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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ste Thermal Pyrolysis Melting process was proposed and has been studied in order to prevent air pollu-
tion by dioxin and fly ash generated from combustion process for disposal of waste. In this study, applica-
bility as the fuel of diffusion burner of synthesis gas formed from Waste Thermal Pyrolysis process was 
addressed.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flame shape between MNDF and SNDF, and 
lift off was detected in MIDF but flame is more stable in SIDF which contains hydrogen with high combus-
tion velocity as flow rate in first nozzle is increased. And radiation heat flux in inverse diffusion flame of 
synthesis gas was found to be more by 1.5 times than that in inverse diffusion flame of methane because of 
higher mole fraction of CO2 with high emissivity in product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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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 및 산업 발전

에 따른 산업 폐기물의 양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방식에는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있으나 매립방식은 매립지

의 부족에 따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매립에 의한 2차 
토양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고, 소각방식은 연소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비산재에 의한 2차 대

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러

한 기존 방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폐

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과정을 도입하여 연소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비산재의 발생을 억제시키

는 폐기물의 열분해 용융시스템(Waste Thermal Pyrolysis 
Melting Process)이 연구되어지고 있다[3-7]. 열분해 

용융시스템은 유기물이 무 산소상태에서 간접 가열

된 후 합성가스로 생성되는 원리를 쓰레기 처리에 

응용한 기술이다.
폐기물을 고압으로 압축한 후 탈가스채널에서 압

입, 600℃로 간접 가열하여 탈가스화 시켜 이 가스

를 고온 열분해하여 합성가스를 만들게 되는 데 이 

합성가스가스를 발전용 열원 또는 자체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데 쓰이게 된다. 폐기물의 열분해 용융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합성가스(Synthesis Gas)의 조

성은 H2, CO, CO2 등으로 구성 되어있고 이중 가연

성 가스인 H2, CO의 조성비는 70% 정도를 차지하

고 있어 또 다른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인 

Land Fill Gas(CH4, CO2, O2, N2)에 비하여 연소속도

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폐기물 열분해 용

융시스템은 열분해, 용융과정 등에 많은 열에너지

가 요구되어 진다. 특히 용융과정에서 소비되는 열

량은 전체의 30%로써 전체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기존개념의 용융과정에서는 사용된 연료

로는 사용이 편리한 LNG를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

용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을 높이기 위하여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체 

합성가스를 용융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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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의 열분해 용융시스템의 열

분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합성가스를 3개의 동심원 

파이프로 구성된 확산버너[10-12]의 연료로 적용하

여 지금까지 사용되던 LNG의 주성분인 메탄연료

를 사용하였을 때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합성가스

의 적용가능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층류 역확산버너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LNG가스의 조성비가 원산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LNG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메

탄을 기준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메탄 및 합성가

스의 연료변화에 따른 연소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화염특성을 잘 나타내는 층류화염(Lami-
nar Flame) 확산버너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을 실행

하였다.
확산버너의 길이는 층류유동이 충분히 발달이 된 

후 노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이를 최대한 확보

하여 선정하여 각각의 노즐을 설계를 하였다. 확산

버너의 노즐로 적용한 파이프는 Seam에 의한 유동

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Seamless-pipe를

(a) Cross section schematic of burner

(b) Schematics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1. Inversed diffusion flame burner.

Table 1. Flow rate of oxidizer and fuel

Gas Flow 
Rate(cc/min) Re#

①Oxidizer/Fuel
Air 0~2000 339.7
CH4 0~30 4.9

Syngas 0~130 30.5

②Oxidizer/Fuel
Air 0~2000 194.1
CH4 0~30 2.8

Syngas 0~130 17.4
③Oxidizer Air 0~2500 39.5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버너는 3개의 동심 파

이프를 Fig. 1(a)의 형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층류유동

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2, 3차 노즐부에 직

경 1.5~2 mm의 Glass Bead를 일정 높이로 충전하

여 가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 균일한 혼합을 유

도하였다. 확산버너의 길이는 350mm이고 1, 2, 3차 

노즐의 직경은 각각 8 mm, 17 mm, 62 mm이다. 1, 2, 
3차 노즐의 주입구는 공기와 연료를 독립적으로 공

급할 수 있도록 Fig. 1(b)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버너

의 각 노즐에 공급되는 연료 및 공기의 사용범위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2.2. 화염의 형성방법에 따른 명칭

연소화염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1차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고 2, 3차 노즐에 공기를 공급

하는 정상확산화염(Normal Diffusion Flame : NDF)
과 2차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고 1, 3차 노즐에 공기

를 공급하는 역확산화염(Inverse Diffusion Flame : 
IDF)계열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연료 및 공기의 공

급방식을 Fig. 2에 비교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화염

형성 방법에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확산

화염을 MNDF, 역확산화염을 MIDF, 합성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확산화염을 SNDF, 역확산화

염을 SIDF로 명명하였으며 각각의 연료/공기의 공

급 형상을 Fig. 3에서 비교하였다.

(a) NDF (b) IDF
Fig. 2. Schematic diagram of NDF and 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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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NDF (b) SNDF

(c) MIDF (d) SIDF
Fig. 3. Schematic diagram of MNDF, SNDF, MIDF and 

SIDF.

2.3. 층류 역확산버너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크게 연료와 공기의 공급 및 조절장

치, 복사열유속 측정장치, 버너로 구성하였으며 실

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4와 같다.
연료와 공기 공급 및 조절장치는 연료와 공기를 

버너의 각각의 다른 주입구로 독립적으로 주입되고 

각각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Fig. 1(b)와 같이 

구성하였다.
메탄과 공기의 공급은 MKS사의 15,000 sccm의 

질량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질량유량계(Type1179A)

Fig.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를 사용하였다. 또한 합성가스의 유량조절은 합성가

스를 구성하는 조성(H2, CO, CO2)의 변화를 고려하

여 3개의 질량유량계를 조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

으며 각각의 기체는 질량유량계를 통과하여 서로 균

일한 혼합을 위하여 합성가스가 공급되는 유로를 충

분히 확보하였고 연료와 공기의 유량은 질량유량계 

4채널 제어기를 사용하여 정밀 조정하였다.
연소기와 측정부의 경우 버너의 측정높이를 변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측정부에서 주위의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설치하였다. 연소화염

의 가시적 관찰과 화염형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디

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가시화 하였다.
복사열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라디오메터

(Radio-Meter)는 Oriel사의 70261 모델을 사용하였다. 
라디오메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Oriel사의 70260 모
델을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연소화염의 복사열유속

을 Point Measurement하기 위하여 Oriel사의 43240 
모델 광학렌즈 2개를 사용하여 Fig. 5와 같이 구성

하였다. Point Measurement를 위해 사용한 Oriel사의 

광학렌즈는 Calcium Fluoride(CaF2)로 코팅이 된 렌

즈이며, Average Transmittance는 93%로서 반사에 대

한 다른 추가적인 장치는 필요치 않았다. 사용된 라

디오메터와 광학렌즈의 사양은 Table 2, 3에 나타내

었다. 연소화염의 형상변화에 따른 복사열유속을 

측정하기위하여 x-축 오차 0.2 mm, y-축 오차 0.2 
mm, Z축 오차 0.5 mm의 3차원 기계적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화염높이 변화에 따른 복사열유속을 측정

하였다.

(a) Photographs of optics system

(b) Schematics of optics system
Fig. 5. Radio-meter and Lens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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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iel 70260 Specification
Spectral range 0.19~20 µm

Sensor diameter 8 mm
measurement range

Power
Energy

10 µW~2 W
50 J~230 mJ

Maximum power density 4 W/cm2

Maximum energy density(J/cm2) 0.6
Response uniformity(80% of area)

Power
Energy

3%
5%

Calibration accuracy ±3%
Time constant(sec) 0.3

Table 3. Oriel 43240 Specification
Diameter tolerance +0 mm~0.13 mm

Edge/Center thickness tolerance ±0.25 mm
Edge finish Fine ground, beveled

Focal length tolerance ±1%
Index of refraction

At 200 nm
At 500 nm
At 5.0 nm

1.50
1.43
1.40

Hardness(Knoop) 158.3 kg/mm2

Surface quality 40~20
Centration 3arc min(0.9mrad)

Back forcal length tolerance ±1%
Focus length(mm) 154.7

2.4. 실험 가스의 기본성질

2.4.1. 합성가스의 조성 비율

합성가스의 조성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1993~ 
1994년에 Thermosect사에서 측정된 합성가스의 조

성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조성비율은 Table 4와 같다. 
합성가스의 조성은 측정치 중 1994년 9월 합성가스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CO와 H2만을 가연성 가스

로 취급하고, 나머지 미량의 성분들은 불활성가스

(Inert-Gas)인 CO2로 취급하였다.

Table 4. Measurement data of synthesis gas
Mar.93 May.93 Jun.94 Sep.94

CO >34.0 39.0 38.0 35.0
H2 32.0 35.7 34.0 35.0

CO2 25.0 22.5 23.0 27.0
N4 3.0 2.8 3.7 2.8

CH4 n.d. <0.006 <0.1 <0.1
CnHm n.d. 0.013 <0.1 <0.1

Table 5. Component of synthesis gas
Case1 CO:25%, H2:45%, CO2:30%
Case2 CO:35%, H2:35%, CO2:30%
Case3 CO:45%, H2:25%, CO2:30%

Table 6. Heat capacity and adiabatic flame temperature 
at different fuel

발열량 단열화염온도

CH4 35.8 MJ/m3 2,225 K
Case1 8.002 MJ/m3 2,126 K
Case2 8.19 MJ/m3 2,136 K
Case3 8.378 MJ/m3 2,146 K

합성가스의 경우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성비

가 조금씩 변화하므로 합성가스의 기본 연소 특성 파

악을 위해, 합성가스의 평균 기본 조성을 H2:35%, 
CO:35%, CO2:30%로 하여 가연성 가스인 H2, CO의 

조성에 각각 ±10%의 변화를 주었으며 합성가스의 

조성에 따른 각각의 실험조건은 Table 5와 같다.

2.4.2. 합성가스와 메탄의 발열량비교

메탄과 합성가스의 각각의 조성비에 따른 발열량

과 단열화염온도를 Table 6에 비교하였다. Table 6을 
살펴보면 메탄의 발열량이 합성가스 발열량에 비하

여 약 4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성가

스의 발열량과 단열화염온도는 수소의 비율이 감소

하고 일산화탄소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발열량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층류화염의 안정화

층류화염에서 가장 중요한 화염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1차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고 3차 노즐에 공

기의 유량을 결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3차 노

즐에 공기의 유량이 부족한 경우 화염의 Tip이 심하

게 떨리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므로 화염의 안정화조

건 확보를 위해 외곽 공기의 유량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화염이 공기일정유량이상에서는 화염의 변화

가 거의 없이 일정한 화염형상을 형성함을 확인하

였다. 화염의 안정화되는 공기의 유량을 층류화염 

실험에서 연료의 유량의 최대치인 30 cc/min에서 안

정화 되는 15 L/min 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연소화

염은 Fig. 6과 같다.

3.2. MNDF와 SNDF의 화염 및 복사열유속

NDF화염이란 1차 노즐에 연료가 공급이 되고 2, 
3차 노즐에 공기가 공급되는 경우의 화염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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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min 16 L/min 17 L/min 18 L/min 19 L/min
Fig. 6. Effect of surrounding air flow rate at methane 

flow rate 30cc/min on flame stability.

가장 일반적인 확산화염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정

상 확산연소화염이다.
NDF의 화염을 분석하기 위하여 1차 노즐에 메

탄을 공급하고 3차 노즐에 공기를 공급하는 MNDF 
조건에서의 연소화염을 비교하였다.

Fig. 7은 1차 노즐에 연료유량을 15 cc/min에서 30 
cc/min으로 증가할 경우의 연소화염을 비교하였다. 
메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MNDF화염은 층류화

염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료의 유량증가에 따른 화

염 길이의 선형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소화염 중 황염 부분이 많이 발생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합성가스의 혼합비율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을 Fig. 

8에 비교하였다. 합성가스의 유량은 메탄의 발열량

을 대비하여 동일발열량 유량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8의 합성가스의 연소화염을 살펴보면 메탄화염에 

비하여 연소화염이 전체적으로 청염을 띄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합성가스의 연소에서는 

Soot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음으로 Soot에 의한 발

광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cc/min
(8.95 W)

20 cc/min
(11.93 W)

25 cc/min
(14.92 W)

30 cc/min
(17.9 W)

Fig. 7. Flame patterns of different fuel rate in MNDF.

Case1
(89.48cc)

Case2
(87.42cc)

Case3
(85.37cc)

Fig. 8. Flame patterns by different synthesis gas com-
ponent in SNDF(11.93W).

Fig. 9. Flame length at different fuel flow rate.

MNDF와 SNDF의 각각의 조건에서의 연소화염의 
길이를 가시적 화염의 길이(Hf : Luminous Flame 
Height)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순간사진 촬영을 5회 이상하여 측정하였다. 
Fig. 9에 비교된 합성가스의 유량표시는 메탄의 발

열량을 대비하여 동일발열량으로 표시하였다. 합성

가스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은 연료유량이 

클수록 CO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화염의 길이가 증

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2의 조성이 증가할수

록 화염의 길이가 짧아짐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상

대적으로 연소속도가 느린 CO와 상대적으로 연소속

도가 빠른 H2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연료의 동일발열량(11.93 W)에서 2차 노

즐의 유량변화에 따른 화염변화를 Fig. 10, 11에 비

0 cc/min 100 cc/min 200 cc/min 300 cc/min
Fig. 10. Flame patterns of different secondary pipe air 

flow rate in MNDF(11.93W).

0 cc/min 100 cc/min 200 cc/min 300 cc/min
Fig. 11. Flame patterns of different secondary pipe air 

flow rate in SNDF(11.9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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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메탄을 연료로 사용한 Fig. 10을 살펴보면 
2차 노즐의 공기유량이 증가를 하여도 화염의 형상

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단

지 화염 하단부 폭이 노즐의 폭과 유사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합성가스를 연료로 상용한 Fig. 11을 

살펴보면 합성가스의 화염길이가 메탄화염에 비하

여 동일발열량을 나타내는 유량에서 화염의 길이가 

짧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도 합성가스의 가

연성 가스인 수소의 연소속도가 빨라 메탄화염에 비

하여 합성가스의 화염의 길이가 짧다고 판단된다.
메탄과 합성가스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연소화

염에서 측정되는 복사열유속을 동일발열량(11.93 W) 
조건에서 Fig. 12에 비교하였다. Fig. 12를 살펴보면 

메탄의 경우 2차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40 cc/min에서 80 cc/min으로 증가하여도 복사열유

속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 하였으며 흑체복사구

간에서 높고 일정한 복사열유속이 측정되었다. 흑체

복사구간이 발생되는 원인은 황염에서의 Soot에 의

한 영향이라 판단된다. 합성가스의 경우 CO의 조

성 비율이 감소할수록 화염에서의 복사열유속의 크

기가 증가하였다. 조성비에 따라 복사열유속이 증가

하는 원인은 공급되는 합성가스의 CO와 H2의 비율

변화에 따라 연소과정 후 생성되는 CO2와 H2O의 

비율이 변화되고 CO2와 H2O의 비율 변화는 방사율

과 단열화염온도에 영향을 미쳐 복사열유속이 변화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메탄화염에서의 복사열유속

에 비하여 합성가스에서 복사열유속의 값이 더 크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합성가스

의 방사율이 메탄에 비하여 크고 공급유량이 메탄

에 비하여 약 4배 이상(동일발열량 기준) 공급되기 

때문에 분자복사가 증가되어 복사열유속이 높게 나

타난다고 판단된다.

Fig. 12. Radiation heat flux at different fuel and air flow 
rate(11.93W).

3.3. MIDF와 SIDF의 연소화염 분석

Fig. 13과 같이 2차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고 1차, 
3차 노즐에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방식을 역확산화

염이라 하고 이러한 역확산화염은 다음과 같은 연

소 메커니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메탄 확산화

염의 경우는 화염대 안쪽인 연료측에서 매연 기본

입자가 주로생성이 되고 생성된 매연 기본입자들이 

유동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면서 성장하여 기본 입

자들의 평균 크기가 증가하거나 입자간의 결합을 통

하여 마치 포도송이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다. 하
지만 매연 입자가 화염면을 통과하면서 부터는 급격

히 산화되어 소멸을 하지만 역확산화염의 경우 Fig. 
13과 같이 화염대를 기준으로 연료 쪽에서 매연 입

자가 발생하고 형성된 매연입자는 화염대를 통과하

지 않게 되므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매연 입자가 소

멸되지 않아서 매연입자에 의한 복사 열 전달이 커

지게 되므로 복사 열 전달 향상에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연소 형태이다.
메탄을 사용한 역확산화염(MIDF)은 1차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에 따라 연소화염을 Fig. 14와

Fig. 13. Schematic diagram of inverse diffusion flame.

(a) Inverse Diffusion Flame (b) Double Flame

(c) Open flame (d) Lift-off flame
Fig. 14. Flame patterns of M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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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노즐에 공

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1)역확산화염, 
2)중앙에 화염이 하나 더 생기는 이중역확산화염, 
3)중앙의 화염이 외곽화염을 통과하고 나간 오픈화

염, 4)중앙의 이중화염이 외곽화염을 통과하고 Lift- 
off된 상태의 Lift-off 이중화염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a) Inverse 
Diffusion Flame

(b) Double Flame (c) Open flame

Fig. 15. Flame patterns of SIDF.

(a) MIDF

(b) SIDF
Fig. 16. Stability of IDF at different primary nozzle air 

flow rate.

메탄을 사용한 MIDF화염에서는 중앙의 공기 유

량의 증가에 따라 화염의 Lift-off의 발생으로 인하

여 화염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Fig. 15의 합성가스를 사용한 SIDF의 경우도 MIDF 

화염과 유사하게 중앙의 공기 유량이 증가를 할수

록 화염의 형태가 메탄을 사용한 Fig. 14와 유사한 

연소화염형태로 변화되지만 메탄화염과 달리 Lift-off
화염이 본 실험 영역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황염도 관찰되지 않았다. 합성가

스의 SIDF화염에서는 실험범위 유량에서는 중앙 공

기의 유량증가에 따른 화염의 Lift-off 현상이 나타

나지 않았음을 Fig. 16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Fig. 16을 살펴보면 발열량이 11.93 W에서의 메탄

의 경우 중앙의 공기 유량이 170 cc/min 이상이 되

면 중앙의 화염이 Lift-off가 발생을 하지만 합성가

스의 경우 중앙의 공기유량이 2000 cc/min 이상에서

도 중앙화염의 Lift-off 현상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합성가스의 경우 메탄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연료

유량이 공급되었어도 보다 나은 화염의 안정성이 나

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유는 합성가스의 조성중 수소의 연소속도가 빨라 화

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판단된다.

3.4. MIDF와 SIDF의 복사열유속 분석

메탄과 합성가스의 조성비에 따른 역확산화염 형

태인 MIDF 연소화염과 SIDF 연소화염에서 측정되

는 복사열유속을 동일발열량(11.93 W) 기준에서 측

정하여 Fig. 17에 비교하였다. Fig. 17을 살펴보면 메

탄의 경우 1차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증

가할수록 복사열유속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데 이는 Fig. 14의 화염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공기의 증가에 따라 2중 화염면이 형성되어 이에 따

Fig. 17. Radiation heat flux at different fuel and primary 
nozzle air flow rate for MIDF and S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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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열복사량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합성가스의 경우 
복사열유속의 크기가 합성비율에 따라 약간의 변화

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메탄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 
높은 복사열유속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확산버너에 폐기물 열분해 용융시스템에서 발생

되는 합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실험인 

공기-합성가스 연소실험을 통하여 연소화염 안정성

과 복사열전달 특성 결과를 도출하였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될 산소-합성가스 실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1차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고 3차 노즐에 공기

를 공급하여 형성시킨 정상 확산화염의 경우 메탄

화염과 합성가스의 화염형태는 큰 차이를 발생 하

지 않았지만 합성가스의 연소에서 수소성분에 의해 

빨라진 연소속도에 의해 화염의 길이가 메탄연소 

화염에 비하여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
2) 합성가스의 경우 CO의 조성 비율이 증가할수

록 화염에서의 복사열유속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복
사열유속이 증가하는 이유는 CO의 조성 비율이 증

가 할수록 단열화염온도가 높아지고 방사율의 변화

를 통한 분자복사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3) 메탄의 역확산화염에서는 중앙의 공기 유량의 

증가에 따라 화염의 Lift-off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

염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합성가스

의 역확산화염에서는 실험범위내의 유량에서는 중

앙 공기의 유량증가에 따른 화염의 Lift-off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4) 메탄 역확산화염의 경우 1차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2중 화염면형성에 따른 

복사열유속이 증가하였다. 또한 합성가스 역확산화

염의 경우에는 복사열유속의 크기가 합성비율에 따

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메탄에 비

하여 약 1.5배 높은 복사열유속이 증가되어 역확산방

식의 합성가스버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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