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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오늘날 국내의 장묘문화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양상을 띠

고 있다. 특히 좁은 국토면적에 의한 묘지 부족,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변화하면서 화장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신규화장로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점차 높

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 2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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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던 전국 화장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82.7%에 도달했다

[1]. 이러한 증가 추세로 인하여 늘어나는 화장률에 의한 화장시설의 

과부하,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매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기존 화장로 설비의 환경오염원 배출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심화로 화장로 설비의 추가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다

[2]. 2017년 화장장은 전국 59개소(화장로 346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격한 화장률의 증가로 인해 기존 화장시설의 처리능력이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1,3].

국내에 설치된 기존 화장로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서양의 캐비넷 

방식과 달리 에너지소모가 큰 대차형 화장로로써, 화장 후 유골의 수

습을 위해 대차를 로체 밖으로 반출하여 수급하는 방식이다. 화장로

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LNG를 사용하여 버너로 피화장체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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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국의 2016년 화장률은 82.7%로 1994년의 20.5%보다 4배나 높았다. 화장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이 부족
해지면서 화장률이 높아질수록 화장시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화장로의 장기간 작동에 따라 많은 양의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장로의 열효율 특성을 최적화하고, 증가하는 
화장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화장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
ics, CFD)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열전달 계수를 포함한 열흐름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CFD 모델
은 화장시설에 대한 현장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 연소기에서 연료 소비가 거의 25% 감소하고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개량된 연소기, 열교환기, 2차 연소 공기 시스템, 내화 및 단열재를 사용
하여 개선된 화장로를 구성하였다. 현장실험 결과 에너지 소비가 약 54.4%로 줄어들었으며 연소 시간이 거의 20 min 
단축되었다.

Abstract
The cremation rate of Korea in 2016 was 82.7% which is four times greater than 20.5% in 1994. As increasing the cremation 
rate gradually, it cause a shortage of cremation facilities resulting in building more cremation facilities to meet the increasing 
inquiries on cremation or a large amount of fuels for the longer operation of the crematory. In this study, the crematory 
system optimizing its thermal efficiency characteristics and also responding to increasing inquiries on cremation was proposed 
in order for solving such problems, In particular, the heat flow characteristics including a heat transfer coefficient by perform-
ing a simulation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was investigated. The CFD model was validated with on-site ex-
periments for a cremation facility.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fuel consumption decreased nearly 25% and residence 
time increased in the main combustor. Also, the improved crematory was constructed with an expanded combustor, heat ex-
changer, second combustion air system, refractory and insulation material. From on-site experiments, the energy consumption 
was saved to approximately 54.4%, while the burning time reduced nearly 2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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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연소로의 가스발생량은 초기 20 min 

이내에 상대적으로 관 등이 쉽게 연소되면서 크게 증가하며, 이때 오

염물질 및 열에너지의 발생량도 증가한다[4,5].

국내의 화장기술은 화장수요의 급증에 따라 확대 및 개발되어 왔으

나,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해외 특히 일본의 화장기술을 모방하여 이

루어졌고 일부 일본화장로 업체의 화장로 연소기술이 도입⋅적용되

어 주로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연소기술 중심의 기

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은 설치실적과 경험이 축적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이 뒤처진 이유는 설계⋅시공⋅운

전경험의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부족 및 국가

적 규모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기술에 종속되

며 핵심 화장기술의 내재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고 화장로의 추가증설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에너지 부하 고속 화장로(이하 고속 화장로)를 

개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화장로 설비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완전연소를 통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정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로체 구조, 빠른 시간 내에 

피화장체를 연소할 수 있는 광폭화염 형성 버너 및 버너운전기술을 

적용한 화장로 설비를 실증한다. 실증시험을 통해 화장시간 및 에너

지사용량, 운전조건 등을 측정⋅분석하고 기존 화장로시설을 대상으

로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화장로 설치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화장로시설의 선정 및 연구 절차

대표적인 화장로 방식으로 주연소실에서 사체(시신)를 버너의 직화 

화염으로 전신을 연소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차를 사용함으로 

2차 연소실은 주연소실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징은 유족이 관의 출

입을 확인할 수 있어 화장장의 대다수가 선택하고 있으며 회분식 반

응기 형식의 비연속식 화장로로서 연소효율이 다소 떨어진다[7]. 최적

의 연소조건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선된 

화장로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수치해석을 통해 주연소로와 

재연소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연소과정에서 충분한 체류시간 및 혼합, 

균일한 온도분포가 주어지도록 화장로를 설계하고자 한다. 화장로 전

산유체역학(CFD)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화장 주연소로의 연소 환경을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2) 개선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해석하고 최적 방안 도출

(3) 최적방안으로 제시된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해석결과와 비교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A 화장로 시설 화장로이며, 현장측정 및 운

전조건을 바탕으로 CFD 및 실증을 수행하였다. 고속 화장로에 대한 

연구 절차는 ① 기존 설비에 대한 CFD, ② 개선안 도출, ③ 고속 화장

로에 대한 CFD, ④ 고속 화장로의 실증시험으로 순으로 진행하였다. 

2.2. 전산유체역학 연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steady-state turbulent reacting flow에 널리 쓰이는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turbulence model이 적용되

었다[8,9]. 화학반응 모델은 methane-air-2step reaction model이 화학반

응모델로 사용되었으며, 화학반응을 난류에 적용시키기 위해 

Finite-Rate/Eddy-Dissipation model이 사용되었다[10-12].

1st step :   

 →   (1)

2nd step :   

 → (2)

2nd step :   

 → (3)

1st step Reaction :   
  

 (4)

   
 exp (5)

2nd step Reaction :   
  

 (6)

   
 exp (7)

일반적으로 화장로, 소각로 같이 고상의 연소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연소로를 전산유체역학으로 해석할 때, 고상연료에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의 복잡성, 이를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의 복잡성과 계산량 증가

의 문제가 발생한다[13,14]. 따라서, 고상연료 내의 연소현상을 전산유

체역학 계산 도메인에서 배제하는 방법인 고상연료를 기상연료로 전

환하여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장로, 폐기물 소각로 

대상 전산유체역학 해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각대상물인 시체, 

관, 부장품 같은 고상물질을 enthalpy가 동일한 가스상 물질(CH4, CO, 

H2O)로 변환시키는 기법을 개발하여 경계 조건을 설정을 하는데 사용

하였다. 고상물질을 엔탈피가 동일한 가스상 물질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개념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1 bar, 상온(25 ℃)의 고상연료와 실제 연소공기의 혼합물(State 1: 

수분은 액상으로 존재)을 완전 연소하여 생성된 1 bar, 상온(25 ℃)의 

최종 연소생산물(state 3: 수분은 가스상으로 존재)의 엔탈피 차이는 

고상연료의 저위발열량(lower heating value, LHV)이다. 여기에, State 

1과 엔탈피 차이가 없고, State 3과는 LHV만큼 enthalpy 차이가 있는 

1 bar, T ℃의 가스상 연료와 실제 연소공기의 혼합물(State 2)을 각 

element가 보존되도록 구할 수 있다. 이 State 2의 혼합물을 고상연료

가 놓여있는 위치에서 경계조건으로 사용된다면, 고상연료 투입과 같

은 질량, 에너지 투입을 유지하면서 고상연료 연소현상의 복잡성을 

배제한 전산유체역학(CFD)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State 2의 

가스상 연료 성분은 고상연료가 열분해되어 생성되는 가연분의 주요 

성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가연분의 주요

성분이 탄소수가 많은 고분자 물질일 경우 전산유체역학의 연소반응

이 복잡해져 계산량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상 

연료 성분을 CH4과 CO로 가정하였다. 또한, State 2 혼합물의 온도 T ℃

는 전산유체역학 계산 도메인에서 고상연료와 가스상 물질들의 inter-

Figure 1. Phase change according to enthalp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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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에서 온도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경험적 추측으로 구해진다.

State 2의 가스상 연료 성분을 CH4, CO로 가정하여 그 혼합물의 몰

분율을 구하는 계산방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Temperature: 25 ℃

          (8)

Temperature: T ℃

    (9)

Temperature: 25 ℃

  
 

(10)

고상연료의 삼성분, 원소조성, 화장로의 공기비, 경험적 추측으로부

터 a, b, c, d, m, T이 주어지고, 아래의 element 보존식 (11-13)과 en-

thalpy 보존식 (14)로 식 (15)를 만족하는 x, y, z, n을 찾는다.

C :      (11)

H :      (12)

O :          (13)

∆→  ℃    
 

 
 




 



 (14)

min
→  



≥ ≥ ≥ ≥, (15)

2.3. 화장로 경계조건 

현재 운전되고 있는 기존 화장로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장로를 설계한 후, CFD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실증설비를 제작 시험함으

로써 고속 화장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현재 운전되고 있는 피화장체의 원소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

며, 기존/고속 화장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피화장체는 사체, 

관, 부장품 여기서, 각 위치에서의 공기 leak량은 배가스량과 출구에

서 산소농도로 물질, 열수지를 통하여 역으로 추정하였다. 

화장로의 운전조건에는 화장로 구조 및 유량, 연료량 등의 변경사

항을 반영하였으며, 운전시간을 1 h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기존/

고속 화장로의 화장로 운전조건은 Table 2와 같다. 화장로에서 주연료

로 사용하고 있는 LNG의 발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제5조 1항 관

련)에 따라 9,420 kcal/Nm3으로 하였다. 또한 복사열손실은 연소로 및 

덕트의 벽면으로의 방열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입열량 및 해당구

간의 부피를 고려하여 -24.5~-22.2 kW로 가정하였다.

2.4. 화장로 형상 및 격자구조

전산유체역학적으로 연소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상 화장로의 

형상을 2D 또는 3D로 모델링하여, 그 모델링된 형상에 finite control 

volume (또는 cell)이 되는 메쉬를 입힌다. Figures 2, 3에 기존/고속 화

장로를 모델링한 형상과 메쉬구조를 나타내었다. 

기존 화장로는 사체가 화장되는 화장로본체(주연소로), 미연소분의 

완전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재연소로,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연결부로 

구성되어있다. 특이한 점은 연결부의 체적이 상당히 컸다. 고속 화장

로의 경우 기존 화장로에 비하여 형상을 단순화하고, 주연소로 및 재

연소로의 용적을 확장하였고, 연결부를 축소시켰다. 기존/고속 화장로

Moisture
Combustible 

Ash
Low Heat Value 

(kcal/kg)C H O N S Cl

Composition (%) 56.30 21.96 2.66 14.11 0.65 0.15 0.0 4.17 1,605.8

Table 1. Element Composition of Body, Coffin, and Burial Goods

Operation condition Existing crematory Improved crematory

Burning time approximately 1 hour 

Combustible

body, coffin, burial goods
85 kg/hr 

Air ratio 1.5
85 kg/hr 

Air ratio 1.5

LNG (main burner)
40.19 Nm3/hr
Air ratio 1.4

30.0 Nm3/hr
Air ratio 1.1

LNG (Axillary burner) 
0.0 Nm3/hr 

Air ratio 1.4
0.0 Nm3/hr 

Air ratio 1.1

Air leak in Axillary burner and etcetera spot 0.3530405 kg/s 0.0 kg/s

Radiation loss on chamber wall -22.2 kW -24.5 kW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Crematory in a Facility

Figure 2. Geometry and mesh structure of existing cre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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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부위의 체적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기존 화장로의 CFD 연소해석 및 개선방안 

기존 화장로 운전조건과 일치하는 경계조건 및 유체물성을 입력하

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s 4~7에 

나타내었다. 

기존 화장로의 연소현상은 주버너에서 토출된 연료가 안정된 화염

Figure 3. Geometry and mesh structure of improved crematory.

Classification Main combustor Second combustor Combustion connector Sum

Existing crematory 1.1264 0.8009 0.9041 2.8313

Improved crematory 2.1043 1.7863 0.6807 4.5714

Rate of change (%) 86.8 123.0 -24.7 61.5

Table 3. Partial Volume of Crematory in a Facility (unit: m3)

Figure 4. Temperature profile of existing crematory (unit: K).

Figure 6. CO2 mass fraction profile of existing crematory.

Figure 5. Velocity profile of existing crematory (unit: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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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되기 전에 관에 부딪혀 사체 앞부분은 연소가 충분히 일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주연소로의 온도

가 낮고 후반부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온도가 높은 주연소

영역이 주연소로 후반부와 재연소로가 연결된 통로까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CFD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연소실 내 유체의 체류시간이 짧

고 열손실이 많아 기존 화장로의 본체 체적 대비 연료가 과다하게 투

입됨에도 긴 화장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연소는 버너에서 토출된 연료가 버너 앞에서 안정

된 화염을 형성하여 완전연소를 달성하고, 생성된 연소열을 최대한 

연소로에 전달하는 것이다[15]. 그러나 기존 화장로에서 연소현상은, 

주버너에서 토출된 연료가 안정된 화염으로 형성되기 전에 관에 부딪

Figure 7. CO mass fraction profile of existing crematory.

Figure 8. Temperature profile of improved crematory (unit: K).

Figure 9. Velocity profile of improved crematory (unit: m/s).

Figure 10. CO2 mass fraction profile of improved cre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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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사체 앞부분은 연소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온도가 낮고 후반부

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림에서 온도가 높은 주연소 영역

이 1차 연소실 후반부에서 2차 연소실 연결된 통로까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실 내의 CO뿐만 아니라 CO2 농도 자체가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연소영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반

적으로 기존 화장로의 본체 체적 대비 연료 투입량 및 현열손실이 과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화장로의 높은 연

료사용량과 긴 화장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기

존 운전되고 있는 화장로를 조사하여 본 결과 연료사용량은 약 35-45 

Nm3/hr, 화장시간 약 1 h로 조사되었다. 이때 기존 화장로 본체 기준

으로 연소실 열부하는 약 0.536 MW/m3이다. 

기존 화장로를 전산유체역학으로 해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버너의 LNG 투입량 및 공기 Leak

를 최대한 줄여 연소실 열부하를 감소시킨다. 둘째, 화장로 본체의 체

적을 넓히고 폐열을 회수, 유입공기를 예열하여 열의 체류시간을 늘

린다. 셋째, 관 하부에 보조연소공기를 주입하여 피화장체로의 연소공

기 유입을 원활하게 한다. 

3.2. 고속 화장로의 CFD 연소해석

기존 화장로의 운전조건과 일치하는 경계조건 및 유체물성을 입력

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s 8~11에 나타내었다. 

고속 화장로의 CFD 결과, 주버너에서 토출되는 연료는 비교적 안

정된 화염을 형성하였고, 노즐에서 토출되는 보조연소공기의 영향으

로 연소로 상부와 하부에서 고온영역을 형성하였다. 사체 표면의 온

도는 길이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화염은 관 부근에서 최

고온도(1,000 ℃~1,300 ℃)를 형성하며 이루어져 화장시간의 단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로 내 유속의 분포도 피화장체 주변에서 가장 큰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기가스 중 CO2 농도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재연

소로 본체로 유입되기 전에 모든 연소는 완결되는 것처럼 보여, 화장

로 본체는 연소를 위한 충분한 체류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주연소로 내에서 CO 농도가 높게 형성되었는데, 연소로 후단

부터 CO2 농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CO 농도가 급감하는 양상을 띠었

다. 이는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CO는 주연소로 내에서 바로 CO2로 산

화되는 것으로 그만큼 연소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해석결

과로부터 연소실 형상이 연소실의 유동패턴, 특히 연소조건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료사용량이 

기존 화장로보다 적은 30 Nm3/hr (연소실 열부하 : 0.233 MW/m3)으

로도 비슷한 사체 연소시간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 연소

로 출구와 후단설비의 연결 덕트에서 유체의 분포가 불균일하여 재연

소로 출구에 분배기 설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고속 화장로의 CFD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고속 화장로의 CFD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화장로보다 체류시간이 증

가한 반면 연료사용량은 25% 절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 고속 화장로의 실증

전산해석 결과를 토대로 연소로 확장과 함께 적정 유량의 연소공기 

주입으로 연소가스 유동 및 로 내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만들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또한, 고온의 화장로 배출가스의 폐열을 회수할 수 있

도록 적정 열교환기를 적용하였다. 열교환기를 통과한 연소공기를 로 

내에 주입하여 주연소로 출구온도를 단시간 내에 상승시켰다. 광폭화

염 형성 버너를 적용 및 보조 연소공기를 피화장체에 충분히 공급함

으로써 불완전연소를 방지하고 연소조건을 안정화하였다. 이와 같이 

화장로를 설계하여 연료사용량 절감과 화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A 화장로에 실증설비를 제작, 설치하였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한 후 고속 화장로에 대한 운전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실증시험

은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기존 화장로와 고속 화장로의 시험결과를 

Classification Existing crematory Improved crematory

Flow rate (Nm3/hr) 1,924 742

Exhaust gas
of main combustor

Residence time (sec) 2.1 10.2

Outlet temperature (℃) 750.2 968.7

Average outlet concentration

O2 (%) 12.96 4.54

CO2 (%) 4.40 8.73

CO (ppm) 151 66

Volumetric heat release rate (MW/m3) 0.536 0.233

Table 5. Comparison of Simulation Data

Figure 11. CO mass fraction profile of improved cre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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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하여 비교하였다. 시험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기존 화장로

의 경우 연소버너의 화염이 불안정하여 주연소로 출구온도 변화가 심

하고 CO 농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개선화장로의 경우 CO 농도 

및 주연소로 출구온도가 다소 안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A 화장시설의 고속 화장로는 실증시험 중 로 내의 최적연소조건을 

도출하여 적용, 화장시간 및 연료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결과적

으로 화장시간은 38 min으로 20 min 이상 단축하였고 연료사용량은 

21.8 Nm3/회로 기존 화장로 40.7 Nm3/회 보다 46.4%를 절감하였다.

4. 결    론

기존 화장로의 운전결과 및 CFD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개선사항

을 도출하였고 일반적인 상업용 설비현장을 검토하여 개선 화장로의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화장로와 비교하여 CO 농도 감소 

및 내부온도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연소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화장로 내부에서 연소가 안정적으로 일어나 연료사용량도 

저감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국내 A 화장시설에 실증설비를 적용

하여 운전한 결과, 연료사용량 및 화장시간을 각각 46.4% 및 36.7%까

지 저감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소로의 구조개선 

이외에도 로 측⋅하부에 보조연소공기 주입 등의 연소공기 주입방법, 

공기 유출의 최소화, 고온 내화/단열재의 적용, 적절한 화염길이를 갖는 

버너의 설치, 폐열회수에 의한 연소공기 예열, 적정량의 연소공기 유입 

등에 유의하고 고속 화장로 설계⋅운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고속 화장로를 적용하여 운전함으로써 화장로시설

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증

가하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로 신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속 화장로를 확대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

역주민의 민원 및 주변 환경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기존 화장로 설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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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Existing crematory Improved crematory

Burning time (minute) 60 38

Combustible
low heat value (kcal/burning time)

Body, coffin, burial goods 135,678

LNG (main burner) 383,394 205,356

Flow rate (Nm3/hr) 10,471 742

Exhaust gas
of main combustor

Outlet temperature (℃) 600~1,100 800~1,000

Average outlet concentration

O2 (%) 11.5 4.5

CO2 (%) 6.5 8.7

CO (ppm) 111 14

Table 6. Comparison of On-site Experimental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