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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metal plates (Metal fiber, muti-hole metal plate) using mainly in surface burner are known to have 
a corrosion and durability problem under high temperature condition. In this study, premixed flat flame with 
perforated ceramic tile of more durable cordierite material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combustion stability 
and emission. The flat premixed ceramic burner consists of perforated ceramic tile and various type of baffle 
plates to form stable surface flame. The results show that most stable flat flame is generated using baffle 
plate with open ratio of 0.193. In downward flat flame mode which is widely used in condensing boiler, CO 
is measured below 50ppm from equivalence ratio 0.755 to 0.765 and NOX is measured below 12ppm from 
equivalence ratio 0.75 to 0.79. It is also found that the range of blue flame in flame stability curve becomes 
wider with increasing hea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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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부에서 기후변화 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

능의 고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금번 법령개정

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세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

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친환경 주택의 건

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였다. 이러한 친환경 주택

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전용면적 60 m2 초과인 경우 15%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전용면적 60 m2 이하

인 경우는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
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이 법안은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

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 예시로 87% 효율(기
존은 84%)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1]. 이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방식인 

분젠버너 보일러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수증기를 응축시켜 증발잠열

까지 회수시켜 열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있는 응축보

일러가 개발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축보일러는 보일러 선진국인 유럽을 중심으로 최

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업

체에서 연구 및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응

축보일러는 열교환기의 응축, 낙하에 따른 버너화

염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향식 또는 측향

식 연소방식에 저 CO, NOx 배출특성을 지닌 희박 

예혼합 연소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해물질의 배출

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응

축보일러의 특성에 맞는 기존의 상향식이 아닌 하

향식이나 측향식에 한 희박 연소방식의 예혼합 표

면 화염 형태의 버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응축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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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서의 분젠버너 보일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희

박예혼합 연소방식에도 표면화염을 형성할 수 있는 

버너의 개발을 위하여 예혼합 방식의 연소기기(Metal 
Fiber, 다공철판 등)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6]. Metal-Fiber의 경우 기공률이 다른 다공성재질

보다 높아 압력손실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재질이 유연하고 짧은 시간 내에 예열 및 냉각이 가

능하다. 하지만 고온조건인 경우 표면화염이 Metal- 
Fiber에 직접 닿게 됨에 따라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공철판인 경우에는 가공

을 통하여 원하는 형상에 적합한 화염형상을 변화시

킬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

반적인 다공철판버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계열이

기 때문에 열에 의하여 수축 및 팽창이 일어나 변형

이 생기게 되어 평판형 버너 보다는 원통형 버너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7].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온조건에서도 내

구성 및 부식성이 강한 Perforated형 Cordierite 재질

의 세라믹타일을 이용하여 평판형 표면화염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Perforated형 

Cordierite 재질의 세라믹타일과 Baffle Plate, Mixer, 
DC Fan을 활용하여 평판형 버너를 구성하고 구성된 
버너의 분포판의 재질 및 형상 변화에 따른 화염안

정성 및 배기가스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상향식 연소뿐만 아니라 응축보일러 특성에 맞

는 하향식 연소를 적용하여 연소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연료/공기 혼
합장치

Fig. 1. Schematic diagram of AGM(Air Gas Mixer).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연료 공기 혼합장

치의 결정은 연료 및 공기의 혼합정도와 적절한 압

력강하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된

다. 본 연구에서 연료 공기 혼합장치로 사용된 AGM 
(Air Gas Mixer)은 DC Fan 회전 중심부에 연료를 직

접 공급하고 Fan의 빠른 회전을 통하여 연료/공기

를 강제 혼합하는 방식이며 AGM의 개념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AGM은 DC Fan의 회전수 증가에 

따라서 공기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료 

유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DC Fan의 회전수에 한 변화는 공기 유량과 

연료 유량에 해서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때

문에 정확한 유량 제어와 당량비 조절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AGM 방식은 공기유동내로 연료를 직

접 공급하여 최적의 예혼합가스를 형성, 기존에 사용

되는 Mixer에 비하여 부피 감소, 예혼합 연소장치에

서 중요한 당량비의 정밀조정 가능, 혼합가스의 낮

은 압력강하, 화염에서 발생하는 연소소음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구성도

Fig. 2에서는  세라믹타일,  Baffle Plate, Mixer, DC 
Fan으로 구성된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개념

도를 도식화하였다. Fig. 2를 살펴보면 AGM을 통과

한 예혼합가스는 Distributer 내부를 통과하면서 적절

한 압력강하가 발생되어 세라믹타일에 공급되어 진

다. Distributer 부분의 크기(가로, 세로, 높이)는 194 
mm, 137 mm, 30 mm이며 예혼합가스가 세라믹 타

일로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Mesh 및 타공분포

판(Porous Metal Plate, PMP)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

였다. Distributer 내부에는 Baffle1, Baffle2, Fan Baffle
과 같은 Mesh 및 타공분포판이 포함되어있어 연소

화염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세라믹 타일에 공급되

는 예혼합가스의 유량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Distributer 내부에 포함된 Mesh 및 타

공분포판의 형상변화에 따라서 압력강하와 세라믹

타일로 공급되어지는 예혼합가스의 유량분포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Fig. 2. Flat Premixed Ceramic Bur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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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ward Downward
Fig. 3. Flat Premixed Ceramic Burner System attached to Heat exchanger.

Mesh PMP1 PMP2 PMP3 PMP4
Fig. 5. Type of Mesh and Porous Metal Plates

2.3. 열교환기를 부착한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 시스템

Fig. 3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실험방법에 적용한 

열교환기가 부착된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시

스템을 비교하였다. Fig. 3에서 상향식 연소시스템은 
세라믹 버너, 배기 덕트, 현열열교환기, 석영창으로 

구성하였고 하향식 연소시스템에서는 현열열교환기

와 배기 덕트 중간에 배기가스 중 수증기의 응축잠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잠열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잠열열교환기는 응축된 수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

작하였고 현열열교환기는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재

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하향식 연소시스템은 기

존 상향식 연소방식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

의 열 회수를 통하여 열교환 성능을 증가시켜 에너

지 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

2.4. 세라믹타일(Ceramic tile)
Fig. 4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Cordierite 재질

의 Perforated 세라믹타일의 개념도 및 제원을 나타

내었다. 세라믹타일은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132 
mm, 92 mm, 13 mm이며 구멍직경과 Open Area Ratio

Fig. 4. Dimension of Perforated type ceramic tile.

는 1.2 mm와 33%이다. Cordierite 재질의 Perforated 
세라믹타일은 Metal-Fiber, 다공철판에 비하여 고온

조건에서도 내구성 및 부식성이 강하고 저가에 제작

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표면연소버너의 제작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료의 취성이 약하여 쉽

게 깨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Cordierite의 함유량을 늘려 취성이 약한 단점을 보

완한 강화된 Perforated 세라믹타일을 희박 예혼합 평

판형 버너에 적용하였다.

2.5. Mesh 및 타공분포판(PMP)의 종류 및 실험
방법

Fig. 5는 Fig. 2의 Distibuter에서의 Baffle1, Baff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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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mension of mesh and porous plates
TYPE FORM Open ratio area H(mm) D(mm)

Mesh - 0.4 -

PMP1 0.193 1.5 1

PMP2 0.254 2 1.5

PMP3 0.273 2.5 1.5

PMP4 0.283 2.5 2

Fig. 7. Experimental Schematic of Flat Ceramic Burner System.

Fan Baffle에 해당되는 Mesh 및 타공분포판의 형상이

며 각각에 한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MP1
에서 PMP4로 변경할수록 직경은 1 mm에서 2 mm
로 증가되고 Open Area Ratio도 0.193에서 0.283으로 
증가된다. Open Area Ratio는 타공분포판의 면적에 

한 전체 타공 직경의 단면적에 따른 비율로 나타

내었으며 타공분포판은 Porous Metal Plate(PMP)로 

정의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Baffle1, Baffle2, Fan Baffle에 적용

되는 PMP 조합 변화에 따른 연소특성을 비교하였

다. 각각의 PMP의 조합은 Fig. 6에서 도식화한 것과 
같이 1단-상단(Single layer-the upper end), 1단-하단

(Single layer-the lower end), 2단(상단+하단)(Double 
layers-the upper end+the lower end)으로 구분되며 각

각의 위치에 Mesh 및 타공분포판(PMP)을 변경하여 

연소화염특성, 화염안정성 및 배출가스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6. 실험장비의 구성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실험에 사용되는 가스

는 액화천연가스로서 메탄(CH4)이 주성분(~90%)이

Fig. 6. Definition of Layers.

고 에탄(C2H6 : 약 8~9%)과 프로판(C3H8 : 약 2%)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발열량은 10,500 Kcal/Nm2

이다. Fig. 7에는 평판형 세라믹 버너의 실험장비 구

성도를 나타내었다. 공급되는 액화천연가스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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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1 PMP2

PMP3 PMP4
Single layer-the upper end

PMP1 PMP2

PMP3 PMP4
Single layer - the lower end

Fig. 8. Flame shape of porous metal plates relative to layer(Heating capacity : 18,900 Kcal/hr)

조절기를 통과하며 2.5 kPa의 압력으로 감압되어 습

식가스메타로 공급되어진다. 공급되어진 연료유량은 
가스밸브(Air ratio valve)에 의하여 조절되어지고 DC 
Fan에 의해서 공기와 연료의 예혼합 가스가 형성된

다. 가스밸브는 DC Fan의 회전수 변화에 의해 공급

되는 공기의 유량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연료의 유

량도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연료/공기 예혼합가스는 열교환기 내부에서 연소

가 되고 배기가스는 덕트를 통하여 배출되어진다. 
덕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CO 및 NOX 등

의 배기가스 분석이 가능한 배기가스 분석기(Testo- 

33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판형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연소화염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D-80)를 이용하여 당량비 및 열용량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의 거동을 관찰하였다[8].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Fan Baffle에 Mesh를 적용하고 Distributer
에 1단 PMP를 적용한 세라믹 버너

Fig. 8은 동일한 열용량(18,900 Kcal/hr)과 열교환

기를 부착하지 않은 조건에서 Fan Baffle에 Mes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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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 off Blue Flame

Red Flame Green Flame
Fig. 9. Flame Characteristic at same Heating Capacity(18,900 Kcal/hr).

적용하고 1단-상단과 1단-하단에만 타공분포판(PMP)
을 변경시켜 화염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단-
상단과 1단-하단에 한 화염형상을 비교분석한 결

과 타공분포판의 직경이 2 mm(PMP4)에서 1 mm 
(PMP1)로 작아지면서 화염의 떨림이 감소되며 1 mm 
(PMP1)에서 가장 안정적인 연소화염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타공분포

판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화염길이가 짧아져 화염면 

형상이 평면화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되

어진다. 하지만 타공분포판의 직경이 작아짐에 따라

서 유량분배에 한 압력강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

염안정성 및 타공분포판의 직경에 한 상호보완 되

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1단-상단과 1단-하단에서 PMP1을 적용시킨 화염

을 비교분석한 결과 1단-상단에 PMP1을 적용한 경

우가 1단-하단에 비하여 안정적인 청색화염을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안정화된 
화염의 특성을 보인 1단-상단에 PMP1을 적용한 조

건에서 열용량을 고정하고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

소화염의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9는 1단-
상단에 PMP1을 적용한 조건에서 당량비 변화에 따

른 연소화염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예혼합 연소의 

일반적인 특징인 연료가 농후해질수록 Lift-off, 청색

화염, 적색화염, 녹색화염으로 연소화염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의 녹색화염의 경우 오른쪽 

부분에서 화염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DC 
Fan에 의해서 공급되는 예혼합 가스가 세라믹타일

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압력강화를 통한 일정한 유

속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 판

단된다. 화염부상은 불완전연소의 원인이 되는 중

요한 인자로서 화염을 분석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화염부상의 한계를 넘은 부상화염에서는 

점화가 어려우며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

음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9]. Fig. 9의 화염형

상에 한 또 다른 문제점은 Fan Baffle에 Mesh를 

사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열교환기를 부착한 상태

에서 Mesh를 사용하여 연소할 경우에 외부에서 공

급되는 불순물에 의해서 Mesh가 막힐 수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Fan 

Baffle에 고정된 Mesh 신 PMP의 종류를 변경하여 

적용하고 1단-상단, 1단-하단, 2단(상단-하단)에 한 
평판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화염안정성을 알아보았

다. 또한 동일한 연료유량 조건(18,900 Kcal/hr)으로 

화염의 형상이 가장 안정적인 청색화염에 해서 비

교하였다.

3.2. Fan Baffle에 PMP를 적용하고 Distributer
에 2단 PMP를 적용한 세라믹 버너

Fig. 8에서 1단-상단과 1단-하단의 화염을 비교분

석한 결과 PMP1을 적용한 경우에 가장 안정된 화

염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MP1
을 각각의 1단-상단, 1단-하단, 2단(상단+하단)에 적

용하고 Fan Baffle에 고정된 Mesh 신  타공분포판

(PMP1, PMP2, PMP3, PMP4)을 변경하여 화염형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1단-상단, 1단-하단, 2단(상단+하단), Fan 
Baffle에 하여 PMP를 변경하여 실험한 결과 1단-
상단, 1단-하단의 화염보다 2단-상단+하단에 한 화

염이 안정적이었다. 특히 PMP1이 적용된 2단-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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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Baffle - PMP1 Fan Baffle- PMP2

Fan Baffle - PMP3 Fan Baffle - PMP4
Fig. 10. Flame shape of fan baffle at different porous metal plates [Double layers]-(Heatig capacity : 18,900Kcal/hr).

Lift - off - PMP1 applied Blue flame - PMP1 applied

Red Flame - PMP1 applied Green Flame - PMP1 applied
Fig. 11. Flame Characteristic of Double layers, Fan Baffle by appling PMP1.

+하단에 한 화염형상이 1단-상단과 1단-하단의 분

석된 모든 화염형상보다 안정적인 것을 기초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10은 2단-상단+하단 각각에 PMP1을 적용하

고 Fan Baffle에 타공분포판을 변경하여 화염 형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발열량 조건에서 

Fan Baffle에 적용한 PMP2, PMP3, PMP4보다 PMP1
에 한 청색화염이 평판 세라믹 예혼합 버너 표면

에 안정적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2단-상단+하단과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

우에 안정화된 화염형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기 때문에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한 결과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을 살펴보면 Fig. 9에서 문제가 되었던 녹색

화염에 한 화염부상현상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예혼합 연소화염은 당량비가 감소됨에 

따라 녹색화염, 적색화염, 청색화염, 화염날림으로 

변화된다. 녹색화염의 경우 화염면이 연료과잉상태

에서 나타나는 여기된 C2 의해 생성되고 적색화염의 
경우는 연소화염이 세라믹 타일 표면에 붙어 적열

광을 내는 적형적인 복사모드의 화염이다. 적색화염

에서 당량비가 조금 더 희박해지면 세라믹 타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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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layer(Upper end) Single layer(Lower end) Double layer
Fig. 12. Flame Shape of Fan Baffle at applying PMP1.

Single layer - the upper end Double layer
Fig.13. CO and NOX Emission at Equivalence Ratio(Zero Base O2%).

면 바로 위에서 연소화염이 형성되는 청색화염이 나

타나고 청색화염에서 당량비가 조금 더 희박해지면 

혼합기의 유속이 증가하고 연소속도가 감소하여 연

소화염이 세라믹타일의 표면을 이탈하는 화염날림

이 발생된다. Fig. 9보다 Fig. 11에서 화염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PMP의 증가로 인하여 연료와 공기의 

혼합된 유량이 평판 세라믹 예혼합 버너의 표면에 일

정하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3.3. Fan Baffle에 PMP를 적용하고 Distributer
에 1단 및 2단 PMP를 적용한 세라믹 버너
의 비교

기초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1단 상단 및 Fan Baffle
에 PMP1을 적용한 경우, 1단 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
에 PMP1을 적용한 경우 3가지를 최상의 연소화염을 
형성할 수 있는 세라믹 버너 타입으로 결정하였고 

각각의 화염 형상을 Fig. 12에 비교하였다.
3가지 타입 중 안정화된 청색화염을 형성하는 영

역 및 화염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 1단 하단 및 Fan Ba-
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 순으로 연소화염에서 화

염안정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는 화염의 안

정성은 높지만 2장의 PMP를 Distributer 내부에 삽입

해야 함으로 가정용 보일러에 적용함에 있어서 금형

설계 등의 어려움과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와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를 상향식 연

소시스템에 적용하여 실험하고 실험결과를 바탕으

로 최적의 세라믹 버너의 구성을 찾고자 한다.

3.4. 상향식 연소를 통한 배기가스 및 Stability 
곡선 비교

열교환기가 장착된 상향식 세라믹 버너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한 발열량(18,900 Kcal/hr)에서 2단(상
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와 1
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세라믹 버

너의 배기가스 측정을 결과를 Fig. 13에 비교하였고 

각각의 경우의 화염안정성 곡선을 Fig. 14에 나타내

었다. Fig. 13을 살펴보면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세라믹 버너의 CO의 배출은 당량

비 0.750~0.764부분에서 36~43.4 ppm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NOX인 경우에도 당량비

가 0.750~0.796 부분에서 12 ppm 이하로 측정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평판 예혼합 세라믹 버너의 분포판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특성과 안정성 분석 15

Single layer - the upper end Double layer
Fig. 14. Stability curve related to Heat capacity.

PMP1을 적용한 세라믹 버너의 배기가스를 측정한 

그림을 살펴보면 NOX인 경우 당량비 0.750~0.762 
영역에서 8 ppm 이하의 배출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CO인 경우에는 당량비 0.750~0.762 부분에서 39~ 
48.8 ppm으로 측정되었다.

화염안정성 곡선을 비교하기 위하여 최  열용량

은 18,900 Kcal/hr으로 설정하였으며 T/D 비(Turn 
Down Ratio)는 3:1로 설정하였다. 화염안정성 곡선을 
비교한 Fig. 14를 살펴보면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와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의 2가지의 세라믹 버너 
타입 모두 열용량이 6,300 Kcal/hr에서 18,900 Kcal/ 
hr로 증가할수록 청색화염의 영역이 증가하는 경향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 열용량이 증가할수록 Lift-off
는 당량비가 0.750에서 0.74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고 적색화염영역의 경우에는 당량비가 0.807에서 

0.843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단(상
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에는 

열용량이 증가할수록 Lift-off 영역은 당량비가 0.739
에서 0.73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적색화염영역

의 경우에는 당량비가 0.84에서 0.89로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당량비가 0.8부근에서

는 전 부하에 걸쳐서 청색화염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하였다.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경우와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

용한 경우의 배기가스 및 화염안정성 선도를 분석

한 결과 두 타입의 세라믹버너 모두에서 향후 유럽

의 배기가스 규제치인 CO 및 NOX의 배출 50 ppm 
이하의 조건에 만족하는 저공해 희박 예혼합 평판형 
버너 연소시스템의 적용가능성과 부하변동에 충분

히 응할 수 있는 화염안정성 영역이 확보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가격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복잡한 형상의 2단(상단-하단) 및 Fan Baffle에 PMP1
을 적용한 경우보다는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

을 적용하는 세라믹 버너 타입을 최종 세라믹 버너 

구성으로 결정하였다.

3.5. 하향식 연소를 통한 배기가스 및 Stability 
곡선 비교

상향식 연소실험결과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 1단 

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세라믹 버너 

타입과 응축열교환기가 포함된 사각형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하향식 세라믹 버너 연소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응축열교환기가 포함된 세라믹 버너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한 발열량(18,900 Kcal/hr)에서 세라믹 
버너의 배기가스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배기가스 측정 영역은 향후 강화될 
국제 배기가스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CO 및 

NOX의 배출량이 50 ppm 이하인 조건에서 측정하였

으며 연소화염의 떨림을 석영가시화창으로 통하여 

확인하여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당량비 영역에

서 분석하였다. Fig. 15의 배기가스 그래프를 살펴보

Fig. 15. CO and NOX emission at equivalence ratio (Zero 
Base O2%) - Single layer {Downward}.



이재영․이필형․박창수․박봉일․황상순16

Fig.16. Stability curve related to Heat capacity - Single 
layer {Downward}.

면 당량비 0.755~0.79 영역에서 NOX의 배출량은 12 
ppm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CO인 경우에는 당량비

가 0.755~0.765영역에서 50 ppm 이하로 배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염안정선도를 나타낸 Fig. 
16을 살펴보면 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청색화염과 

적색화염 부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Lift-off 
영역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Mesh 및 타공분포판을 변경하여 평판형 세라믹 

버너의 연소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Fan baffle에 Mesh를 고정하고 1단-상단과 1단
-하단에 한 화염형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PMP의 

직경이 2 mm(PMP4)에서 1 mm(PMP1)로 작아지면

서 연소화염의 떨림이 감소되며 직경 1 mm(PMP1)
에서 가장 안정적인 연소화염이 발생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2) 2단(상단-하단) 및 1단-상단에 PMP1을 적용한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 2가지 경우 모두 향후 국제

배기가스 목표치인 50 ppm 이하로 측정이 되었다. 
제작 및 가격경쟁력등을 고려한 결과 2단(상단-하단)
보다는 1단-상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하는 

세라믹 버너 타입을 본 연구의 적합한 세라믹 버너 

타입임을 알 수 있었다.
3) 사각형 응축 열교환기에 맞는 평면화염을 형성

하기위하여 하향식 연소방법을 사용하였고 1단-상

단 및 Fan Baffle에 PMP1을 적용한 세라믹 버너 타

입에 하여 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NOX는 당량

비가 0.750~0.791에서 12 ppm 이하로 측정되었고 CO
는 당량비가 0.755~0.765에서 50 ppm 이하로 측정되

었다.
4) 당량비와 부하변화에 따른 열교환기 내부에서

의 화염안정성 곡선을 1단-상단, 1단-하단, 2단(상단

-하단)에 하여 분석한 결과 열용량이 6,300 Kcal/hr
에서 18,900 Kcal/hr로 증가할수록 청색화염영역이 증

가하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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