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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A  : 튜브 전열면적 

C  : 산화스케일 성장관련 상수 

h  : 대류열전달계수 

H  : 엔탈피 

k  : 튜브 열전도율 

P  : 절점압력 

q  : 열유속 

Q  : 유로유량 

r  : 튜브 반경 

[T]  : 위상행렬 

T  : 온도 

δ : 산화스케일 두께 

Key Words : Fossil Power(화력발전), Superheater(과열기), Reheater(재열기), Tube Temperature(튜브 온도), Heat 

Flux(열유속), Flow Network(유로망), Oxide Scale(산화스케일) 

초록: 대용량 화력발전 보일러 과열기와 재열기 튜브는 과열에 취약하여 보일러 정지 시 튜브 내부의 산화

스케일 두께를 측정하여 과열상태를 평가한다. 산화스케일 두께측정에 의한 튜브 온도예측은 튜브의 발췌가 

불가피하고 정확한 과열지점의 선정과 튜브의 초기운전온도가 확보되지 못하면 유의한 튜브온도예측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석적 방법에 의해 튜브 온도를 예측하는 경우 튜브 외부 연소가스에 대

한 연소, 복사, 대류 및 난류유동에 대한 방대한 해석이 필요한 반면 순시적인 부하의 변동, 탄종의 변화 및 

운전방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튜브의 온도를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일러 운전정보와 유로망 해석을 통해 튜브의 열유속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튜브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기법을 Larson-Miller Parameter법과 같은 실용적인 튜브 손상평가기법

과 결합하면 유용한 고온손상감시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uperheater and reheater tubes of a heavy-load fossil power plant boiler can be damaged by overheating, and 

therefore, the degree of overheating is assessed by measuring the oxide scale thickness inside the tube during outages. The tube 

temperature prediction from the oxide scale thickness measurement is necessarily accompanied by destructive tube sampling, 

and the result of tube temperature prediction cannot be expected to be accurate unless the selection of the overheated point is 

precise and the initial-operation tube temperature has been obtained. In contrast, if the tube temperature is to be predicted 

analytically, considerable effort (to carry out the analysis of combustion, radiation, convection heat transfer, and turbulence fluid 

dynamics of the gas outside the tube) is requir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analytical tube temperature prediction, load changes, 

variations in the fuel composition, and operation mode changes are hardly considered, thus impeding th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tube temperatur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the short-term prediction of tube temperature; the method involves the 

use of boiler operation information and flow-network-analysis-based tube heat flux. This method can help in high-temperature-

damage monitoring when it is integrated with a practical tube-damage-assessment method such as the Larson-Miller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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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용량 화력발전 보일러의 고장은 대부분 튜브

에서 발생하며 튜브의 고장 중 가장 빈번히 발생

하는 고장 주원인은 과열기 및 재열기 튜브의   

과열손상이다.(1) 보일러 과열기 및 재열기 튜브는 

고온고압에서 운전되며, 튜브의 과열은 크리프 손

상을 가속시켜 사용수명을 감소시킨다. 튜브의 수

명예측기법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EPRI 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튜브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실험은 일본의 NRIM 등의   

기관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튜브수명 

평가 관련연구는 활발한 편은 아니나, 기존 재질

열화 평가방법에 대한 정확도 향상,(2) 경험기반의 

수명평가방법 보수성 개선 및 이론적 근거제공,(3) 

크리프 파단수명에 대한 부식영향(4) 등 현장적용

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튜브의 과열예방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 중 보일러 튜브 가열부의 온도 측정

을 통한 감시이다. 그러나 보일러 튜브 가열부가 

위치하는 가스유로는 밀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

시적인 구조물의 진동과 연소가스 내 포함된 침, 

부식 물질들로 인해 계측기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

에 튜브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에 대

한 해석(5) 또는 튜브 내부 산화스케일의 두께측정

을 통해 튜브의 온도를 예측하고 있다.(6) 

튜브 내부 산화스케일 두께 측정법을 이용하여 

튜브의 온도를 예측하는 경우, 보일러의 정지와 

튜브의 발췌가 불가피하며 정확한 과열지점 선정

과 튜브 발췌부위에 대한 산화스케일이 생성되지 

않은 초기 상태의 튜브온도가 확보되지 못하면 유

의한 튜브 온도예측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열전달 해석을 통해 튜브의 온도를 예측하

는 경우 보일러의 정지 또는 튜브에 대한 파괴적

인 검사 수행이 필요 없지만 튜브 외부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연료와 공기의 연소, 연소

가스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과 난류 유동해석 등 

방대한 해석작업이 수반된다. 이러한 보일러 연소 

및 열전달 현상에 대한 예측은 컴퓨터 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해석모델의 개선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7) 연료량 및 공

기량에 대한 정확한 계측 곤란, 연료성분의 변화, 

연료탄 입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미연분 및 질

산화물 저감을 위한 운전변화 등 운전 중에 발생

하는 다양한 환경적요인의 즉각적인 반영이 곤란

하기 때문에(8) 튜브의 운전온도변화를 상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튜브 외부 연소가스에 대한 방대한 해석을 운전정

보를 이용한 튜브 열 별 열유속 계산으로 대체하

고 튜브 내 산화스케일 성장선도를 이용하는 새로

운 보일러 온도예측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기법

은 보일러 정지 및 튜브의 발췌가 필요 없으며 단

시간 내에 계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 

지속적인 튜브온도 예측 및 과도 운전상태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기법의 적

용을 통해 튜브의 상세한 운전이력이 확보된다면 

Larson-Miller Parameter법이나 Manson-Hartford법과 

같이 적용이 용이한 응력해석법에 의한 크리프 손

상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부적 튜

브 손상부의 예측을 통해 재질열화시험을 위한 발

췌 샘플링의 기준정보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과열기/재열기 튜브온도 예측 

2.1 이론적 배경 

화력발전 보일러 과열기와 재열기 튜브는 외부 

연소가스에서의 대류 및 복사열전달, 튜브 내, 외

면 간의 전도 열전달 및 튜브 내부 증기의 대류 

열전달을 통해 내부의 증기를 가열한다. 이러한 

튜브 온도예측의 전통적인 방법은 Fig. 1 과 같은 

내 외부의 열교환이 있는 환형 원관의 임의의 단

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열전달식의 해를 얻는 것

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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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rq 은 연소가스에서 튜브로의 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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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llow cylinder with external and internal heat 

transfer 

 

gT 는 연소가스온도, sT 는 증기온도, gh 는 가스의 

대류 및 복사를 포함하는 열전달계수, sh 는 증기

의 대류열전달계수, k 는 튜브의 열전도율, oxk 는 

튜브 내부 산화스케일의 열전도율, or 는 튜브의 

외측 반지름, ir 는 내측 반지름, oxδ 는 산화스케일 

두께이다. 식 (2)의 oxT 는 튜브 내부 산화스케일의 

온도이고 식 (3)의 iT 는 튜브와 산화스케일 계면

에서 온도이며 식 (4)의 oT 는 튜브 외면온도, 식 

(5)의 T 는 튜브온도. 식 (6)의 t 는 튜브가 정상운

전온도에서 운전된 시간으로 보일러 운전시간과 

일치한다고 고려할 수 있다.  

위 식들을 통해 얻는 최종적인 해는 식 (5)에서 

계산되는 튜브의 온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식 (1)

에서 계산된 튜브의 열유속과 증기온도를 이용하

여 식 (2)의 튜브 내면 산화스케일 온도를 계산한

다. 그리고 식 (1)의 튜브 열유속과 식 (2)의 튜브 

내면 산화스케일 온도를 이용하여 식 (3)과 식 (4)

을 계산하면 식 (5) 계산에 필요한 튜브 내, 외면

온도를 얻을 수 있다. 식 (6)은 식 (3)을 풀기 위

한 튜브 내부 산화스케일 성장에 관한 식으로 계

수 1C 과 2C 는 튜브 강종별로 정의된다. 식 (1)을 

풀기 위한 연소가스의 해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Fig. 2 와 같은 과열기 

및 재열기 구조에 대해 각 튜브 별 평균 열유속을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HHmAHmq inoutyyra /)(/ −=∆= ɺɺ        (7) 

 

식 (7)에서 ymɺ 는 y 튜브열의 증기유량,  A 는 튜

브 전열면적, outH 은 튜브 출구 증기의 엔 탈피, 

inH 은 튜브 입구 증기의 엔탈피이다. 엔탈피는 

증기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결정되며 대용량 화력

발전 보일러의 경우 Fig. 3 과 같이 튜브의 입출구

에 설치된 온도 및 압력센서의 측정치를 이용하면 

 
Fig. 2 Schematic diagram of superheater 

 

 
Fig. 3 Sensor installation diagram of superheater and 

reheater 
 

튜브 입 출구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튜브 외면에도 스케일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식 (7)

과 같이 열유속이 결정되고, 식 (2)에서 식 (5)로 

튜브의 내, 외면 온도가 얻어지는 경우 튜브외면 

스케일의 영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튜브의 내면은 출구측이 고온이고 외면은 연소

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고온이다. 따라서 튜브의 

최 고온부는 출구측 연소가스 유로 중앙부에서 발

생한다. 효과적으로 튜브의 온도를 감시하기 위해

서는 튜브 전체온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최 

고온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튜브 최 

고온부의 열유속과 증기온도를 다음과 같이 평균

열유속 및 출구증기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식 

(7)과 식 (2) ~ (6)을 이용하여 튜브의 온도를 계산

할 수 있다. 
 

               rar qq ξ=max,                (8) 

 

oss TT ,max, η=               (9) 

 

식 (8)의 ξ 는 임의의 값이며 식 (9)의 η 는 튜브

출구 증기온도에 대한 튜브 최대증기온도의 비를 

나타낸다. 튜브 내부 증기온도는 외부가스로부터 

입구에서 출구까지 열을 공급받기 때문에 출구부

에서 항상 최대가 되므로 η 는 최대값이 1 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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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다. ξ 와 η 는 최 고온부의 산화스케일 

실측치와 예측치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2.2 튜브 열별 증기유량 예측 

 식 (7)의 튜브 열별 평균열유속은 튜브의 증기

유량과 입 출구간의 엔탈피 차로 구성된다. 튜브 

열별 증기유량은 Fig. 2 와 같은 유로구조물에 대

한 유로망 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위상구성행렬식기반의 유로망해석(10)을 이용하여 

튜브 열별 증기유량을 예측하였다.  

유로망이란 Fig. 4 와 같이 절점과 유로로 구성

된 망형태의 구조물이다. 절점은 유로와 유로가 

만나는 점으로 Fig. 4 에서는 내부에 숫자를 가진 

원으로 나타내었으며 절점과 절점을 연결하는 선

이 유로이다. 유로와 절점이 연결되어 순환유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Fig. 4에서 절점 1, 2, 5에 연결

되는 유로 1, 10, 9가 그 예이다. 유로망에서 위상

행렬을 이용하면 각 절점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각 

순환유로에 대한 에너지보존식을 다음과 같은 위

상구성행렬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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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 ]T 는 위상행렬로서 절점수가 n , 유

로수가 l 인 유로망의 경우 행수는 1−n , 열수는 

l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lnRT ,1−∈               (11) 

 

위상행렬의 각 열은 유로망 각 경로의 절점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낸다. 즉 경로의 시작절점과 같은 

번호의 행에는 ‘1’을, 종결절점과 같은 번호의 행

에는 ‘-1’을 지정하고 나머지 행에는 ‘0’을 지정한

다. [ ]tT 는 위상행렬의 전치행렬이다. 식 (10)에서 

 

 

Fig. 2 Flow network diagram 

[ ]bQ 는 유로망으로 유입되거나 유로 망에서 유출되

는 경계유량을 나타내며 Fig. 4 에서 1bQ 과 2bQ 에 

해당한다. 식 (10)의 [ ]IK ′ 는 각 유로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에 대한 선형화 압력손실계수로 식 (12)와 

같이 유로 유량 Q 와의 일차결합 형태로 표현되며 

행렬식 형태로는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KP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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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에서 하첨자 l은 유로 수이다.  

식 (10)을 풀면 유로별 유량 [ ]Q 와 각 절점에서 

압력 [ ]P 가 얻어 지며 이 때 얻어지는 유량 [ ]Q
에는 튜브 열별 유량이 포함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식 (7)의 열유속이 결정된다. 

3. 실증 및 고찰 

3.1 실증대상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에 대한 적용방법과 결

과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500MW 

초임계압 석탄화력보일러 최종 과열기에 대해 실

증을 수행하였다. 실증대상 과열기의 형상 및 상

세제원은 Fig. 4 및 Table 1과 같다.  

 

 

Fig. 3 500MW coal combustion boiler superheater 
geometry and arrangemen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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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과열기는 Fig. 4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개의 입구 헤더와 두 개의 출구헤더로 구성되며 

증기흐름은 대칭으로 입구헤더의 양 측면으로 유

입되어 출구헤더의 양 측면으로 유출된다. 헤더와 

와 연결된 튜브들은 Fig. 4 의 윗 부분과 같이 13

개의 튜브가 하나의 열을 이루고 전체 75 개 열이 

하나의 헤더에는 38 개, 다른 하나의 헤더에는 37

개가 연결되어 최종과열기를 구성한다. 과열기의 

열 별 온도분포는 Fig. 5와 같다. 

Fig. 5 는 6 개의 동일한 종류의 500MW 초임계

압 석탄화력보일러의 1 년 중 무작위적으로 선택

한 3 달간의 최종과열기 출구 평균 증기온도분포

이다. 동일한 위치에서 온도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포 경향은 상호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Detail technical spec of 500MW boiler superheater(11) 

Item Unit Value 

Header Length mm 17400 

Header Diameter mm 380 

Header Thickness mm 70 

Number of Tube Columns - 75 

Number of Tubes per Column - 13 

Column Space mm 150 

Tube Heating Surface 2m  5616 

Tube Outer Diameter mm 38 

Tube Thickness mm 5/6.5/8 

Material - X20CrMoV121 

Total Steam Flow t/hr 1600 

Outlet Pressure(Design) MPa 255 

Inlet Temperature(Operation) C 495 

Scale Constant 1C / 2C  (9) - 2.392/13.741 

 

 

 

Fig. 4 Supherheater tube outlet steam temperature 
distribution 

Fig. 6 은 유로망 해석을 이용하여 튜브 열별 증

기유량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5와 Table 1을 

이용하면 튜브 열별 입출구간 엔탈피차를 구할 수 

있으며 Fig. 6 의 증기유량과 곱을 하면 Fig. 7 과 

같은 튜브 열별 열유속을 계산할 수 있다. 

튜브 최 고온부의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식 (8)과 식 (9)의 ξ 와 η 를 임의의 값으로 가정

한 후 식 (2)에서 식 (6)을 풀면 튜브 열별 온도와 

산화스케일 두께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최종 과열

기 튜브에는 온도가 측정되지 않으므로 계산된 산

화스케일 두께와 실제 측정된  산화스케일 두께를 

비교하여 가정한 ξ 와 η 에 대한 적절한 값을 찾

아야 한다. 이를 위해 Fig. 4 및 Table 1 에 제시된 

500MW 급 보일러 최종과열기에 대해 튜브 발췌

를 통한 산화스케일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8 은 

튜브의 산화스케일 두께 측정절차로 먼저 발췌된 

튜브에서 사진③③와 같은 광학측정이 가능한 튜

브시편을 제작하고 광학현미경과 두께측정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시편의 산화스케일 두께를 측정한

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얻어진 산화스케일과 

Table 1 의 산화스케일 상수를 이용하면 Fig. 9 와 

같은 산화스케일 선도를 얻을 수 있다.   

 

 

 

Fig. 6 Steam flow distribution of final superheater 

 

 

Fig. 7 Heat flux distribution of final superheate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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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ickness measurement procedure of tube inside 
oxide scale 

 

 

Fig. 9 Measure oxide scale thickness data and isothermal 
growth curves 

 

 

Fig. 5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oxide 
scale thickness of tube column #26 

 

Fig. 9, 10, 11은 각각의 ξ  및 η의 조합에 대해 

산화스케일 측정 두께와 예측두께 선도를 비교하

여 나타낸 결과이다. 비교대상의 측정 산화스케일 

두께는 0.17, 0.2, 0.27mm로 각각 튜브의 운전온도

가 저온, 평균, 고온을 의미한다. 각 ξ  및 η 의 

조합에 대한 비교결과 1=η 에 대해 4.1=ξ 가 적

절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Fig. 13 과 

같이 운전시간에 따른 튜브 온도분포변화를 나타

내었다. Fig. 13에서 튜브와 증기온도의 차가 증기

온도가 고온인 영역에서 더 큼을 알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oxide 
scale thickness of tube column #20 

 

 

Fig. 7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oxide 
scale thickness of tube column #8 

 

 

Fig. 8 Tube temperature distribution change as operation 
time increase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력발전 보일러 과열기 및 재열

기의 최 고온부 온도예측을 위해 튜브 열별 평균 

열유속 계산을 이용한 운전 중 온도예측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500MW 초임계압 석탄연소 보일러

에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일러 튜브 열별 최 고온부의 열유속과 증

기온도는 평균 열유속 및 출구 증기온도의 상수배

로 표현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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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 고온부의 증기온도를 출구증기온도와 같

아고 가정하였을 때 열유속은 평균열유속의 1.4배

로 나타났다. 

(3) 보일러 튜브 온도분포는 증기와 유사한 분

포경향을 보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튜브 내 산화스

케일의 성장에 의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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