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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화력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환경오염의 주요인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화력발전용 

보일러로 화력발전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연료인 유동매체는 미분탄과 같이 작지만 단

단한 고체이므로 유동매체의 타격으로 인해 워터월(waterwall) 튜브의 마모는 물론 누설까지 야기할 수 있다. 순환유동층 보일

러 튜브에서 누설된 증기는 보일러 내부에 클링커(Clinker)를 발생시키고 이는 순환유동층 보일러 튜브 표면에 응고되어 열전도

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일러 운전정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용 순환

유동층 보일러 튜브의 누설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에서는 매질의 분자단위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탄성파

를 감지할 수 있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하고, 보일러 워터월 튜브의 멤브레인 용접부와 비용접부(seamless)의 감쇠율을 고려한 

위치별 센서 감도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워터월 튜브의 위치별 진폭 크기를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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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화력발

전에 필요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의 효율적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이용한 화력발전은 환경오염의 주요인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뿐만아니

라 석탄이외의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양한 연료를 직접 

연소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력발전 방식이다[1]. 

그러나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주 연소 대상인 유동매체는 작지만 

단단한 미분탄과 같은 고체이며 노(furnace) 내의 워터월 튜브를 

타격하여 마모시킨다. 이는 튜브 내의 증기 누설을 발생시켜 순환유동

층 보일러의 열전도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 정지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2].

  본 논문에서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용 순환유동

층 보일러의 누설 위치와 누설의 정도를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한 히트맵기반 순환유동층 보일러 튜브 누설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순환유동층 보일러 튜브 테스트베드에 4채널 음향방출 센서를 

부착한 후 인위적 누설의 음향방출 신호를 수집하여 누설 위치를 

추정하였다[3].

II. 제안 방법

1. 센서 좌표 추정 알고리즘

  센서의 좌표를 추정하기 위해 4채널의 각 센서간 거리를 실측한

다. 실측된 센서간거리는 로 정의하며 이는 i채널 센서와 j채널 

센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실측된 센서간 거리를 통해 각 센서의 

자표를 계산한다. 1채널 센서와 2채널 센서의 좌표는 식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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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1)

  1채널 센서와 3채널 센서 사이의 거리는 식 (2),  2채널 센서와 

3채널 센서 사이의 거리는 식 (3)으로 계산된다.

  
 

     (2)

  
  

 
     (3)

  식 (2)와 식 (3)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3채널 센서의 x 좌표와 

y 좌표는 각각 식 (4),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5)

2. 히트맵을 이용한 누설 위치 추정 알고리즘

  보일러 워터월 튜브는 멤브레인과 튜브 사이가 용접되어 있으므

로 용접부와 비용접부의 신호 감쇠율이 다르다. 실험을 통해 신호 

감쇠율을 측정한 후, 식 (6)의 타원방정식을 통해 음향방출 신호의 

위치별 진폭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6)

  히트맵은 각 센서 가중치와 해당 센서로부터 수집된 신호의 

진폭레벨의 곱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 (7)

III. 실험 결과

  Fig. 1은 정상과 보일러 튜브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0.6mm 

핀홀의 누설에 의한 음향방출 신호의 진폭크기에 따른 히트맵를 

보인 것이다. 파란색에 가까운 부분은 진폭이 낮고 빨간색에 가까운 

부분은 진폭이 크다. 검정색 점은 각 채널별 센서 위치를 의미한다. 

파란색 원은 최대 진폭의 99% 부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정상에서는 모든 부분이 파란색에 가깝고 0.6mm 핀홀에

서는 핀홀 부근에서 빨간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제안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하여 히트맵 기반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센서간 거리를 기반으로 

센서 좌표를 추정하는 알고리즘과 보일러 워터월 튜브의 멤브레인 

용접부 감쇠율을 고려한 누설 위치 추정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순환유동층 보일러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인공 누설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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