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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하는 층류 혼합화염의 불안정성에 한 연구

 이원남*†

A study of Instability on Oscillating Laminar Premixed Flames 
Wonnam Lee

ABSTRACT

  When a circular cylinder is placed at the center of a slot burner nozzle, once stable 

Woflhard-Parker type laminar lean premixed flame is changed to an oscillating flame 

with self-induced noise. The wrinkled flame surface showed the same pattern and 

frequency of the Karman vortex street at the downstream of a circular cylinder. The 

interaction of flame with Karman vortex street is observed to be responsible for flame 

oscillation. The measured flame oscillation frequency is very similar to the estimated 

Karman vortex shedding frequency based on the St-Re relationship of the flow past 

circular cylinder,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a strong evidence for the interaction 

between laminar pre-mixed flame and a Karman vortex street. As Reynolds number 

increases oscillation frequency decreases and the self-induced noise level increases as 

well as the flame front is more severly wrinkl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flame/vortex interaction becomes more active at highe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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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ynolds number  Flow velocity past the cylinder (m)

 Strouhal number  Cylinder diameter (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  Vortex shedding frequency (Hz)

 Standard liter per minute  Kinematic viscosity (m
2/s)

기 호 설 명

1.  서 론

  층류 혼합화염은 일반 으로 정상 상태 유

동(steady state flow)에서 화염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층류 혼합화염을 사용하는 부분의 

연소장치에서는 화염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그

러나 층류 혼합화염을 이용하는 가스보일러 

등 여러 연소 장치에서 화염의 떨림과 소음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층류 혼합화염의 

불안정성은 다공 노즐에서 형성된 화염에서 음

압과 화염의 계(acoustic-flame coupling)로 

연구되었다.[1,2] 이 경우 버  내부의 음향학  

공진 특성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만으로는 층류 

혼합화염이 불안정해지는 근본 인 원인을 충분

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Lee et. al[3]은 Wolfhard-Parker 형상의 이차

원 층류 혼합화염이 조건에 따라서 매우 심하

게 진동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상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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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사용된 슬롯 버 는 Fig. 1과 같다. 

형 인 이차원 로 -공기 층류 혼합 화염

은 유동과 연료-공기 혼합조건에 따라 크게 진

동하 다. 진동하는 화염을 1/4000 sec의 셔터속

도로 촬 한 결과 Fig.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굴곡된(wrinkled) 화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et al.[3]은 이와 같이 화염이 

반복하여 굴곡 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화

염 면이 연료 노즐 출구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서 떨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Strouhal 

수를 이용하여 이를 비교  잘 설명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화염은 Fig. 1에서 보

여주는 것처럼 연료-공기 혼합기의 유동이 여러 

개의 으로 구성된 노즐을 통과하고 있어 노즐

의 출구에서 생성되는 와류 유동이 매우 복잡하

게 된다. Fig. 3은 Fig. 2와 같은 굴곡된 화염들

이 노즐에서 생성되는 비교  복잡한 와류와 상

호작용으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개의 노즐 출구에서 발생한 와류  

일부가 주된 역할을 하여 화염이 진동하고 소음

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화염과 와류의 

직 인 상호작용에 한 해석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와류의 형성을 단순화하여 층류 

혼합화염이 불안정해 지는 원인을 화염과 

Karman 와류 흘림(vortex street)의 상호 작용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Fig. 1 Laminar premixed flame on a slot 

burner.

Fig. 2 Stop-action phtos of oscillating 

laminar premixed flames.[3]

Fig. 3 Flame/vortices interaction?

  Figure 1의 슬롯 버 에서, 화염이 형성되는 

가운데 부분을 Fig. 4와 같이 개조하면 Karman 

와류 흘림은 한 개의 원형 실린더에 의해서 발

생하게 된다. 이때 화염은 단지 하나의 Karman 

와류 흘림과 상호 작용을 한다. 특히 원형 실린

더에서 발생하는 Karman 와류 흘림 상은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Strouhal 수와 

Reynolds 수의 계로 측할 수 있다. 한 슬

롯버 에서 생성된 층류 혼합화염은 이차원 

구조의 화염으로 궁극 으로 Wolfhard Parker 

버 에서 생성된 화염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

다. 따라서 원형 실린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Karman 와류 흘림은 화염 면과 평행하게 진행

되고, 화염의 진동 상을 용이하게 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비교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화염과 와류의 상호 작용은 다양한 와류

와 화염 조건에서 연구되었다.[4] 따라서 단순화

된 실험조건으로부터 화염과 와류의 상호 작용

에 의한 층류 혼합화염의 진동 상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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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ame/vortex interaction.

2. 실험장치  방법

  실험에는 Fig. 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슬롯버

에서 형성된 Wolfhard-Parker 형상의 이차원 

화염이 사용되었다. 이때 화염을 형성하는 노즐

은 폭이 7 mm, 길이가 50 mm이며 앞서 수행된 

과농/희박 메탄 혼합화염 연구[5]에 사용된 버

의 슬롯 출구에 높이가 50 mm인 노즐을 추가

으로 부착하여 제작하 다. 앙에 치한 폭 

7 mm의 슬롯에는 로 -공기 희박 혼합화

염이, 외부에는 폭 1 mm의 슬롯으로 과농 혼

합 화염이 형성된다. 이때 외부의 화염은 단지 

앙의 희박 혼합화염이 날아가지 않도록 화

염을 부착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슬롯 노

즐면의 가운데에 치한 원형 실린더는 Karman 

와류 흘림을 만들어 화염과 상호 작용이 발생하

게 한다. Fig. 5는 슬롯 버 의 노즐 형상과 원

형 실린더  생성되는 2-D 화염의 치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이때 원형 실린더가 존재하면 

화염이 진동하게 된다.

  노즐에 공 되는 연료는 상용 로 (순도 

99% 이상)이며 산화제로는 수분이 제거된 공기

가 사용되었다. 화염의 안정을 해서 외부에 

공기가 흐르도록 하 다. 연료와 공기는 모두 5

개의 질량흐름 제어기(MFC, MKS, brooks)와 2 

의 Readout 장치(Lokas/Gmate 2000A)로 제

어하 다. 화염의 진동 상은 고속 카메라(high 

speed camera, PHOTRON : Fastcam-Ultima 

APX i2)를 사용하여 1/6000 fps (frame per 

Fig. 5 Premixed flame on a slot burner with 

a circular cylinder at the center.

second)의 연속 이미지를 얻었다. 한 디지털 

카메라(Nikon D-100, ISO 800, F#=1.4, f=50 

mm, shutter speed 1/2000 sec)를 이용하여 고 

해상도의 사진을 획득하 다. Karman 와류 흐

름이 발생하는 것은 smoke wire 기법의 유동장 

가시화로 확인하 다. 와류 흐름의 가시화에는 

디지털 카메라(Nikon D-100)를 이용하 으며 

카메라 쉬를 이용하여 stop-action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소음 발생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소음계

(Radio Shack, Sound Level Meter)를 이용하여 

화염의 측면 310 mm 치에서 음압 벨(SPL)

을 측정하 다. 한 소음계에서 얻어진 시간에 

따른 음압의 신호를 FFT 분석하여 주된 진동 

주 수를 찾아내었다. 화염과 Karman 와류 흘

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메커

니즘을 이해하기 하여 진동하는 화염의 다양

한 사진들, long-exposure(셔터 속도 1/60 sec) , 

stop-action (셔터 속도 1/2000 sec)  고속 사

진을 분석하 다.

  로 의 유량이 600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이고 공기 유량이 20.40 

slpm(standard liter per minute)인 당량비 0.7의 

조건에서는 매우 안정된 화염이 형성된다. 그러

나 Fig. 3에서와 같이 슬롯 앙에 원형 실린더

를 치시키면 화염은 진동을 하며 소음을 방출

한다. 이때 화염이 진동하는 모양과 소음 방출 

특성은 실린더 직경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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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다양한 직경의 실린더를 사용하여 

Karman 와류 흘림의 향을 알아보았다. 실린

더 크기에 따른 진동 주 수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Karman 와류 흘림에 한 Strouhal 수와 

Reynolds 수의 계식을 이용하여 고속카메라로 

얻어진 연속 사진을 분석하 다.

3. 결과  고찰

  슬롯 버 에서 생성된 매우 안정된 층류 혼

합화염은 원형 실린더를 노즐에 부착하면 진동

하는 화염으로 변하 다. Fig. 6은 실린더가 없

는 안정된 화염 그리고 직경이 각각 다른 실린

더에 의한 진동하는 화염들을 보여주고 있다. 

원형 실린더의 직경이 1.26 mm, 1.67 mm,  

3.01 mm인 화염의 long exposure (1/60sec) 사

진으로부터 실린더 크기가 커지면 화염의 떨림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실린더 직

경의 증가에 따라 화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

기도 증가하 다. 이러한 화염의 진동과 이에 

수반되는 소음은 앞서 발표된 여러 개의 슬롯으

로 형성되는 혼합화염[3]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찰된 진동하는 화염은 

Karman 와류 흘림이 발생하는 조건이 명확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Reynolds 수

와 Strouhal 수의 계를 용하여 결과를 해석

할 수 있었다. 이때 실제 유량조건에 따라 당량

비 0.6 - 0.85 조건에서 실린더에 의해서 안정된 

화염이 진동하는 화염으로 변하는 것이 찰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arman 와류 흘림

과 화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하여 연료와 

공기의 유량을 고정하고 실린더의 크기를 변화

시켰으며 따라서 모든 실험은 당량비 0.7의 일

정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Figure 7은 서로 크기가 다른 실린더에 의해

서 발생한 진동하는 화염의 구조로서 셔터속도 

1/2000 sec로 얻어진 stop-action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 화염이 심하게 굴곡 되어 있고 화염의 

굴곡 형상이 Karman 와류 흘림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smoke wire 

기법을 사용하여 화염이 없는 조건에서 유동장

을 가시화하 다. Fig. 8은 직경이 각각 1.26 

mm, 1.67 mm  3.01 mm인 실린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Karman 와류 흘림의 가시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장 가시화에는 로 -공기 

혼합기 신 공기만을 사용하 으며, 혼합기의 

유속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체  유량을 

21.00 slpm으로 조 하 다. 노즐의 크기(폭 7 

mm)의 제약으로 실린더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

류의 모습을 직 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흐

 

(a)                   (b)

 

           (c)                    (d)

Fig. 6 Long-exposure photos of flames. (a) 

without a cylinder, and with circular cylinders 

of diameter (b) 1.26 mm (c) 1.67 mm, (d) 

3.01 mm.

 

(a)                   (b)

 

           (c)                    (d)

Fig. 7 Stop-action photos of flames. (a) 

without a cylinder, and with circular cylinders 

of diameter (b) 1.26 mm (c) 1.67 mm, (d) 

3.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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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하류에서 주 의 공기가 침투하여 발생하

는 와류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

염의 진동은 실린더의 크기에 따라 다른 와류 

흘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화염면의 

떨림 상을 알아보았다.

  실린더가 치한 슬롯 출구에서 온도를 실험

조건인 25°C로 가정하면 평균유속은 1.09 m/s이

며, 완 히 발달된 층류 유동일 경우에는 슬롯 

앙에서는 유속이 최  1.64 m/s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된 노즐은 길이가 

50 mm로 완 히 발달된 층류 유동이 형성되기

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즐의 심 지역의 유

동속도를 1.09 m/s와 1.64 m/s 사이의 값인 1.3 

m/s로 가정하 다. 

  실린더 주 를 흐르는 유동의 Reynolds 수는 

1 기압, 25°C의 공기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에서 Re는 Reynolds 수, u는 유동 속도, D

는 실리더 직경, ν는 동 성계수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원형 실린더 주 를 흐르는 유

동에 하여, 유동 속도를 1.3 m/s로 가정하고 

계산된 Reynolds 수는 Table 1과 같다. 이 

Reynold 수의 범 에서는 Fig. 9[6]에서 보여주

는 것처럼 Karman 와류 흘림이 잘 발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와류 흘

림이 화염 면과 상호 작용은 화염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주기 인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될 수 있다.

  진동하는 화염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ICCD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연속사진을 촬

하 다. Fig. 10은 직경 1.67 mm의 실린더에 의

해서 발생하는 진동하는 화염에 하여 6000 

fps로 얻어진 연속 사진을 1/1500 sec 간격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때 실험 조건인 당량비 0.7의 

희박 혼합화염의 화염 발  신호는 모두 CH 

라디칼의 자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7] 

화염의 진동 주기는 약 167 Hz로 찰되었으며 

한 주기에 좌, 우 두 번의 격한 연소와 이에 

따른 화염면의 수축 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된 주 수

는 334 Hz로 상된다.  Figure 11은 dye 

streakline으로 얻어진 Re = 140 조건에서의 

Karman 와류 흘림을 보여주고 있다.[8] Fig. 10

의 연속사진은 Re = 139 조건에서 얻어졌으므

로 화염의 굴곡된 형상을 Karman 와류 흘림과 

직 으로 비교하 다. Fig. 12는 Fig. 10의 

4.00 msec에서 얻어진 고속 사진을 유동장 가시

Table 1 Reynolds numbers of the flow past 

cylinders.

Cyliner diameter(mm) Re

1.26 105

1.67 139

3.01 251

Fig. 9 The effect of Reynolds number on the flow past a cylind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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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sec 0.67 msec 1.33 msec 2.00 msec 2.67 msec

3.33 msec 4.00 msec 4.67 msec 5.33 msec 6.00 msec

Fig. 10 Sequence of high speed photos for one period of flame oscillation.

화로 얻어진 Karman 와류 흘림 이미지와 동일

한 스 일로 첩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화염의 

굴곡과 Karman 와류 흘림이 비교  잘 일치하

며 화염과 Karman 와류 흘림의 상호 작용을 확

인 할 수 있다.  

  화염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화염

으로부터 310 mm 떨어진 지 에서 측정되었다. 

Fig. 13 - Fig. 15는 각각 직경이 1.26 mm, 1.67 

mm  3.01 mm인 실린더에 하여 FFT 분석 

결과를 보여 다. 측정된 소음의 크기와 주된 

주 수는 Table 2와 같다. 이때 FFT로 분석된  

 Williamson[9]은 Karman 와류 흘림에 한 

Strouhal 수와 Reynolds 수의 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2)

여기에서 St는 Strouhal 수, A = -3.3265, B  = 

0.1816, C  = 0.00016이다. 한 원형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와류 흘림의 주 수 f 는 다음과 같다.

     


 


    (3)

화염의 떨림은 한 주기에 두 번씩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진동하는 화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된 주 수는 Karman 와류 흘림 주 수의 두 

배가 된다. 이 계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린

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Karman 와류 흘림 주

수와 화염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

된 주 수를 계산하 다. 측된 값들을 측정된 

주 수와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는 고속사진으로 분석한 화염의 떨림 

Fig. 11 Dye streaklines produced by dye 

introduced at the cylinder surface at Re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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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gh Speed Flame image with a 

Karman vortex street at Re ≅ 140.

Fig. 13 FFT analysis of the measured sound 

signal with 1.26 mm cylinder.

Fig. 14 FFT analysis of the measured sound 

signal with 1.67 mm cylinder.

Fig. 15 FFT analysis of the measured sound 

signal with 3.01 mm cylinder.

Table 2 Measure sound levels and 

frequencies from oscillating flames.

Cyliner 

diameter(mm)

Sound Level 

(dB)

Frequency 

(Hz)

1.26 62 420

1.67 64 334

3.01 68 175

주 수(flame flickering)도 함께 나타내었으며, 

이는 측정된 주 수의 1/2 값과 매우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화염의 존재에 따른 유동장 온

도와 유속의 변화 등과 같은 불확실성 인자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교  잘 측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찰된 

Wolfhard-Parker 형상의 이차원 화염의 진동은 

Karman 와류 흘림과 화염면의 상호 작용에 의

해서 발생하며, 진동 주기는 Karman 와류 흘림

의 주기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

린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Fig. 6과 Fig. 7에서와 

같이 항상 매우 안정된 층류화염이 형성되어 화

염의 진동은 Karman 와류 흘림에 의한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한 Fig. 9로부터 실린더 

직경이 증가하면 Reynolds 수가 증가하면서 실

린더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크기가 크고 간

격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eynolds 수가 증가하면 Karman 와류의 세기

가 증가하고 화염과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리

라 상된다. Table 2에서 나타낸 것처럼 실린

더 크기가 증가하면 소음의 세기가 증가하 다. 

이는 Reynolds 수가 증가하여 실린더 후류에서 

와류의 세기가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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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arman vortex shedding and sound 

frequencies.

D(mm) St
Frequency (Hz)

f Doubled
Flame

flickering

Sound

(FFT)

1.26 0.167 172 344 210 420

1.67 0.180 140 280 166 334

3.01 0.208 90 180 87 175

4. 결론 

  당량비 0.7의 안정 인 Wolfhard-Parker 형상

의 이차원 층류 혼합화염이 원형 실린더에 의

해서 생성된 Karman 와류 흘림과 상호 작용으

로 진동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화염으로 변하

다. 진동하는 화염면의 굴곡 형상과 Karman 와

류 흘림의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Karman 

와류 흘림과 화염의 반응면이 매우 활발하게 상

호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속 사

진으로 분석된 화염의 진동 주기는 Reynolds 수

와 Strouhal 수의 계로 측된 와류 흘림 주

기로 설명되었다. 화염의 진동 한 주기 동안 좌, 

우 두 번의 격한 연소와 이에 따른 화염면의 

수축 상이 발생하 다. 따라서 Karman 와류 

흐름과 화염의 상호 작용으로 격한 연소 반응

과 화염면의 수축이 반복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린더의 크기의 증가로 Reynolds 수의 증가

하면 Karman 와류 흐름의 주기가 길어지고 이

에 따라 화염의 진동  소음 발생 주 수가 낮

아지고 진동하는 세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Wolfhard-Parker 형상의 이차원 화염

의 진동은 Karman 와류 흘림과 화염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며, 진동 주기는 Karman 

와류 흘림의 주기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arman 와류 흘림과 화염의 상호 작용

이 있고 화염 자체의 공진 주 수가 없는 경우, 

화염의 진동은 단지 Karman 와류에 의해서 발

생하며 이때 진동 특성은 화염 면에서의 열 발

생률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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