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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reduce NOx emission in RT(radiant tube)burner by using oscillating 
combustion processes in RIST. A solenoid valve gives the various oscillating conditions, such as oscillation 
frequency, duty ratio of fuel flow. In this study, we used commercial software, CFD-ACE+ to predict combus-
tion an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for various experimental oscillation conditions. The effect of oscillation 
frequency and duty ratio on NOx emission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flow field, temperature and equivalence 
ratio distribution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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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소과정 중에 발생하는 NOx는 그 유해성이 인

정되어 환경규제물질로 규제되고 있으며, 그 규제

강도는 더욱 엄격해지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

소과정에서의 NOx 생성량을 억제할 수 있는 저 NOx 
버너와 대용량 설비에 도입되고 있는 NOx 후처리 

기술도 보급되고 있으나, 복사관(radiant tube)은 유

동장의 구조적 한계와 소규모 연소기기라는 한계에 

의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소과정 중에 발생하는 NOx를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맥동연

소기술을 복사관 버너에 적용하고자 하며, 맥동연

소기술은 고속분사, 배출가스 재순환, 다단연소 등

의 여러 저 NOx 연소기술과 비교할 때 아직 그 실

용화가 미진한 기술이므로 적극적인 기술개발 의지

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맥동조건을 가지는 경

우, 연소기의 성능 평가를 통해 최적의 맥동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맥동연소 개념을 이용한 저 NOx 버
너개발의 근본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맥동연소는 연료 또는 산화제에 자의적 또는 타

의적으로 주기적인 압력변동이 가해지면서 유량변

동과 함께 연소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소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동유동의 장점은 연소기 

내에서 가장 높은 화염온도를 가지면서 열적 NOx 
(thermal NOx)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당량비(equi-
valence ratio) 1.0에서의 연소과정에서 벗어나 운전

되므로 NOx 생성량을 저감 시킬 수 있다[1]. 유동장 
내 연료과잉과 연료희박정도에 따라 NOx 저감율이 

결정되며, 이를 제어하는 변수는 맥동변수인 맥동의 
주기(frequency)와 진폭(amplitude), 연료공급 시간비

(duty ratio)등이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혼합불량에 따

른 화염의 소화(extinction)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적절한 맥동주기와 진폭의 조절이 필요하다.
맥동 연소과정은 연소기 입구에서의 유량과 연료

와 공기의 혼합물의 혼합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

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연소기의 해석방식과 다

르게 비정상적(unsteady)으로 화염구조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

들을 살펴볼 때 비정상적인 연소과정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기본적인 연소현상에 관심을 둔 층

류제트화염에서 수행된 반면 실제적인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난류화염에 적용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맥동연소 개념을 이용할 경우, NOx의 저감 요인

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서 개발한 실험용 소규모 버너 맥동연소 시스템[2]을 
대상으로 상용프로그램인 CFD-ACE+[3]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 버너는 맥동연소과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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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소형 맥동연소 실험설비 구성도.

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버너 용량은 15,000 kcal/h
급 이며 연료로는 LPG를 이용하였다. 요구되는 맥

동 조건은 연료 공급관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

한 맥동제어밸브를 부착하여 구현되었다. 버너주위

와 복사관 내부의 화염구조, 즉 온도분포와 당량비

의 분포특성을 통해 소규모 맥동연소 버너시스템에

서 맥동주기와 연료공급 시간비가 NOx 배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모델

맥동연소과정을 해석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CFD-ACE+의 유체유동에 대한 질량, 운동량, 에너

지, 표준 k-e모델의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 운동에

너지 소산율(dissipation rate) 및 화학종 보존 방정식

을 이용하였다.
화학종의 생성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판의 1단계 비가역 반응률에 대한 관계식을 적

용하였다[4].

 → 

 ×

 

exp

난류와 화학반응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Eddy Breakup 모델을 이용하여 난류 화

학반응률을 계산하였다.

 min    
 

ɛ min  

NO의 생성은 다음과 같은 Zeldovich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5].

  ↔
↔

3. 결과 및 고찰

맥동연소 개념을 이용할 경우, NOx의 저감 요인

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실험용 소규모 버너 맥동연소 시스템을 대상

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 버너는 맥동연소과정

을 이해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버너 용량은 15,000 
kcal/h급이며 연료로는 LPG를 이용하였다. 요구되

는 맥동 조건은 연료 공급관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맥동제어밸브를 부착하여 구현되었다. 소형 

맥동연소 실험 설비 구성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기 복사관 버너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며, 소형 

맥동 연소 실험을 위해 제작된 버너의 형상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가운데 8개의 hole로 연료인 LPG가 

분출되고 그 주위에 4개의 hole로부터 1차공기가 

또 다른 4개의 hole로부터 2차공기가 분출된다. 분
출된 연료와 공기는 혼합 챔버 안에서 혼합되어 화

염을 형성하고 버너 토출구로 화염이 분출된다.
Fig. 2에 나타난 형상은 45도를 가지고 대칭이므

로, 계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체버너의 1/8을 선택

하여 계산형상을 Fig. 3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Fig. 4
와 같이 약 61만개의 계산 격자를 구성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공기와 연료의 유량을 토대로 입구에서 

속도 경계조건을 이용하였으며 공기와 연료는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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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소형 맥동연소 버너 계통도.

Fig. 3. 계산 형상.

Fig. 4. 계산격자.

Table 1. 소형 맥동연소 버너 작동조건

LPG Air
Flowrate (Nm3/h) 0.98 28
Diameter (mm) 1.5 9
Velocity (m/s) 23.06 24.42

Temperature (K) 300 300

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사용된 

속도와 온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동제어 밸브로 솔레

노이드 밸브를 이용하여 연료의 공급 유량을 시간

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맥동제어밸브가 완전히 
닫힌 경우에는 화염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연료유

량의 20% 정도는 맥동제어밸브를 우회하여 항상 공

급된다. 나머지 80%의 연료유량은 맥동제어밸브가 

열려있는 시간동안 공급된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

용할 경우, 유량변동 형태는 램프파(ramp wave)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연료의 공급유량 패턴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즉 기본적인 연료유량, A0(전체 연

료공급유량의 20%)가 있고 밸브가 개방되면 맥동 

진폭(A-A0)만큼 유량이 증가된다. 맥동주기를 Tw, 
밸브개방시간을 Te라 하면, 연료 공급 시간비, 즉 듀

티비(duty ratio)는 Te/Tw가 된다. 맥동연소에서 듀

Fig. 5. 연료 공급유량 패턴.

티비가 크면 밸브의 개방시간이 길어져 맥동진폭이 

작아지며, 듀티비가 작은 경우 짧은 밸브 개방시간

에 평균연료유량을 맞추기 위하여 맥동 진폭이 증

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료의 유량 패턴을 속도로 

환산하여 계산의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였다.
맥동연소과정은 연료의 공급유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비정상계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비

정상 계산의 초기조건으로 정상상태 해를 이용하므

로 비정상 계산 전에 정상상태 계산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상상태 해는 맥동연소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작동조건이므로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연소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맥동연소가 NOx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Fig. 6은 정상상태의 
온도, 당량비, 그리고 NO의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온도분포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염은 연료

와 공기가 혼합되는 혼합 챔버에서 발생하여 버너 

토출구로 분출됨을 살펴 볼 수 있다. 토출된 후 당

량비가 1인 영역, 즉 연료와 공기가 화학양론적으

로 혼합된 영역에서 최대온도를 가지며 하류로 진

행할수록 벽면에서 복사열손실로 인해 점차 온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NO는 화염면 끝단 부근에서 

생성되어 화염면의 하류, 당량비가 1부근인 영역에

서 최대값을 가진 후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출구에서의 NO는 약 32 ppm으로 실험에서 
측정한 56 ppm과 거의 비슷한 값을 예측하였다. 약
간의 차이는 본 연구에 적용한 NOx 계산이 온도와 

농도 계산 이후에 후처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한

계로 기인된다고 생각되며, 향후 발전된 NOx 계산

모델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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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도분포

(b) 당량비분포

(c) NO 분포

Fig. 6. 정상상태 (a)온도분포, (b)당량비분포, (c) NO 분포.

Fig. 7. 시간에 따른 출구에서 NO 분포 특성.

맥동연소조건의 경우 NO의 배출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듀티비가 각각 30과 50%인 

경우, 주파수가 1, 3, 5 Hz에 대하여 계산을 진행하

였다. 듀티비가 30%이고 주파수가 1, 3, 5 Hz인 경

우에 대하여 출구에서 NO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계산초기에 연료가 공급되므로 
정상상태 NO 값으로 유지가 되다가 연료공급이 중

단됨으로 인해 NO가 감소하다가 다시 연료가 공급

되면서 화염이 발생하여 NO가 증가되는 특성을 살

펴 볼 수 있다. 출구에서 NO의 증가와 감소 주기는 

맥동주기와 일치하였다.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NO
의 최대값은 줄어들고 최소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연료 공급 시간, 즉 듀티비에 따른 NO의 배출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30%와 50%의 듀티비에 대

하여 시간에 따른 출구에서 NO값을 Fig. 8에 나타

(a) 주파수 = 1 Hz

(b) 주파수 = 3 Hz

(c) 주파수 = 5 Hz
Fig. 8. 듀티비 변화에 따른 출구에서 NO 배출 특성 (a) 

주파수=1 Hz, (b) 주파수=3 Hz, (c) 주파수=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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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듀티비=30%, 주파수=1 Hz인 경우에 대한 온도, 당량비, NO 농도분포

Fig. 9. 한 주기동안 평균한 NO 배출량.

내었다. 1, 3, 5 Hz의 주파수를 가지는 3가지 경우 

모두 듀티비가 증가하면 NO의 최대값 및 배출량도 

증가되는 특성을 보인다. 듀티비가 증가하면 연료 

공급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복사관 내부에 화

염이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져 NO 배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서 복사관 내부의 화염 분포 특성을 

기술하겠다.
Fig. 9는 한주기 동안 출구에서 평균한 NO값을 

각각의 주파수와 듀티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주
파수가 증가할수록, 듀티비가 증가할수록 출구에서 

NO 배출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Fig.7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값은 감소하였

으나 최소값이 증가하여 1주기 동안 배출되는 NO
는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듀티비가 증가하는 경우

에는 1주기 전체 기간동인 배출량이 증가하여 1주기 
평균한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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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듀티비=30%, 주파수=3 Hz인 경우에 대한 온도, 당량비, NO 농도분포.

복사관내에서 NO 생성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Fig. 10, Fig. 11 그리고 Fig. 12에 각각 30%의 
듀티비와 1Hz의 주파수, 30%의 듀티비와 3 Hz의 주

파수, 그리고 50%의 듀티비와 3 Hz의 주파수를 가

지는 경우에 대하여 온도, 당량비, NO농도 분포를 나

타내었다. 각각의 그림은 한주기를 5개로 나누어 나

타내었으며 그림 당 시간간격은 0.2 주기이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최고온도는 화학양론적인 위치, 즉 

당량비가 1인 영역 근처에서 발생하며 고온영역은 

주로 연료 과농 영역, 즉 당량비가 1보다 큰 영역에 

분포한다. 맥동제어밸브가 닫혀 있을 때도 전체연

료유량의 20%가 공급되므로 연료노즐 근처에서 화

염이 존재한다. 이 화염은 맥동제어밸브가 개방되어 
연료가 공급될 때 점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듀
티비가 30%이고 주파수가 1 Hz인 경우 연료 공급시 
혼합챔버 내부에서 당량비가 1보다 크므로 공기가 

공급되는 쪽의 벽면을 따라 화염이 유지되며 복사

관 내에서는 당량비가 1근처인 영역에서 고온영역

을 가진다. 또한 연료 과농 영역에서도 고온영역이 

존재하나 연료 과농 영역의 상류와 하류사이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낮은 온도를 가진다. 이는 이영역에

서의 당량비가 다른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연료공급이 차단되면 발생된 화염은 복사관의 출

구 쪽으로 진행되어 간다. NO는 고온영역에서 발생

하며 화염과 마찬가지로 복사관 출구 쪽으로 이동

하게 된다. 듀티비가 30%이고 주파수가 3 Hz인 경

우에도 화염구조는 1 Hz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가

진다. 그러나 3 Hz인 경우에는 연료공급과 차단이 1 
Hz의 경우보다 단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1 Hz와
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기 바로 전에 상류 고온영역

과 하류 고온 영역이 복사관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즉 당량비가 1근처인 영역이 1 Hz인 경우에는 출구

에서만 존재하는 반면 3 Hz인 경우에는 출구와 출

구쪽 상류에 존재한다. 따라서 3 Hz인 경우가 1 Hz
인 경우보다 당량비 1근처에서의 고온영역이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어 1주기 당 평균한 NO양

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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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듀티비=50%, 주파수=3 Hz인 경우에 대한 온도, 당량비, NO 농도분포.

주파수를 더 높이면 이러한 영향이 증대되어 배출

되는 NO양은 더 증가하게 된다. 1 Hz인 경우가 3 
Hz인 경우보다 한 주기 동안에 복사관 출구로 배출

되는 연소가스의 최고온도는 높고 최저온도는 낮으

므로 NO의 최대값은 높고 최저값은 낮게 예측된다. 
듀티비가 50%인 경우는 30%인 경우보다 긴 시간동

안 연료가 공급되므로 연료분출 속도는 줄어들게 된

다. 따라서 50%의 듀티비를 가지는 경우에 연료가 

공급되는 동안 혼합 챔버에서의 화염은 혼합 챔버 

벽면 쪽에서 연료노즐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연료 

공급이 중단된 경우 복사관에서 혼합챔버로 전파되

는 화염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 50%의 듀티비를 가

지는 경우에 연료분출 속도가 감소하므로 연료와 공

기가 혼합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료 희박에서 연료 과농으로 변화되는 영역이 넓게 
분포한다. 화학양론적인 혼합비를 가지는 영역의 증

대로 인해 50%의 듀티비를 가지는 경우에는 고온

영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NO의 

생성량도 증가하게 된다.

4. 결 론

실험용 소형 맥동연소기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맥동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당량비 1근처와 고

온영역이 더 넓은 영역에 걸쳐 겹쳐서 존재하게 되

어 1주기 당 평균한 NO양은 증가하게 된다.
2) 맥동 주파수가 낮은 경우가 주파수가 높은 경

우보다 한 주기 동안에 복사관 출구로 배출되는 연

소가스의 최고온도는 높고 최저온도는 낮으므로 NO
의 최대값은 높고 최저값은 낮게 예측된다.

3) 연료 공급 시간, 즉 듀티비가 증가할수록 연료

분출 속도가 감소하므로 연료와 공기가 혼합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화학양론적인 

혼합비를 가지는 영역의 증대로 인해 고온영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NO의 생성량

도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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