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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에서 실현된 화석 연료-연소노의 수직 
단면에 따른 개략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고 특히 석탄 연소적용에 사용 적합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
의 실시예의 수직 단면에 따른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끼 격실의 평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옵셋트 공기 격실의 평
면도.

제5도는 옵셋트 연소의 원리를 도시하는 연소 원호의 평면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에서 실현된 화석 연료-연소노의 전체 
노화학량의 그래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의 사용과 연소 시스템의 표준 형태의 
사용을 통하여 화석 연료-연소노내에서 얻어진 NOx ppm 레벨의 비교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는 특히 오일/가스 연소 적용에 사용 적합한 군집되어 집중된 수직 단면의 
개략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시스템과 재연소를 갖춘 화석 연료-연소노의 
수직 단면을 도시하는 개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관련된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17-1

1019930701296



본 출원은 출원되고 양도된 다음의 특허출원과 상호참조 관계가 있다. 즉, john L. Marion의 이름으로 출
원된  제목이  'NOx  제어용의  분쇄된  과연소  공기  시스템(in  Pulverized  Overfino  Air  System  For  Nox 
Control)'인 미국 특허 출원 제 C900010호이다.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경사 연소 화석 연료 노, 더 명확하게는 경사 연소된 미분탄노로부터 NOx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소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미분탄은 오랫동안 경사 연소 방법에 의하여 노에서 부유상태로 용이하게 연소되어 있다. 경사 연소노서 
공지된 상기 기술은 연료 및 공기가 4모서리로부터 노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포함하며 그 결과 연료와 공
기는 노의 중심에서 가상의 원에 경사 방향으로 향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소는 연료의 양호한 혼합, 
안정된 화염상태 그리고 노에서 혼합 가스의 긴체재 시간 등의 많은 이점을 가진다.

최근들에 가능한한 공기 오염을 극소화 시켜야 한다는 필연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의 연구가들은 1990년 말 더 늦기전에 폭 넓은 공기 방출 감소법령을 제정할 것을 미국의회에 기대했
다. 그러한 법령이 가지게될 중요한 취지는 존재하는 화석 연료 유닛에 대해 NOx와 SOx 제어의 개조를 명
하는 것이 그 첫째이다. 이전의 종래의 법은 오직 새로운 유닛 제작에만 관련되었다.

NOx의 또다른 특별한 문제와 관련하여, 질소 산화물은 열적 NOx와 연료 NOx가 되도록 동일시되어 왔던 2
개의 분리된 기계 장치에 의해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적 NOx는 연소 
공기에 있어 분자 질소와 산소의 열적 응고로부터 발생한다. 열적 NOx의 생성비는 국부적인 화염 온도에 
매우 민감하며 국부적인 산소 집중에는 다소 덜 민감하다. 실질적으로 모든 열적 NOx는 가장 높은 온도하
에 있는 화염 영역에서 생선된다. 상기 NOx집중은 연소가스의 열적 담금질에 의해 높은 온도 영역에서 행
하여지는 레벨에서 수반되는 '결빙'이다. 따라서 상기 도관 가스 열적 NOx 집중은 절정 화염 온도의 평형 
레벨 특성과 도관 가스 온도에서의 평형 레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반대로 연료 NOx는 석탄이나 중유와 같은 일정 화석 연료에서 유기적으로 결속된 질소의 산화로부터 발생
한다. 연료 NOx의 생성비는 일반적으로 연료의 혼합비와 기류 특히 국부적인 산소 집중에 의해 매우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연료 질소에 의한 도관 가스 NOx 집중은 연료에 있는 모든 질소가 완전히 산화됨으로
써 발생하는 레벨의 일부, 예를들어 20 내지 60%에 불과하다. 전술한바로부터 전체 NOx 생성은 국부적인 
산소 레벨과 절정 화염 온도의 함수관계에 있음이 쉽게 명확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경사 연소의 표준 기술 형성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그것의 
사용을 통하여 방출의 훨씬 양호한 감소를 이루는데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지금은 포
기되었지만 본 특허출원과 같은 양수인에게 선임되고 1985년 10월 11일 'A 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A  Tangentially  Fired  Pulverized  Coal  Furnoe'란 제목으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786,437호에 종속되는 장치에서 나타났었다. 상기의 미국 특허 출원의 가르침에 있어, 그것은 미분탄과 
공기를 한 방향에 있는 다수의 하부 버너 레벨로부터 노안으로 점선 유입시키고, 석탄 및 공기를 대향 방
향에 있는 다수의 상부 버너 레벨로부터 노안으로 경사 유입시킬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장
치를 이용하는 결과로서, 연료와 공기의 훨씬 양호한 혼합이 이뤄지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20 내지 30% 과
잉 공기로 연소되는, 본 기술에 있어서 통상적인 기술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은, 정상적인 경사 연
소노에 있어서보다 훨씬적은 량이 과잉 공기 사용이 허용됨을 주장하였었다. 과잉 공기의 감소는 앞서 언
급한 석탄 연소노로부터의 공기 오염의 주요인인 NOx 생성을 극소화 시킨다. 과잉 공기의 감소는 또한 노
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비록 상기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이 공지한 연소 기술이 NOx를 감소시킨다 할지라
도 그와 관련된 약간의 단점이 존재했다. 즉 상기 노에 있는 가스의 역회전은 서로를 중화시키므로, 상기 
가스는 노의 상부를 통해 다소간 직선으로 유동하며, 그로인해 상부로의 교류 및 혼합을 감소시킴으로서 
야기되는 상기노를 떠나는 불연소된 탄소 미립자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슬래그 및 불연소 탄소가 노
벽상에 퇴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벽의 퇴적물은 상기 벽을 라이닝하는 수냉식 튜브로의 열전달 효율을 
감소시키고, 그을음을 늦추기 위한 욕구가 증가되고, 상기 튜브의 수명을 감소시킨다.

또다른 변화는 본 특허출원과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1987년 12원 29일 'Low Excess Air Tangential 
Firing System'이란 제목으로 공고된 미국 특허 제4,715,301호에 종속되는 장치에서 나타난다. 미국 특허
제4,715,301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논술된 바에 종속되고 지금은 포기된 미국 특허 출원이 경우에
서와 같이, 미분탄이 석탄과 공기의 양호한 혼합을 갖고 부유상태로 연소되는 노가 제공된다.

또한 경사 연소노와 관련된 종래의 모든 장점들이 본 노에서도 소용돌이치며 회전하는 화구를 가짐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상기 벽은 공기의 블래킷(blanket)에 의해 보호되며 그로인해 슬래그가 감소된다. 이것
은 제1레벨에서 석탄과 제1공기를 접선 방향으로 상기 노안에 유입시키고, 제1공기의 적어도 2배 이상이 
되는 보조 공기를 제1레벨에서 제1레벨위로 경사 방향으로 노안에 직접 유입시킴으로써 다수의 제1 및 제
2레벨이 교대로 진행됨에 따라 수행된다. 상기 보조 공기의 속도와 크기가 커짐으로서, 상기 노안의 마지
막 소용돌이는 보조 공기 유입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 때문에 상기 노의 소용돌이 역방향에서 유입
되는 연료는 유닛 내로 유입된 후 전체 노 가스의 소용돌이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연료와 공기사
이의 거대한 교류 혼합이 상기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증가된 혼합은 상기 노 내의 높은 레벨의 과잉 
공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 또한 상기 증가된 혼합은 상기 노의 전체 열 방출비를 증가시키는 강화
된 탄소전환을 초래하며 동시에 상부로의 슬래그와 이물질을 감소시킨다. 상기 보조 공기는 연료에서 보
다 더큰 지름의 원으로 유입되어 벽에 근접한 공기 층을 형성한다. 본질적으로 노에 공급된 모든 과잉 공
기로 이루어진 과연소 공기는, 가상의 원으로 경사 유입되는 과연소 공기와 함께, 모든 제1 및 보조 공기 
유입 레벨보다 현저하게 높은 레벨로 보조 공기의 역 방향에서 노안에 유입된다.

또 다른 변화가 1987년 6원 2일 'Pulverized Fuel Firing Apparatns'란 제목으로 공고된 미국 특허 제
4,669,398호에  종속되는  낮은  NOx  방출을  갖는  연료로서  미분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에서 
나타난다. 미국 특허 제4,669,398호에 나타난대로 장비는 소비되고 결합된 제1 및 제2공기량은 제1공기와 
함께 혼합됨으로써 노에 공급되어질 상기 미분 연료의 연소를 위해 요구되는 이론 공기량보다 적게되는 
제1미분 연료 분사격실과, 결합된 제1 및 제2공기량은 제1공기와 함께 혼합됨으로써 공급되어질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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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론 공기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적합하게는 다소 작은-제2미분 연료분사격실과, 상기 노안으로 
보조 공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보조 공기실을 특징으로 제공하는데, 상기 3개의 격실은 서로 
근접배열된다. 상기 장치의 제1 및 제2미분 연료 분사 격실에 의해 주입된 제1공기와 미분 연료의 가스 
혼합물은 NOx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율로 혼합된다. 또한 혼자는 거의 안전하게 발화될 수 없는 제2
미분 연료 분사 격실의 제1공기-미분 연료 혼합물은 적절한 발화 및 연소를 위하여 제1미분 연료 분사 격
실의 발화 용이한 혼합물의 화염과 함께 공존할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장치는 이른바 안정된 발화와 낮
은 NOx 생산하에 미분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제공된다.

두 번째로, 미국 특허 제4,669,398에 나타난대로 장치는 불활성 유체가 상기 3개의 격실 사이에 제공된 
공기에 퇴적되는 것을 공고하는 부속실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제1공기와 미분 연료의 가스 
혼합물은 상기 불활성 유체 분사격실로부터의 불활성 유체 커튼에 의해 상호간의 간섭을 방지하며, 제1 
및 제2미분 연료 분사격실로부터 방출된 가스 혼합물에서의 NOx 생산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제1미분 연
료 분사격실로부터의 제1공기-미분 연료 혼합물과 상기 보충 공기격실로부터의 보충공기는 다른 격실로부
터의 불활성 유체의 다른 커튼에 의해 서로 간접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혼합비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도 상기 제1공기-미분 연료 혼합물을 연소시키도록 하여, NOx 생산에 있어서의 어떠한 증가도 
방지시킬 수 있다.

또다른 변화가 본 특허출원과 같은양수인에게 선임되는 1984년 1월 24일 'Method of Reducing NOx and 
SOEmission'이란 제목으로 공고된 미국 특허 제4,426,939호에 종속되는, 연료로서 미분탄을 연소시키며 
동시에 NOx 및 SOx에 있어서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에 나타난다. 미국 특허 제4,426,939호에 나타
난대로 노에서의 결정 온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미분탄과 함께 연소되며 여전히 연료의 완전 연소 및 
양호한 화염 안정성은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이 수행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분탄은 상기 노를 향해 
기류로 전달된다. 이와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기 기류는 연료 충족부와 연료 결핍부로 분리된다. 상기 
연료 충족부는 제1영역에서 노안으로 유입된다. 공기 또한 상기 연료 충족부에 있는 모든 연료를 완전히 
연소시키기에 불충분한 양으로 제1영역으로 유입된다.

반대로 상기 연료 결합부는 제2영역에서 노안으로 유입된다. 공기 또한 노내에서 모든 연료의 연소를 위
해 요구되는 이상의 과잉 공기량으로 제2영역내로 유입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연소 가스에 있는 NOx 및 
SOx 생성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노안의 절정 온도를 극소화 시키도록, 석회석이 연료와 함께 동시에 노안
으로 유입된다.

비록 지금까지 참고로 서술된 포기된 미국 특허 출원서 및 공보된 3개의 미국 특허에 나타난 바에 따라 
제조된 연소 시스템이 설계된 목적을 위해 동작 되어짐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사용되는 동안 미국 국회에 
의해 기도된 새로운 법령하에서 요구되어지는 레벨로 NOx 방출이 감소되어지려면 종래의 기술에서 더 개
량된 연소 시스템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는 적절한 새롭고 개량
된 연소 시스템, 특히 경사 연소된 미분탄로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하게 되었고, 이러한 미분탄 노는 종래 
연소 시스템 기술로 장비된 롤로부터 방출되는 것보다 50% 내지 60%의 NOx 방출감소 효과에 도달할 수 있
다. 또한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다수의 내용을 특징으로 하게 될 새롭고 개량된 연소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이 때문에 새롭고 개량된 연소 시스템이 바람직하게 갖게될 하나의 특징은 
그의 사용을 통해 노 버너 영역에 몇 층의 연료 충족부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배
열은 석탄으로부터 유기적으로 결속된 질소의 방출이 상기 거대 연료 충족부내로 유입되는 복수 효과와 
관련된 높은 온도와 직접 점화를 용이하게 한다. 새롭고 개량된 연소 시스템이 바람직하게 갖게될 또다른 
특징은 그의 사용을 통해 연료 프론트의 안정 및 연료 충족부에서 N2로 전환되는 연료질 속 질소의 연료 

충족부내의 최초 탈 휘발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새롭고 개량된 연소시스템이 바람직하게 
갖게 될 세 번째 특징은 이의 사용을 통해 상기 노가 작동될 때 상기 노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
소된 대기로부터 노벽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공기'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다. 상기 시스템이 갖게될 네 
번째 특징은 그의 사용을 통해 가스들이 노의 전달통로에 도달되기 전에 연료 충족로 가스의 효율적 연소
의 완료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과열 공기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추구되어야 
할 목적은 석탄 연소 과정이 완료되고 불연소된 탄소량이 극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종래의 기술에서 새롭게 개량된 연소 시스템을 위하여서는 그를 사용할 때 적어도 미
국에서 제안된 법령상의 표준으로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레벨 이상으로 NOx 방출 레벨의 감소가 가능하게 
되어야 하며, 특히 경사 연소되는 화석 연료로와 연관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더구나 새
롭게 개량된 연료 시스템이 작동될 때 어떠한 부가의 촉매 혹은 추가 연료 비용의 요구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롭게 개량된 연료 시스템은 단계적인 연소 동작이 깊이 진행될 때 생기는 대개의 감소와 
관련된 수관벽 부식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결합한 결과를 가진다. 또한 상기 새롭게 개량된 연소 시스
템은 훨씬 부가적인 방출 감소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석회압 주입 시스템, 재 연소 시스템 및 선택 
방식의 촉매 감소(SCR) 시스템과 같은 다른 방출 감소형 시스템들과 전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갖는다.

마직막으로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결과는 상기 새롭게 개량된 연소 시스템은 새로운 출원이나 혹은 새로 개
조된 출원에 있어 동일하게 적합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화석 연료 연소노에 사용하기 위한 새롭게 개량된 NOx 방출 감소용 연소 시스템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경사 연소 미분탄소에 특히 적합한 NOx 방출 감소용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그를 사용할 경우 적어도 미국에서 제안된 법령상의 표준으로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레벨 이상으로 NOx 방출 레벨의 감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x 방출 감소용 연소 시
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그를 사용할 경우 종래의 연소 시스템 기술로 장비된 노로부터 방출되는 것보다 
50% 내지 60%의 NOx 방출 감소효과에 동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x 방출 감소용 연소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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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그들 사용할 경우 몇층의 연료 충족부가 상기 노 버너 지역에 생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NOx 보다 감소용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하나의 목적은 그들 사용할 경우 상기 노에서 연소된 미분탄으로부터 유기적으로 결속된 질
소의 방출이 상기 거대 연료 충족부내로 유입되는 부수효과와 관련된 높은 온도와 직접 접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x 방출 감소용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연료-결합 질소가 연료-층만 영역내에서 N2로 변환하는 곳에서 연료-결합질소의 

연료-층만 영역내에서 초기 휘발분 제거와 마찬가지로 화염정면의 안정성이 성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의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충분한 과연소 공기가 상기 가스들이 노의 대류성 경로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층
만 노가스의 효율적인 연소의 완성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의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작동을 위하여 부가적인 물질, 촉매 또는 부가의 연료 단가 절감이 필요없는 노
의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강렬한 단계의 연소 작동시에 작동하는 물벽 분리를 제거하기에 공급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의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부가의 방출 감소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석회석 분사 시스템, 재연소 시
스템 및 선택적인 촉매 감소(SCR) 시스템과 같은 다른 방출 감소-형태 시스템과 완전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의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신규의 적용 또는 종래의 적용에 균등하게 사용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
의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한측면에 따라서, 버너 영역에서 실현된 화석 연료-연소노내에서 특히 사용 적합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은 노의 버너 영역내에서 적
절하게 지지된 바람통형태의 하우징 포함하고, 그 결과 바람통의 종축은 노의 종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평행한다. 제1공기 격실은 바람통의 저단부에 제공된다. 공기 노즐은 제1공기 격실내에서 장착된 비교부
내에서 지지된다. 공기 공급 수단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기 노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그곳을 통
하여 노의 버너 영역내로 공급된다. 연료 격실의 제1쌍은 제1공기 격실에 대하여 근본 병렬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저부내의 바람 통내에 제공된다. 연료 노즐의 제1군집은 연료 격실의 제1쌍 내에서 장착 관계
부내에 지지된다. 연료 공급 수단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료노즐의 제1군집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곳내부에서 연료-충막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의 버너 영역내로 공급된다. 다수의 옵셋트 공
기 격실은 연료 격실의 제1쌍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할 수 있도록 바람 통내에 제공된다. 상기 옵셋
트 공기 노즐은 다수의 옵셋트 공기 격실 각각내에 장착된 관계부에 지지된다.

연료 격실의 제2쌍은 다수의 옵셋트 공기 격실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할 수 있도록 바람 통내에 제공
된다.

연료 노즐의 제2군집은 연료 격실의 제2쌍내에서 장착된 비교부내에 지지된다. 연료 공급 수단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료 노즐의 제2군집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그곳을 통하여 연료-충만 영역을 만들기 위
하여 노의 버너 영역 내로 공급된다. 한 개 이상의 근접하여 상을 이룬 과연소 공기 격실은 연료 격실의 
제2쌍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할 수 있도록 바람 통의 상단부에서 제공된다. 근접하여 쌍을 이룬 과연
소 공기 노즐은 근접하여 쌍을 이룬 과연소 공기 격실 내에서 장착된 비교부내에서 지지된다. 과연소 공
기 공급 수단은 과연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근접하여 쌍을 이룬 과연소 공기 노즐에 작동적으로 연결
되고 그곳을 통하여 노의 버너 영역내로 공급된다. 다수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은 한 개 이상의 근접
하여 쌍을 이룬 과연소 공기 격실로부터 이격되고 바람통의 종축과 근본 나란할 수 있도록 노의 버너 영
역내에서 적절하게 지지된다.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은 다수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 각각내에서 장
착된 비교부내에 지지된다. 과연소 공기 공급 수단은 과연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그곳을 통하여 노의 버너 영역내로 공급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는, 버너 영역에서 실현된 화석-연료 연소노의 사용에 특히 적합한 연소 시스템 
형태를 작동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연소 시스템 작동의 주 방법은 제1레벨에서 노의 버너 영역내로 공기
를 도입하는 단계와, 노의 버너 영역내에서 제1연료-층만 영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제2레벨레서의 노의 버
너 영역 내로 군집된 연료를 도입하는 단계와, 노의 벽을 향하고 옵셋트 공기가 노의 버너 영역 내로 이
미 분사된 군집된 연료로부터 똑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제3레벨에서의 노의 버너 영역내로 옵셋트 공기를 
도입하는 단계와, 노의 버너 영역내에서 제2연료-층만 영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제4레벨에서 노의 버너 영
역내로 부가의 군집된 연료를 도입하는 단계와, 제5레벨에서 노의 버너 영역내로 근접하여 쌍을 이룬 과
연소 공기를 도입하는 단계와, 이격되어 있지만 노버너 영역의 제5레벨과 나란히 있는 제6레벨에서의 노
의 버너 영역내로 분리된 과연소 공기를 도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도면을 참조로하여 설명하면, 특히 제1도에서 화석 연료-연소노가 도면번호 10으로 도시되어 있다. 화석 
연료-연소노의 작동 제조 및 모드 화석 연료-연소노의 작동 제조 및 모드가 본 기술의 업자에게 잘알려진 
대로 제1도에서 도시된 화석 연료-연소노(10)의 상세한 설명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화석 연료-연소
는(10)의 이해를 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연소노는 제1도에서 도면 번호 12로써 도시된 군집되어 집중된 
연소 시스템과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라서 그곳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곳에 설치될때 군
집되어 집중화된 경사 연소 시스템은 화석 연료-연소노(10)로부터 NOx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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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고, 상술한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12)과 협력하는 화석 연료-연소노(10)의 구성
품 성질을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충분하다. 여기서는 설명되지 않을 화석 연료-연소노(10)의 구성품 
작동 모드 및 구조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1988년 1월 12일 F. J. Berte에 발행된 미국 특허 제
4,719,587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제1도를 참고로하여, 도시된 화석 연료-연소노(10)는 도면 번호 14로 도시된 버너 영역을 포함한다.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작동 모드 및 제조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후술한 바와 같이, 종
래 기술의 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에서 화석 연료와 공기의 연소가 시작되는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버
너 영역(14)내에 있다. 상기 화석 연료와 공기의 연료로부터 발생한 뜨거운 가스는 화석연료-연소노(10)
내에서 상부로 올라간다. 화석 연료-연소노(10)내에서 상부 방향으로 운동시, 종래 기술의 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의 뜨거운 가스는 화석 연료-연소노(10)의 4개 벽 종래 패션 라인에 있는(도면에서는 도시하
는 명확함을 위하여 도시하지 않음) 튜브를 통하여 지나가는 유체에 열을 전달한다. 그런데 상기 뜨거운 
가스는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도면번호 16으로 도시된 수평적인 경로를 지나서 화석 연료-연소노(10)를 
나오고, 교대로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도면 번호 18로 도시된 후면 가스 통로로 인도된다.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경로(16)와 후면 가스 통로(18)는 본 분야의 업자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생성 및 과열 증가를 
위하여  다른  열교환기  표면(도시하지  않음)을  가진다.  그다음,  증기는  터어빈/발진기  세트(도시하지 
않음)의 한 구성품을 형성하는 터어빈(도시하지 않음)으로 흐르고, 그래서 상기 증기는 터이빈(도시하지 
않음)을 구동하는 근원 동력을 제공하고, 이것은 터어빈과 서로 협력하는 잘 알려진 방식이며, 그래서 전
력은 발전기(도시하지 않음)로 부터 발생한다.

배경을 참고로하여, 본 발명에 따른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12)을 설명할 목적으로 제1도 및 
제2도를 참고로하며 제1도에 도시된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방법으로 제조된 노와서로 서로 협력하여 설
계된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12)은 제1도와 화석 연료-연소노(10)와 
같은 노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그 결과 그곳에서 사용될 때 군집되어 집중화된 경사 연소 시
스템(12)은 화석 연료-연소노(10)로부터 NOx 방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작동적으로 되어 있다.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된 바와 같이, 군집되어 집중화된 경사 연소 시스템(12)은 제1도 
및 제2도에서 도면번호 20으로 도시된 바람통 형태의 하우징을 포함한다. 본 분야의 업자에게 잘알려진 
상기 도바람통(20)은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서 종래의 지지 수단(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지지되고, 바람통(20)의 종축은 화석 연료-연소노(10)의 종축에 대하여 근본 평행하게 연장된다.

계속하여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연소 시스템(12)에 대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
2도에서 도면 번호로써 도시된 제1공기 격실은 바람통(20)의 저단부에 공급된다. 공기 노즐(24)은 공기 
격실내에서 상기 목적에 사용적합한 종래 형태의 장착 수단(도시하지 않음)을 통하여 장착된 비교부내에 
지지된다. 제1도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도면번호 링으로써 도시된 공기 공급 수단은 보다 상세히 
후술한 공기 노즐(24)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기 공급 수단(26)은 공기 노즐(24)에 공기
를 공급하고 이곳을 통하여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버너 영역(14)내로 공급된다. 끝으로, 상기 공기 공
급 수단(26)은 제1도이 28로써 도시된 팬을 포함하고, 도면 번호 30으로 도시된 제1도에서 32로써 개략적
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 밸브와 제어(도시하지 않음)를 통하여 공기 노즐(24)에 연결된다.

바람통(20)을 참고로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에서 도면번호 34와 36으로 도시된 제1
쌍의 연료 격실은 공기 격실(22)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할 수 있도록 저부내의 바람통(20)내에 공급
된다. 제2도에서 도면 번호 38과 40으로써 도시된 제1군집의 연료 노즐은 연료 노즐(32)이 연료 격실(3
4)내에 장착되고 연료 노즐(40)이 연료 격실(36)내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한쌍의 연료 격실(34,36)내에서 
상기 목적에 사용적합한 종래 형태의 장착 수단(도시하지 않음)의 사용을 통하여, 장착된 관계부내에서 
지지된다. 제1도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연료 공급 수단은 연료 노즐(38,40)에 보다 상세히 후술한 방법
으로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연료 공급 수단(42)은 연료를 연료 노즐(38,40)에 공급하고 이곳을 
통하여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버너 영역(14)내로 공급된다. 또한, 연료 공급 수단(42)은 제1도에서 44
로써 도시된 분쇄기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화석 연료는 본분야의 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에서 분쇄 작용
을 하는 화석 연료-연소노(10)내에서 연소되고 도면번호 46으로써 도시된 연료 덕트는 한편에서는 분쇄기
(44)에 대하여 유체 흐름 관계로 연결되고, 다른한편에서는 제1도에서 48로써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
이, 분리 밸브와 제어(도시하지 않음)을 통하여 연료 노즐(38,40)에 연결된다. 제1도를 참고로하여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분쇄기(44)는 팬(28)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팬(28)으로부터 분쇄기(44)에 
공급되고, 여기에서 분쇄기(44)로부터 군집의 연료 노즐(38,40)로 공급되는 연료는 본분야의 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으로 공기 스트립내의 연료 덕트(46)를 통하여 운반된다.

상술한 공기 격실(22)과 한쌍의 연료 격실(34,36)에 부가하여, 바람통(20)은 다수의 옵셋트 공기 격실을 
갖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따라, 상술한 다수의 옵셋트 공기 격실은 제2도의 도면번호 50,52 및 
54로썬 도시된 3개의 격실을 포함한다. 제2도를 참고로하여 가장 잘 이해된 바와같이, 옵셋트 공기 격실
(50,52,54)는  한쌍의  연료  격실(34,36)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할  수  있도록  바람통(20)내에 
제공된다. 제2도에서 도면번호 56, 58 및 60으로써 도시된 옵셋트 공기 노즐은 다수의 옵셋트 공기 격실
(50,52,54)내에서 상기 목적을 위하여 사용 적합한 종래 형태의 장착 수단(도시하지 않음)을 통하여 장착
된 관련 부내에 지지되고, 그 결과 옵셋트 공기 노즐(56)은 옵셋트 공기 격실(50)내에 장착되고, 옵셋트 
공기 노즐(58)은 옵셋트 공기 격실(52)내에, 옵셋트 공기 노즐(60)은 옵셋트 공기 격실(54)에 각각 장착
되고, 옵셋트 공기 노즐(56,58,60)각각을 지나가는 옵셋트 공기가 노(10)의 버너 영역(14)내로 분사되고 
노(10)의 벽을 향하는 군집된 연료로 부터 똑바로 이격되어 있다. 옵셋트 공기 노즐(56,58,60)은 공기 공
급 수단(26)에 각각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기 공급 수단은 제1도를 참고로하여 가장 잘 이해된 바
와 같이 공기 덕트(30)를 통하여 한편에서는 팬(28)에 대하여 유체흐름 적으로 연결되고, 다른한편에서는 
제1도의 62로써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같이 분리 밸브와 제어(도시하지 않음)를 통하여 각각의 옵셋트 
공기 노즐(56,58,60)에 연결되고, 여기에서 공기 공급 수단(26)은 옵셋트 공기 노즐(56,58,60)에 공기를 
공급하고, 이곳을 통하여 상술한 방법과 같이 화석 연료-연소노(10)이 버너 영역내로 공급된다. 

계속하여 군집되어 집중된 경사 시스템(12)을 설명하면,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에서 도면번
호 64와 66으로 도시된 제2의 연료 격실쌍은 다수의 옵셋트 공기 격실(50,52)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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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바람통(20)내에 제공된다. 제2도에서 도면번호 68과 70으로서 도시된 제2군집의 연료 노즐
은 상기 목적에 사용 적합한 종래형태의 장착수단(도시하지 않음)의 사용을 통하여 한쌍의 연료 격실
(64,66)내에서 장착된 관련 부내에 지지되고, 연료 노즐(68)은 연료 격실(64)내에 장착되고, 연료 노즐
(70)은 연료 격실(66)내에, 연료 노즐(70)은 연료 격실(66)내에 각각 장착된다. 연료 노즐(68,70)의 제2
군집은 연료 공급 수단(42)에 각각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연료 공급 수단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제1도를 참
고로하여 가장 잘 이해된바와 같이 한편에서는 연료 덕트(46)를 통하여 본 분야의 업자에게 잘 알려진 분
쇄 작용을 하는 화석 연료-연소노(10)의 분쇄기(44)에 유체 흐름관계로서 연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1
도에서 72로써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 밸브와 제어(도시하지 않음)을 통하여 군집의 연료 노
즐(68,70)에 유체흐름으로써 연결된다. 제1도를 참고로하여 다시한번더 설명하면, 분쇄기(44)는 공기가 
팬(28)으로부터 분쇄기(44)에 공급할 수 있도록 팬(28)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분쇄기(44)로부
터 군집의 연료 노즐(68,70)에 공급되는 연료는 본 분야의 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으로 공기 스트립내의 
연료 덕트(46)를 통하여 운반된다.

바람통(20)에 대한 참고로써,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에서 도면 번호 74와 76으로써 도시
된 한쌍의 근접 결합된 과연소 공기 격실은 제2쌍의 연료 격실(64,66)에 대하여 근본 병렬로 위치할 수 
있도록 상부 영역내 바람통에 공급된다.

한쌍의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은 제2도에서 78 및 80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종래의 적절한 
설치 수단(비도시)에 의해 한쌍의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격실(74,76)내에 설치되며, 거기에서 근접 연
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78)이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격실(74)에 설치되고 근접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
즐(80)은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격실(76)에 설치된다. 근접연결된 관연소 공기 노즐(78,80)은 각각 앞
서 설명된 공기 공급 수단(26)에 작동상 연결되며, 그것은 제1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한편으로 팬
(28)에 유체유동 관계로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 제1도에 개략적으로 보이듯이 근접 연결된 옵셋 공기 노
즐(78,80)의 각각에 별도의 밸브 및 제어 수단(비도시)을 거쳐 연결됨으로써 공기 공급 수단(26)이 근접 
연결된  옵셋  공기  노즐(78,80)의  각각에  공급되어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들어간다.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을 충분히 설명하면 다수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은 종래
의 적절한 지지수단(비도시)을 이용하여 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 적절히 지지되어 근접 연결된 과연
소 공기 격실(74,76)로부터 이격되고 바람통(20)의 종축과 거의 일치되게 한다. 앞서 말한 다수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 양호하게는 3개의 격실을 포함하며, 그것은 
제2도에서 각각 84, 86, 88로 지칭되어 있다. 다수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은 제2도에서 각각 90, 92, 
94로 도시되며 종래의 적절한 설치 수단(비도시)에 의해 다수의 과연소 공기 격실(84,86,88)내에 설치되
며, 거기에서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0)은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84)에 설치되고 분리된 과연소 공
기 노즐(92)은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84)에 설치되며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4)은 분리된 과연소 
공기 격실(88)에 설치된다. 다수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0,92,94)은 각각 앞서 설명된 공기 공급 수
단(26)에 공기도관(30)을 거쳐 작동상 연결되며, 그것은 제1도를 보면 잘 알수 있듯이 한편으로 팬(28)에 
대해 유체 유동 관계로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 제1도의 96에서 개략적으로 보이듯이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0,92,94)의 각각에 별도의 밸브 및 제어 수단(비도시)을 거쳐 연결됨으로써 공기 공급 수단(26)이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0,92,94)의 각각에 공기를 공급하고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영역(14)속
으로 들어가게 한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의 작동 양태를 간단히 설명하면, 먼
저 그것은 NOx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사 연소되는 화석 연료 연소노를 이용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위해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에서는 공기가 공기 격실(24)을 거쳐 제1레벨로 노(10)의 버
너 영역(14)속으로 도입된다. 모아진 연료는 제1군집의 연료 노즐(38,40)을 거쳐 제2레벨로 노(10)의 버
너 영역(14)속으로 도입됨으로써 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 제1연료층만 영역을 형성시킨다. 옵셋 공기
가 다수의 옵셋 공기 노즐(56,58,60)를 거쳐 제3레벨로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도입되며, 그러한 
옵셋 공기는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분사되는 모아진 연료로부터 노(10)의 벽을 향해 지향된다. 
또다른 모아진 연료가 제2군집의 연료 노즐(68,70)을 거쳐 제4레벨로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도입
됨으로써 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 제2의 연료층만 영역을 형성한다.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가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78,80)을 거쳐 제5레벨로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도입된다. 끝으로, 분
리된 과연소 공기가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0,92,94)을 거쳐 제6레벨로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도입되며, 제6레벨은 노(10)의 버너 영역(14)의 제5레벨로부터 이격되어 있으나 서로 일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은 본 발명의주제가 되는 형태로서 NOx 발생제
어에서 당분야의 종래 기술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명의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
소 시스템(12)은 연소 공정의 전반에 걸친 연료에 대한 산도 공급 능력을 제어하도록 설계된다. 즉,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은 주연소 영역에서의 유용한 O2를 최소화히기 위해 다단계 과연소 

공기를 채택한 고도의 연소 기법이다. 과연소 공기는 근접 연결과 연소 공기(74,76)로서 연료 유입 조립
체의 바람통로(20)의 상벽에서 도입되고 분리된 과연소 공기(84,86,88)로서 높은 고도에서 도입된다. 2레
벨의 공기도입, 즉 74, 76과 84, 86, 88로서의 공기 도입은 바람통(20)의 고도를 종래의 바람통 형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하며, 그러므로 기존의 노에 대한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의 
개조성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을 또한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이 연료로부터 노(10)의 급수벽을 향해 보조 공기를 지향시키는 동심적 연소원리를 이용
한 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노(10)의 급수벽이 과연소 공기에 의한 대단위 노의 연소 단계에서의 
내재하는 기체에 의한 환원으로부터 보호하게 한다. 동심적 연소는 또한 노의 출구 온도를 제어하며, 그
렇지 않다면, 그러한 온도는 단계적 연소에 기인하여 상승한다. 결국,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은 연소의 초기 단계에서의 연료와 공기의 분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모아진 연료 노즐
(38,40과 68,70)에 관련된다. 위와 같은 많은 특징으로 갖는 연소는 동심 경사 방향을 모아진 연소 시스
템(12)이 매우 낮은 NOx을 발생시키게 함으로써 노(10)의 정상 작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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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발명의 동심 경사 바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이 기초하고 있는 개념은 과연소 공기 
단계와 및 최종적인 노내의 O2 함량이 모두 노로부터의 최종적인 NOx 레벨을 제어하는 데에 유력한 요소라

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원의 출원인에 의한 얻어진 조사데이타는 0.5와 0.85 NOx 생성의 제1단계
의 화학 양론적 관계의 사이가 최소화 하지만, NOx 생성은 화학양록적 관계의 상하측의 모두에게 증대됨
을 보인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주제를 이루는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의 개발에 기
여한 시험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존의 경사 방향으로 연소되는 화석 연료 연소노의 바람통의 제한 사항내
에서 고도의 경사 방향의 연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동심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의 바람통(20)은 기존의 경사 방향으
로 연소되는 화석 연료 연소노의 바람통의 형태와는 몇가지 점에서 다른다. 우선, 연료 노즐은 제2도에 
보이듯이 38,40과 68,70의 두개의 군집체로 설치된다. 제2도에 보이는 78, 80의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은 바람통(20)의 상부에 배치되나, 제2도에 보이는 90, 92, 94의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은 바람통
(20)으로부터 분리되면서도 일치된 채로 이격되어 있다. 제6도로 잘 알수 있듯이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
기 노즐(78,80)과 분리된 과연소 공기 노즐(90,92,94)와 모두의 조합된 용량은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78,80)의 아래의 바람통(20)을 약 0.85의 화학 양론적 관계로 가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다른 한편 제
6도에서 보이듯이 근접 연결된 과연서 공기 노즐(78,80)위의 화학 양론적 관계는 약 1.0이다.

공기 노즐(24)에 대해 좀더 설면한다. 제3도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지만, 공기 노즐(24)의 설명에 앞서 
공기 노즐(24)은 노(10)의 버너영역(14)내에 차례로 적절히 배치된 바람통(20)의 하단부에 적절히 설치됨
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바람통(20)은 노(10)의 4귀에 각각 적절히 배치되어 2쌍의 바람통(20)
의 배열을 이루며 각 쌍의 통로(20)는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향배치되고 그 사이에 가상선을 그으면 그 
가상선은 노(10)의 중심을 통과한다.

배경 설명을 하면, 제3도의 공기 노즐(24)은 98로 지칭된 노즐팁과 100으로 지칭되고 공기 노즐(24)을 통
과하는 공기 유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댐퍼 수단과 102로 지칭되고  수평 방향, 즉, 노즐 팁(98)이 배치
된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사 구동 수단 및 104로 지칭되고 노(10)의 버너 영역(1
4)내의 공기 노즐(24)의 근처에 고정 화염을 만들 수 있는 점화 수단을 포함한다. 공기 노즐(24)의 구성
상의 특징과 작동 양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지도어 있으므로 본 발명이 갖는 
동심적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의 구성상의 특징과 작동 양태를 이해함에는 더 이상의 설
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공기 노즐(24)의 구성상의 특징과 작동 양태의 충분한 이해가 바람직스러운 것
이라면 미국 특허 제3,285,319호와 제2,304,196호 및 제4,356,975호에 기재된 종래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
다.

이제, 옵셋 공기 노즐(56,58,60)을 좀더 설명한다. 옵셋 공기 노즐(56,58,60)은 모두 동일하므로 옵셋 공
기 노즐(56,58,60)중 오직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또한 제4도 및 제5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4도의 
옵셋 공기 노즐은 제2도의 56으로 지칭된 옵셋 공기 노즐과 같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 노즐
(24)에  관한  앞서의  설명에서와  같이,  옵셋  공기  노즐(56,58,60)의  설명에  앞서,  옵셋  공기 노즐
(56,58,60)이 제1군집의 연료 노즐(38,40)에 대한 인접 관계로 배치되고 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 적
절히 배치된 바람통(20)내에 적절히 설치됨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그러
한 바람통(20)은 노(10)의 431의 각각에 배치되어 2쌍 바람통(20)의 배열을 이루며 각각의 쌍의 바람통
(20)은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향 배치되고 가상선을 그으면 그 가상선은 선(10)의 중심을 통과한다.

앞서의 배경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제4도의 옵셋 공기 노즐(56,58,60)은 각각 108로 지칭되고 다수의 회
전 날개(110)를 포함하는 노즐 팁과 112로 지칭되고 옵셋 공기 노즐(56)을 통과하는 공기 유량을 변화시
킬 수 있는 댐퍼 수단과, 114로 지칭되고 노즐 팁(108)이 놓여 있는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사 구동 수단과 116으로 지칭되고 노(10)의 버너 영역(14)내의 옵셋 공기 노즐(56)의 근처에 고정
화염을 만들 수 있는 점화수단 및 118로 지칭되고 노(10)의 버너 영역(14)의 화염의 부재를 옵셋 공기 노
즐(56)의 근처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화염 스캐너를 포함한다. 노즐 팁(108)에 포함된 회전 날개(110)를 좀
더 살피면서 그에 따라 기능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제5도를 보자, 제5도에 보이듯이 제1군집의 연료 노
즐(38,40)과 제2군집의 연료 노즐(68,70)을 통해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분사되는 연료는 제5도에 
120으로 지칭된 가장적인 작동 원, 즉, 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 배치된 중심원을 향해 지행된다. 연
료와는 대조적으로 옵셋 공기 노즐(56,58,60)을 통해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분사되는 공기는 회
전 날개(110)의 연속 작동에 의해 노(10)의 버너 영역(14)내에 중심에 배치된 작은 원(120)에서와 같이 
제5동의 122로 지칭된 가상적인 큰원을 향해 지향된다. 그러므로 제5도를 주목하면 노즐 팁(108)에 포함
된 회전 날개(110)의 작동에 의해 옵셋 공기 노즐(56,58,60)을 통해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분사
되는 공기가 큰 직경의 원(122)을 향해, 즉, 제1군집의 연료 노즐(38,40)과 제2군집의 연료 노즐(68,70)
을 거쳐 노(10)의 버너 영역(14)속으로 분사되는 연로로부터 멀리 지향됨으로써 작은 원(120)을 향해서 
및 노(10)의 벽을 향해서 지향된다. 옵셋 공기 노즐(56,58,60)을 거쳐 노(10)의 버너 영역(14)속을 도입
되는 공기는 '경계 공기'로서 기능함으로써 노(10)의 벽이 노(10)의 작동시에 노(10)의 내부에 존재하는 
환원 공기로부터 보호된다. 끝으로 옵셋 공기 노즐(56,58,60)의 구성상의 특징 및 작동양태는 당분야의 
업자에게 공기된 것이므로 본 발명이 갖는 동심적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의 구성상 특징 
및 작동양태의 이해를 위한 더 이상의 설명을 불필요하다.  그러나, 옵셋 공기 노즐(56,58,60)의 구성상
의 특징 및 작동 양태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앞서 말한 종래 기술을 참조하라.

이제 제7도를 보면 화석 연료 연소노(10)에 관한 NOxppm치의 비교를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동심적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와 이에 앞서 표준형으로 이용되던 연소 시스템의 경우에 의
한 그래프로 보자, 제7도에서 124로 지칭된 선은 예전의 표준형이던 화석 연료 연소노(10)에 관한 NOx치
의 그래프이며, 126으로 지칭된 선은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동심적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
(12)이 장비된 화석 연료 연소노(10)에 관한 NOx치의 그래프이다. 제7도로부터 알수 있듯이 연료 노즐이 
그다지 제어되지 않는 종래의 표준형이던 연소 시스템을 채택함에 비해 연료 노즐(38,40,68,70)이 '군
집'으로 모아지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동심적 경사 방향으로 모아진 연소 시스템(12)을 채택함으로써 
공기 공급 수단(26)은 공기를 옵셋 공기 노즐(56,58,60)의 각각에 공급하고 앞서 말한 방식으로 화석 연
료 연소노(10)의 버너 영역(14)으로 보낸다. 도면중 제7도에 기재된 데이타를 근거로하여 수행된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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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연료 노즐(38,40,68,70)을 군집 형태로 배치시켜 제작한 본 발명에 따라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3% 내지 4%의 O2의 과량공기에서 작동하는 동안 6% 의O2에서 400mg/Nm3, 

즉 3% O2에서 32 1b/MBtu 또는 240ppm인 목표는 NOx 배기량이 30%의 과연소 공기에 의해 수행되는 것과 동

일하게 얻어졌으며 불연소 탄소 배기를 정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상술된 
표준형인 연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475ppm의 NOx배기량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이 상술된 표준형 연소 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제조되
어 사용되면 이러한 경우에서 NOx 배기량을 50% 이상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의 또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다량의 석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노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절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선 시스템 현태로 본원에 기술되어 있다. 본 설명을 위하여, 다량의 석탄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참조부호 128로 지시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는 제8도를 참조
할 수 있다. 제8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을 세쌍의 연료 격실
(제8도에서 130과 132, 134와 136, 138과 140으로 도시됨)을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본 발
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상기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은 하기에 기술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경우에 존재하는 갯수와 동일하거나, 다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료 격실(비도시)과 같
은 갯수를 보다 적은 갯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료 격실을 구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속하여, 상기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은 제8도에 도시된 것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
체화할 수 있다. 즉,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은 제8도에 참조 부호 142로 지시된 바람통 형태
가 적합한 하우징을 구비한다. 제1공기 격실(144)이 바람통(142)의 하단부에 제공되고 있다(제8도 참조). 
공기 노즐(146)이 공기 격실(144)내부에서 보편적인 수단에 의해 장착된 관계로 지지된다. 상술된 바를 
참조하면, 제8도를 참조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기 격실(144)에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게되
는 것으로 그 하부내에서 상기 바람통(144)에 제1쌍의 연료 격실(130,132)이 제공된다. 연료 노즐(148)이 
연료 격실(130)에 장착되고 연료 노즐(150)이 연료 격실(132)에 장착되도록 연료 노즐(148,150)의 제1군
집의 연료 격실(130,132) 내부에서 일반적인 수단에 의해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제1오일/가스 격실(15
2)이 연료 격실(132)과 실질적으로 병렬관계로 위치하게 되도록 바람통(144)내부에 설치된다. 상기 오일/
가스 격실(152)내부에서 일반적인 수단에 의하여 연료 노즐(154)이 장착단계로 지지된다. 오일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54)은 오일 노즐을 포함하는 반면에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54)은 
가스 노즐을 포함한다. 제1옵셋 공기 격실(156)이 오일/가스 격실(152)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144) 내부에 설치된다. 옵셋 공기 노즐(158)은 옵셋 공기 격실(156) 내부에서 일반적
인 장착 수단에 의해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제2오일/가스 격실(160)은 옵셋 공기 격실(156)에 대하여 병
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144)에 제공된다. 상기 오일/가스 격실(160) 내부에서 일반적인 수단에 의
해 연료 노즐(162)이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오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62)은 오일 노즐을 포
함하는 반면에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62)은 가스 노즐을 구비할 수 있다. 이미 상술된 제
2쌍의  연료  격실(134,136)이  오일/가스  격실(160)에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는  형태로 바람통
(144) 내부에 제공된다. 연료 노즐(164,166)의 제2군집의 연료 격실(134,136) 내부에서 보편적인 수단에 
의해 장착 관계로 지지되어, 연료 노즐(164)은 연료 격실(134) 내부에 그리고 연료 노즐(166)은 연료격실
(136)내부에 장착된다.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의 부가의 설명에 관해서는, 제3오
일/가스 격실(168)이 연료 격실(136)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144)에 제공된
다. 연료 노즐(170)이 상기 오일/가스 격실(168) 내부에서 통상의 수단에 의하여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오일을 이용하는 경우에 연료 노즐(170)은 오일 노즐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70)은 가스 노즐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옵셋 공기 격실(172)이 오일/가스 격실(170)에 대하여 병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144)에 제공된
다. 옵셋 공기 노즐(174)이 옵셋 공기 격실(172) 내부에서 통상의 장착 수단에 의하여 장착 관계로 지지
된다. 제4공기 격실(176)이 옵셋 공기 격실(172)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
(144)에 제공된다. 오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78)은 오일 노즐을 포함하는 반면에 가스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78)은 가수 노즐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된 바를 참조하면, 
쌍을 이루는 제3연료 격실(138,140)은 오일/가스 격실(176)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144)에 제공된다. 연료 노즐(180,182)의 제3군집의 연료 격실(138,140) 내부에 통상의 수단에 의
하여 장착관계로 지지되어 연료 노즐(182)은 연료 격실(140)에 장착된다. 제5오일/가스 격실(184)이 연료 
격실(140)에 실질적으로 장착관계로 위치하도록 바람통(144)에 제공된다. 연료 노즐(186)에 상기 오일/가
스 격실(184)내부에 통상의 수단에 의하여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오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
(186)은 오일 노즐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노즐(186)은 가스 노즐을 포
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공기 격실(188)이 오일/가스 격실(186)에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
치하도록 바람통(144)에 제공된다. 공기 노즐(190)은 공기 격실(188)내에서 통상의 수단에 의하여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제8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에 대한 설명을 완결하는 것으로,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격실(192)이 상기 공기 격실(188)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렬 관계로 위치하도록 
그 상부에서 바람통(144)에 제공된다.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194)이 상기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
기 격실(192) 내부에서 통상의 수단에 의하여 장착 관계로 지지된다. 다수의 각각 과연소 공기 격실은 근
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격실(192)에 대하여 이격된 관계로 그리고 바람통(144)의 종축과 정렬된 관계로 
적절히 지지된다. 제8도에 도시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8)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술된 다수의 
각각  과연소  공기  격실은  3개의  격실(196,198,200)을  포함한다.  다수의  각각  과연소  공기 노즐
(202,204,206)은 상기 다수의 각각 과연소 공기 격실(196,198,200) 내부에서 통상의 수단에 의하여 장착 
관계로 지지되어, 각각의 과연소 공기 노즐(202)은 각각의 과연소 공기 격실(196)에 장착되고, 각각의 과
연소 공기 노즐(204)은 각각의 과연소 공기 격실(198)에 장착되며, 그리고 각각의 과연소 공기 노즐(20
6)은 각각의 과연소 공기 격실(200)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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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8도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기 노즐(146,190), 옵셋 공기 노즐(158,174),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194)  그리고 각각의 과연소 공기 노즐(202,204,206)은 각각 제1도에 도시된 공기 공그 수단
(26)과 같이 공기 공급 수단에 제1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 가능하게 연결되므로, 팬(28)
과 같은 팬으로부터 각각의 공기 노즐(146,190), 각각의 옵셋 공기 노즐(158,174),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194) 그리고 각각의 과연소 공기 노즐(202,204,206)까지,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제8도에 도시
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44)이 설치된 노(10)와 같은 노의 버너 영역(14)가 유사한 버너 영역
으로 공기가 공급된다. 한편, 연료 노즐(148,150,164,180,182) 각각은 제1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
으로 제1도에 도시된 연료 공급 수단(42)과 같은 연료 공급 수단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므로, 분쇄계(4
4)와 같은 분쇄기로부터 각각의 연료 노즐(148,150,164,166,180,182)까지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제8도에 
도시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44)이 설치된 굴(10)와 같은 굴의 버너 영역와 유사한 버너 영역
까지 석탄이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연료 노즐(154,162,170,178,186)의 각각의 연료 노즐
(148,150,164,166,180,182)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료 공급 수단(42)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구
성된 연료 공급 수단에 연결되므로, 오일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일 형태 그리고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스  형태인  연료가  그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오일  또는  가스의  공급원으로부터  각가의  연료 노즐
(154,162,170,178,186)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제8도에 도시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44)이 
설치된 노(10)의 버너 영역(14)과 같은 버너 영역까지 공급된다.

다시, 제9도를 고찰하면, 여기에는 재연소용으로 그리고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이 설치된 화석 연
료-연소노가 도시되어 있다. 이것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제9도에 도시된 화석 연료-연소노(208)에는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
과 동일한 형태로 구체화시킨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구조적이 성질이 이미 이전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노(208)가 
재연소용으로 그리고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을 구비하는 방식을 당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하
여 여기에서 재차 부연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참조부호 210으로 지시된 화살표가 군집
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연료 노즐(38,40)로 이루어지는 제1군집의 노(208) 내부의 상대적인 위
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며, 참조 부호 212로 지시된 화살표는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옵셋 
공기 노즐(56,58,60)을 갖는 노(208) 내부의 상대적인 위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며, 참조부호 14로 지시
된 화살표는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연료 노즐(68,70)로 이루어지는 제2군집의 노(208) 내
부의 상대적인 위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며, 참조 부호 216으로 지시된 화살표는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 노즐(78,80)을 갖는 노(208)내의 상대적인 위치를 개략적으로 나
타내며 그리고 참조부호(216)으로 지시된 화살표는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각각 과연소 공
기 노즐(90,92,94)을 갖는 노(208) 내부의 상대적인 위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실만을 주목하면 충분
하다고 여겨진다.

재연소용으로 그리고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이 설치된 제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노(208)에 
관하면, 분명이하기 위하여 노(208)로부터 나오는 출구가 참조 부호 220으로 점선으로 제9도에 개략적으
로 도시되어 있으며, 재연소용으로 사용된 연료가 참조 부호 220으로 지시된 화살표에 의해 제9도에 개략
적으로 도시된 위치에서 노(208)를 향하여 분사되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재
연소 연료는 재순환 연료 가스와 함께 천연 가스와 같은 불연소 연료 형태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
기 목적을 위하여, 재연소 연료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종래의 연료 노즐 형태에 의하여 제9
도에서 화살표 222로 지시된 위치에서 노(208)에 분사된다.

제9도를 참조하면 가장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208)는 실질적으로 3개의 영역, 즉 제9도
에서 볼때 노(208)의 하부에 위치하는 참조부호 224로 지시된 주버너 연소 영역, 상기 주버너 연소 영역
(224)의 하류부, 즉 제9도에서 볼때 노(208)의 중심 영역에 위치하는 재연소 영역(226), 그리고 상기 재
연소 영역(226)이 하류부, 즉 제9도에서 볼때 노(208)의 상부에 위치하는 연소 완료 영역(228)을 구비한
다. 상기 주버너 연소 영역(224) 내부에는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작동이 발생한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작동 형태에 따르
면, 제1레벨로 공기가 노(208)에 주입되고, 군집형 연료가 제2레벨, 즉 화살표(210)로 지시된 위치에서 
노(208)에  주입되어,  노(208)  내부에  제1연료  충만영역을 형성하며,  옵셋  공기가  제3레벨,  즉 화살표
(212)로 지시된 위치에서 노(208)에 주입되어, 옵셋 공기가 이미 노(208)를 향하여 분사된 군집형 연료로
부터 노(208)의 벽을 향하여 배향되며, 부가의 군집형 연료가 제4레벨, 즉 화살표(214)로 지시된 위치에
서 노(208) 내부로 주입되어 노(208) 내부에 제2연료 충만 영역을 형성하며 그리고 근접 연결된 과연소 
공기가 제5레벨, 즉 화살표(216)로 지시된 위치에서 노(208)내부로 주입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구성
된 군집형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12)의 일부를 형성하는 각각의 과연소 공기는 주버너 연소 영역(224) 
내부에서 노(208)에 분사되기 보다는, 오히려 재연소 영역(226)의 하류부에서, 즉 재연소 영역(226)과 연
소 완료 영역(228) 사이에 놓여있는(제9도 참조) 위치(218)에서 노(208)에 분사되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제9도에서 화살표(222)로 지시된 바와 같이 재연소 연료는 재연소 영역(226)으로서 제9도에 도시된 연료 
충만 감소 영역을 만들기 위하여 주버너 연소 영역(224)의 하류부에 분사된다. 재연소 영역(226)으로 들
어가는 질소는 다음의 4가지 근원을 형성한다; NOx, N2 주버너 연소 영역(224)에서 나오는 N2O 그리고 재

연소 영역에 존재하는 질소 연료 이러한 질소 연료 종류는 초기에 분해된어 NH3, NH2,… 및 N종류로 변환

되는 HCN을 생성한다. 이러한 아민은 NO 또는 다른 아민과 반응하여 N2를 생성하거나 O와 OH와 반응하여 

NOx를 생성할 수 있다. N2로 변화하는 것이 완결되지 않았으며, NO, 챠르 질소(char nitrogen), NH 3 및 

HCN 과 같은 종류를 함유하는 반응성 질소가 재연소 영역(226)의 끝부분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
연소에 의한 NOx 감소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재연소 영역(226)을 나오는 전체 반응성 질소 종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소 완료 영역(228)에 있어서, 제9도에서 화살표(218)로 지시된 위치에서 각각의 과연소 공기 형태로 첨
가되는 공기는 노(208)의 상부에 잔류하는 연료를 산화시키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희박한 상태를 발생시키
도록 작동되지만, 이러한 상태하에서 어떠한 반응성 질소도 NOx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연소 완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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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에 있는 O2량은 노(208)내부에서 발생하는 연소 과정의 초기 단계동안 NOx 배기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소화된다.

결론적으로, 두개의 분리된 연소 단계 즉 주버너 연소 영역(224)과 연소 완료 영역(228)이 노(208) 내부
에 발생되며, 여기에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연소의 화학량적 관계는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또한, 노(208) 
내부에서의 상이한 단계에서의 연소의 화학량적 관계는 다른 연소 변경 기술에 의해서 보다는 낮은 NOx 
배기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 발명에 따르면 화석 연료 연소형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NOx 배기를 감소시키는 신규의 개선된 
연소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경사식 연소 및 분쇄 석탄로에 사용하게 매우 적절한 
화석 연료 연소형 노에 적합한 NOx 배기를 감소시키는 연소 시스템에 제공된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
면 그것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법규로 제정된 규격과 거의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NOx 배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형 노에 적합한 NOx 배기를 감소시키는 연소 시스템을 제공하
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 발명에 따르면 그것을 사용하면 NOx 배기 감소가 종래 연소 시스템 형태를 장
착한 화석 연료 연소형 노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50% 내지 60%정도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화석 연료 연소형 노에 적합한 NOx 배기를 감소시키는 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노에서 연소되는 분쇄된 석탄으로부터 유기적 경계의 해제가 커다란 연료도달 지역에 
도달된다는 부수적 효과와 함께 그 사용에 의해 즉시 점화 및 관련의 고온이 촉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화석 연료 연소노를 위한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그 사용에 
의해 연료 경계(fuel bound) 질소의 연료층만 지역내에서 초기 비휘발성(devolatilization)과 마찬가지로 
전방화염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용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공되므로써 연료 경계 질소는 연료 충만 지역에서 N2로 바뀐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그 사용에 의해 

상기 가스가 노의 대류 통과에 도달되기 전에 연료 충만으로 가스의 효과적인 연소의 완성을 허용하도록 
충분한 과연소 공기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용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
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그 사용을 통하여 그 작동에 요구되는 참가물, 촉매 또는 부가적인 연료 
경비의 추가없이 화석 연료 연소노용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깊
은 상태의 연소 작동중 발생되는 수벽 부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용 NOx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본발명에 따르면, 부가적인 방출 감소를 이루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촉매 감소(SCR) 시스템과, 재연소 시스템, 석회석분사 시스템과 같은 다
른 방출 감소 시스템과 완전히 양립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용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신규 장치나 변경 장치에도 양호하게 적합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용 NOx 방출 감소 연소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몇가지 실시예가 기술되었지만 그 변경이 본 기술분야의 업자에게 가능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첨부의 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내에 속하는 다른 변경과 마찬가지로 상술의 변경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너 영역(14)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벽을 갖는 화석 연료 연소노(10)용인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
템(12)에 있어서,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장착된 제1바람통(20)과, 상기 제1바람통
(20)내의 제1상승부에 장착된 제1연료 격벽쌍(34,36)과, 상기 제1연료 격벽쌍(34,36)내에 장착 지지된 한
쌍의 연료 노즐(38,40)과, 상기 제1연료 격벽쌍(34,36)중의 하나와 맞대기 결합식으로 배치되도록 제1바
람통(20)내의 제1용기부에 장착된 공기 격벽(50)과, 상기 공기 격벽(50)내에 장착 지지된 공기 노즐(56)
과, 상기 제1바람통(20)내의 제3융기부에 장착된 제2연료 격벽쌍(64,66)과, 상기 제2연료 격벽상(64,66)
내에 장착 지지된 한다발의 연료 노즐(68,70)과, 상기 제2연료 격벽쌍(64,66)중의 하나와 맞대기 결합식
으로 배치되도록 상기제1연료 격벽(20)내의 제4융기부에 장착된 밀착 결합식 과연소 공기 격벽(74)과, 상
기 밀착 결합된 과연식 공기 격벽(74)내에 장착 지지된 밀착 결합식 과연소 공기 노즐(78)과, 상기 제1바
람통(20)로부터 이격되고 정렬되도록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장착되는 제2바람통과, 
상기 제2바람통내에 장착된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84)과, 상기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84)내에 장착 
지지된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90)과,  상기 한쌍의 연료 노즐(38,40)  및 상기 한 다발의 연료 노즐
(68,70)에 연결된 연료 공급 수단(42)과, 상기 공기 노즐(56)과 상기 밀착 결합식 과연소 공기 노즐(78)
과 상기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90)에 연결된 공기 공급 수단(26)을 포함하며, 상기 연료 공급 수단
(42)은 연료를 연료 노즐(38,40) 집단과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공급하고, 그 내부에 
연료 층만 지역을 형성하도록 연료를 상기 한다발의 연료 노즐(68,70)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26)은 화학량적 관계가 양 0.85가 되도록 충분
한 양의 공기를 상기 공기 노즐(56) 및 상기 밀착 결합식 공기 노즐(78)과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공급하도록 작동하며, 또한, 상기 공기 공급수단(26)은 화학량적 관계가 약 1.0이 되도로 
충분한 량의 공기를 상기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90)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
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 격벽(50)은 중첩식 공기 격벽(50)을 포함하며, 상기 공기 노즐(56)은 중첩식 
공기 노즐(56)을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26)을 공기를 상기 중첩식 공기 노즐(56)로 공급하고 연
료 노즐쌍(68,70)을 통해 화석 연료 연소노의 벽을 향하도록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로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바람통(20)내의 제2융기부에 장착된 2개의 다른 중첩식 공기 격벽(52,54)과 상
기 2개의 다른 중첩식 공기 격벽(52 또는 54)내에 장착 지지된 2개의 다른 중첩식 공기 노즐(58,60)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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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26)은 상기 2개의 다른 중첩식 공기 노즐(58,60)에 연결되어 공기를 
예기로 공급하며, 상기 2개의 다른 중첩식 공기 노즐(58,60)은 연료 노즐(68,70)을 통해 화석 연료를 연
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로 분사된 연료 집단을 벗어나서 화석 연료 연소노의 벽을 향해 공기를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
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연료 격벽쌍(34,36)중 하나와 맞대기 결합식으로 배치되도록 상기 제1바람통 내
의 제5융기부에 장착된 다른 공기 격벽(22)과 상기 다른 공기 격벽(22)내에 장착 지지된 다른 공기 노즐
(24)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수단(26)은 상기 다른 공기 노즐(24)에 연결되어 공기를 상기 다
른 공기 노즐(24)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바람통(20)내의 제4융기부에 장착된 다른 밀착 연결식 과연소 공기 격벽(76)과 
상기 다른 밀착 연결실 과연소 공기 격벽(76)내에 장착 지지된 다른 밀착 연결식 과연소 공기 노즐(80)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26)은 다른 밀착연결식 과연소 공기 노즐(80)에 연결되어 공기를 
상기 다른 밀착연결식 과연소 공기 노즐(80)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
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86 및 88)에 병렬 배치되도록 제2바람통내에 장착된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86 및 88)과 상기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86 및 80)
내에 장착 지지된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92 및 94)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26)은 상기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92 및 94)에 연결되어 공기를 상기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92 및 94)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밀착 연결식 과연소 공기 격벽(216)과 상기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218) 사이에 
위치되도록 화석 연료 연소노(208)의 버너 지역(226)에 장착된 재연소 수단(222)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
기 재연소 수단은 재연소 연료를 화석 연료 연소노(208)의 재연소 지역(226)내로 분사시키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연료 격벽쌍(152,160)중 하나가 상기 공기 격벽(156)의 양측부상의 제1풍로(14
2)에 장착된 복수의 격벽쌍의 제1쌍고, 상기 복수의 연료 격벽(152,160)의 제1쌍내에 장착 지시된 복수의 
연료 노즐의 제1쌍(154,162)과, 복수의 연료 노즐(154,162)의 상기 제1쌍에 연결되어 다량의 연료를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154,162)의 제1쌍 및 연료 공급 수단을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
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 격벽(156)은 중첩식 제1공기 격벽(156)을 포함하며, 상기 공기 노즐(158)은 
중첩식 제1공기 노즐(158)을 포함하고, 상기 공기 수단은 공기를 상기 중첩의 제1공기 노즐(158)로 공급
하고 상기 중첩식 제1공기 노즐(158)은 연료 노즐(148,150)을 통해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
(14)안으로 화석 연료 연소노의 벽을 향하도록 공기를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로 공급하
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격벽(134,136)의 제2쌍에 배치되도록 상기 제1바람통에 장착된 복수의 연료 
격벽(168,176)의 제2쌍과, 상기 복수의 연료 격벽의 제2쌍 내에 장착 지지된 복수의 연료 노즐(170,178)
의 제2쌍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수단은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의 제2쌍에 연결되어 
다량의 연료를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170,178)의 제2쌍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에 공급하
도록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연료 격벽(168,176)의 제2쌍사이에 위치도록 상기 제1바람통에 장차된 중
첩식 제2공기 격벽(172)과, 상기 중첩식 제2공기 격벽(172)내에 장착 지지된 중첩식 제2공기 노즐(174)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은 중첩식 제2공기 노즐(174)에 연결되어 공기를 공기 노즐(174)로 
공급되고, 상기 중첩식 제2공기 노즐(174)은 연료 노즐(164,166)을 통해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
역(14)내에 공급되는 다량의 연료를 화석 연료 연소노의 벽을 향해 버너 지역(14)내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연료 격벽(134,135)의 제2쌍의 위치되도록 상기 제1바람통(142)에 장착된 
연료  격벽(138,140)의  제3쌍과,  상기  연료  격벽(138,140)의  제3쌍에  장착  지지된  복수의  연료 노즐
(180,182)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연료 공급 수단은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180,182)에 연결되어 내부
에 연료 충만 지역을 형성하도록 연료를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180,182)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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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격벽(138,140)의 제3쌍과 위치되도록 상기 제1바람통(142)에 장착된 단일의 
복수 연료 격벽(184)과, 상기 단일의 복수 연료 격벽(184)에 장착 지지된 단일의 복수 연료 노즐(186)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연료 공급 수단은 상기 단일의 복수 연료 노즐에 연결되어 다량의 연료를 
상기 복수의 연료 노즐(186)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공기 격벽쌍(144,188)중 일부(144)가 상기 연료 격벽(130,132)의 제1쌍과 인접 위치되
고 상기 공기 격벽쌍의 다른 일부(188)가 상기 단일의 복수 연료 격벽(188)과 인접 위치되도록 상기 제1
바람통(142)내에 장착된 한쌍의 공기 격벽(144,148)과, 상기 공기 격벽쌍(144,188)내에 장착 지지된 한쌍
의 공기 노즐(146,190)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은 상기 공기 노즐(146,190)에 연결되어 
공기를 공기 노즐쌍(146,190) 및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196,198 또는 200)에 인접 배치되도록 제2바람통내에 장
착된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격벽(196,198 또는 200)과, 상기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
기 격벽(196,198 또는 200)내에 장착 지지된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202,204 또는 206)을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공기 공급 수단은 상기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202,204 또는 20
6)에 연결되어 공기를 상기 두 개의 다른 분리식 과연소 공기 노즐(202,204 또는 206) 및 화석 연료 연소
노(10)의 버너 지역(14)에 공급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동심 경사 연소 시스템.

청구항 16 

상기 항중 한 항에 따른 화석 연료 연소노(10)의 작동방법에 있어서, 내부에 연료 층만 지역을 형성하도
록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다량의 연료를 분사(68,79)하는 단계와,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
4)내에 추가 연료를 분사(38,40)하는 단계와, 층접된 공기가 다량의 연료(68,70) 및 추가연료(38,40)을 
연소노(10)의 벽을 향하도록 연료 충만 지역과 추가 연료 지역 사이의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로 
분사(50,52 또는 54)하는 단계와, 밀착 결합식 과연소 공기량이 화학량적 관계가 0.85가 되도록 추가 연
료 지역위의 여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분사(78,80)되는 단계와, 화학량적 관계가 1.0이 되도록 밀
착 결합식 과연소공기의 분사점(78,80)의 위에 이격되어 있는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내에 분리된 과
연소 공기를 분사(90,92,94)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의 작동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공기를 연료 충만 지역 아래의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으로 분사(24)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의 작동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재연소 연료를 밀착 결합식 과연소 공기의 분사점(216)과 분리식 과연소 분사점(218)의 
사이에 연소노(208)의 버너 지역(14)내에 분사(222)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석 연료 연소노의 작동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복수의 연료를 연료 충만 지역과 추가 연료 지역사이의 연소노(10)의 버너 지역(14)에 
분사(152,160)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석 연료 연소노의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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