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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utilizing highly preheated air up to 1,000℃ through waste gas in 
industrial furnaces. The regenerative burner technology has shown to provide significant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up to 60%), downsizing of the equipment (about 30%) and lower emissions (about 30%) while 
maintaining high thermal performance of the system since 2000.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flameless regenerative burner for industrial furnaces based on the FLOX(Flameless Oxidation) principle and it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as pilot scale. Performance tests are experimentally done and their results 
are discussed. They showed 1) a very good uniformity in temperature distribution, 2) about 100 ppm in NOx 
at the temperature 1,300℃, 3) about 95% in temperature efficiency. Besides, the regenerative burner has ad-
vantage in easy maintenance and high usage rate of regenerator due to the separate and portable type of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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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5년간 축열 연소시스템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 공업로의 연소기술중의 하나인 화두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주 낮은 에너

지 소비율 그리고 동시에 NOx 또한 아주 적게 배

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적용하는 설비의 크기

도 최고 30% 이상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1-3]. 따라서 철강 산업의 공업로 분야, 즉 철

강 가열로나 열처리로, 그리고 알루미늄 용해로 등

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어[6] 일본의 경우는 현재 직

화식과 라디안트 튜브식 연소기 포함하여 약 6,000
여기가 적용되어 운전 중에 있다. 국내에도 이런 국

제적인 기술 추세에 발 맞춰 현재 약 200 여기 설치 
운전 중에 있으나 거의 수입품으로 운전 미숙이나 

정비 불량 그리고 축열버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

로 많은 업체가 축열버너의 우수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

다 수리가 용이한 저가의 분리형 축열버너를 국산

화 개발하여 성능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본 원고

에 기술하였다.

2. 개발 버너의 설계 제원 및 특성

FLOX(Flameless Oxidation)의 원리에 의하여 설계, 
개발한 무화염식 축열 버너는 Fig. 2와 같고, 크게 

버너와 축열체 열교환기의 2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제원은 아래와 같다.

이 원리는 1989년 독일의 Wuenning이 제안/특허, 
등록한 것으로 mild combustion, distributed combus-
tion, volume combustion, high temperature air com-
bustion 으로도 불리어지며, 일본에서는 동경가스에

서 제안한 FDI(Fuel Direct Injection)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화염이 안 보인다고 하여 flameless oxida-
tion combustion, 즉 무화염 연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본 원리는 Fig. 1과 같이 연료와 공기의 강한 jet
류에 의하여 불활성가스인 연소가스의 재순환으로 

연소실내 온도가 저하되어 NOx가 저하되는 것이 특

징이며, 이 연소의 조건은 연소실의 분위기 온도가 

연료의 자기발화온도(self ignition temperature) 이상

(약 700℃)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1) 연소 용량: 정격 부하 230 kW(= 20만 kcal/h)
2) 최고 적용 온도: 약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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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X principle.

Fig. 2. Assembly drawing of flameless regenerative burner in the capacity of 230 kW.

3) 사용 연료: 도시가스[LNG (Hu=10,000 kcal/Nm3)}
4) 축열체: ceramic ball(99.0% Alumina/직경 약 10～

13 mm) ceramic ball의 량은 약 2.0～2.5 kg/ 
kW), 약 60 kg

5) 전환밸브 시스템: 4개의 one way valve
6) 점화용 버너: 버너 상단에 별도로 설치

7) 연료가스 파이프의 냉각방법: 이중 원통형 금속

제 가스파이프에 연소용 공기량의 약 3～4%에 
해당하는 유량의 냉각용 공기공급

8) 축열체 열교환기: 축열체인 세라믹 볼의 교환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시스템을 

버너 본체와의 결합과 분리가 용이하고, 특히 

무거운 중량의 열교환기를 교체 및 이동이 가

능하도록 롤러를 부착하게 설계함.

가스노즐은 버너의 가장 중심부에 설치하며 공기

로 냉각되는 이종 원통형 내열강으로 제작한 가스

파이프로 설계되었고, 공기 노즐은 가스노즐의 주

위로 6개의 원형구로 설치된다.
축열체로는 청소시의 간단한 취급용이성, 적은 공

간 소요 그리고 비교적 긴 전환시간 등으로 세리믹 

볼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5]. 세라믹 볼의 취급, 용
이한 충전용 투입구나 배출용 배출구를 설치하였으

며, 축열체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축열체 열교환기 자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분리

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열교환기 하부에는 롤러를 설

치하여 용이하게 교환이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축열버너는 한 쌍으로 운전되며 한 

쪽 버너가 연소될 때에는 다른 쪽 버너는 연도의 역

할을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전환되어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3,4]. 본 사업에서는 이 전환 밸브로 각 

버너 당 2개의 밸브, 즉 연소용 공기용 밸브와 연소 

배가스 배출용 밸브를 설치하며, 총 4개의 밸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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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t-up of experimental apparatus.

3. 실험장치 구성

무화염 축열식 연소시스템의 연소실험을 위하여 

Fig. 3과 같은 실험 장치로 구성하였다. 주요 품목으

로는 연소실험로, 실험용버너, 열전대, 배기가스분

석기, 연소공기용 송풍기(1,200 mmAq, 20 Nm3/min, 
12 kW) ID FAN(1,500 mmAq, 50 Nm3/min, 30 kW, 
250℃), 고온/저온용댐퍼 및 Actuator, 압력계, 공기 

및 가스유량계, Data Acquisition System 등으로 구

성하였다.
먼저 무화염 버너의 연소특성을 실험하기위한 연

소실험로는 Fig. 3과 같이 내부가 직경 800 mm 길
이 2,130 mm의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로 앞부

분에는 760 mm × 140 mm 사각형의 관측 홀이 뚫어

져 있어 화염감시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로 중앙부 상단에는 승온 초기시 또는 비상 사태

시 폭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폭발구를 설치

하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로 내부압력이 상승하면 상

승한 로내 압력에 의해 스스로 폭발구가 열려 로 내

부 압력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폭발구를 설치하였다.
설계 제작한 실험로의 양 측면에는 시제품 버너

를 설치하고 각각의 버너 내부에는 6개의 T/C 그리

고 실험로 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라믹튜브

로 외부가 보호된 K-type T/C를 4개 설치하여 Data 
Acquisition System에 연결되어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내 

압력 및 축열체 전후의 압력손실을 측정하기위해서 

아날로그 압력계 및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하였다. 
로내 압력 측정용으로는 3중관의 수냉식 Probe를 제

작하여 로내 안쪽에 삽입하였고 Probe의 끝은 Data 
출력이 가능한 디지털 마노미터에 연결하여 실시간 

로내 압력을 측정하고 Data Acquisition System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좌우버너의 축열체 전․후에는 연소모드와 배기 

모드시 변화하는 압력차를 알아보기 위해 -1,500 
mmAq부터 +1,500 mmAq까지 지시 가능한 아날로

그형 압력계를 각각 모두 4개 설치하여 연소모드 및 
배기 모드시 또한 연소부하의 변동시 각각의 위치

에서 압력값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소용 공기는 송풍기에서 공급되어 80 mm 배

관에 설치된 오리피스형 유량계를 통하여, 연료인 

도시가스는 디지털 유량계로 계측하였다.

4. 성능시험 및 결과 분석

성능시험의 항목으로는 전환시간에 따른 온도분

포, 정상상태에서의 온도분포, 전환밸브의 공기누

설율, 축열체의 압력순실 그리고 NOx 특성을 들 수 

있다.

4.1. 전환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Fig. 4에는 전환시간 20초, 30초, 40초 그리고 50
초를 변수로 삼아 배가스 온도 그리고 예열공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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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depending upon switch-
ing time.

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in case of switching 
time 30 sec.

온도효율은 열교환기의 효율지표로서 아래와 같

이 백분율로 표시한다.

(온도효율= (연소용공기 예열온도 - 상온)/
(열교환기의 배가스 입구온도 - 상온))

각 버너의 예열공기온도 및 축열체 이후의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으로 전환시간이 길수록 예열공

기온도도 약간 올라가고 동시에 축열체 이후의 온

도도 올라가, 이는 온도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가스의 축열체 

이후 온도가 올라가면 흡입송풍시의 고온측 전환밸

브의 기밀성에 관련된 재료의 적용 한계온도가 25
0℃이므로 이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약 30초가 가장 적당하고 일반적으

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다. Fig. 5에는 전환시간 

30초인 경우를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 것으로 로내 

온도가 1,300℃일 때 연소모드시 축열체 전의 온도는 
약 1,000℃에서 1,200℃로 승온되고 이 때의 다른 

쪽 버너의 축열체에서 예열된 연소용 공기는 1,150℃
에서 970℃ 정도로 낮아지면서 30초 지나면 그 역

할이 바뀌게 된다. 상기 조건으로 축열체의 온도효

율을 계산하면 약 80% 이상으로 거의 열교환기의 

축열을 모두 회수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4.2. 로내 온도분포

정상상태에 이룬 상태에서의 로내에 설치한 4개
의 열전대로부터의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온도분

포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중간에 위치한 2
곳의 온도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 

각 버너의 앞측에 존재하는 곳의 온도는 50～100℃ 

정도의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어 연소모드 및 배기

모드시의 온도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고 아주 양호

한 대칭 분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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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experimental fur-
nace.

4.3. 전환밸브의 공기 누설율

전환 밸브에서의 공기 누설율은 아래와 같이 정

의하며 가스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

내었다.

공기누설율 = (공기비 차이(전환밸브후의 과잉 공기

비-로내의 과잉 공기비)/ 로내의 과잉 공기비))

측정결과 공기량이 적을수록 누설율이 낮았으나 

공기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로내에서 배가스 측

정값이 O2 = 2.0%일 때 O2 = 2.5%로 그리고 O2 = 
7.0%일 때 O2 = 7.7%로 측정되어 달하여 연구목표

치인 5% 이내는 거의 100% 이상 달성하였고 볼 수 

있다.

4.4. 축열체의 압력손실

기존연소 시스템에서의 압입송풍기 1대로 운전되

는 상황과는 달리 무화염 연소시스템에서는 압입송

Fig. 7. Air leakage rate depending upon O2 inside fur-
nace.

풍기 1대와 흡인송풍기 1대, 즉 2대로 운전되는 시

스템이 특징이라 공기 누설율은 아주 주요한 성능

인자로 작용한다. 그 이유로는 무화염 버너에서는 

전환밸브가 연소용 공기의 압입과 배가스 배출시 한 
쪽은 압입하고 다른 쪽으로는 흡인하는 작용을 동

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전환밸브가 무화염 연소시스

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여서 밸브시트에서의 

밀봉이 아주 양호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사

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화염 버너에서의 

4방밸브를 적용하지 않고 1 way valve를 압입 쪽에 

저온밸브를, 흡인 쪽에는 고온밸브를 각각 2 개씩 

총 4개를 설치하였고 이 밸브의 전후 사이의 압력

차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의 상부에 나타낸 배기모드시의 압력손실은 350～
365 mmAq로, 하부에는 연소 모드시 압력손실은 500～
520 mmAq로 연소용 공기의 송풍량에 거의 관계없

이 일정한 압력손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 적용한 압입송풍기(△p =

Fig. 8. Pressure loss in regenerator(top/exhaust mode, 
down/combus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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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x depending upon furnace temperature.

2,000 mmAq)나 흡인 송풍기(△p = 1,500 mmAq)의 

용량에는 충분하였고 일반적인 축열체를 세라믹볼

을 사용한 경우의 압력손실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버너 몸체 이외에 송풍기와의 각종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을 고려한 결과여서 공기 및 배

가스 배관시스템은 잘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5. NOx 특성

NOx 특성을 로내 온도에 따라 Fig. 9에 나타내었

으며 parameter로 공기비를 이용하였다. 측정한 NOx
값은 기준인 O2 = 11%로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로

내온도가 높을수록 그 수치도 증가하고 있고, 공기

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즉, 공기비가 1.1에서 

1.31로 증가하는 경우로 내온도가 1,000℃일 때 약 

20 ppm에서 40 ppm, 1,300℃인 경우에는 약 60 ppm
에서 120 ppm 정도로 증가하였다. 국내 배출가스 환

경 기준인 200 ppm에는 충분히 만족하여 시제품으

로 개발한 무화염식 축열 버너는 배가스 분석 면에

서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원고에서는 그 동안 축열버너의 현장경험 및 

운전경험 그리고 외국산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

고 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

품을 시작품으로 국산화 개발하고 그 성능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1) 무화염 버너의 설계는 FLOX 원리에 의하여 

설계하고 설계 주안점으로는

- 축열체: 내구성을 고려한 ceramic ball 등을 이

용한 축열체 설계

- 저NOx: FLOX 개념을 이용한 NOx 저감기술

- 가스노즐 보호책: 가스노즐을 포함한 버너노즐

의 냉각용 공기를 이용한 보호체 설계

- 전환밸브: 4 - way valve 대신 4개의 one - way 
valve 적용기술

-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버너몸체와 축열체

의 2단계 조립이나 보수 그리고 기기유지를 용

이하게 하는 시스템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2) 연소 성능시험 결과로

- 로내 온도분포는 매우 양호하게 균일한 특성을 

얻었으며

- NOx는 목표치인 전 부하에 걸쳐 100 ppm 이하

로 배가스 분석으로 나타났으며

- 전환시간은 30초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으로 판

단되었으며,
- 축열체의 온도효율도 약 95%로서 예열공기온

도는 약 1,150～970℃로 아주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recuperator가 달린 기존 버너(400℃ 
예열공기 온도 기준)에 비하여 약 30% 이상 에

너지 절감할 수 있고,
- 축열체도 보수가 편하고 운반,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으로 설계, 제작하여 버너의 높은 이용율

을 제고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연소성능을 나타내어 매

우 만족스러운 시제품으로 앞으로 600 kW급의 scale- 
up에 좋은 설계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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