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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ding small amounts of air to the fuel is used in many commercial combustors to avoid sooty flame. But 
partially premixed jet flame has lower blowout velocity, ub.o, than nonpremixed one. Increasing blowout limit 
w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to develope highly intense compact combustion devices. Swirling flow en-
hances fuel and air mixing and induces a highly turbulent recirculation zone, which helps flame stabilization. 
It was known that NOx emission decreases with swirl on the proper range of swirl number. And it was 
shown that the flame interaction in multiple jets also increases ub.o owing to the internal recirculation and 
reduces NO emission. If the effects of swirl and flame interaction are combined together in partially premixed 
flame, both ub.o increasement and NOx emission reduction could be achieved. Blowout limits of partially 
premixed interacting propane flame in the swirling air coflow a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flame is not extinguished up to the experimental limits, 210 m/s, at the swirl number of 0.32 and 
XF,o =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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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D : 노즐의 직경

Qb.o : 유량

S : 노즐간의 간격

ub.o : 화염날림 속도

uF,o : 노즐 출구에서 연료/공기 혼합기의 속도

XF,o : 노즐 출구에서의 연료 몰분율

1. 서 론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

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각광받는 기술로

는 태양광과 풍력등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연료전지, 수소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에너지 생산은 현

재 개발단계에 있거나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현
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대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연소공학적인 면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

술은 연소효율 혹은 열전달효율을 높이고 저공해배

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간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형 경량화의 요구와 고출력 

연소기에 대한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

형 고효율 고부하 연소기의 개발은 연소분야의 핵

심사항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가정용 난방기나 보일러의 공간이용 효율을 높

이는 방법은 동일한 양의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화

염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동일하게 요구되는 발

열량(부하)에 대하여, 층류 화염의 크기는 유속이 아

니라 유량에 비례[1]하기 때문에, 연료를 큰 노즐 하

나에 공급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노즐에 나누어 공

급하면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어 

화염길이를 줄일 수 있다. 난류화염은, 화염길이가 

유량이 아닌 노즐직경에 비례[2]하므로 작은 직경의 
노즐을 쓰면 화염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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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염이 꺼지는 화염날림이 

문제가 된다. 즉, 난류 화염날림 속도(ub.o)가 노즐의 

직경에 비례[3]하므로, 작은 직경의 연소기는 큰 것

과 동일한 양의 연료를 연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화염의 크기를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선 난류화염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작은노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염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직경을 가진 다

수의 노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나, 보일러와 같

이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노즐을 사용하면 형성된 화

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화염상호작용[4-10]이 
발생하므로 되어 단일 화염에서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노즐의 직경과 노즐들이 배열된 방법 등에 따라

서 화염으로 공급되는 물질과 운동량의 전달이 영

향을 받게 되므로 화염의 길이 등의 가시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NOx, CO, O2 등 연소생성물과 온도분

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화염의 상호 작

용은 단일 화염에서보다 화염이 꺼지는 유량을 증가

시켜 화염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7-14].
이 등[9]은 동일 직경의 노즐 5개를 선형으로, 5

개를 diamond 형으로, 4개를 cross형으로 배열한 경

우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Qb.o이 노즐의 수와 
배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5개의 노즐을 diamond 
형태로 노즐직경의 28～32배로 노즐간격을 유지하

면 화염날림의 유량이 동일면적의 단일 노즐보다 

3.3배 증가함을 보였다.
다수노즐의 상호작용하는 화염에서, 노즐의 배열

형태에 따른 비예혼합 화염의 안정화 실험[10,11]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앙부 노즐이 없는 8개의 노즐을 원형 혹은 

matrix형태로 배열하고 무차원화된 노즐간격인 
Deq/D를 5～8로 하면, 노즐 출구 유속이 215 
m/s(동일면적의 단일노즐은 31 m/s에서 화염날

림 발생)까지도 화염날림이 발생하지 않았다. 
2) 다수노즐에 의하여 형성된 부상화염의 기저부

는 이론 당량비의 영역이 아니다.
3) 다수노즐에서 형성된 확산화염의 안정화는 기

연가스의 재순환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

하였다.
부분예혼합 화염의 상호작용 실험[12,1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노즐출구에서 초킹이 되어

도 화염날림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였다.
1) 중심부에 노즐이 있는 원형 노즐배열 

2) S/D = 15-25
3) 중심부 노즐에 5%의 연료 공급 

4) 외부노즐에는 연료/공기의 혼합기 공급

이러한 배열이 고부하 연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저공해 연소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유용함을 NO등 

공해 배출물 측정으로 확인하였다[13].
일반적으로 외부공기유동에 스월(swirl)을 주면

서 내부로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스월이 작으면 제

트 화염 형태의 긴 화염이 형성되나, 스월이 커짐에 
따라 화염은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약한 스월의 
경우에는 재순환영역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화염의 

길이가 길어져서 연소생성물이 고온부에 잔류할 시

간이 길어져서 NOx의 양이 증가하게된다. 적당한 

스월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을 증가시켜 연소효율을 

증가시키고 화염길이를 감소시키며, 고온에서 머물

러 있는 시간을 감소시켜 NOx의 배출을 감소시키

게 된다. 그러나 스월이 강하면 난류강도와 혼합이 

상응하는 난류제트화염에 비하여 증가하게 되어, 화
염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분포가 제트화염의 형태

에서 예혼합 스월화염의 형태로 변한다. 스월이 강

해지면 연소생성물이 나선형궤도를 따라가므로 고

온부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NOx의 배출이 증

가하게 된다. 그러나 스월과 상관없이 공급되는 연

료의 운동량이 크면, 형성된 재순환영역을 뚫고, 연
료가 분출되므로, 재순환영역이 약화되어 화염의 중

심축온도는 낮아진다[15-17].
즉 스월은 혼합과 난류강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화염의 안정성, 연소생성물, 온도 분포 및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염의 길

이를 감소시키면서 화염을 안정화시키고, NO를 감

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스월이 화염의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의 변수

로는 유량, 공기/연료 혼합비, 노즐간의 거리, 스월

러의 각도 등이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스월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스월러를 

동축공기의 흐름 가운데 삽입한 것을 제외하면 부

분예혼합 상호작용화염의 특성을 연구하기위한 실

험에 사용된 장치와 동일하므로 그 개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판 연료와 공기는 각각의 질량유량계(mass 
flow controller; MKS)에 의하여 유량이 조절된 후 

혼합되어 유량분배기 공급된 후, 유량분배기에 등원

주각으로 접한 개별노즐(내경 0.31 mm, 외경 0.55 
mm, 길이 300 mm)로 공급된다. 노즐들은 동축류의 

중앙에 설치된 외경 30 mm의 중앙파이프 안쪽을 통

하여 노즐배열판으로 삽입된다. 노즐배열판은 중앙

파이프의 윗면을 막고, 노즐을 수직으로 세우며, 노
즐 간의 간격(S)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 천공된 

다수의 구멍을 가진 외경 30 mm의 판이다. 노즐은 

노즐배열판 윗면으로 6 mm 돌출되게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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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외부로 공급되는 공기의 균일한 출구 속도를 얻

기 위하여 셀의 크기가 1 mm×1 mm인 두께 50 mm, 
외경 90 mm의 허니컴, 2 mm 직경의 스테인레스 구

슬층과 철망을 사용하였다. 또한 외부공기의 유입

차단, 가시화 및 스월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내경 95 
mm, 길이 520 mm의 석영관을 설치하였다.

동축류로 흐르는 공기에 스월을 가하여, 화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

여 Fig. 2와 같이 공기 스월러를 제작하였다. 수평면

과 스월러 날개가 이루는 각은 30o, 45o, 60o의 세 종

류(swirl 수[18]는 각각 0.42, 0.72, 1.25)로 하였으며, 
스월러의 높이는 29 mm로 하였다. 스월러의 날개두

께는 1 mm로 하였으며, 회전하지 않고 축을 따라

(a) Drawing

(b) Used swirler
Fig. 2. Swirler(60°).

흘러가는 공기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30o 스월러의 

경우에는 6개, 45o의 경우에는 8개, 60o의 경우에는 

12개의 날개를 만들었다. 스월러의 외경은 90 mm이

고, 스월러의 안쪽에는 중앙파이프가 통과하게 하

기 위하여 내경 30 mm의 구멍이 나있다.
동축류로 흐르는 공기의 유속은 1.25 m/s로 일정

하게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3.1 스월이 단일화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직경 0.31 mm인 노즐 9개를 사용

하므로, 이 노즐들의 총 면적과 유사한 면적을 가

지는 상용 튜브인 직경 0.97 mm의 관을 사용하여 

스월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스월러 안에 장착된 

끝이 막힌 중앙파이프에 0.97 mm 노즐을 삽입하였

을 때 유량증가에 따른 화염 형상의 변화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화염에 매연이 많이 형

성되며 매연영역이 연료/공기 혼합기의 유속 증가

에 따라 증가하고, 혼합기의 유속이 큰 경우에는 파

란색 화염이 화염 기저부에 형성됨을 볼 수 있다. 노
즐을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 혼합기 중에 연

료의 양인 연료의 몰분율(XF,o)이 감소할수록 이 파

란화염의 영역이 증가하였다.
화염이 부상되어 있으나, 화염에 매연이 많은 것

으로부터 화염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부족

함을 유추할 수 있다. 고속인 경우에는 출구제트의 

모멘텀이 증가하여 외부공기의 유입이 많아져서 기

uF,o

[m/s] (a)30 (b)60 (c)90 (d)120 (e)150

Fig. 3. Flame shapes as a function of fuel flow rate 
when XF,o=0.46, 30° swirler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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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에 예혼합적 성질을 갖는 파란화염이 형성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Fig. 4는 스월이 단일 노즐 화염의 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동축류 공기의 속도

가 0인 경우는 개방된 대기중에서 실험한 경우로, 
부분예혼합 정도가 적을수록(XF,o가 커질수록) 화염

꺼짐 속도가 증가하나, 최대 14 m/s에서 화염이 모

두 꺼짐을 볼 수 있다. 제트에 유입되는 공기량이 

제트출구 유속에 비례하므로 공기를 적게 함유한 즉, 
XF,o가 큰 경우가 희박한계에 늦게 도달하여 높은 유

속에서 화염날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 장치에서 스월러가 없는 경우에는 동축

류로 흐르는 공기가, 끝이 막힌 파이프의 뒷쪽에 재

순환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화염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화염날림 유속이 42 m/s로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스월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화염

의 안정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정화

의 효과는 스월과 전술한 뭉툭한 파이프 후면에 형

성된 재순환 영역에 의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화염

의 안정성이 스월러의 각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음

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장치로 내경 0.97 mm 관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유량은 180 m/s이므로, 스월러 각

도 30°이고 연료몰분율이 0.63 이상에서는 화염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존재함을 의미한다. 스월러 없

이 중심부에 뭉툭한 파이프를 두고 동축 공기류를 

공급하면 단일노즐에 비하여 화염날림 유속이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스월러와 중심부 파이프를 사용

하는 경우에 더욱 화염날림 유속이 증가하고 스월

러의 각도가 작을수록 더 효과적임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월러를 사용하여 화염을 안정화시키는 경

우에 스월러의 각도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g. 4. Effects of swirl and fuel mole fraction at the 
nozzle exit on the blowout velocity. Unit of uo,air 
is m/s.

3.2 스월이 다수 화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Fig. 3에 사용된 단일 노즐의 

단면적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노즐 9개의 면적과 유

사하다. Fig. 5는 Fig. 3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수노

즐을 사용한 경우의 화염 사진을 나타낸다. Fig. 2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노란색을 띄는 매연 영역이 줄

어들고, 파란색의 예혼합영역이 증가하며, 화염의 

꼬리부분이 줄어듬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은 직경의 
다수노즐을 사용함으로써 연료제트로 유입되는 공

기의 총량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혼합이 증가하는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화염의 밑면이 노

즐 선단부 근처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난류제트인 

경우에 축 중심에서의 속도는 분출속도와 노즐 직

경에 비례하고 축방향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동일

한 속도로 분출되더라도 노즐크기가 작으면 중심속

도의 감소가 더 크게된다[2]. 따라서 다수노즐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노즐직경이 감소하여 화염을 안정

화시킬 수 있는 위치가, 뭉툭한 파이프 후류에 형

성되는 재순환영역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노즐의 경우에 화염 밑면에서 반응

uF,o

[m/s] (a)30 (b)60 (c)90 (d)120 (e)150 (f)180

Without-center nozzle

With-center nozzle

Fig. 5. Flame shapes as a function of nozzle exit 
velocity when XF,o=0.46, 30° swirler is used. Up-
per pictures are for without-center nozzle case 
and lower ones for with-cent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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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하게 일어나게되어 화염의 휘도가 밝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앙노즐로 전체연료의 3%를 공급

하는 경우(Fig. 5의 아래 사진)에는 다수화염에 의

한 내부 재순환과 뭉툭한 물체 후면에서의 재순환

에 의하여 노즐보다 상부에 화염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Fig. 6은 스월, 노즐 출구에서의 당량비 및 중심

부 노즐의 효과에 따른 화염날림유속을 나타낸다. 
단일노즐일 때에 비하여 노즐의 길이가 짧기 때문

에 실험장치의 한계 유속은 다소 증가하여 210 m/s
이다. 단일노즐과 유사하게 스월러의 각도가 작은 

30°의 경우가 가장 화염이 안정하고, 각도가 큰 60°
에서는 화염의 안정화 특성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30° 스월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료몰분율 0.63, 
0.72에서는 화염이 날아가지 않고 안정화되나 0.46
에서는 화염의 안정성이 약간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출구 유속이면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일정하나 분출되는 유체에 공기가 섞여있으므로 화

(a) Witout-center nozzle case

(b) With-center nozzle case
Fig. 6. Effects of nozzle separation distance, swirl and 

fuel mole fractions on the blowout velocity. Trian-
gles are for XF,o=0.46, square for 0.63, circle for 
0.72.

염이 안정화될 영역이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화염을 

안정화시킬 수 없음에 기인한다. 30°와 45° 스월러

를 사용하는 경우에 중앙노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화염 안정화의 효과가 큼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그 효과가 스월각 변화의 효과보다 적

음을 알 수 있다. S/D가 25근처에서는 화염은 바로 

꺼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S/D=25의 경우에는 노

즐의 위치가 끝이 막힌 연료공급관의 가장자리 즉, 
공기 통로출구 부근에 놓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이 영역에서의 공기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화염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날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프로판 부분 예혼합 상호작용 화염의 안정한 연

소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실험의 일환으로 수평선

과 30°, 45°, 60° 기울어진 날개를 갖는 스월러를 사

용하여 단일화염과 다수화염의 안정화에 미치는 스

월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단일 노즐과 다수노즐에서 스월은 화염의 안정

에 효과적이며, 그 효과는 스월러 각이 클수록 감소

하였다.
2) 스월이 있는 경우에도 중앙부 노즐이 다수화

염의 안정화에 기여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3) 분출되는 연료의 몰분율이 0.63 이상인 경우에

는 화염이 210 m/s에서도 날아가지 않는 영역이 존

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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