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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형 연소기에서 순산소 부상화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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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연)은 (원자력

을 제외한)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미

래부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에기연 연구

개발부문은 크게 에너지효율연구본부, 기후변화

연구본부,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연구본부 신연소연구실

에서 수행하고 있는 순산소 연소로 개발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연소로는 주로 2차 산업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열처리 공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 연소

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연소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은 재료의 가공비용 절감과 정부시책에

따른 온실가스 및 환경유해 배출가스 저감이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 방법 중 온실

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안기술에는 크게 연소

전처리, 연소 중처리, 연소 후처리가 있다. 연소

전처리는 가스화기를 이용한 연료개질방법이고

연소 후처리는 흡착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포집

방법이다. 순산소 연소는 연소 중처리에 해당한

다 [2].

  공기를 이용한 연소방식에 비하여 순산소연소

의 장점은 화학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질소가 없

음으로서 화학반응율이 높고 화염온도가 높으며

질소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손실이 낮은 장점이 있

다 [3]. 반면 산소제조비용이 들고 기존설비를 열

적으로 보완해야하는 단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규모의 슬롯연소기를 사

용한 연소로에서 화염안정성과 분광특성, 화염길
이, 부상화염높이, 연소로온도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4]. 이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는 순산소 연소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연료와 산화제의 조성성분을 변화하

였을 때 순산소화염의 분광특성을 연구한 실험결

과이다. 당량비 0.54~1.32 조건에서 308 nm 부근
의 OH* 강도는 이론적인 단열화염온도에 지수함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그림 1. 슬롯형 연소기에서 반응물 조성성분

변화에 따른 OH* 강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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