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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축 폐열회수장치를 구비한 증기보일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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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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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lectric steam boiler equipped with a condensate recovery system, which stores the condensate generated after using 
steam in steam washers, steam cookers, steam irons, and steam cleaners in a condensate tank and supplies compressed 
air to the condensate tank so that the condensate is recovered to the boiler by the pressure of the compressed air, was 
studi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heat energy balance between the quantity of the heat generated by the non-metallic 
surface heating element and the quantity of the heat absorbed by the water was good in a range of ±5%. In addition, 
the heat transfer rat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electric power of the surface heating element heater, the waste heat 
energy was normally recovered by the recovery of the condensate of the steam boiler equipped with the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and the recovery rate of the waste heat exhibite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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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팀세탁기, 스팀조리기, 스팀다리미, 스팀청소기에 

스팀을 공급하여 스팀을 사용하면 스팀은 잠열을 잃게 

되고, 스팀이 잠열을 잃으면 응축수로 변하여 보일러로 

회수된다. 이와 같이 응축수를 보일러로 회수함으로써 

폐열이 회수되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열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응축수는 포화수로서 온도

(0.7 bar일 때 165.97℃)가 높기 때문에 펌프에 과열부하

가 발생하게 된다 (Kurl et al., 1981; Liao et al., 2000). 
또한 응축수에 포화증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심펌프의 기술적 특성상 응축수에 수증기

가 존재하게 되면 펌프가 공회전을 하게 되며, 이는 펌프

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원심펌프는 회전자가 

주로 1,000 rpm 이상의 고속회전을 하므로 많은 회전열

이 발생하게 되며 (Yu et al., 2013), 이 열은 응축수의 

증발을 야기시킨다 (Han et al., 2002). 응축수의 증발은 

공동현상을 발생시키고, 순간적으로 진공이 형성되어 

날개가 파손되는 등 커다란 고장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왔다 (Knaani et al., 1994). 이와 같은 

문제로 산업현장의 스팀세탁기, 스팀조리기, 스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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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팀청소기를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는 주로 응축수

를 회수하지 않고 증기를 사용한 후 발생하는 응축수를 

버리고 있으며 (Chen et al., 1988), 이에 따라 열에너지 

손실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Faghri et al., 
1989). 폐열회수 보일러에 관한 연구로서 Hallanger & 
Ering C. (1980)는 산업용 보일러에서 운전효율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연소장치 및 제어장치의 최적설계

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Annaratone & 
Donate-loo (1997)와 Changshu-yu & Shen you-ting 
(1987)은 수관식보일러의 포화증기 압력변화에 대한 폐

열 회수율과 보일러 성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

다. 그리고 Kum (2016)은 응축수 순환에 대한 열효율 

분석과 응축수 순환에 관한 수치해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공기예열장치를 추가하고 공급되는 난방

수의 일부를 외부에서 보일러로 들어오는 흡입공기에 

공급하여 상대습도를 높이며 예열함으로써 흡입공기의 

상대습도 및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여 동일한 용량의 

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1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 폐열회수 보일러에 관한 연구는 수관보일러와 노통

보일러 등에 대한 연구보고가 되어 있으나 스팀세탁기, 
스팀조리기, 스팀다리미, 스팀청소기 등에 활용되는 소

형보일러의 폐열회수 보일러에 대한 연구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팀세탁기, 스팀조리기, 스

팀다리미, 스팀청소기에서 스팀 사용 후 발생한 응축수

를 응축수 탱크에 저장하고, 응축수 탱크 내에 압축공기

를 공급하고 그 압력에 의해 응축수가 보일러로 회수되

는 응축수 회수 시스템을 구성한 전기동력 증기보일러

를 연구하였다. 응축수 탱크에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압

축공기의 압력에 의해 응축수를 보일러로 수송함으로써 

펌프로 응축수 수송 시 야기 된 문제점이 해소되고, 응축

수를 보일러로 회수함으로써 열에너지가 절감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료 및  방법 

Fig. 1은 비금속 면상발열체히터를 나타낸다. Fig. 1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히터의 길이는 100 mm, 폭은 

16.5 mm, 두께는 4 mm이다. 최대 동력은 1.5 kW이며 

재질은 규소이다. 비금속 면상발열체히터는 규소를 주

성분으로 하여 소결되어 있는 판상형의 기판과, 기판 

내에 매설되어 있는 저항 발열체와, 기판의 상부에 형성

된 발열체 헤드, 발열체 헤드 측에 설치되어 저항 발열체

에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자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후렌지금속히터는 직경 100 mm, 길이 600 mm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존의 후렌지금속히터보다 전기저

항이 감소하여 열효율이 크게 향상되므로 에너지가 절

약될 수 있다. Fig. 2는 비금속 면상발열체히터 시스템에 

의한 증기보일러를 나타낸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기보일러의 용량에 따라 비금속 면상발열체히터 설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금속 

면상발열체 지지판에 다수개가 횡렬로 배치되어 스팀탱

크로부터 한번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와 보수

가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금속 면상발열체

히터 시스템을 가진 증기보일러는 스팀탱크, 스팀탱크

에 설치되는 비금속 면상발열체히터 시스템, 비금속 면

상발열체히터의 교체가 용이한 결속장치, 그리고 결속

장치의 히터 소켓에 결합되어져 있는 비금속 면상발열

체로 구성하였다. 또한 냉수 입구와 연결되어 냉수를 

내부에서 순환 가온시켜 배출구로 배출시키는 U자형 

통로를 갖는 가온챔버를 구성하여 스팀탱크 내부에는 

비금속 면상발열체의 균열방지를 위해 보일러에 유입되

는 냉수는 가온챔버를 순환하면서 가온되어 스팀탱크의 

내부로 유입됨으로써 직접적인 냉각 접촉이 없어져 균

열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속장치와 비금속 면상발열체를 이

용하여 스팀세탁기, 스팀조리기, 스팀다리미, 스팀청소

기, 스팀보일러 등 다양한 스팀 발생장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ilicon sheet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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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과 Fig. 4는 응축수 폐열회수장치를 갖춘 스팀보

일러를 나타낸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팀세탁

기, 스팀조리기, 스팀다리미, 스팀청소기에서 스팀 사용 

후 발생한 응축수를 응축수탱크에 저장하고, 응축수탱

크 내에 공급된 압축공기의 압력에 의해

응축수가 보일러로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이로써  펌프로 응축수 수송 시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고 열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그리고 공기압에 의한 응축수 회수장치는 수송

배관, 응축수탱크,  공기압축기, 오버플로우 시 나오는 

응축수를 저장하는 오버플로우 탱크, 응축수 회수장치 

컨트롤러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기기에서 스팀 사용 후 

발생한 응축수는 응축수 수송배관으로 유입되어 응축수

탱크에 저장된다. 탱크에 수송된 응축수는 공기압축기

에 의해 응축수를 보일러로 수송한다. 이와 같은 가동원

리에 의해 응축수가 보일러로 회수되고, 이로 인해 응축

수가 보유하고 있는 열에너지가 회수됨으로써 열에너지

가 절감되도록 구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열에너지 평형

Fig. 5는 비금속 면상발열체에서 발생한 열량과 물이 

흡수한 열량의 열에너지 평형을 나타낸다. 식 (1)은 비금

속 면상발열체에서 발생한 열량을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비금속 면상발열체에서 단위시간 

Fig. 2. Steam boiler with the silicon sheet heaters.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Fig. 4.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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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발생한 열량 (W)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비금속 

면상발열체의 개수이며, 와 는 비금속 면상발열체히

터에 공급한 전류와 전압을 나타낸다. 식 (2)는 보일러 

내부에서 물이 흡수한 열량을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물이 흡수한 열량 (J)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물의 질량 (kg), 는 물의 비열 (J/kg 

K), 은 물의 초기온도 (K), 은 물의 최종온도 (K)

를 나타낸다. 
식 (3)은 보일러 내부에서 물이 단위시간당 흡수한 

열량을 나타낸다.

         


           (3)        

 

여기서, 는 물이 단위시간당 흡수한 열량 (W)을 

나타낸다. 그리고 t는 물을 가열한 시간을 나타낸다.
Fig.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비금속 면상발열체에 

공급한 전류는 24.5 A, 25.7 A, 46.7 A의 3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물의 온도는 초기온도 20℃에서 

95℃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금속 면상발열체

에서 발생한 열량과 물이 흡수한 열량의 열에너지 평형

은 ±5% 범위에서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보일러에 열

에너지 공급원인 전기에너지의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물의 질량이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이 수

행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실험값

의 신뢰성이 검증된 것으로 사료된다.   

면상발열체의 열에너지 발생율

Fig. 6은  규소 면상발열체히터 (1.5 kW)와 후렌지금

속히터 (1.5 kW)의 온도 상승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Fig. 
7은 규소면상발열체히터 (1.5 kW)와 후렌지금속히터 

(1.5kW)의 열전달율을 나타낸다. 실험결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규소 면상발열체히터는 보일러 내 5 L의 물이 

100℃까지 상승하는데 1,590초가 소요되었으며, 후렌지

금속히터의 경우는 1,991초가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실

험결과로부터 규소 면상발열체 히터가 기존 후렌지금속

히터보다 소요시간이 20% 정도 적게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효율이 20% 이상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속 면상발열체히터는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소결되어 있는 판상형의 기판과, 기판 내에 매설되

어 있는 저항 발열체와, 기판의 상부에 형성된 발열체 

헤드 측에 설치되어, 저항 발열체에 전기선으로 연결되

어 있는 단자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후렌지금속히터보

다 전기저항이 크게 감소되며, 또한 히터 표면온도가 

크게 상승함으로써 열효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사료

된다. Fig. 8은 보일러 내의 물의 온도 상승율을 나타낸

다. 그리고 Fig. 9는 면상발열체히터로부터 발생한 열이 

물로 전달된 열전달율을 나타낸다. 면상발열체히터의 

전기 동력은 16.3 kW, 17.3 kW, 31.1 kW의 3가지 조건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면

상발열체히터의 전기 동력에 비례하여 물의 온도 상승

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기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상승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Fig. 9에서 나타

Fig. 6. Temperature rise rate of water between silicon heater and
bar heater.

Fig. 5. Thermal energy equilibrium between heat production of
an electric heater and amount of heat absorbed b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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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바와 같이 면상발열체히터의 전기 동력에 비례하여 

열전달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면상발열체히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또한 면상

발열체히터에 의하여 물에 열이 공급되는 보일러도 역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그리고 면상발열체히터에 

의하여 물에 열이 공급됨으로써 물의 상승온도에 소요

되는 시간이 후렌지금속히터보다 단축되며, 열효율이 

20%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팀보일러의 폐열에너지 회수율

Fig. 10은 폐열에너지 회수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Fig. 
11은 폐열 회수율을 나타낸다. 식 (4)는 단위시간당 폐

열에너지 회수열량 (W)을 나타낸다.

            
                   (4)

여기서, 은  단위시간당 폐열에너지 회수열량 (W)

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응축수 질량 유동율 (kg/s), 

는 응축잠열 (J/kg)을 나타낸다. 식 (5)는 폐열회수율

을 나타낸다.           

               


               (5)      

Fig. 10. Recovery of waste heat of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Fig. 11. Waste heat recovery rate of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Fig. 9. Heat transfer rate of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Fig. 8. Temperature rise rate of the steam boiler with high 
compression waste heat recovery system.

Fig. 7. Heat transfer rate between silicon heater and ba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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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유속 증가에 비례하여 

단위시간당 폐열에너지 회수열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단위시간당 폐열에너지 회수열량의 실험값이 선형적으

로 증가하므로 실험이 정상상태에서 수행된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고압축 폐열회수장치를 구비한 증기보일

러의 응축수 회수에 의한 폐열에너지가 정상적으로 회

수되는 것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열회수율은 2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고

압축 폐열회수장치를 구비한 증기보일러 연구결과로부

터 폐열회수가 정상적으로 회수됨으로써 열에너지 절감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팀세탁기, 스팀조리기, 스팀다리미, 
스팀청소기에서 증기 사용 후 발생한 응축수를 응축수 

탱크에 저장하고, 응축수 탱크 내에 압축공기를 공급하

여 그 압력에 의해 응축수가 보일러로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시스템을 구비한 증기보일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금속 면상발열체에서 발생한 열량과 물이 흡수한 

열량의 열에너지 평형은 ±5% 범위에서 잘 일치하였다. 
면상발열체히터에 의하여 물에 열이 공급됨으로써 물의 

상승온도에 소요되는 시간이 후렌지금속히터보다도 단

축되며, 열효율이 20% 상승하였다. 고압축 폐열회수장

치를 구비한 증기보일러의 응축수 회수에 의한 폐열에

너지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으며, 폐열회수율은 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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