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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s have been conducted for a combustion chamber of a water tube type 
boiler with dual partial-premixed burners. The burner was expected to give shorter flame to make the boiler 
be more compact. Two burners were predicted not to interact strongly so as to yield two semi-independent 
flames. 50% partial load operations were tried with 3 modes and the mode with lower burner was predicted 
to transfer heat to the combustion chamber mos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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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의 약 50%는 산업 부문에

서 사용되며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50%는 보일러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효율의 

산업용 보일러를 개발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

[1]. 그러나 최근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산업용 보

일러의 열효율은 고위 발열량을 기준을 89%를 상회

하고 있으며[2]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이 비싸거

나 부피가 큰 추가 장치를 설치해야 하거나 탈설계 

운전 조건에서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

발된 기술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

도 발생하고 있다.
개별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이론적 

또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보이면서 운전 효율을 높

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

장이 힘을 얻고 있다[3]. 즉, 보일러를 부하에 맞추

어 부분 부하 운전을 하거나 부하 추종 운전을 할 

경우 설계 조건에 비해 열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
제로 보일러를 대수제어 하여 특정 기간 동안 열효

율을 11% 높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

되기도 하였다[3].
대수 제어의 경우 여러 대의 보일러가 설치된 경

우에만 가능한 데 하나의 보일러의 경우에도 버너

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적절한 제어를 통해 운전 효

율을 높일 수 있다[4]. 운전 효율 뿐 아니라 연소 안

정성을 높여 NOx와 같은 유해 배가스의 발생을 억

제할 수도 있으며[5] 대류부의 열전달을 촉진시키면 

보일러의 체적을 줄일 수도 있다[6]. 특히 대용량의 

산업용 보일러에 널리 사용되는 수관식 보일러(Fig. 
1)에 다중 버너를 적용할 경우 효율 향상, 배가스 개

선, 체적 축소라는 복합적인 설계 목적을 적절히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b)에 보인 것과 같이 다중 

버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Dual 버너를 6 t/h
급의 수관식 보일러의 연소실에 적용하여 수치해석

을 통해 연소 및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Dual 버너는 Fig. 1(b)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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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6 ton/h class water-tube 
type boiler with dual-burner; (a) Streamwise cross- 
section; (b) Streamwise normal cross-section.

(a)

← Fuel+Air

← Air

(b)

Fig. 2. Schematic diagram of burner and grid system; 
(a) Schematic diagram; (b) Grid system.

이 상하로 배치하는 설계를 채택하였다. Dual 버너

에 대하여 3가지 부분부하 운전 모드에서의 연소 특

성을 해석하였다. 즉, 50%의 부분부하를 두 개의 버

너를 50% 각각 50%의 부하로 운전하는 경우, 상단

의 버너만 100%로 운전하는 경우, 하단의 버너만 

100%로 운전하는 경우를 해석하여 비교하였다. 또
한 단일 버너 기준으로 개발된 보일러 연소실 설계

식과 비교하여 기존 설계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 해석을 수행한 다단 연소 저 NOx 버
너로서 Fig 2(a)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중심부

에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되어 공급되고 유입된 연

료-공기 혼합물은 작은 홀을 통하여 연소실로 유입

된다. 추가 공기는 연료 유입부 바깥쪽에서 하우징

과의 틈 사이로 공급된다. 버너 해석에 사용된 격자

는 Fig 2(b)와 같다. 버너 부분에는 육면체 격자와 

쐐기형 격자를 혼합하여 약 800,000개의 격자를 사

용하였다.
듀얼 버너를 채택한 수관식 보일르는 Fig. 3(a)과 

같다. 전체 계산영역은 2개의 버너가 상하로 설치된 

연소실로 설정하였다. 연소실은 Fig. 3(b)에 보인 것

과 같이 직육면체에 가까운 사다리꼴 육면체의 형

상이고 높이, 폭, 깊이가 각각 2250, 1368, 3268 mm
이다. 연소실의 특성을 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수관

으로 구성된 대류부는 계산영역에서 제외하였다. 
Fig. 3(b)에는 전체 계산 영역에서 사용한 격자계

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약 2,500,000개의 격

자를 사용하였다. 격자해상도는 실험으로 검증을 거

친 선행연구[5]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였고 연소

실 벽면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

하여 연소실 벽면 격자의 y+가 3 이내가 되도록 작성

하였다.
수치해석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Star CCM+를 사

용하였고 지배방정식은 비압축성 Navier- Stokes 방
정식, 에너지 방정식 및 화학종 방정식을 해석하였

다. 난류 모형은 선행연구[5]를 참조하여 표준 k-e모
형을 사용하였다. 버너에 공급된 연료의 양은 100% 
부하 조건에서 420 Nm3/h이고 실제 운전조건을 참

조하여 과잉공기비 1.17을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

였다. Fig. 2(b)의 중심부로는 연료-공기를 이론공기

비로 공급하고 외곽으로 추가 공기를 공급하였다. 실
제 연료는 천연가스이나 본 연구에서는 메탄(CH4)
을 연료로 설정하였고 화학종은 메탄-공기 2단계 반

응을 고려하였고 난류-화학종간 상호작용은 에디 소

산법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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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hotograph of the boiler and computational 
domain; (a) Photograph of the boiler before 
installing the burners; (b) Computational domain.

(a)

(b)
T(K)

2000

300

Fig. 4. Flow and thermal fields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a) Streamlines; (b) Temperature con-
tours.

고온의 연소가스의 기체복사 열전달은 복사 전달 

방정식을 계산하여 고려하였고 복사 모델은 3×3의 

DO(Discrete Ordinates) 복사 모델을 사용하였다. 벽
면의 온도 경계조건은 버너 부분의 벽면은 단열조

건을 부과하였고, 연소실 외부에는 6기압의 증기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해당 압력에서 포화온도보다 2
0℃높은 450 K의 등온 조건을 부과하였다. 수렴조

건은 10-6으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은 4가지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버너 두 개에서 100%부하로 연료가 공

급되는 경우이고, 다음으로 50%부하를 두 개의 버

너 모두 연료 유량을 1/2로 줄여서 구현한 경우(Case 
A)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상부 버

너에서만 연료를 공급한 경우(Case B), 마지막으로 

하부 버너에서만 연료가 공급되는 경우(Case C)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100%부하 조건에서 공기와 산화제의 유선을 통

해 연소실 내의 유동구조를 관찰하면(Fig. 4(a)), 먼
저 분사된 연료와 공기는 Swirler를 통과하면서 나

선형으로 회전하며 연소실로 공급된다. 연소실로 공

급된 연료와 공기는 연소 반응을 일으키며 나선 유

동이 유동 방향으로 신장되는 형태의 유동형태를 

보이며 출구로 진행하여 연소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두 개의 버너는 연소실에서 상하 대칭으로 배치되

어 각각의 유동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연소실 내에

서 상호 간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단연소를 도입한 저 NOx 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부피가 커지고 화염의 부피도 커지기 쉽다. 본 

연구에서 해석한 버너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부분예혼합 연소를 도입하였다. 연소

실 내에서 연료의 몰분율(Fig. 5(a))을 보면 부분예혼

합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연료가 연소실 상류에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Fig 5(b)), 화염면 근처에서 일

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

화탄소가 되므로 화염면 근처에서 집중되므로 화염

면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화염면도 연소실 하류

까지 신장되지 않고 연소실 상류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에 위치한 2개의 버너는 강하게 상호

작용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 농도에서는 연소실 중

간 높이에서 약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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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ies distributions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a) Mole fraction of fuel (CH4); (b) 
Mole fraction of carbon monoxid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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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locity vectors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when both burners are operating; (a) 100% com-
bustion load; (b) 50% combustion load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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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vectors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when only one burner is operated; (a) Upper bur-
ner on (Case B); (b) Lower burner on (Case C).

2개의 버너를 동시에 작동할 때의 속도 벡터를 

Fig. 6에 제시하였다. 유량이 큰 부하율 100%의 경우

에도(Fig. 6(a)), 2개의 버너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큰 

간섭은 관찰되지 않았다. 100%부하, 50%부하(Fig. 
6(b)) 조건 모두 공급되는 연료가 공기와 함께 버너

의 끝단에서 버너 방향으로 유입되고 중심부에서는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어 화염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홀들을 통해 공급된 연료-공기혼합

기체는 선회기에서 발생한 선회유동에 휘말리며 연

소실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개의 버너 중 하나만 작동할 때의 속도 벡터를 

Fig. 7에 제시하였다. 2개를 동시에 작동할 때와 달

리 작동하지 않는 버너가 있는 쪽으로 전단층이 발

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전단층에서 시작해서 

연소실 길이와 유사한 크기의 재순환 유동이 발생

한다. Fig. 7(a)와 (b)가 선회기의 방향이 같고 Fig.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류부의 반대쪽 모서리가 

곡면으로 되어 있어 속도 벡터가 완벽한 거울이미지

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관성의 영향

이 커서 버너에서 출발한 유동은 연소실 끝까지 이

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석을 수행한 4가지 조건에서 연소실 내부의 온

도분포를 Fig.8과 9에 제시하였다. 2개의 버너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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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contours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when both burners are operating; (a) 
100% combustion load; (b) 50% combustion 
load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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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 contours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when only one burner is operated; (a) 
Upper burner on (Case B); (b) Lower burner on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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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eat transfer rate to the furnace; (a) Heat tra-
nsfer rate; (b) Portion of heat transfer.

시에 작동한 경우(Fig. 8) Swirl에 의해 회전하며 확

산된 유동 영역에서 연소가 발생하여 고온 영역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버너 주변을 보면 버너 

중심에서는 작은 홀에서 유입된 연료에 의하여 낮

은 온도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Fig. 
5에 제시한 화학종과 비교해보면 고온 영역은 화염

면 하류로 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개의 버너 중에 하나만을 가동하였을 때의 온도

분포(Fig. 9)를 보면 하나의 버너만을 구동했을 때에 

비해 고온영역이 하류까지 길게 형성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특히 하부의 버너만 가동하였을 때

(Fig. 9(b)) 하류에서 고온 영역이 연소실 아래 벽면 

근처로 길게 이어져 열전달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실에서 흡수되는 열량(Qf)과 연료의 발열량

(Qtot) 중 연소실에서 흡수되는 열량의 비율을 설계

식[5]으로 예측한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Fig.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치해석 결과와 

설계식이 유사한 범위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소실에서 흡수되는 열량(Fig. 10(a))은 수

치해석 결과가 설계식보다 조금 낮게 예측하고 있

는 데 이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나타났겠으나 천연가스를 메탄으로 단순화하



안 준44

여 해석을 수행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전체 연료의 발열량 중에 연소실에서 흡수되는 열

량의 비율은 설계식과 실험결과가 보다 잘 일치한

다(Fig. 10(b)). 설계식에서는 50%의 부분부하를 구

현하는 3가지 방식 (2개의 버너를 50%로 구동(A), 
상부의 버너만 구동(B), 하부의 버너만 구동(C))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예측할 수 없으나 수치해석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가지 방식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하부 버너만을 구동한 방식(C)에
서 연소실로 흡수되는 열량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분예혼합 방식의 저 NOx 버너 

2대를 상하로 설치한 수관식 보일러의 연소실에 대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연소실 내부의 자세한 

유동, 온도, 화학종을 분석하고 열설계 자료와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해석을 수행한 부분 예혼합 저 NOx 
버너를 채택할 경우 확산화염 버너에 비해 화염이 

짧아져 연소실 상류에 화염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2) 부분예혼합 저 NOx 버너를 상하에 버너를 배

치한 듀얼 버너를 채택할 경우 2개의 버너에서 발생

한 화염의 상호작용은 크지 않았고 1개의 버너를 구

동하여 턴다운을 넓게 확보하는 운전도 가능할 것

으로 예측되었다.
3)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한 연소실에서 흡수되는 

열량의 비율을 큰 무리없이 예측할 수 있었고 하부

에 설치된 버너만을 작동하여 50% 부분부하를 구현

하였을 때 연소실에서 흡수되는 열량을 가장 높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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