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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 버너 설치 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 산정 방법

이기용*†, Niladri Talukder*

The Methods Calculating the Reduction Efficiency of Nitrogen Oxide 
for the Facilities Including the Low NOx Bu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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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ed the methods calculating the reduction efficiency of nitrogen oxide for the

low NOx burner as the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The standard NOx concentration

was used on the emission factor of LNG, 3.7g/m3. The NOx reduction efficiency based

on the NOx concentration was present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Ox
concentration and the emission factor or the specific heat emission factor were derived.

These results could be accurately reflected o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nitrogen

oxide emission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the low NOx burners the

methods of applying their NOx reduction efficiency were proposed. The NOx reduction

efficiency for the facilities consisting of the low NOx burners and the non-low NOx
burners could be estimated with information about the reduction efficiency of each low

NOx burners, the fuel consumption rate, and the heating value of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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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저녹스 버너의 저감효율(제거효율)을 산정함에

있어 공인된 저녹스 버너의 설계효율이 적용되

고 있다. 그러나 설계효율이 없는 저녹스 버너

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적용할 수 없

기에 현재 20%의 저감효율(제13조의2제2항)만

인정받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LNG를 사용하는

저녹스 버너의 경우, 저감효율이 50%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이러한 저감효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저녹스 버너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는 같으나 저녹스 버

너 제작사 별로 기준농도가 달라서 다른 질소산

화물 저감효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로서 질소산

화물 배출농도는 같으나 다른 저감효율을 적용

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다르나 비슷한

저감효율을 적용한 경우, 개방형 시설 등처럼

실측한 질소산화물 농도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에 있는 보일러, 공정설비 등에 설치되

어 있는 저녹스 버너는 단독 또는 일반 버너들

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배출구 1개에 저녹스

버너가 1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

감효율은 질소산화물 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산정

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출구 1개에 다중으로 저

녹스 버너가 설치된 경우 또는 배출구 1개에 저

녹스 버너 및 일반 버너가 설치된 경우는 단순

히 배출구 1개에 저녹스 버너가 1개 설치된 설

비에 적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산정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LNG용 저녹스 버너인 경우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조사 및 분석하

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효

율(제거효율)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단일 저녹스 버너 시설에서 저감효율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고, 산정효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저감효율 기준농도

기준농도 보증농도
×  (1)

다중 저녹스 버너 시설 및 다중 배출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은 배출량에 근거하여

유도하였고, 다음 식을 적용하였다.

저감효율 기준 배출량

기준 배출량  실제 배출량
(2)

여기서 기준 배출량은 기준 배출계수에 연료사

용량을 곱한 것이고, 실제 배출량은 실제 배출

계수에 연료사용량을 곱한 것으로 계산이 가능

하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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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여기서 는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L은 기준 배

출계수, 는 총 연료사용량,  는 i 번째

저녹스 버너의 실제 배출계수, 및 는 i 번

째 저녹스 버너의 연료사용량이다.

n개의 버너에 사용한 총 연료량는

  
 



이고,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은

개별 저녹스 버너 저감효율() 및 연료사용량

비율의 함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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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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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같은 연료가 사용되는 4개의 저녹스 버너로

구성된 다중 저녹스 버너 시설을 갖고 있는 A

사업장(4개 저녹스 버너 사용 시설)의 측정 결

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표 1은 A

사업장의 다중 저녹스 버너 시설에서 측정한 질

소산화물 측정 결과이다.
Table 1 Information of each low NOx burners

for calculating the total reduction efficiency

버너

번호

보증

농도

(산소%)

설계

효율

(%)

측정

농도

(ppm)

시험

결과

연료사용량

(Nm3/hr)

연료사용

비율 (%)

1 50(4) 50 32.28 적합 134.1 26.6

2 50(4) 50 38.45 적합 134.1 26.6

3 50(4) 50 29.82 적합 134.1 26.6

4 37(4) 54 42.32 부적합 101.2 20.1

저녹스 버너 1번, 2번, 및 3번은 측정농도가 보

증농도 이하로 측정됨에 따라 설계효율을 적용하

지만 저녹스 버너 4번은 측정농도가 보증농도를

초과함에 따라 설계효율을 20%(수도권 대기 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만 적

용하여 다중 저녹스 버너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

물 저감효율을 산정하였다. 식(5)를 적용하면 질

소산화물 저감효율은 43.94%로 산정된다.

  
 



 × 

 × ×   × ×     

저녹스 버너의 저감효율(제거효율)을 산정함

에 있어 공인된 저녹스 버너의 설계효율이 적용

되고 있지만 저녹스 버너 설치 전후 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저녹

스 버너를 설치한 시설의 조건에 따라 질소산화

물 저감효율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LNG용 저녹스 버너인 경우에 대하여 문제

점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는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방법을 제시하였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산정에 있어 질소산화물

기준 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LNG 배출

계수 3.7g/m3을 근거로 질소산화물 기준 농도를

계산하였고, 질소산화물 기준 농도를 155ppm로

산정하였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은 저녹스 버

너의 보증농도에 따라 결정되고, 질소산화물 보

증농도는 저녹스 버너로부터 실제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임으로 배출량 산정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사업장에 설치된 저녹스 버너의 경우 크게 단

일 저녹스 버너 시설, 다중 저녹스 버너 시설

및 다중배출시설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러한 구조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산정식

을 유도하였다. 배출시설로부터 측정결과를 사

용하여 단일 저녹스 버너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

물 저감효율은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

중 저녹스 버너 시설 및 다중배출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은 각 버너에 대한 연료소

비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각 시

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산정식을 제시

하였고,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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