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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열회수 보일러는 입구 확관 덕트와 전열관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서는 전열관군 전에서 배기가스 유동이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열관군 전의 배열회수 보일러 
입구 덕트에서 유동 특성을 살펴보았고 전열관군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지금까지 다른 연구들에서 적용하였던 일정
한 열전달 량으로 한 경우와 전열관군 배관의 내부와 외부의 대류열전달을 고려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적용한 
경우의 해석에서 온도 분포를 비교하여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실제 현상에 보다 적합한 열전달 메커니
즘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열관군 배관의 내부와 외부의 대류열전달을 고려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적용한 해석이 일정한 열전달 량을 적용한 경우보다 온도 분포가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렇게 적용한 경우는 배열회수 보일러 탈질설비 전단에서 온도 분포가 설계 기준 ±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배열회수 보일러, 전열관군, 대류열전달 계수, 속도 rms, 탈질설비, 온도범위

Abstract - A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consists of inlet expansion duct and heat transfer tube bank 
modules. For the enhancement of heat transfer in the tube bank modules, the flow should be uniform before 
the 1st heat transfer tube bank module. The present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analyze the flow 
characteristics in the inlet expansion duct of a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by using numerical flow 
analysi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ablish the proper heat transfer mechanism in the heat transfer 
tube bank modules by the comparison of the heat transfer models, the case with the constant heat loss 
per unit volume and the case with heat loss by using inner and outer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heat transfer tube. From the present research, it could be seen that the heat transfer mechanism with 
using inner and outer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derives more proper temperature distribution results 
and the acceptance criteria of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in ±  before SCR is satisfied with 
using this heat transfer mechanism.

Key words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eat transfer tube bank module,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
cient, velocity rms value,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temperatur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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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열회수 보일러는 복합 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연결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

오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증기를 만들어 이

것으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한다. 배열회수보일러의 배기가스 배열 회수 효율

은 이러한 복합 화력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배열회수 보일러의 배열회수 효율은 배

열회수 보일러의 전열 관군에 들어가는 배기가스가 균

일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

다. 배열회수 보일러에 관한 연구는 전열관군의 입구 

덕트에서 유동의 균일화에 관한 연구들[4-6]이 많이 

이루어졌다.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배열을 회수하여 

보일러 관군 내의 보일러수를 증기로 변환하는데 이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것도 배열회수 보일러의 

성능 예측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1-3,7,8]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배열회수 보일러의 유동균일화

와 열전달 메카니즘 규명을 위해 연구한 대부분의 전

산 유체역학적 연구들은 매우 많은 개수의 전열관군

을 설계된 압력손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다

공성 매질로 모델링하였으며 전열관군에서의 열전달 

량은 각 부분의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량을 체적으로 

나누어서 단위 체적 당 균일한 열전달 량으로 열전달 

되는 것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열관군의 내부에는 

증기를 만들기 위한 보일러수가 들어 있고 보일러 수

는 고온의 배기가스로부터 열전달을 받아 액체상태의 

보일러수가 고온 고압의 증기로 변환된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전열관군은 보일러수가 하부에

서부터 상부로 움직이지만 일부분의 전열관은 보일러

수의 흐름이 상부에서 하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보일러수가 하부에서 상부로 흐를 때 상대적으로 낮

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변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으로 들어가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전열관군 내의 보일러수 사이의 

열전달은 보일러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다 낮은 온

도에서 많은 열전달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회수 보일러의 유동과 열전달에 

관한 전산유체해석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전열

관군에서의 균일한 열전달 량으로 모델링한 경우와 

관군 내 보일러수의 온도 변화와 유동에 따른 대류열

전달계수를 감안하여 보다 실제적인 열전달을 사용할 

경우에 전열관군에서 열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를 비교하여 배열회수 보일러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배열회수 보일러의 열적 해석의 신뢰성

을 향상하는데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 대한 유동을 해석하

기 위하여 배열회수 보일러의 입구 확대 덕트 및 고온

의 배기가스와 열교환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전열관군 

모듈에 대한 개략도와 본 연구에서 구현한 격자 형상

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배열회수보일러 입구 영역은 

사각형상의 2단 급확대 덕트로 이루어 져 있다. 급확

대 덕트 이후에 전열관군 배관들로 이루어 져 있는데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탈질설비(SCR)가 두 번째 모

듈 이후에 설치되어 있다. 배열회수 보일러 입구 원형 

(a) configuration of HRSG (b) mesh shape at z=0m

Fig. 1. Computational modeling of the present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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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은 6.4m이며 입구 덕트 길이는 10.2m, 전열관군

의 높이는 22m이다.
배열회수 보일러로 흐르는 유동은 충분한 난류유동

이며 또한 고온의 배기가스가 흘러가면서 열교환 배

관들과 열전달을 하게 된다. 이미 가스터빈에서 연소

반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HRSG 유동해석에서는 연

소반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배기가스에 포

함된 각종 화학종과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는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배열회수 보일러 유동해석에 필요

한 지배방정식은 일반적인 3차원 유체역학의 연속방

정식(식 (1)), 운동량방정식(식 (2)), 에너지방정식(식 

(3)) 그리고 난류 관련 방정식(식 (4), (5))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난류모델은 realizable    모델을 사용하

였고 다음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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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의 성분은 가스터빈에서 연소된 배기가스

로서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여러 가지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성분의 온도에 대한 밀도, 점
성계수, 비열, 열전도율을 각각 구하고 혼합가스의 물

성치로 변환하여 본 연구의 수치계산에 이용하였다.
입구영역의 경계조건은 가스터빈 후류영역의 계산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입구에서의 속도분포는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낸 속도의 단위는 

m/s이다. Fig. 2(a)는 속도크기 분포를 나타내었고 

Fig. 2(b)는 접선방향 속도 벡터를 나타내었다. Fig. 2
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입구에서의 속도는 반경 2.2m 
내에서는 유동이 흐리지 않고 반경 3.2m까지에만 유

동이 흐른 형상이다. 원형 형상 벽면에서 국부적으로 

속도가 큰 영역은 가스터빈 이후에 유동을 유인하는 

가이드 베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2에
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축방향 최대속도는 약 155m/s
이고 접선방향 최대속도는 약 25m/s이다.

본 연구에서 열유동해석에 사용한 전산해석 소프트

웨어는 열유체 전산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코드인 Flue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 형상은 Fig. 1(b)에 나타내었는데 격자의 

개수는 약 600만개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배열회수 보일러 유동 특성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입구 덕트와 전열관군에서의 유

동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해석에 사용한 

입구 유동 유량은 572.7kg/s이고 입구 평균 온도는 

(a) velocity magnitude contour (b) tangential velocity vector

Fig. 2. HRSG inlet velocity distribution used in the present CF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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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oC이다. Fig. 3에 배열회수 보일러 중앙 단면

(z=0m)에서 속도분포와 입구에서 부터의 유선분포를 

함께 나타내었다. 
배열회수 보일러 입구 유동은 Fig.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구 원형 형상 가운데는 유동이 흐르지 않

고 원형 벽면에 가까운 곳에 유동이 편중되어 흐른다. 
이러한 유동 조건 때문에 Fig. 3(a)에서 관찰할 수 있듯

이 z=0m 단면에서 입구 부근의 속도는 입구 아래 위 양 

끝 부분에 유동이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에서는 접선방향의 회전 유동에 따른 유선 분포가 

z=0m를 중심으로 대칭 흐름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구 덕트에서 덕트 각도가 확대 되는 곳

에서는 유동의 박리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전열관군 전단에서 균일한 유동으로 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열회수 보일러 입구에서 입구 

덕트를 따라가면서 축방향 속도의 평균 값(vx)과 속도

의 균일 정도를 알 수 있는 rms(root mean square) 값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축 방향 위치 x는 2m부

터 시작하였고 x=6m위치 부근에서 입구 덕트의 각도가 

변하는 곳이다. 그리고 x=10.98m 위치가 1st module 
전단의 x 위치로 Fig. 4에서 최대 길이이다. 축 방향 

평균속도(vx)는 x=2m에서 vx 값으로 나눈 값을 사용

하였고 rms 값은 각 위치에서의 vx값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Fig. 4에서 축 방향 평균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배

열회수 보일러 입구에서 후류로 갈수록 축 방향 평균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입구 덕트의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구 덕트 각도가 

변하여 단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곳(x=6m)에서부

터 축 방향 평균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축 방향 속도의 rms 변화는 입구 덕트의 각도가 

크게 되는 곳(x=6m) 전에서는 rms값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확대 덕트의 중간 부

분에서 최대값(약 160%)이 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다

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st module 전단에서는 축 방향 

평균속도의 약 40%로 되었다. 입구 덕트 확대관(x=6m 
이후)에서 rms 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확대 관 이후에 

유동이 박리가 일어나고 재순환 유동의 영향으로 역

류 영역도 존재하여 유동의 속도 편차가 커지기 때문

이다. 그리고 1st module 전단에서 유동이 균일해 지

는 이유는 전열관군의 영향으로 유동이 균일해 지기 

때문이다.

Fig. 4. Normalized axial velocity and its rms 
distribution along axial direction in the inlet 

duct before tube modules.

(a) velocity magnitude contour (b) streamline

Fig. 3. Velocity magnitude contour at the section z=0m and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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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전달 모델링에 따른 전열관군 온도 분포 특성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열전달은 지금까

지 많은 연구들에서 전열관군 모듈에서 설계 값 열전

달 량을 각 모듈의 체적으로 나눈 단위 체적 당 열전

달 량을 사용하여 각 모듈별로 일정한 값을 사용하였

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전열관군

에서 보일러 수의 입 출구 부분에서 온도가 다른 것에 

따른 열전달이 잘 모사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해석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전열관군에서 단위체적당 일정한 열전달 량을 

사용한 경우와 실제와 같이 보일러 수의 입 출구 온도 

변화와 배기가스 유동에 따른 대류열전달 변화를 고

려한 경우의 온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은 과열기, 재열기, 증

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관의 내부는 과열증

기로 되어 있는 경우와 액체와 증기가 공존하여 다상

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배관의 외부는 고온의 배

기가스가 흐르고 있다. 배관은 모두 스파이럴 형태의 

휜 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휜 튜브에서 열전달

은 ESCOA사의 fin tube manual[7] 참고문헌에 정립

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배열회수 보일러에 적용하

여 M. N. Dumont[8]에 의해 배열회수 보일러 열전달 

메커니즘이 정립되어 있다. M. N. Dumont가 정립한 

휜 튜브 열전달 메커니즘은 본 연구와 같이 3차원적

인 해석에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열전달 모듈 전체에 

대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정리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3차원 열유동 해석 시 국부적인 열전달 메커니

즘에 대하여 M. N. Dumont의 개념을 도입하여 아래

와 같은 식으로 총합 열전달 계수를 사용하였다.



 


 










 (6)

″    (7)

식 (6)에서 는 fin tube측 대류열전달계수, 는 

배관 내 증기의 대류열전달계수, 는 총합열전달계수, 
 는 각각 fin 직경, 관 내부 직경, k는 배관의 열

전도율이다. 식 (7)에서 ′′는 열유속, 은 보정계수, 
, 는 각각 배관 외부 배기가스 온도와 배관내부 

증기의 온도이다. 배관외부 배기가스 온도는 열유동 

해석에서 계산된 온도를 이용하고 배관내부 증기 온

도는 주어진 설계 온도를 이용한다. 1st module에서 

배관 내 온도는 하부에서 425.7oC이고 상부는 495.4oC
이다. 2nd module에서는 269.4oC이고 상부는 303.8oC
이다. 배관 내부 증기의 온도는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

서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간주하였다. 탈질설비 이전에

서의 온도 분포 균일도가 중요한 결과이므로 3rd mod-
ule이후는 일정한 열전달 량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배열회수 보일러에서 z=0m 단면에서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온도 단위는 oC이

다. Fig. 5(a)는 전열관군의 열전달량을 기존의 연구에

서처럼 단위체적당 일정한 열전달 량으로 적용한 경

우이고 Fig. 5(b)는 M.N. Dumont의 fin tube 열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한 경우의 온도 분포이다. 두 경우 모

두 전열관군의 후류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1st module 직후의 수직 방향으로의 

온도 균일도는 식 (7)의 대류열전달계수를 이용한 경

(a) constant heat loss (b) heat loss by using Eq. (7)

Fig. 5.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t z=0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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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가 균일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

은 탈질설비(SCR) 전단에서이다. 배열회수 보일러에 

장착되는 탈질설비의 온도 균일도 조건은 일반적으로 

최대와 최소 온도가 ±  이내에 이어야 한다. 이
렇게 되어야 탈질설비 전단에서 분사한 암모니아와 

탈질설비 촉매 층에서 질소산화물이 반응하여 질소산

화물의 환원 효율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Fig. 6에 탈질

설비 전단에서 일정한 열전달 량을 사용한 경우(Fig. 
6(a))와 M.N. Dumont의 fin tube 열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한 경우(Fig. 6(b))의 탈질설비 전단에서 온도 분

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6(a)를 살펴보면 하부

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온도의 최소 최대 차이가 

39oC이며 평균온도는 362.2oC이다. 평균온도에서의 차

이는 -20.4oC에서 +18.8oC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CR 
전단에서 ±이어야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
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열관군에서 단위 체

적당 일정한 열전달 량으로 배기가스의 열이 빼앗긴

다고 모델링하였기 때문이다. 배열회수 보일러의 유동

은 Fig. 3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전열관군 전단에서 

하부에 유동이 치우쳐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하부의 배기가스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분포

를 가져오게 된다. M.N. Dumont의 fin tube 열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한 경우(Fig. 6(b))를 살펴보면 일정한 

열전달 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탈질설비 전단에

서 균일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와 최대 

온도 범위는 353~371oC이며 평균온도는 362.4oC 이

다. 평균온도에서 -9.4oC에서 +8.6oC 범위이므로 이는 

탈질설비 전단에서 온도 기준인 ±을 만족한다. 
식 (7)을 이용한 경우에 온도 분포가 균일해 지는 이

유는 전열관군 하부에서 증기의 온도와 배기가스 온

도 차이가 크며 이 곳에서 유동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열전달 되는 것이 많아서 일정한 열전달 량을 이용한 

경우에 전열관군 하부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이다. 하부의 온도와 배기가스의 

온도 차이가 크고 하부에 유동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정한 열전달 량으로 모델링하는 것 보다 현실적으

로 타당하다. 따라서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해석은 M.N. Dumont의 fin tube 열전달 메커

니즘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한 열전달 량으

로 모델링하는 것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배열회수 보일러에서 입구 덕트 유동 특

성과 전열관군에서의 온도 분포 특성을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메커

니즘을 일정한 열전달 량으로 한 경우와 배기가스 측 

대류열전달과 배관 내 증기 측 대류 열전달을 고려한 

열전달 모델링을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탈질설비 전

단에서 온도분포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1) 배열회수 보일러 입구 덕트 유동 특성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전열관군 전단에서 균일한 유동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구 덕트에서 축 방향 평균속

도는 배열회수 보일러 입구에서 후류로 갈수록 축 방

향 평균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입구 

덕트의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축 방향 속도

의 rms 변화는 입구 덕트의 각도가 크게 되는 곳 전에

서는 rms값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

다가 확대 덕트의 중간 부분에서 최대값이 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st module 전단

에서는 축 방향 평균속도의 약 40%로 되었다. 입구 

덕트 확대관에서 rms 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확대 관 

(a) (b)

Fig. 6.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fore 
SCR inlet with (a) constant heat loss and (b) 

heat loss by using Eq.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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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유동이 박리가 일어나고 재순환 유동의 영향

으로 역류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st 
module 전단에서 유동이 균일해 지는 이유는 전열관

군의 영향으로 유동이 균일해 지기 때문이었다.

2) 열전달 모델링에 따른 전열관군 온도 분포 특성

배열회수 보일러에 장착되는 탈질설비의 온도 균일

도 조건은 일반적으로 최대와 최소 온도가 ±  
이내에 이어야 탈질설비 촉매 층에서 질소산화물의 

환원 효율이 보장된다. 탈질설비 전단에서 일정한 열

전달 량을 사용한 경우와 배관 내부 외부의 대류열전

달을 고려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한 경우의 탈질

설비 전단에서 온도 분포를 비교하면 일정한 열전달 

량을 적용한 경우에는 하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온도의 최소 최대 차이가 39oC이며 평균온도는 362.2oC
이다. 평균온도에서의 차이는 -20.4oC에서 +18.8oC 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SCR 전단에서 ±이어야 하

는 기준에서 벗어난다. 배관 내 외부의 대류 열전달을 

고려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한 경우는 최소와 최

대 온도 범위가 353~371oC이며 평균온도는 362.4oC 
이다. 평균온도에서 -9.4oC에서 +8.6oC 범위이므로 이

는 탈질설비 전단에서 온도 기준인 ±을 만족한

다. 따라서 배열회수 보일러의 전열관군에서 열전달 

해석은 배관 내 외부의 대류열전달을 고려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한 열전달 

량으로 모델링하는 것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도 분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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