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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oot 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he instability of laminar diffusion flames we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using a concentric co-flow burner. When a small amount of air was supplied through an inner 
nozzle, a stable propane laminar diffusion flame became unstable and began to oscillate mainly due to the 
dilution effect. The increase of air flow rate transformed an oscillating non-sooting flame into a stable non- 
sooting flame. When the air flow rate was continuously increased an inner flame was formed and the flame 
was changed to an oscillating sooting flame, an oscillating non-sooting flame and finally a stable non-sooting 
hollow flame. When the air flow rate was decreased, a non-sooting hollow flame was eventually changed 
back to a stable non-sooting flame. The presence of an inner flame, however, altered the soot formation cha-
racteristics of a flame. More soot production was observed with the presence of an inner flame. The increased 
or decreased soot formation/oxidation rates, the radiation heat loss, and the heating effect of inner flames are 
most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the observed instability of laminar diffusion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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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축류 확산화염은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면 부

력 효과로 인해 화염의 주위에 와동이 발생하여 화

염이 불안정해지고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동축류 

확산화염은 화염과 와동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5]. 화염의 불안정성은 화염의 
크기, 온도 분포 및 유동장 특성 등의 영향을 받으

며 대부분의 동축류 화염의 진동은 부력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와동이 지배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5]. Katta et al.[6]은 특정 조건에서 불안정해지는 

확산화염을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였으

며, 부력효과 뿐만 아니라 매연의 복사열전달 특성

도 확산화염의 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다. Shaddix et al.[7]은 역확산화염의 와류가 생성되

는 지역에서는 PAH 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따

라서 화염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열

전달의 영향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동축류 확산화염의 불안정 특성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남연우[8]는 동일한 

버너에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여 연료의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축류 확산화염의 불안정성 특성을 

알아보았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화염은 연료의 유

량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메탄, 에탄, 프로판 및 n-부탄 화염은 연료 유

량이 증가하면 불안정해지고 진동하였다. 특히 프로

판과 n-부탄 화염에서는 연료 유량에 따라 매연이 

방출되면서 화염이 진동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때 연료에 따른 화염 불안정성 특성의 차이는 화염 

내부에 생성되는 매연량의 차이로 해석되었다. 화염 
내부의 매연체적분율이 감소하면 복사 열손실이 감

소하고 화염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부

력 효과에 따른 화염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연의 방출과 진

동이 동시에 관찰된 프로판 확산화염에 대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화염의 매연생성 특성과 화염 온

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중 동축류 버너를 

사용하였다. 이때 프로판 확산화염의 내부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매연생성 특성이 확산화염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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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ame shapes with various air flow rates through the inner nozzle.

2. 실험장치 및 방법

동축류 층류확산화염의 매연생성 특성과 불안정

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는 Fig. 1의 이중 동축류 

버너가 사용되었다. 이중 동축류 버너는 내경이 11.1 
mm인 외부 노즐과 외경과 내경이 각각 6.35 mm와 

5.64 mm인 내부 노즐로 구성되었다. 외부 노즐과 내

부 노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두 노즐

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항상 축대칭 화염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외부 노즐을 통하여 프로판(순
도 99.5%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내부 노즐에는 실험 
조건에 따라 유량을 변화시킨 공기가 공급되었다. 
외부 노즐에 공급되는 프로판 유량을 180 sccm(stan-
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 1기압, 0℃)로 일

Fig. 1. Concentric co-flow burner.

정하게 유지하고 내부 노즐의 공기 유량은 0에서 

2,000 sccm까지 단계별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이때 공기 유량을 0에서 2,000 sccm으로 증가시키

는 방향(이하 upward)과 2,000에서 0 sccm으로 감소시

키는 방향(이하 downward)의 2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화염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노즐 주위

로 60 slpm(standard liter per minute)의 shield 공기가 

공급되었다. 프로판과 공기의 유량 제어에는 질량흐

름제어장치(MKS, MFC)와 readout 장치(LOKAS, GMATE 
2000)가 사용되었다.

화염의 내부 구조와 매연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532 nm 파장의 Nd:YAG 레이저(Big Sky Laser, CFR 
200)와 실린더형 렌즈 및 CCD 카메라(Sony, XC- 
HR50)를 이용하여 레이저 광산란 신호를 측정하였

다. 화염 내부의 매연입자에서 발생한 2-D 산란 신

호는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f=105 mm, 셔터 속도 
1/50,000 sec) 레이저가 조사된 수직 방향에서 측정

되었다. 진동하는 화염의 진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CCD 카메라로 60 fps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으

며, 특정 조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Nikon, D-100)
로 직접사진을 촬영하였다.

화염의 수평단면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경에 대

해서 적분된 매연체적분율(이후 적분된 매연체적분

율)은 레이저 광소멸법[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르곤 이온 레이저(Spectra Physics, Sta-
bilite-2017)과 광다이오드(Hamamatsu, S2281-01)가 사

용되었다. 화염 온도는 이색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자

세한 측정 방법은 참고문헌[10]에 나와 있다. 이때 

측정된 온도는 측정 경로에 따라 적분된 화염의 평

균 또는 대표 온도를 나타내며 매연이 가장 많이 존

재하는 지역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1]. 진동하는 화염의 매연체적분율과 온도 측정

은 진동주기를 고려하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였다. 
화염의 위상과 동기시키면서 신호를 5 kHz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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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flames observed from upward experiments
condition flame observation

velocity 
(m/s) Re

inner flame oscillation emitting flame openfuel, C3H8, 180 sccm 0.05 118
air flow rate(sccm)

u
p
w
a
r
d

0 0 0 - stable non-sooting closed flame
300 0.2 71 - oscillating non-sooting closed flame
500
600

0.33
0.40

118
142 - stable non-sooting hollow flame

650 0.43 154 attached oscillating sooting closed flame
750
1000
1050
1100
1250
1300

0.50
0.67
0.70
0.73
0.83
0.87

178
237
249
261
296
308

attached oscillating non-sooting hollow flame

1310
1350
1600
2000

0.87
0.90
1.07
1.33

310
320
379
474

lifted stable non-sooting hollow flame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flames observed from downward experiments
condition flame observation

velocity 
(m/s) Re

inner flame oscillation emitting flame openfuel, C3H8, 180 sccm 0.05 118
air flow rate(sccm)

d
o
w
n
w
a
r
d

2000
1600
1350
1310
1300
1250
1150

1.33
1.07
0.9
0.87
0.87
0.83
0.77

474
379
320
310
308
296
272

lifted stable non-sooting hollow flame

1100
1000
750

0.73
0.67
0.5

261
237
178

attached oscillating non-sooting hollow flame

650 0.43 154 attached oscillating sooting closed flame
600
500

0.40
0.33

142
118 attached oscillating non-sooting closed flame

300 0.2 71 attached stable non-sooting closed flame

주파수로 5초 동안 측정하고 위상을 일치시켜 평균

값을 구하여 진동모드 각각에서 매연체적분율과 화

염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외부 노즐의 프로판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서 내부 노즐의 공기 유량을 증가시키면 공기 유량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화염이 관찰되었다. Fig. 2는 
내부 노즐의 공기 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변

하는 화염의 직접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의 유

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한 실

험 조건은 각각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진동하

는 화염의 경우에는 화염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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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화염을 대표사진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과 2에
는 Fig. 2의 조건에서 관찰된 화염의 진동 또는 매

연 방출 특성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공급되는 공

기의 유량이 증가하면 초기에는 내부화염이 형성되

지 않고 단지 연료 희석 효과만 발생하였다. 공기

의 유량이 더 증가하면 내부에 부착된 역확산화염

이 생성되고 결국에는 노즐에 부착되지 않은 부상 

화염(lifted flame)이 형성되었다. 공기 유량을 감소

시키는 경우에는 항상 내부화염이 존재하였으며 따

라서 연료 희석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연을 방출하지 않는 프로판 확산화염의 내부에 

일정량의 공기를 공급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확산

화염은 진동을 하며 불안정해지며 특정한 조건(공
기 유량 650 sccm)에서는 생성된 매연이 완전히 산

화되지 않고 외부로 방출되었다. Fig. 2에서 보여주

는 것처럼 내부 노즐의 공기 유량이 300~600 sccm
과 1,100~1,300 sccm일 경우에는 동일한 유량의 공

기가 공급되어도 내부화염의 존재 유무와 화염의 형

태에 따라 전체 화염의 구조, 불안정성 및 매연생

성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Fig. 3은 순수 프로판 확산화염과 내부 노즐로 300 

sccm의 공기가 공급되는 화염의 직접사진과 매연

입자 산란 신호를 보여준다. 내부에 화염이 형성되

지 않는 조건(upward 300 sccm)에서는 화염의 길이

가 감소하고 매연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화염이 진

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내부 노즐로 공급되는 공

기의 연료 희석 효과로 의해 생성되는 매연의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소량의 공기가 프로판과 

미리 혼합되어 공급되는 기존 연구 결과[9,12,13]와
도 일치한다. 내부노즐로 공급된 공기의 희석 효과

로 화염 내에서 생성되는 매연의 감소와 이에 따른 

복사 열손실의 감소는 화염 상부의 온도를 상대적

으로 높게 유지시키게 된다[14,15]. 따라서 화염 상

부에서 부력 효과가 증가하고 진동이 발생한다고 생

각된다. 이때 진동하는 영역이 화염의 상부로 국한

되며 진동의 폭도 비교적 작았다. 직접사진으로부터 
내부화염이 존재하는 조건(downward 300 sccm)의 

경우 고온지역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매연입자의 산란 영상으로 부터 매연의 

생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부 역확산화

염의 존재로 매연생성 지역의 온도가 증가하고 역확

산화염에 의한 매연입자의 증가로 전체 화염의 매연

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화염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upward 300 sccm)와는 달리 내부화염

이 존재하는 경우(downward 300 sccm) 화염은 거의 

진동하지 않았다. 내부화염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의 
역확산화염에 의해 매연이 증가하지만 내부화염의 

길이가 매우 작으므로 화염의 상부에서는 증가된 매

연에 의한 복사 열손실의 영향으로 화염 온도가 오

Fig. 3. Flame and light scattering images of 0 and 300 
sccm cases (upward and downward).

Fig. 4. Flame and light scattering images of upward 500 
and 600 sccm cases.

히려 낮아지고 부력효과에 의한 진동이 억제된다고 

생각된다.
내부 노즐의 공기 유량을 점차 증가시키면 진동

하던 화염이 안정화되고 화염의 중심 부분이 열리

는 중공 화염(hollow flame)이 형성되고 화염의 길

이가 줄어들었다. Fig. 4는 화염 사진과 매연입자의 

산란 신호를 보여주며 유량이 증가된 공기의 희석 효

과로 생성된 매연의 양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내부 노즐의 공기의 양을 650 sccm으로 증가시키

면 Fig. 5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화염이 진동하

면서 매연이 방출되었다. 이때 매연 입자의 산란신

호의 세기가 강해지고 매연 분포 영역이 매우 넓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즐에 부착되어 형성된 

내부화염으로 인하여 매연 생성 지역의 온도가 상승

하게 되고, 이로 인해 inception, PAH, precursor par-
ticles 등과 같은 초기 매연 입자의 성장이 증가하고, 
증가된 매연은 모두 산화되지 못하고 화염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역확산화염에

서의 매연 생성 증가[7,16,17]와 같은 현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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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quential flame and light scattering images of 650 sccm case.

할 수 있다. 또한 길이가 길어진 내부화염의 영향

으로 화염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부력효과

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의 

화염 진동수는 약 12.8 Hz를 나타내었다.
진동하며 매연을 방출하는 조건(650 sccm)에서 앙

상블 기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매연체적분율과 

화염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6은 한주기 동안 시간

에 따라 변하는 매연체적분율을 보여준다. 화염의 하

부에서 생성된 매연을 포함하는 화염이 높이 60 mm 
부근에서 초기 화염에서 분리되고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한주기 동안 시간에 따라 

변하는 화염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매연을 포함하

Fig. 6. Integrated soot volume fractions during one pe-
riod of oscillating flame of 650 sccm case.

는 화염이 초기 화염에서 분리가 되면 높이 60 mm 
이후에도 화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따라서 매연

입자가 산화되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내부 노즐의 공기 유량을 계속하여 증가시키면 

화염은 진동하며 길이가 줄어들었다. Fig. 8은 내부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의 증가로 화염의 선단이 열

리면서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때 내부

화염은 노즐에 부착되어 있는 역확산화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매연입자의 산란 신호로부터 화염 

내부에서 생성된 매연 입자가 모두 산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생기는 화염의 진동은

Fig. 7. Flame temperatures during one period of osci-
llating flame of 650 sccm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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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ame and light scattering images of upward 
cases from 750 to 1,250 sccm of air flow rate.

내부화염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형성되

면서 부력효과에 의해 발달하는 와동에 의해 발생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기 유량 1,310 sccm의 조건에서는 내부화염이 

노즐로부터 분리되어 부상화염이 형성되었다. Fig. 9
로부터 화염 내의 공기를 1,310 sccm 이상으로 공급

하게 되면, 공기의 출구 속도가 증가하여 내부화염

이 노즐에 부착되지 못하고 확산화염의 내부에 떠 

있는 부상 화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 유량이 증가할수록 내부 노즐의 출구 속도가 증

가하여 프로판 화염 내부 부상화염의 위치가 화염 

선단 쪽으로 이동하지만 화염의 날림은 발생하지 

않았다. 내부 노즐의 속도가 증가하여 고속 유동이 

형성되어도 외부 확산화염으로 인해 날림현상(blow 
off)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18]와도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조건에서는 화염은 거의 

진동하지 않으며 이는 화염 내의 부상화염이 전체 

화염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화염의 진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 유량을 감소시키는 방향

(downward)으로 수행된 실험의 공기 유량이 1,310 
sccm 이상인 조건에서는 공기 유량을 증가시키는

Fig. 9. Flames with 1,310-2,000 sccm cases (upward).

실험과 동일한 화염(Fig. 9)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공기 유량 1,300~1,150 sccm 구간에서는 증가시키는 
경우(upward)와 다른 형태의 화염이 형성되었다. Fig. 
10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공기 
유량을 증가시키는 경우(upward)에는 내부화염은 노

즐에 부착되어 있지만, 공기 유량을 감소시키는 경

우(downward)에는 내부화염은 노즐에 부착되지 않

고 부상 화염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일종

의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공기 유량 범위에서는 내부화염이 두개의 다른 위

치에서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상화

염의 위치에서는 화염의 전파속도와 공기의 유동속

도가 평형을 이루게 되고, 부착 화염의 경우에서는 

튜브의 경계부분에서 화염의 전파속도가 유동속도

보다 빠른 화염 고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량의 범위에서는 내부화염은 두 가지 위치 중 

조건에 맞는 위치를 선택하게 된다. 내부에 부상화

염이 계속 존재할 경우 화염이 노즐에 부착되어 있

는 경우와는 달리 화염의 진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Fig. 9에서와 같이 내부의 부상화염이 화염 전

체를 안정하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내부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 유량이 1,100 sccm 이

하가 되면 부상되어 있던 화염이 내부 노즐에 부착

되었다. 공기 유량 1,100~750 sccm 범위에서는 화

염은 진동을 하지만 매연이 방출되지 않고 화염의 

가운데가 열린 중공 화염의 형태가 되었다. 계속하

여 공기 유량을 650 sccm까지 감소시키면 화염은 진

동하며 매연을 방출하였으며 이는 Fig. 5에서 보여

주는 공기 유량을 증가시키는 실험의 650 sccm 조
건에서 형성된 화염과 동일하였다.

Fig. 10. Flames with 1150-1300 sccm cases (upward 
and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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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quential flame and light scattering images of downward 600 sccm cases.

내부 노즐에 화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

기 유량이 600 sccm로 감소하면 화염은 계속하여 진

동하지만 매연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았다. Fig. 11은 
진동하는 화염의 연속사진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

진 매연입자 산란 신호를 보여준다. 동일한 공기 유

량 조건에서 내부화염이 없는 경우(upward 600 sccm)
인 Fig. 4와 비교하면 화염 크기의 증가와 화염의 

진동뿐만 아니라 매연입자의 분포도 매우 크게 증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내부화염으로 인

하여 화염의 상류 지역의 화염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이에 따른 부력효과로 화염의 진동

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매연생성 특성이 확산화염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 동축류 프로판 확산화염을 이용하여 실

험적으로 알아보았다. 내부 노즐로 공급된 공기 유

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화염이 진동하거나 매연

이 방출되는 다양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내부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 유량을 점차 증가시

키면(upward 300 sccm) 연료에 대한 공기 희석 효과

로 매연의 생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매연 입

자의 복사 열손실이 줄어들고 화염 상부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어 부력효과에 의한 화염 진동이 발생

하였다. 공기 유량이 증가하면(upward 500~600 sccm) 
화염의 상단이 열리면서 안정적인 중공 화염이 형성

되었다. 공기 유량이 좀 더 증가할 경우(upward 650 
sccm) 확산화염 내부에 노즐에 부착된 역확산화염

이 발생하고 전체 화염은 진동하며 매연을 화염 외

부로 방출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매연체적

분율과 화염 온도의 측정 결과로 부터 내부 노즐에 

부착되어 형성된 역확산화염이 매연생성과 화염의 

불안정성 모두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기 유량을 더 증가시키면 화염은 진

동하지만 매연의 방출이 없는 형태를 보이다가 궁

극적으로 내부에 부상화염을 갖는 안정된 중공 화

염의 형태가 되었다.
내부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 유량을 감소시키면 

공기 유량이 적어도(downward 300~600 sccm) 내부

에 역확산화염이 형성되었다. 내부화염이 존재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매연의 생성이 증가하였으며 화염

의 크기가 비교적 길게 유지되고 downward 300 sccm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화염에서 진동이 발생하였

다. 따라서 내부 역확산화염의 존재 유무는 매연생

성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는 화염의 불안정성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화염이 존

재하면 매연생성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복사 열손

실에 의한 화염 온도 감소와 내부화염의 존재에 따

른 화염 온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력효

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화염의 불안정성이 정해진

다고 해석될 수 있다. 내부 노즐에 화염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급되는 공기의 희석효과로 매연의 생성과 

복사 열 손실이 감소하여 화염의 상부에서 부력효

과가 나타나고 화염이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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