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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me pattern in burner used in steel industry that constitutes 30% of country energy consumption is 
generally characterized as long narrow flame pattern so that localized heating causes product quality 
worse and many burners are needed for proper heating. This paper deals with flat wide flame pattern 
which has advantage in terms of uniform heating using less number of burners. For that purpose, 
impinging jet system of fuel and oxidant was used for making flat wide flame. Results show that 
nozzle angle 75° of impinging jet is found to be optimum configuration for making effective wide 
flame which has uniform radiation heat transfer and flame temperature is also most uniform along the 
flame width for that nozzle angle.

기호설명

  : 노즐 분사 각도 (°)
L : 연료노즐과 산화제노즐 사이의 거리(mm)
D : 노즐의 지름(mm)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

으며 배기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요구되는 상황에

서 친환경 고효율 연소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버너 시스템은 화

염 폭이 좁아 가열소재를 국부적으로만 가열하여 

균일 열전달 측면에서 문제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 용

량 버너들을 노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 용량 연소기의 경우 노폭 방향으로 

화염이 짧고 노폭이 넓은 경우 가열로 중앙부까

지 화염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여 소재의 균일 가

열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화염의 폭 대비 두께가 얇은 화염을 형성할 수 

있는 Wide Flame 형태가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 

버너 시스템은 가열로 노체 높이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노체표면적 감소를 통하여 표면의 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Wide 
Flame 형성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로 기초적인 연

구로 impinging flame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impinging flame은 jet 충돌에 따른 유동특성 및  

연소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되었다. Milson
과 Chigier(1)는 불활성 가스에 의한 impinging 
point에서의 cool central core를 관찰 하여 냉각 

영역은 초기 분출 속도에 의해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Nosseir(2) 연구에서는 



impinging point의 최대 온도부분에서 발생하는 최

대 압력 변동으로 jet 충돌 영역을 측정하였다. 
Bain과 Smith(3)는 높은 압력과 속도 변동이 연료

-공기의 혼합율과 운동량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반응율을 높인다는 연구경과를 수행하였다. Ay 
Su와 Ying-Chieh Liu(4)는 impinging flame 에 불

활성 가스를 혼합한 실험을 통하여 불활성 가스

는 반응유체와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확산율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

는 Wide flame의 기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료노즐을 중심으로 양쪽의 공기노즐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버너를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노즐의 높이 또한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Impiging jet system을 이

용하여 Wide Flame 형성영역 정의, Wide Flame 
연소화염 길이 측정, 최적의 노즐 분사각도( )에
서 복사열유속 측정, Wide Flame 유량에 따른 온

도 변화 측정을 통하여 Wide Flame의 연소 특성

을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2.1 Wide Flame  버너시스템

Wide Flame의 형성을 위하여 Fig.1과 같이 1개
의 연료노즐과 2개의 공기노즐을 이용하여  버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Wide Flame 연소시스템에 

사용된 노즐의 내경 및 외경은 각각 2mm, 8mm
이고 노즐의 길이는 131.8mm이고 재료는 황동을 

사용하였다.
연료노즐과 공기노즐의 각도와 거리를 조정하

기 위하여 fig.1과 같은 버너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1 Schematic diagram of wide flame 
combustion system

  
2.2 연료/공기 정밀제어 장치

연소시스템에 공급되는 메탄( )과 공기(Air)

의 유량을 정밀 조정을 위하여 메탄용 MFC(Mass 
Flow Controller)와 공기용 MFC를 각각 사용하였

으며 MFC의 정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MKS
사의 247D-4 Channel Readout  MFC Controller를 

사용하였다.

2.3 복사열유속(Radiation Heat Flux)측정 장치

Soot에 의한 복사열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라디

오메터(Radio-Meter)는 Oriel사의 70261 모델을 사

용하였다. 라디오메터의 신호는 Oriel사의 70260  
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으며, 화염에서 복사 

열 유속을 순간측정(point measurement)하기 위해 

Calcium Fluoride(CaF2)로 코팅이 된 Oriel사의 모

델 43240 광학렌즈 2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2.4 Wide Flame 연소화염 온도 측정부

Wide Flame 연소화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다. 열전대의 외부에

는 세라믹을 이용한 단열로 외부로부터 열전달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연소화염의 온도 측정 시 

화염의 형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직경 0.5mm, 길이 200mm인 열전대를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Wide Flame 화염의 정의

Wide Flame 의 형성은 양 끝단에 화염이 존재

하고 그 중간 영역에도 화염이 존재 하여 폭이 

넓은 화염이 형성 되었을 때 fig.2와 같은 Wide 
Flame이 형성 되었다고 정의하였다

Fig.2 Configuration of Wide flame

3.2 각도별 Wide Flame 화염형성 영역



노즐에 공급되는 연료 및 공기의 유량변화가 

Wide Flame 연소화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Fig.3에 연료/공기 유량에 따른 Wide 
Flame 형성 구간을 공기 분사 노즐의 분사 각도

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연료/
공기의 유량비와 30도에서 75도에 이르는

Impinging 각도에 따라 Wide Flame이 형성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노즐의 분사 각

도에 관계없이 모든 조건에서 메탄 유량이 증가

할수록 Wide flame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로 메탄유량과 공기의 분사유량이 

각각 1.0min , 1.0min  조건에서 화염의 폭 

이 넓은 Wide Flame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30° (b)=40° 

(c)=50° (d)=60° 

(e)=70° (f)=75° 
Fig.3 Wide Flame formation area according to 
the various angles

3.3 Wide Flame 화염의 길이

노즐의 분사각도는 연료 및 산화제의 모멘텀

(momentum)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써 노즐각도의 

적절한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Fig.4에서는 특

정 연료 및 공기 유량조건에서 Impinging각도 변

화에 따른 화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a)=30° (b)=40° 

(c)=50° (d)=60° 

(e)=70° (f)=75° 
Fig.4 Flame length according to the various 
angles

각도 변화에 의한 화염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

하여 화염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며 화염 형

성 영역이 큰 연료의 유량 조건인 1min을 기

준으로 선정하고 공기의 유량과 공기 분사노즐의 

각도를 변경하며 화염을 관찰하였다. 이때 공급

되는 공기의 유량변화는 Wide Flame 형성 전 화

염의 공기유량(Air=0.25, 0.5), Wide Flame 형성 

화염의 공기유량 (Air=1), Wide Flame 형성 후 화

염의 공기유량 (Air=1.5) 으로 구분하여 공급 하

였다. Fig.4에서 알 수 있듯 화염의 길이 방향에 

대한 화염 폭(X축)은 공기 분사각도가 커질수록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각각의 화염에서 

Wide  Flame 형성 전 화염( :Air=1:0.25, 0.5)은 

화염길이 방향으로의 길이가 다른 화염에 비하여 

길게 나타났으나 화염 폭 방향으로의 화염 길이

가 짧게 형성 되었고, Wide Flame 형성 화염

( :Air=1:1)에서는 Wide Flame 형성 전 화염과 

비교하여 화염길이 방향의 화염이 짧았으나 화염 

폭 방향으로는 더 넓게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Wide Flame 형성 후 화염( :Air=1:1.5)은 화염



길이 방향으로의 화염길이는 Wide Flame 형성 전 

화염보다는 짧았으나 Wide Flame 형성 화염과는 

길이가 비슷하였다. 그리고 화염 폭 방향으로는 

Wide Flame형성 전, Wide Flame 형성 화염 보다 

길이가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Fig.8의 화염 형상

과 같이 화염이 X축 방향 양쪽 끝에서만 존재하

고 중간 부분에서는 화염이 존재하지 않아 본 연

구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화염이 형성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Fig.4의 그래프에서 보

이듯 메탄분사 유량 1.0min , 공기분사 유량 

1.0min  조건에서 화염 폭이 넓은 안정적인

Wide Flame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Wide Flame 형성 시 각도변화에 의한 화염 

폭 방향 길이변화

앞의 결과로부터 Wide Flame이 형성 되는 메탄

분사 유량 1.0min과 공기분사 유량 1.0min
의 유량 조건에서 공기 노즐의 분사각도가 Wide 
Flame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

량 조건은 일정히 하였을 때 각도에 따른 화염의 

폭 넓이를 Fig.5에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분사 각

도가 커질수록 화염의 폭 넓이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Fig.5를 통해 알 수 있다. 

Fig.5 X-direction's flame length variation 
according to the angles

하지만 Fig.6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도변

화에 따라 Wide Flame이 형성된 형상은 각각 다

르게 나타났다. 화염 사진의 비교 결과 본 연구

에서 형성 하고자 하는 화염은 화염 폭 방향으로 

넓이가 넓으면서도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분사각도는 75° 일 때의 화염과 같다.

(a)=30° (b)=40° (c)=50°

(d)=60° (e)=70° (f)=75°

Fig.6 Flame configuration according to the 
angles at   1 min  Air 1 min

  
분사각도가 75°일 때의 화염은 화염 폭 방향으로 

화염이 고르게 유지되고 다른 각도에서 보다 화

염 폭 방향으로의 길이가 길게 형성 되었다. 따
라서 Wide Flame형성 각도를 75°로 공기, 연료 

각 분사 유량 조건을 1.0min  로 결정하였다.

3.4 Radiation 측정

Wide Flame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Wide 
Flame과 형성되지 않은 화염 면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비교 대상은 동일 분사각도를 75°로 하고 

공기의 유량만을 변경하여 Wide Flame 형성 화염

과 Wide Flame 형성 후 화염에 대한 Radiation을 

측정하고 각각을 Fig.7과 Fig.8에서 비교하였다. 
Wide Flame 형성 화염 Radiation을 측정하여 사진

과 비교한 결과 사진과 같이 화염 폭 방향으로의 

Radiation 측정값이 넓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Wide Flame 형성 후 화염을 Radiation
을 측정하여 사진과 비교한 결과 Radiation이 국

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화염 폭 방향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아 Wide 
Flame 형성 화염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인다.



Fig.7 Configuration of impinging flame at = 75° 
 :Air=1:1

Fig.8 Configuration of impinging flame at = 75°
 :Air=1:1.6  

3.5　Wide Flame의 온도 측정

각도 75°에서 화염 길이방향 변화에 따라 화염 

폭 방향으로의 화염 온도를 측정하여 Wide Flame 
형성 화염의 온도 특징을 알아보았다. Wide 
Flame과 그렇지 않은 화염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Wide Flame 형성 전 화염, Wide Flame 형
성 화염, Wide Flame 형성 후 화염으로 나누어 

각각의 화염 온도를 비교 하였다. Fig.9의 그래프

는 Wide Flame 형성 전, Wide Flame 형성, Wide 
Flame 형성 후의 세 가지 영역에 따른 화염의 온

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화염 

온도의 측정결과 화염길이방향으로의 측정범위가 

증가 할수록 높은 값의 온도가 측정 되었다. 
Wide Flame 형성 전 화염에서는 화염 측정 시작 

부분부터 높은 온도가 측정되었지만 화염 폭 방

향으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유지 

되는 영역이 짧았다. 또한 Wide Flame 형성 화염

은 화염 측정 시작 부분부터 높은 온도가 측정되

고 높은 온도가 화염 폭 방향으로 일정한 수준 

유지 되는 영역이 세 영역 중 가장 길었다. 마지

막으로 Wide Flame 형성 후 화염은 화염이 화염 

폭 방향으로 양 끝단에서만 존재하고 가운데 영

역에는 화염 형성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화

염길이 측정시작부에서 낮은 온도가 측정되고 화

염 폭 방향으로 측정범위가 증가 할수록 높은 온

도가 측정되었으며, 이때에 높은 온도가 측정되

는 영역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Fig.9 (a), (b), (c)에서의 측정 결과를 보면 

측정 초기에 Wide Flame 형성 전 화염의 온도가 

Wide Flame 형성 시의 화염온도 보다 더 높게 측

정 되었는데 그 이유는 impinging point의 영향으

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공기의 분사 유량

이 증가할수록 모멘텀(Momentum)이 증가하여 화

염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Wide Flame 형성 

화염이 Wide Flame 형성 전 화염의 온도보다 낮

게 발생한다. Fig.9 (e)는 화염길이 방향으로 노즐

의 분사 입구에서 가장 먼 부분을 측정한 값으로 

Wide Flame 형성 화염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측

정 되었고 화염 폭 방향으로 넓은 범위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Wide 
Flame 형성 후 화염 온도 측정 결과는 화염 폭  

방향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화염 양쪽 끝에

서만 높은 온도가 측정되어 화염 면의 온도가 넓

고 고르게 유지되는 영역이 작음을 알 수 있다.

(a)Y/D=9 (b)Y/D=12 

(c)Y/D=15 (d)Y/D=28 

(e)Y/D=33 
Fig.9 Variation of flame width's temperature 
according to flame length at   = 75°



4. 결론

Wide Flame 연소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 
Point impinging 시스템을 활용한 연소실험을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료와 공기유량의 변화에 따른 Wide Flame 
형성 영역을 분사 각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연료

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Wide Flame 형성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기 노즐의 분사각도를 30~75°로 달리하여 

공기, 연료의 유량에 따른 화염 길이 및 화염 폭

을 비교한 결과 공기 노즐의 분사각도가 커질수

록 화염 폭은 넓어졌다.

3) 본 실험에서는 노즐 분사 각도는 75°, 공기 

및 연료 노즐의 유량은 각각 1min  조건이 본 

실험에 사용된 연소시스템에서 Wide Flame을 형

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4) 최적의 Wide Flame 형성 조건에서 Radiation 
값을 측정하고 Wide Flame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Wide Flame 형성 후의 Radiation 값을 측정

하여 두 화염의 Radiation을 비교한 결과 Wide 
Flame 형성 시 화염 폭 방향으로의 Radiation 값
이 더 고르고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5) 최적의 Wide Flame 형성 조건 및 Wide 
Flame 형성 전⦁후 조건에서의 온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로 부터 공기 노즐의 유량이 커질수

록 Impinging point에 의해 온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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