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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the heating tank with a screw-rotation device for improving the thermal

efficiency of electric boiler. In the proposed system, analysis items were the heater rod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reaching time for set temperature and thermal efficienc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al study. (1) When screw speed increases, the time

reaching for set temperature tended to be shorter. (2) When the rotation speed becomes 300 rpm, the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and left heater rod decreases by 49%, from 19.7oC to

9.7oC in average. (3) When the rotation speed is over 250 rpm, proposed heating tank structure appeare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thermal efficiency. Thermal efficiency with the rotation speed 300 rpm is

improved by 3.8% compared to the case of rotation speed 0 rpm.

Key words: Electric boiler(전기보일러), Heater rod(히터봉), Heating tank(가열탱크), Screw(스크류),

rpm(회전수), Thermal Efficiency(열효율)

기호설명

G : 유량 [kg/s]

C : 유체의 비열 [kJ/kgoC]

ΔT : 보일러 환수 및 출수 온도차 [oC]

P : 소비전력 [kWh]

1. 서 론

보일러는 가스, 유류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 발

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온수나 증기를 얻는 기기로

서 가정에서부터 생산 공장이나 발전설비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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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기히터를 이용한

전기보일러의 경우 항상 일정한 열원을 간단한 시

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시스템의 단순화 및 일정 열원 공급 가

능, 기동시간이 짧다는 점, A/S의 간소화 등의 이유

로 전기보일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난

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열탱크를 구비한 전기보일러

의 경우 가열탱크에 접속되어 있는 입출구, 일반적

으로 열을 방열한 난방수가 가열탱크로 되돌아오는

탱크 하부의 환수구, 가열된 온수가 나가는 탱크 상

부의 출수구 등의 위치에 의하여 가열탱크내부에서

열매체의 유동형태가 발생한다. 특히 가열탱크 용량

증가에 따라 히터봉이 다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열매체의 유동형태에 따른 정체구역이 발생하여 히

터봉으로부터 열을 가져오는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열탱크 내부에 설

치되어 열매체를 가열하는 다수의 히터봉에서는 열

매체 유동 형태에 따라 히터봉 표면에서 온도 편차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열탱크 내부의 열매체

유동에 따른 다수 히터봉 표면온도 편차를 완화하

고, 히터봉으로 부터 열전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히

터봉과 접촉된 열매체 유속을 증진시켜 효율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이에 히터봉 표면온도 완화 및 열

전달 촉진을 위해 기존 전기보일러와 달리 가열탱

크 내부의 좌우에 히터봉과 히터봉 사이에 스크류

회전장치를 구비한 전기보일러를 제안하였다. 본 연

구는 제안된 전기보일러의 기초 특성을 파악하고자

가열 탱크내부 열매체 유동에 따른 좌우 히터봉 표

면온도 변화 및 편차, 설정온도 도달시간, 열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1,2].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현재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의

전기온풍기 및 전기보일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8호)에 따르면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

에서 제외되어 평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KEAA 단체표준[3]과 KS 규격[4,5]을 참조하여 실

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실험 대상은 순환펌프로부터

가열탱크 하부에서 환수되는 난방수가 가열되어 상

부 출수구로 빠져 나가는 일반적인 유로 구조의 가

열탱크를 가진 전기보일러이 다. Fig. 1, Fig. 2는 실

험장치 구성의 개략도와 전경이고, Table 1에 실험

장치에 사용된 바닥 난방배관, 전기 히터봉 용량, 가

열탱크 규격, 스크류 규격, 측정 장비 등을 나타내었

다. 히터봉 및 스크류 모터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장

비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력측정을 위해 2대의 전력

량계를 사용하였고, AVR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전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데이터 측정용 센서 위

치와 개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스크류의 규격은 길이 150 mm, 축을 중심으로 좌우

에 하나씩 부착된 윙의 크기는 25 mm × 30 mm이다

(Fig. 2). 좌우 히터봉 중심에 설치된 스크류는 가열

탱크 상부에 설치된 모터에 의해 가열탱크 내부에

서 회전을 하고, 회전속도는 슬라이덕스와 타코메타

를 이용하여 조절 및 확인하였다.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2. Photo of experimenta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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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실험조건은 Table 3과 같고, KS규격[4,5] 등을 참

조하여 실내온도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2대를 이

용하여 20 ± 0.5oC를 유지하였다. 실험은 가열탱크

내부에 부착된 스크류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rpm

“0”)와 비교 대상으로 회전수 “100”, “200”, “300”으

로 구분하여 동일한 유량조건에서 각 회전수별로 3

회씩 180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진행 순서는 실내온도가 유지됨을 확인한 후

바닥배관과 가열탱크 내부 입출구를 지하 저수조로

부터 공급 되는 시수에 연결하여 30분 이상 순환시

켜 동일한 온도(22 ± 0.5oC)를 유지하였다. 데이터로

그를 통해 장치 내 시수 온도를 확인 후 순환펌프를

10분 이상 가동하여 장치 및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

고, 유량계를 통해 순환 유량을 확인 후 실험을 시

작하였다(Fig. 3). 열성능 측정을 위해서 보일러 환

수측에 설치된 유량계로부터 유량과 환수 및 출수

구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보일러 출력값(Q) 산출에

사용하였다. 보일러 출력 및 열효율(η)의기본식은

아래와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experimental device 

Items Specifications

Floor 

heating pipes

φ15 PB pipe

Length 78m

Internal pipe water capacity 19.6 liters

Heating 

tank capacity
10 liters (270 mm × 120 mm × 300 mm)

Heater rod 

capacity

(No. of rod) 

1 kW

(2 EA)

Screw 

specification

Diameter: Φ5 

Wing: 25 mm × 30 mm 2EA 

Screw moter 

specification
DC 12V 7500 rpm

Equipments

Data Logger 2EA (MV 200, midi 

LOGGER GL 220)

Power meter 2EA (HIOKI 3333, 

SJPM-C16)

Flow meter (KOMETER P-130627-8)

AVR (AV 100), Slidacs (5 kVA)

Tachometer (DT-2234C+) 

Table 2. Location and number of sensors 

Part Location of sensor Number

Heating tank inside

Heater rod surface temp. Left, Right, Upper, Bottom 4

Surface temp.
Front, Rear: Left, Right, Upper, Bottom 8

Plat surface 1

Inlet/outlet temp.
Inlet 1

Outlet 2

Supply water temp. Outlet 1

Fluid temp.
Upper, middle, bottom: left, right 6

Left, right 2

Heating tank outside Surface temp.
Upper, middle, bottom 3

Return tank 1

Etc
Floor heating pipe

Pipe 1/3, 2/3 location 2

Floor surface 1

Room temp. Room Air 1

Sum 33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RPM
Setting 

temp. [oC]

Flow rate

[LPM]

Temp.

control 

Experimental 

time [Min]

0

60 6
ON

/OFF
180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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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G × C × ΔT  (1)

η = Q/P  (2)

3. 결과 및 고찰

3.1 설정온도 도달시간

Table 4는 가열탱크 내부에 설치된 온도조절용 센

서(Fig. 1)를 기준으로 설정온도 60oC에 도달하는 시

점(보일러 가동 후 설정온도에 도달 한 후 on-off를

반복할 때 1차 off가 일어나는 시점)과 이때까지 전

력량계에 의해 측정된 전체 소비전력량을 조건별로

정리한 것이다. 출수온도 상승률은 보일러 가동 시

가열탱크에서 난방 배관쪽으로 나가는 초기 출수온

도(supply)를 기준으로 설정온도와 온도차를 설정온

도 도달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설정온도 도달

시간은 가열탱크 내부에 있는 스크류가 좌우에 설

치된 히터봉 중심에서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짧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출수온도 상승률은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스

크류 회전 속도 증가에 따라 도달시간이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운전시간도 감소하여 소비전력량은 회

전수 “0”의 조건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

달시간과 온도상승률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탱크 내 히터봉 사이에서 스크류 회전은 히터

봉 발열표면과 접촉하고 있는 열매체측으로 열전달

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히터봉 표면온도 경시변화

가열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좌우 히터봉

사이에서 스크류 회전 속도에 따라 히터봉 표면에

서 열매체측으로 이동하는 열전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히터봉 하부 말단으로부터 상부로 30, 80 mm

위치에서의 표면온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가열

탱크 좌우에 설치된 히터봉은 각 용량이 1 kW급이

고, 히터봉 발열부는 열매체 내부에서 균일한 발열

량을 내도록 가열탱크 수면아래에서 히터봉 말단까

지 내부에 열선이 균일하게 감겨있는 상태이다. 히

터봉 좌우 표면온도 경시변화 시간은 Table 4와 같

이 조건별로 보일러 설정온도 도달시간에 차이가

있어 보일러 가동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on-off없이

Fig. 3. Experimental flowchart. 

Table 4. Set temperature arrival times and power consumption

RPM
Initial temp.

[oC]

60oC

arrival times

[Min.]

Power

consumption

[kWh]

*Power

consumption

rate [%]

**Outlet temp.

rise rate

[oC/Min.]

0 22.3±0.3 77.6±1.5 2.74±0.03 100.0 0.49

100 22.0±0.2 72.8±1.0 2.58±0.02 94.2 0.52

200 21.9±0.3 70.0±0.5 2.48±0.05 90.5 0.54

300 22.3±0.2 66.2±1.7 2.38±0.03 86.9 0.57

*: rpm “0” base

**: supply temperatur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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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전원이 투입된 1차 off 시간을 고려해서

60분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Fig. 4에서 좌측에

있는 히터봉(L_H)은 환수구 출구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 있는 히터봉(R_H)은 온수가 나가는 출

수구 쪽에 위치하고 있다(Fig. 1). 따라서 가열탱크

내 열매체의 흐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상부로

흐르는 형태이다. 좌측에 있는 히터봉의 표면온도는

전반적으로 우측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열탱크로 내부로 들어오는 환수에 의해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아 온도가 낮고, 반대로 우측에 있는 히

터봉 표면온도는 환수의 영향이 적고, 하부쪽에서

환수와 상부에서 출수 구조를 가진 가열탱크 내부

구조상 열매체가 정체되므로 표면온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냈다. 그러나 가열탱크 내부 히터봉 사

이의 중심에 설치된 스크류의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탱크내부에서 열매체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우측에서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히터봉 표면

에서 열전달이 촉진되어 히터봉 표면온도의 좌우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에 환수 온

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좌측에 있는 히터봉의 경우

에는 스크류 회전에 의한 영향이 우측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Table 5는 회전수 “300”과 “0”을 대상으

로 히터봉 좌우측 상하 온도변화 곡선에 대한 추세

선으로부터 구해진 이차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온도와 시간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표면온도 100oC

를 기준으로 한 전체면적(시간 × 100oC)으로부터 적

분된 면적을 차감하여 남은 면적을 히터봉으로부터

뺏어오는 열량의 비율로 가정하였다. 회전수 “0”인

우측 히터 산출값을 기준(0%)으로 할 때 회전수

“300”쪽이 “0”보다 좌측에서는 차이가 작지만, 우측

의 경우 상하 평균 약 11%의 차이가 나타났고, 회

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율값이 증가하였다. Fig. 5

는 6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좌우 히터봉 표면온도

를 평균하여 회전수 별로 비교한 것이다. 회전수

“0”의 경우 운전초기 좌우 편차가 30oC 이상이고,

60분 도달 시점에도 약 10oC 정도를 나타내었다. 반

면에 회전수 “300”에서는 평균적으로 좌우 편차가

Fig. 4. Variation of heater rod surface temperature with

time (L: Left, R: Right).

Table 5. Heat remove area rate from heater rod [%]

rpm 300 rpm 100 rpm 0

Left
Upper 15.5 21.8 19.8

Bottom 19.8 18.9 19.8

Right
Upper 8.6 3.9 0

Bottom 13.4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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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oC  정도였고, 60분경에는 약 6.5oC 정도로 나

타냈다. 따라서 좌우 히터봉 사이에서 회전하는 스

크류는 열매체 정체로 인해 표면온도가 높은 히터

봉 표면으로부터 열전달을 촉진시켜 좌우 히터봉

표면온도 편차를 평균 19.7oC에서 9.7oC로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열효율

열효율은 보일러가 운전을 시작하고 설정온도에

도달 한 후 on/off를 반복하는 시점을 대상으로 하였

고, 120분 경과 후 6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비전

력은 히터, 펌프, 모터를 대상으로 전력량계로부터

10초 간격으로 측정된 소비전력을 적산하여 산출하

였고, 보일러 출력은 식 (2)를 사용하여 산출한 후

적산하였다. Fig. 6에 조건별로 열효율을 나타냈다.

회전수 “0”에서 “200”사이에서는 열효율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300”에서는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추가로 회전수 “250”에 대하

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250” 이상에서는 효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

열탱크 구조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보일러 가

열탱크 구조상 환수와 출수 사이의 열매체 흐름이

기본적으로 펌프에 의해 구동됨으로 인하여, 회전수

“0”의 경우에는 환수구로부터 토출되는 유체 속도

에 의해 열전달이 촉진되지만, 스크류가 회전하는

경우 회전수 “200”까지는 회전에 의한 열전달 촉진

보다는 환수 및 출수구 위치에 따른 열매체 흐름 자

체에 의한 효과가 더 크고, 반면에 회전수가 “250”

이상이 되면 환수와 출수에 의한 열전달 효과보다

회전에 의한 열전달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효

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양단에 히터봉을 구비한 일반적인 사각

형태의 가열탱크 구조에서는 최소 회전수가 “250”

이상이 되어야 열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회전수 “0”과 비교할 때 약 3.8%의 차

이를 나타냈다. 

4. 결 론

전기보일러 가열탱크 내부의 좌우 히터봉 중심에

설치된 스크류 회전속도에 따른 탱크내부 열매체

유동에 따른 성능특성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설정온도 도달시간은 스크류 회전수가 증가할

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회전수 “300”의 경우 회전수 “0”에 비해 좌우

히터봉 표면온도 편차는 평균 19.7oC에서 9.7oC로

49% 감소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열탱크 좌우 양측에 히

터봉을 구비하고 히터봉 중심에 스크류가 부착된

구조는 최소 회전수가 “250” 이상인 경우 열효율 측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전수 “0”과

비교할 때 약 3.8%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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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ater rod surface temperature deviation according

to screw rpm.

Fig. 6. Comparison of thermal efficiency according to

set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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