인식할 수 있

는 측정 및 감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원 변위측정장치는 으로 개3 Multi-link type 2

의 알루미늄 합금 링크 와 개의 엔코더(link) 3

로 구성되어 운전시 차원 배관거동을(encoder) , 3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측정 장치이다.

측정원리는 와 같이 직선변위는 공간좌표Fig. 5

에서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좌표

를 이용하였다 개의 링크로 가정시 평면에. 2 X-Z

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고 평면으로 좌표, X-Y

축을 고려한다 이때 는 구하고자 하는 공간상. P2

의 최종점이므로 의 좌표를 와 좌표로 구분P1 X Y

하면 식 과 같으며 의 좌표는 식 과 같(1) , P2 (2)

다 식 과 식 를 실제 공간상의 좌표. (1) (2) X, Y, Z

축으로 변환하면 식 과 같으며 최종 구하고자(3) ,

하는 의 좌표는 식 과 같다P2 (4)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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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rue and measured values

Fig. 5 Coordinate system

Fig. 6 3-dimensional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

    

    

    

(4)

식 에서(4)  과  는 링크의 길이로서 고정된

값이고    는 엔코더로부터 측정되는 절대

각도값 이다 즉 제작시 개의 링크길이와 측정. , 2

시 개의 엔코더로부터 정밀 절대값이 측정되면3

배관의 차원 변위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이3 . ,

장치는 기존의 고가 및 중량의 길이측정장치인

를 사용하지 않아 무게 및 가격측면에서LVDT ,

장점이 크며 제작시 측정하고자 하는 변위크기,

에 따라 자유롭게 링크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Fig. 7 Schematic diagram of monitoring system

은 설계된 차원 변위측정장치 모습을 타Fig. 6 3

나낸다 변위측정지점인 장치의 끝단 에서는. P2 3

차원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유니버

설조인트를 설치하여 모멘트 가 되도록 하였Free

으며 배관지지장치에 부착후 엔코더의 온도측정,

결과 최대 이내로 유지됨으로써 엔코더의30℃

온도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차원 변위측정장치의 정밀도를 평가하, 3

기 위하여 실측장치를 제작하여 임의의 지점에4

서 변위측정 정밀도를 평가한 결과 과 같, Table 1

이 최대 오차범위가 -0.09 로 평가되었다+0.15% .

실측장치는 각 축방향으로 미끄럼베어링을 장착3

하고 디지털 버어니어캘리퍼스와 구조가 동일한

선형스케일 을 통해 디지털 신호로(linear scale)

까지 측정되도록 하였다0.01mm .

실시간 원격 변위감시 프로그램3.2

실시간으로 원격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

정장치로부터 측정된 디지털 신호를 아나로그 신

호로 변환하여 프로그램이 탑재된 중앙제어실 서

버로 데이터를 이송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송방식은 및 통신방식을RS 485 232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며 프로그램 내에서는 변,

위측정장치로부터 이송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초기위치 입력 설계변위 입력 및 측정데이터 비,

교를 할 수 있으며 각 위치들의 차원 설계변위, 3

와 실시간 비교되어 평가된다 은 차원 변. Fig. 7 3

위측정 및 데이터 감시에 대한 전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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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window

(b) Monitor window

Fig. 8 Real-time monitoring program

감시 프로그램은 사에서 개발된 프로NI Labview

그램을 이용하여 과 같이 개발되었다 화면Fig. 8 .

구성은 변위측정장치로부터 차원 데이터의 저3

장 설계범위 입력 등을 보여주는 제어화면,

과 배관 형상을 보여주고 각 설(control window)

치위치의 및 벡터 합의 변위를 실시간으x, y, z

로 보여주는 모니터화면 으로 구(monitor window)

성되어 있다 제어화면에서 번에서는 각 측정. ①

위치에서의 측정시간에 따른 각 축의 변위 번, ②

에서는 설치시의 초기 위치값 입력 번에서는, ③

설계변위의 최소 및 최대값 입력 번에서는 프, ④

로그램의 시작 및 시스템 가동시간 확인 번에, ⑤

서는 데이터의 저장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각 장치설치 위치에서의 차3

원 변위의 벡터 합으로 실시간 표시되며 설계변,

위와 비교후 설계변위 초과시 적색으로 표시되거

나 알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Fig. 9 Steam piping structure of "Y" power plant

시스템 적용4.

배관지지장치 점검4.1

시스템을 적용하기전 화력 증기배관의 상태"Y"

분석을 위해 각 배관지지장치에 대한 육안점검을

수행하였다.

는 점검배관인 화력의 증기배관을 나Fig. 9 "Y"

타낸다 보일러로부터 개의 배관 배관라. 2 (052, 053

인 이 터빈까지 이어지는 구조이며 수직배관의) ,

상부에는 각 개 배관에 고정행거 가2 (rigid hanger)

설치되어 있는데 개 배관에 개 로드 씩 총, 1 2 (rod)

개의 로드4 (052R-012 A, 052R-012 B, 053-R-012

가 배관을 지지하고 있다A, 053-R-012 B) .

육안점검결과 의 각, Fig. 9 ⓐ 위치가 Fig.ⓓ

에서와 같이 위치에서는 지지장치 설치시 빔10 ⓐ

과 간섭 의 위치에서는 스너버가 설계이동량, ⓑ

이 초과 의 위치에서는 고정행거의 하중 불균, ⓒ

형 의 위치에서는 행거지침이 설계 이동량을, ⓓ

초과하여 전체 배관의 운전중 열팽창 변위를 제

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치에. ⓒ

서의 고정행거 로드 하중불균형은 와 같Table 2

이 큰 하중 편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하,

중편차가 변위편차를 유발하여 터빈 고진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평가하기 위해 차원 변위측3

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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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er No. (kg) (kg)

052-R-012(A) 2,683
35,350

052-R-012(B) 11,904

053-R-012(A) 3,659
27,195

053-R-012(B) 12,636

Table 2 Measured forces of rigid hanger rods

Fig. 10 Inspection results of piping supports

배관 해석4.2

육안점검에 따른 배관의 현재 상태평가와 변위

측정장치 설치위치 선정을 위해 변위 및 응력해

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은 배관전용 해석프로그.

램인 미국 사의 프로그램을ALGOR “PIPEPAK”

이용하여 변위 및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은 설계상태와 현 상태의 변위해석 결과Fig. 11

로서 설계상태 변위는 제작사에서 설계된 각 행,

거의 변위와 유사한 변위값이 계산되었으나 현,

재 상태의 변위는 보일러측과 수직배관 하부 곡

관부에서 설계상태와 다른 차원 변위 분포가 발3

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직배관 하.

부에서의 방향으로의 변위가 설계와 크게 차이Z

가 발생되어 이와 연결된 터빈입구의 응력이 크

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는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배관응Fig. 12 .

력은 각 부위에 서로 다른 응력을 유발하며 설,

계상태에서는 최대응력이 보일러 출구부 및 하부

곡관부에서 배관허용응력(ASME B31.1 Code
(7) 설

계기준 의 로 계산되었으나 점검결351MPa) 48.7% ,

Fig. 11 Displacement result of piping analysis

Fig. 12 Stress result of piping analysis

과를 반영한 현 상태에서는 일부 배관지지장치의

배관 열팽창 제한 상태로 인해 변위해석결과에서

예측한대로 최대응력이 터빈측 입구에서 로70.5%

서 설계상태 최대응력보다 약 정도 응력이22%

크게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

배관의 이상변위 및 고 응력 분포가 배관과 연결

된 터빈구조물에 고 진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위 및 응력해석은 설계상태의 조건을

기반으로 열팽창 구속조건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

과이므로 증기배관의 실제 운전중 각 위치에서,

의 운전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차원 변위감시시스템을 설치 적용하고자3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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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변위측정장치 설치4.3 3

증기배관의 변위 및 응력해석을 통해 높은 응

력부위를 중심으로 터빈으로 이어지는 개의 배2

관에 과 같이 각각 개씩 총 개의 변위Fig. 13 5 10

측정장치를 설치하였다 변위측정장치는. Fig. 14

와 같이 두개의 링크형태로 구조물에 고정하고

측정위치는 각 행거의 로드에 체결하여 배관 운

전시 차원 방향으로의 배관 변위거동을 실시간3

으로 추적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정지시 발견된.

지지장치 간섭 해소 행거 지침조정 고정행거의, ,

각 로드 하중조정 등을 실시하므로 재 운전시,

각 측정위치의 변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운전시

설치하고 운전 정지 하중조정 운전 의 사이클로“ - ( )- ”

측정하였다.

Fig. 13 Installed positions on the steam piping

Fig. 14 Installed device on the pipe hanger rod

차원 변위측정 결과분석4.4 3

설치후 운전 정지 시의 측정은 정지시까지“ ”→

약 일간 측정하였으며 정지시에는 육안점검 결8 ,

과에 따라 행거 지침조정 간섭해소 수직배관 고, ,

정행거 로드 하중조정을 실(052-R012, 053-R012)

시하였다 이후 동일위치에서 재 운전에 따른.

정지 운전 시의 측정은 안정적인 변위수준에“ ”→

이르기까지 약 일간 측정하였다13 .

보일러측에 설치된 개의 장치에서의 측정결과6

는 설계변위와 매우 양호한 결과가 측정되었으

나 수직배관 고정행거 하부, (052-R012, 053-R012)

터빈측 로 개의 측정 장치에서는 고정행거 로드( ) 4

의 하중조정으로 인해 하중조정 전 후 큰 변위,

변화가 발생되었다.

에서 까지는 터빈측 개 장치의Fig. 15 Fig. 18 4

설치위치에서 변위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delta x,

은 각 축의 측정변위이며 은 각y, z , design_x, y, z

위치에서 정상운전중 각 축의 설계변위를 나타낸

다 와 은 정지전 변위결과로서 운. Fig. 15 Fig. 17 ,

전할 때 설치하고 발전소가 정지할 때까지의 배

관에 발생되는 차원 변위 변화이며 과3 , Fig. 16

은 편차가 발생되고 있는 수직배관 고정행Fig. 18

거 로드 하중 조정후 정지부터 정상운전에 이르

기까지의 배관에 발생되는 차원 변위 변화이다3 .

는 하중 조정전 및Fig. 15 053-X-016 052-X-016

위치에서의 축 변위 측정결과로서 위3 , 053-X-016

치에서 방향의 변위는 설계변위와 유사하나x, y ,

방향은 설계변위에 비해 측정변위가 크게 벗어z

나고 있다.

특히 위치에서는 축 방향 모두 설, 052-X-016 3

계변위와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2

개 배관의 방향의 변위가 큰 차이가 발생되x, y

고 있다.

은 하중 조정후 및Fig. 16 053-X-016 052-X-016

위치에서의 축 변위 측정결과로서 개 위치모3 , 2

두 설계변위와 일정한 폭을 보이지만 개 배관, 2

이 방향의 적은 편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배관z

변위편차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은 하중 조정전 터빈입구부인Fig. 17 053-C-023

및 위치에서의 축 변위 측정결과로서052-C-024 3 ,

각 위치에서 축방향의 변위가 설계변위와 크게3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 배관의 편차 또한 크, 2

게 차이가 나고 특히 방향의 편차가 크게 발생, y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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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splacement of 053-X-016, 052-X-016

position before load adjustment

Fig. 16 Displacement of 053-X-016, 052-X-016

position after load adjustment

Fig. 17 Displacement of 053-C-023, 052-C-024

position before load adjustment

Fig. 18 Displacement of 053-C-023, 052-C-024

position after load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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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중 조정후 터빈입구부인Fig. 18 053-C-023

및 위치에서의 축 변위 측정결과로서052-C-024 3 ,

개 위치모두 설계변위와 일정한 폭을 보이지만2 ,

개 배관이 방향의 적은 편차를 제외하고는 거2 z

의 배관 변위편차가 적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상기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설계변위, ,

프로그램에 의한 해석변위 운전 정지시 변위, →

및 하중 조정후 정지 운전시 변위를 각 측정위→

치에서 고려하면 Fig. 19 과 같다 각Fig. 21 .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설계와 해석변위가 거의 일

치하여 설계변위가 타당함을 알 수 있었으며 터,

빈입구 측정지점인 와 위치는052-C024 053-C023

터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위변화 폭이 적

은 것을 알 수 있다 점선과 실선은 개 배관의. 2

변위편차 해소정도를 보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는 축의 변위변화 분포로서 각 위치에Fig. 19 X ,

서 설계변위와의 차이는 크나 개 배관의 변위, 2

편차는 조정전 실선 에 비해 조정후 점선 에 약( ) ( )

의 변위편차가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100mm .

은 축의 변위변화 분포로서 각 위치에Fig. 20 Y ,

서 조정전에 비해 조정후 최대 정도 변위가50mm

설계방향으로 더 발생되었으며 개 배관의 변위, 2

편차도 약 정도 편차가 해소가 된 것을 알80mm

수 있다.

은 축의 변위변화 분포로서 축 보Fig. 21 Z , X, Y

다 지점에서 모두 설계방향으로 변위가 더 발생4

되었으나 개 배관의 변위편차는 약 내에, 2 20mm

서 편차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Z

경향은 배관의 구조상 운전시 주로 와 방향으X Y

로 열팽창 변위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중 배관의 점검을,

통해 배관 상태를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프로그,

램을 통해 설계변위의 타당성을 입증하며 차원3

변위감시 시스템을 통해 운전 정지 하중조정 운“ - ( )-

전 의 사이클로 변위변화를 측정하여 행거 지침”

조정 간섭해소 행거 하중조정 등 조정작업후 배, ,

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화력에서 발생되고 있는 배관 이상변, “Y"

위 거동에 따른 터빈 고 진동의 영향을 해석과

변위측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터빈과 연결된, 2

개 배관의 변위편차가 터빈에 불균형 하중을 유

발하였으며 하중조정을 통해 변위편차 해소정도,

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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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발전용 고온배관의 운전중 행거 등 배관지지장

치의 점검과 차원 배관변위 감시시스템의 개발3

및 적용을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전용 배관에 설치된 행거 등 각종 배관지(1)

지장치의 육안 점검방법 및 행거 변위분석을 통

한 진단기법을 정립하였다.

상용 배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화력(2) “Y"

발전소 증기배관의 육안 점검시 발견된 간섭 및

행거 오동작 상태를 고려하여 변위 및 응력해석

을 수행한 결과 설계 대비 이상변위가 발생되었,

으며 배관에 발생되는 실제 응력이 설계상태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최대응력이 설계보다 22%

증가되었다.

개의 링크와 엔코더를 이용하여 운전중 실(3) 2

시간으로 배관의 차원 변위측정 및 감시가 가능3

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상변위가 발생되는,

화력발전소 증기배관에 운전 정지 운전 의“Y" “ - - ”

사이클 동안 차원 변위를 측정하였다3 .

정지전 발생된 이상변위와 정지중 배관 간(4)

섭 수직배관 고정행거 하중편차 조정작업 실시,

후 차원 변위 평가결과 터빈 입구전 개 측정3 , 4

지점에서 이상변위가 설계변위로 크게 복구되었

으며 터빈과 연결된 개 배관의 변위편차가 와, 2 X

축에서 각각 편차가 해소된 것을Y 100mm, 80mm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차원 배관변위 감시시스템(5) 3

의 정확성 및 활용성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향,

후 본 시스템은 국내 산업용 고온배관 뿐만 아니

라 운전중 이상변위가 발생되는 산업용 타 구조,

물로의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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