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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a) 다수개의 벽, 크라운, 장입부, 배치 용융 면적 및 정련 면적을 갖춘 유리 용융로와,

b) 상기 유리 용융로의 하나이상의 벽에 위치되고, 각각이 하나이상의 가스 배출 포트를 갖추고, 각각의 배출 포트의 가
장 낮은 지점이 유리 표면위로 45.72 내지 91.44cm 높이로 상승된 수직위치를 갖춘 2개이상의 낮은 운동량의 옥시 연
료 버너를 포함하고, ,

각각의 옥시 연료 버너는 상기 유리 용융로의 대칭 수직벽을 향해 지향된 경로를 따라 화염을 발생시키고,

상기 유리 용융로의 상기 크라운과 상기 벽과의 내부 교차부가 상기 유리 용융로위에서 167.64와 274.32cm사이의 높
이에 위치되는 알칼리 부식을 감소시키는 유리 용융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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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유리 레벨위에 위치된 옥시 연료 버너 및 유리 용융로내의 배치를 갖춘 본발명의 실시예의 측면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 2는 연도 포트와 관련하여 산소 연료 버너의 위치를 도시한 다른 용융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

도 3 및 4는 연도 스택과 연도 포트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소 연료 버너의 다른 장치를 갖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

도 5는 유리 및 배치 표면위의 연도 포트와 산소 연료 버너의 높이를 도시한 유리 용융로의 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유리 용융로3 : 장입부

5 : 유리 배치 11,13,15, 17 : 산소 연료 버너

19 : 크라운 40 : 연도 스택

60,65 : 연도 포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산소 연료 버너(oxy-fuel burners)로 유리를 용융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것이며, 특히 이러한 로 근처에
서 알칼리 휘발성 및 알칼리 증기 물질을 감소시키는 유리 용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유리 제조시, 유리 제조 물질이 유리 용융로에 제공되어서 용융 유리로 용융되며, 그리고나서 예를 들어 유리 병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도록 몰드에 부어진다. 유리 제조 물질은 유리의 산화 환원 반응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염 케이크(황산칼
슘 (CaSO4 )), 또는 나이터(niter)(질산 나트륨(NaNO 3 ), 및 질산칼륨(KNO 3 ))와 같은 배치 산화제(batch oxidize
rs)를 들 수 있다.

유리 제조 물질은 연료와 산화체(oxidant)의 연소에 의해 제공되는 열에 의해 로 내에서 용융된다. 연소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증기는 용융 유리내에서 알칼리 산화물과 반응하여, 용융 유리로부터 증발되는 알칼리 하이드록시드를 형성
한다. 수산화나트륨(NaOH)과 같은 알칼리 하이드록시드는 로 내화벽과 반응하여 내화 부식을 일으키며, 또한 이것은 
로를 지나서 연도 통로내의 이산화황(SO2 )와 산소와도 반응하여 황산 나트륨(Na2 SO4 ) 및 그밖의 다른 황산염 및 아
황산염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물질은 미립자를 형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고가의 백하우스 
또는 전기 침전기를 필요로 하게된다.

산소 연료 점화가 되도록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유리 용융로내의 '고도한 구조(super structure)' 의 내화 벽돌에서도 
부식이 가속화되어 일어난다. 특히, TV 패널용 유리 용융에서와 같은 몇몇의 유리 용융 로에서는 실리카 크라운(crow
n)의 극심한 손상이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가속화된 부식의 주요 원인은 산소 연료가 점화할 때 수산화나트륨(NaOH)
과 수산화칼륨(KOH)과 같은 휘발성 알칼리 종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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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연료 점화시 연소 공기내에 포함된 질소는 상당한 양으로 제거되고 연소 생성물의 용적은 통상적인 공기 점화에 
비해 전형적으로 1/3 내지 1/4로 감소된다. 이에따라서, 알칼리종의 농도는 통상적인 공기 점화시에 생성된 휘발성 알
칼리 종의 동일양과 비교하여 3 ~ 4 배 증가한다.

    
가속화된 부식은 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로의 수리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밖에도, 부식은 슬랙이 유리 배스안으로 떨
어지므로 인해 유리 탱크내의 유리의 결점을 증가시킨다. 알루미나와 같은 부식 저항 내화 벽돌 및 알루미나-지르코니
아-실리카(AZS) 벽돌이 이러한 부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AZS는 종종 부식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유리 로의 측벽과 유리 포트벽용으로 사용된다. 실리카 벽돌은 알루미나 및 AZS 벽돌보다 가볍고, 전도성이 작고 비용
이 낮기 때문에, 로 크라운용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내화 재료이다. 또한, AZS가 크라운용으로 사용될 때 지르코니
아 '내화 스톤(stone)'에 의해 유리 결함이 증가하게 된다. 실리카가 로의 크라운을 제조하는 재료로서 사용될 때, 부식
으로 인해 슬랙이 유리 배스로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유리 결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리카가 유리의 주성
분이기 때문이다.
    

유리 및 배치 표면으로부터 알칼리 종의 휘발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리 및 배치 표면상의 고온 지점 및 표면에 인
접해서는 높은 가스 속도는 피해야만한다. 이것은 유리 배스의 표면위로 적어도 30.48Cm위로 배치된 저 운동량의 산
소 연료 화염(flame)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저 운동량의 산소 연료 화염은 예를들어 US특허 5,449,286호의 산소 연료 
버너와 같은 버너의 가스 배출 포트의 배출 평면에서 60.96m/sec 이하, 바람직하게는 30.48m/sec 이하의 운동량 평
균 속도를 갖춘 적어도 30% 02 를 포함하는 산화체와 연료를 반응시킴에 의해 형성된 화염으로서 규정된다. 이 화염은 
배치 및 유리 표면상에서의 화염 충돌을 피하도록 실질적으로 수평하게 지향된다.

이에 따라, 실리카 벽돌로 로의 크라운에 대해 라이닝을 할수있고 알칼리 종의 휘발성은 크라운의 부식을 최소화하도록 
감소되는 유리 용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따라, 본 발명의 목적은 산소 연료를 점화할 때 로의 실리카 및 다른 내화 벽돌의 부식 속도를 통상적인 공기 점화
의 레벨과 같거나 또는 작은 레벨로 감소시키는 유리 용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a) 다수개의 벽, 크라운, 장입부, 배치 용융 영역 및 정련 영역을 갖춘 유리 용융로와,

b) 상기 유리 용융로의 하나이상의 벽에 위치되고, 하나이상의 가스 배출 포트를 갖추고, 각각의 배출 포트의 가장 저 
지점이 유리 표면위로 45.72 내지 91.44cm 높이로 상승된 수직위치를 갖춘 2개이상의 저 운동량의 산소 연료 버너를 
포함하고,

각각의 산소 연료 버너는 상기 유리 용융로의 대향 수직벽을 향해 지향된 경로를 따라 화염을 발생시키고,

상기 유리 용융로의 상기 크라운과 상기 벽과의 내부 교차부가 상기 유리 용융로위로 167.64 내지 274.32cm의 높이
에 위치되는 알칼리 부식을 감소시키는 유리 용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바람직한 실시예 및 첨부 도면의 설명으로 당해업자에게 인지될 것이다.

본 발명은 유리 및 배치 표면위로 산소 연료 버너의 레벨을 증가시키고 로 크라운의 높이를 상승시킴에 의해 달성될수
도 있다.

도 1에는, 알칼리 종을 포함하는 유리 배치(5)로 지칭되는 유리 제조 물질이 로(1)의 장입부(3)에 제공되는 유리 용융
로가 도시되어있다. 상기 유리 배치(5)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래, 소다 회, 석회석, 백운석, 염 케이크, 나이터, 루지
(rouge), 및 유리 부스러기 또는 스크랩 유리를 들 수 있다. 유리 배치(5)가 장입부(3)에 들어갈 때, 이것은 유리 표면
을 따라 부유되고 이것이 유리 용융로(1)를 통과하면서 용융되어 로(1)내에서 용융 유리(1)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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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및 산화체가 산소 연료 버너(11, 13, 15, 및 17)를 통해 로(1)로 제공된다. 상기 연료 및 산화체는 로(1)로 분리
되어 제공될수도 있거나 또는 미리 혼합된 조건으로 함께 제공될수도있다. 본 발명을 실시할 때 사용되는 적절한 연료
의 실예로는 메탄, 천연가스, 오일 및 수소를 들 수 있다. 산화체는 공기보다 초과한 산소 농도를 갖는 부화공기의 형태
로 제공될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산화체는 30몰%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80몰%이상의 산소 농도를 갖춘 유체의 
형태로 제공될 수 도있다. 필요에 따라, 산화체는 공업용 순수 산소의 형태로 제공될 수 도있다.
    

    
알칼리 하이드록시드는 수증기로 인해 연료와 산화체가 연소하여 유리 용융물내에서 알칼리 산화물과 반응되어 형성된
다. 유리 용융로(1)의 크라운(19)으로의 알칼리 전달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크라운(19) 근처에서의 알칼리(N
aOH 및 KOH와 같은 대부분의 알칼리 하이드록시드)의 농도 또는 가스 속도는 감소되어야 한다. 동일한 효과는 연도 
가스내에서 측정된 평균 알칼리 농도를 단순히 감소시켜서는 달성할수없다. 전형적인 산소 연료 점화된 로의 크라운 근
처에서의 NaOH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비교하여, 점화 공기 로에서 크라운 근처에서의 NaOH의 농도는 연도 
가스에서의 NaOH의 평균 농도보다 훨씬 낮다.
    

    
1995년 5월에 개최된 제 4회 유리 가공 처리 및 용융물 개선을 위한 국제 회의의 '유리로의 알칼리 휘발성의 숫적 모델
링 및 산소 연료 점화 로 디자인을 위한 적용방법'의 제목으로된 에이치. 고바야시(H. Kobayshi), 케이. 티. 우우(K. 
T. Wu) 및 더블유. 리쳐(W. Richter)의 논문에 기술된 3차원 컴퓨터 로 모델은 유리(7) 및 배치 표면(5)위에 버너(
11, 13, 15 및 17)의 높이를 증가시킴에 의해 알칼리 휘발성이 더 낮게 됨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버너
의 레벨이 유리 표면과 관련하여 약 45.72 내지 약 91.44cm로 증가할 때 유리 표면 근처에서 감소된 가스 속도 때문이
다.
    

    
유리 로를 조작할 때, 각 버너의 점화속도는 바람직한 길이방향의 열 플럭스 분포를 제공하도록 로의 길이방향의 길이
를 따라 조정되어 바람직한 유리 용융 유동 패턴이 유리 배치 재료를 효과적으로 용융시키고 유리 용융물내에 기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디. 콘테이너 유리 로를 위한 전형적인 크라운 온도 프로파일은 장입부로부터 측정된 로의 길
이의 약 60% 내지 약 80%에서 가장 뜨거운 점(고온 지점)을 갖춘다. 장입부는 전형적으로 가장 찬 지점일수도 있고 
가장 고온의 점과 비교하여 37.7 ℃ 내지 93.3 ℃만큼 더 찰 수도있다. 배출부는 약 10 내지 37,7℃ 만큼 고온 지점보
다 더 차다.
    

실리카 크라운의 알칼리 부식은 높은 알칼리 증기 농도 및 더 낮은 크라운 온도의 조합이 부식을 촉진시키는 장입 영역
내에서 더 공격적이다. 부식 메카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낮은 온도에서의 규소산 나트륨의 바람직한 형
성은 주로 이러한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따라, 길이 방향의 열 플럭스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리 
용융로의 장입 영역내의 부식 속도를 감소시키도록 크라운 온도를 더 높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의 로 1D에 있어서, 배치 용융 영역내의 버너(61 및 62)는 유리 정련 영역(9)내에 위치된 버너(63 및 64) 보다 
약 15.24cm 내지 약 60.96cm 더 높은 레벨에서 위치된다. 버너(61 및 62)에 있어서 더 높은 버너 레벨은 이 장치에
서 2개의 유리한 작용을 제공한다. 배치 용융 영역(5)의 크라운 온도는 실리카 볼록의 알칼리 부식을 감소시키기에 바
람직한 더 높은 버너 레벨로 인해 상승된다. 또한 더 높은 버너 레벨은 배치 표면위의 가스의 속도가 더 낮음으로 인해 
배치 용융 영역내에서 알칼리 휘발 속도를 또한 감소시킨다. 정련 영역에 있어서, 버너의 레벨은 이것이 로의 가장 고온
의 부분이고 나아가 이 영역내의 크라운 온도의 증가는 최대로 수용가능한 내화온도를 초과할수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낮게 유지된다. 그러나 버너 레벨이 높더라도, 크라운(19)에서의 온도는 증가한다. 이에따라 크라운 높이를 증가시
킴에 의해, 버너 높이는 크라운의 온도를 더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본 발명에 따라 증가될수 있다. 그밖의 크라운 높이의 
증가는 크라운 근처에서의 더 낮은 알칼리 농도 및 더 낮은 속도와 같은 다른 유리한 작용을 달성한다. 이 결과로, 부식 

 - 4 -



등록특허 10-0297032

 
속도의 상당한 감소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운 높이가 더 높을수록, 로 벽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더 큰 벽 열 손실이 결과된다. 이에따라, 로 에너지 효
율을 최적화하는 관점으로 볼 때 더 낮은 크라운 높이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시예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 더 높은 크라운의 높이는 더 큰 벽 열손실에도 불구하고 유리 로의 에너지 효율을 뛰어나게 개선시킬수 있
다는 결과가 얻어진다. 167.64 내지 274.32cm의 높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측벽 높이가 182.
88 내지 243.84cm이어야 한다.
    

    
로 연소 공간(10)내의 알칼리 증기 농도는 일반적으로 유리 표면(9) 및 배치 표면(5) 근처에서 더 높고 표면에서 열역
학 평형 값에 더 근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형적으로 알칼리 증기의 높은 농도의 경계층은 유리 및 배치 표면 근처에서 
형성된다. 이 경계층의 두께는 표면 너머로의 가스 유동 방향으로 증가한다. 크라운 근처에서의 알칼리 종의 농도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도 5에 도시된바와 같이 버너(61-64) 근처 산소 연료 버너 레벨 아래에 연도 포트(60, 65)를 갖
추거나 또는 이들이 로 공간으로 역 순환될 기회를 갖기전에 유리(7) 및 배치(5) 표면으로부터 대부분의 휘발성 물질
을 배출하게하는 각 버너 화염의 경로를 따라 반대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에는 연도 포트를 설치함에 의해 휘발성 물질의 배출을 개선시키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이 도면에서, 유리 용융로(1A)는 연도 스택(30)으로 유도된 6개의 연도 포트(31, 33, 35) 및 연도 스택(40)으로 유
도된 연도 포트(32, 34, 36)를 엇갈린 형태로 갖추어서 6개의 산소 연료 버너(21, 22, 23, 24, 25, 26)로 점화된다.

    
많은 연도 포트를 갖추고 이들을 연도 스택으로 함께 유도하는 것은 비용 효과가 없기 때문에, 휘발성 알칼리 종의 생성
이 높게 일어나는 영역 근처에서는 연도 포트는 더 적게 사용될수도 있다. 예를들어, 도 3의 유리 용융로(1B)는 3개의 
연도 포트(51, 53, 55)와 직접적으로 대향되어 설치된 8개의 산소 연료(41-48)로 점화된다. 후면 벽(3)내의 하나의 
연도 포트(53) 및 2개의 연도 포트(51 및 55)는 로의 고온 지점 또는 정련 영역(9)에 인접해 있다. 알칼리 휘발 속도
가 최고온의 유리 표면 온도를 갖는 정련 영역(9)과 배치 용융 영역(6)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따라 이
들의 길이 방향의 위치는 선택된다.
    

도 4는 연도 포트가 다르게 설치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유리 용융로(1c)는 엇갈려서 선택된 8개
의 산소 연료 버너, 측면 벽내의 4개의 연도 포트, 후면 벽(3)과 인접해 있는 2개, 로의 정련 영역(9)에 인접해 있는 
2개의 연도 포트로 점화된다.

실시예 1

이 실시예는 로 에너지 효율면에서 높이가 높은 로 크라운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 예시된 3개의 케이스는 2개
의 다른 크라운 높이 및 2개의 버너 레벨에 대한 1일당 산소 연료 점화되는 380톤을 처리하는 콘테이너 유리 용융장치
의 3차원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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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
유리 제조( TPD )로 측벽 높이(cm)버너 화염 높이(cm) 380167.64(저)3

3.53
380228.6(저)33.5
3

380228.6(고)57.91

연료 입력(MMBtu/hr, LHV)배치가스의 현열(MMBtu/hr) 43.01.82 43.01.82 43.01.82
유리 용융로로 전달된 열(MMBtu/hr)상부구조의 벽 열손실(MMBtu/hr)
연도 가스 현열(MMBtu/hr)연도 가스 온도(C)최대 크라운 온도(C)입자 
방출량(Lb/Hr)

29.241.8013.78
15291585

29.312.0013.5115
05157513.53

29.152.0113.6615
1915808.02

A 케이스는 로 측벽 높이가 167.64cm이고 (버너로부터 분사되는 가스 스트리임의 최저점) 버너 레벨이 유리 표면위
에서 예컨데 33.53cm로 낮게 유지되는 산소 연료 버너를 갖는 통상적인 로 디자인을 나타낸다. 연도 포트는 장입부 근
처의 로 측벽상에 위치된다.

    
B 케이스는 동일한 로 조건하에서 228.6cm의 측벽을 갖는 높은 크라운 로의 시뮬레이션을 도시하고 있다. 로의 정련 
영역 근처에서의 피이크 크라운 온도는 더 높은 크라운에 의해 1585。C 내지 1575。C로 감소된다. C 케이스와 비교
하여 벽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부 구조벽 열손실은 C 케이스에 있어서는 1.80 내지 2.00MMBtu/hr 로 증가한다. 뛰어
난 장점은 1529。C 내지 1505。C로 연도 가스 온도가 감소하고 연도 가스 감지 열 손실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에따
라 유리 용융표면으로 전달된 열은 벽 열손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9.24 내지 29.31MMBtu/hr로 증가하였다. 로 
크라운이 더 높을 때, 정련 영역(예컨데, 최고온 영역)과 배치 장입 영역사이의 복사 열 교환은 더 크게 된다. 이 결과
로, 장입 영역의 크라운의 온도는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연료 영역 주변의 더 높은 크라운 온도가 더 높은 가스 온도와 
정상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 특정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은 크
라운의 높이가 높을 때 연료 영역에 인접해 있는 배치 복사선에 대한 가스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C 케이스는 유리 용융로위로 57.91cm가 더 높은 버너 레벨을 갖는 크라운 로의 실험을 도시한 것이다. 모든 다른 조건
은 A 및 B의 케이스와 유사하다. 로의 정련 영역에 인접한 최대 크라운 온도는 버너 레벨이 더 높음으로 인해 B의 케이
스보다 16.2。C만큼 더 높고, 버너 레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운이 더 높음으로 인한 A 케이스 보다 16.2。C
만큼 더 낮은 1580。C이다. A 케이스와 비교하여 큰 벽 면적으로 인해, 상부 구조의 벽 열손실은 A 케이스에서는 1.8
0으로부터 이 케이스에서는 2.01MMBtu/hr 로 증가한다. 1529。C 로부터 1519。C으로 연도 가스 온도가 감소되고, 
연도 가스 현열 손실이 감소된다. 유리 용융로로 전달된 열은 더 높은 벽 열 손실에도 불구하고 29.24로부터 29.31M
MBtu/hr 로 단지 약간만 감소하였다. B의 경우 6.137Kg/hr로부터 C 의 경우 3.637Kg/hr로의 미립자 방출의 큰 감소
는 이 로 디자인의 큰 장점이다.
    

본 발명의 특징은 단지 하나이상의 도면을 참조로 도시하였지만, 각각의 특징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특징과 조합할 수 
도있다. 당해업자는 또 다른 실시예를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범위내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로 근처에서의 알칼리 휘발성 및 알칼리 증기 물질을 감소시키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알칼리 부식을 감소시키는 유리 용융 장치에 있어서,

a) 다수개의 벽, 크라운, 장입부, 배치 용융 영역 및 정련 영역을 갖춘 유리 용융로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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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유리 용융로의 벽둘중의 하나 이상 벽에 위치되고, 각각이 하나이상의 가스 배출 포트를 갖추고 있고, 상기 가
스 배출 포트 각각의 가장 저 지점이 유리 표면위로 45.72 내지 91.44cm 높이로 수직으로 상승된 위치를 갖춘 2개이
상의 저 운동량의 산소 연료 버너를 포함하고,

상기 산소 연료 버너의 각각은 상기 유리 용융로의 대향 수직벽을 향해 지향된 경로를 따라 화염을 발생시키고,

상기 유리 용융로의 상기 크라운과 상기 벽과의 내부 교차부가 상기 유리 용융로위로 167.64 내지 274.32cm의 높이
에 위치되는 유리 용융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연료 버너와 동일한 상기 유리 용융로의 벽상에 상기 산소 연료 버너의 레벨 아래에 위치
된 하나 이상의 연도 포트를 더 포함하는 유리 용융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연료 버너의 각 화염의 경로를 따라 대향되는 상기 유리 용융로벽상에 상기 산소 연료 버
너의 레벨아래에 위치된 하나이상의 연도 포트를 더 포함하는 유리 용융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연료 버너의 일부가 상기 유리 용융로의 배치 용융 영역내에 위치되고 상기 유리 용융로의 
표면위로 45.72cm 내지 91.44cm의 높이로 상승되는 유리 용융 장치.

청구항 5.

산소 연료 버너를 갖춘 유리 용융로 내에서의 알칼리 부식을 감소시키는 유리 용융 방법에 있어서,

A) 알칼리 물질을 포함한 유리 제조 물질을 상기 유리 용융로에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유리 용융로내에서 엇갈린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높이가 유리 표면위로 45.72cm 내지 91.44cm인 산소 연료 
버너를 통해 상기 유리 용융로로 연료와 산화체를 제공하는 단계와,

C) 상기 유리 제조 물질에 열을 가하여 용융 유리를 형성하도록 상기 연료와 산화체를 연소시키는 단계와, 그리고

D) 상기 산소 연료 버너의 각 화염의 경로를 따라 대향 벽 또는 상기 산소 연료 버너에 인접해 있는 상기 산소 연료 버
너 레벨아래에 연도 포트를 위치시킴에 의해 크라운 근처의 알칼리 농도를 최소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리 용융 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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