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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for three different fuels(CH4,C2H4 and C3H8) to investigate the combus-
tion characteristics and the local reaction intensity with combustor pressure(-30kpa~30kpa). Regardless of fuel 
composition, EINOx decreased with reducing pressure decreased. Structure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were 
also largely affected by the combustor pressure. In addition, reaction intensity in terms of the changing combus-
tor pressure and equivalence ratio was investigated. Combustion reaction in higher than atmospheric pressure 
was very active than the lower combustor pressure. When the combustor pressure is lower than the atmos-
pheric pressure, the overall reactivity is noticeably enhanced due to the elevated diffusion process of unburned 
mixture. It was found that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the methane and propane flames are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pressure while those of ethylene flame are less sensitive to the combust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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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Φ : Equivalence ratio
P* : Pressure index

Pabs : Absolute pressure
Patm : Atmospheric pressure
I : Mean intensity

1. 서 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강화된 환경규제에 의해 
가정용 보일러 및 산업용 보일러, 연소로 등 연소

시스템의 경우 연소 효율 증가와 배출가스 감소를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연소기술의 개발이 필요

하다. 최근, 열전달 증가와 연소가스의 누출을 막기 

위하여 유도 유동 화염시스템의 응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도 유동 화염은 연소기 출구에 강

제 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소가스를 외부로 배

출하며, 이때 연소실 내부에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

력 상태가 유지된다. 따라서 유도 유동 화염을 능동

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압력 변동에 대

한 연소 현상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연소현

상에서 연소실 압력은 연소속도, 화염안정화 및 화

염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압력 

변화와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기압이상

의 연소실 조건에서 수행되었고, 대기압 이하 낮은 

연소실 압력 조건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험이 

수행 되었다. Soike[1]는 난류화염에서 연소실 압력

과 화염구조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Kobayashi[2]
는 난류 예혼합 화염에서 화염면의 난류연소속도 및 
화염구조에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Lia-
kos[3]는 연소실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소 반응

율과 온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낮은 연소실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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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조건에서 유도 유동화염의 특성을 관찰한 본 연

구팀의 선행 연구에서는, 메탄 부분 예혼합에서 다

양한 연소실 압력 및 당량비에 따른 국소반응 특성

과 배출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대기압보다 낮

은 압력 조건에서 화염대가 넓고 균일하게 분포하

며 국소 고온 영역이 제거되어 NOx 저감 효과가 뛰

어남을 보고 하였고, 중심반응대의 국소 자발광 강

도가 희박 조건에서는 대기압 이상 연소실 압력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과농한 조건에서는 대기압 이

하의 낮은 연소실 압력에서 활발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4]. 이는 대기압 이하의 과농한 조

건에서 미연 연료의 빠른 확산에 의해 주위공기류

와의 연소반응이 활성화 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압력에 따른 연료 확산이 연소 특성과 반응 

강도에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메탄연료의 확산속도와 연소실압력간의 상관관

계는 다른 연료를 이용한 연소조건에서도 적용될지

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료의 확산계수에 따른 연소

특성을 관찰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Slattery[5]는 압

력변화 조건에서 다양한 기체의 자기확산계수에 의

해 온도가 변하는 과정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Octavio[6]는 다양한 연료에 대한 압력과 

확산계수에 따른 연소 특성을 조사하였다. Gohari[7]
는 메탄, 에틸렌, 프로판 연료에 대해 연소실 압력 

변동을 이용하여 각 연료들의 가연한계 및 주파수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연료의 확산계수에 따라 

서로 다른 연소 특성이 있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료(CH4, C2H4, C3H8)의 연

소실 압력 변화에 대한 연소 현상을 조사하기 위하

여 배출특성, 국소평균온도, 국소 영역의 실시간 자

발광 계측을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크게 연소실 압력

을 조절하는 부분과 혼합기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구

성된다. 연소실내 대기압이상의 압력을 형성할 경

우, 고압 압축기를 이용하여 연소실 입구에서 공기

를 공급하고 출구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형성하였

다.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형성할 경우, 출구부에서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연소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

고 입구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형성하게 된다. 연
소실에 공급되는 주위 공기류는 질량유량계(KOFLOC 
HFC-300)를 통하여 계측되어지고, 게이트 밸브를 조

절하여 연소실 압력을 제어하였다. 이때 모든 압력 

조건(-30~30 kPa)에서 연소실내에 동일한 유량(140 
L/min)을 공급하였다.

Fig. 1. Detail diagrams of combustor and mixture no-
zzle.

혼합기는 건조공기와 연료를 질량유량계(KOFLOC 
MFC-3660)로 조절하여 혼합실에서 생성된다. 혼합

실내에는 스테인리스 볼과 허니콤을 설치하여 혼합

기의 유동을 정류하였다.
Fig. 1은 연소기와 디퓨져를 상세히 나타낸 것이

다. 연소기는 55 mm × 55 mm × 500 mm인 정방형이

며, 연소기 전․후면에 광학계측용 가시화창(45 mm 
× 300 mm × 5 t, λ = 200~2,000 nm)을 설치하였다. 화
염장의 온도 계측용 프로브를 삽입하기 위하여 10 
mm 간격의 측정 홀(d = 5 mm)을 연소기 측면에 가

공하였다. 디퓨저는 혼합가스의 분사압력과 분사속

도를 낮추고 대기압 이하의 조건에서 화염의 안정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사용하였다. 보염기는 압력변동

에 대한 화염의 안정화를 위해, 중심 출구(d = 8 mm)
를 중심으로 반경 1.5 mm인 보조 인젝터를 8개 설

치하여 파일럿 화염을 형성하였다.

2.2. 실험 조건 및 방법

화염의 국소반응특성과 배출특성 등의 연소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량비, 압력지수(P* = Pabs/Patm)
를 조절하였다. 당량비는 순도 99.99%의 메탄(CH4), 
에틸렌(C2H4), 프로판(C3H8)과 습기가 제거된 압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ange

P* 0.7 1.0 1.3(-30, 0, 30 kPa)
Fuel CH4 C2H4 C3H8

Φ 0.8 1.0 1.2 0.8 1.0 1.2 0.8 1.0 1.2
Q (W) 0.54 0.67 0.77 0.59 0.73 0.86 0.57 0.71 0.84 

SL(cm/sec) 40 67 44
QM = 10.6(L/min), Re = 722.2
QS = 140(L/min), Re = 1104.6

Oxidizer : Dr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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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ean temperature, exhaust gas and local chemiluminescence intensities mea-
surements.

Fig. 2. Coefficient of diffusion as function of fuel(CH4, 
C2H4, C3H8) and pressure index(P*=0.7~1.3).

공기를 혼합하여 0.8~1.2까지 조절하였으며, 모든 

연료의 혼합기 유량은 10.6 L/min으로 동일하다. 본 

연소시스템에서는 P*가 0.7 이하, 1.3 이상의 조건일 
때 연소실 내부압력이 약하게 진동하여 정압조건을 

유지하기 힘든 조건이 존재하였으므로 압력지수는 

각 당량비 조건에서 0.7~1.3까지 조절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는 각 연료별(CH4, C2H4, C3H8) 연소실 압력

에 따른 분자의 확산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연

료조건에서 압력 지수가 감소함에 따라 확산 계수가 
증가하고, 분위기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분자 확산

이 잘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9,10]. 특히, 분자

량이 작은 메탄(CH4)의 경우 확산 계수도 높고 압

력 지수의 영향 또한 크다. 반면 분자량이 큰 연료

의 경우 연소실압력에 대한 확산 계수 및 변화량 

또한 작았으며, 분자량이 큰 프로판(C3H8)은 압력이 

연소현상에서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 예상 된다.
Fig. 3은 연료와 연소실 압력에 따른 국소반응강

도 및 배출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균온도, 배출

가스, 국소 자발 광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화염 중심 반응대의 온도는 직경 100 µm의 

R-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다. 온도 측정은 당량비

와 압력에 따라 생성된 화염 길이의 1/2 지점(중심 

반응 대)에서 반경 방향으로 1 mm 간격으로 측정

하였으며, 각 지점의 안정된 온도 값을 얻기 위해 5
회 측정치의 평균값을 취득하였다. 취득된 정보는 

열전대를 거쳐 고속 AD-Board(ANI-DAP 9172)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측정 시간은 10초이며 10 Hz
의 시간 분해능을 가진다.

배기가스 중의 질소산화물(NOx)은 화학 발광씩 

가스 분석기(A&D system-9000 series)를 사용하였다. 
배출가스의 측정을 위하여 스테인리스 샘플링 프로

브를 사용하였으며 프로브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수랭식 2중관을 설치하였다. 프로브의 샘플링 홀의 

크기는 1 mm로 하였고, 연소가스의 포집은 연소기 

출구부에서 이루어졌다. 포집된 연소 가스는 soot와 

수분을 1차적으로 실리카겔과 거즈를 통해 여과하

여 가스 분석기로 공급하였다. 이때 연소실 압력이 

가변하기 때문에 진공펌프와 유량계를 이용하여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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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in의 연소가스를 가스 분석기에 일정하게 공

급하였다. 모든 실험값은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취

득하였고, 방출지수(Emission Index)로 환산하여 표

현 하였다[10].
화염의 화학발광은 Canestrani mirror에서 집광하

여 Optical fiber를 통해 Spec box로 보낸다. 자발광

은 파장에 따라 Dichromic mirror를 이용하여 분광

한 후, 각각 OH*(306±14 nm), CO*(431.4±1.5 nm), 
C2

*(516.5±14 nm)의 간섭필터를 사용하여 광전자증

배관(Hamamatsu, R106UH)에서 검출된다. 검출된 아

날로그 신호는 Amplifier와 저역통과필터를 거쳐 고

속 AD-Board(NI-DAQ 4474)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였

다. 측정 시간은 10초이며 시간 분해능은 5 kHz이다. 
측정 위치는 다양한 연료, 당량비, 압력변동에 따른 

화염길이의 1/2 지점에서 하였다[4].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연소실 압력 변동에 따른 배출 특성 관찰

Fig. 4는 각 연료에서 압력지수와 당량비에 따른 

EINOx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화염안정 영역

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한 파일럿 화염은 사용연료 

및 연소실 압력에 따라 배출 특성에 다소 영향을 미

치나, 연료별 연소실 압력이 화염구조 및 EINOx에 

미치는 정성적 고찰은 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4]
에서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EINOx 배출 농도가 감

소하고, 희박 조건에서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낮은 연소실 압력 조건에서 

과농한 조건이 희박한 조건보다 EINOx가 높게 나

타나는 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이는 과농한 조건에

서 미연 혼합기의 확산계수(Dij)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반응이 활성화 되어 Thermal NOx가 증가에 기

인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에틸렌(C2H4)과 

프로판(C3H8) 또한 메탄(CH4)과 유사하게 압력이 감

소함에 따라 배출량이 저감하는 분포를 나타내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연료에서 대기압 이

하, 과농한 연소 조건이 희박한 조건보다 EINOx 배
출량이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관찰 되었다.

에틸렌(C2H4)은 연소실 압력 변동에 따른 EINOx 
배출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틸렌의 층류연소속

도(SL C2H4 = 67 cm/s)가 다른 연료(SL CH4 = 40 cm/s, 
SL C3H8 = 44 cm/s)에 비해 높아 안정 된 화염이 형

성 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소속도로 인하여 연소

화학반응이 활발해져 반응영역의 온도 상승으로 인

한 thermal NOX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소화

학반응이 활발한 당량비 1.0인 조건에서는 전 영역

에서 당량비 1.2인 조건 보다 EINOx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메탄(CH4) 연소에서 관찰 된 낮은 연소

Fig. 4. Nitric oxide emission as function of fuel (CH4, 
C2H4, C3H8), pressure index(P* = 0.7, 1.0, 1.3) 
and equivalence ratio(Φ= 0.8, 1.0, 1.2).

실 압력 조건에서 역전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프로판(C3H8)의 경우 메탄(CH4)과 유사한 경향이 

관찰 되었으며, EINOx 배출량은 다른 연료에 비해 

낮았다. 당량비 1.0 이상의 연소 조건에서의 EINOx 
배출량은 연소실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고, 이는 Fig 2에 설명된 것처럼, 
공기 분자량보다 무거운 프로판(C3H8)의 확산 속도

가 분위기 압력의 영향을 작게 받아 미연혼합기의 

확산에 의한 연소반응이 연소실 압력 간에 큰 차이

가 없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Fig. 2에서 설명된 
연소실 압력에 따른 확산 계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에틸렌(C2H4)의 확산계수의 변화가 프로판(C3H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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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averaged temperature and direct photograph as function of fuel(CH4, C3H8), pressure index 
(P*=0.7, 1.0, 1.3) and equivalence ratio(Φ=0.8, 1.0, 1.2).

다 크게 나타나지만 압력 변화에 따른 EINOx 경향

은 확산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판(C3H8)에서 

낮은 연소실 압력 조건에서의 역전 현상이 관찰된

다. 본 연구에서 연소반응은 각 연료의 연소속도와 

연소실 압력에 따른 미연혼합기의 확산 속도에 의

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에틸렌(C2H4)의 경우 연소실 

압력 변화에 따른 분자 확산의 영향 보다 연소화학

반응속도의 영향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낮은 연

소실 압력 조건에서 미연 혼합기의 확산에 의한 역

전현상이 뚜렷이 관찰 되지 않는다.
연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CH4, C3H8)는 

연소실 압력에 따른 미연 혼합기 확산속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연소속도가 높은 에틸렌(C2H4)은 

상대적으로 압력의 영향을 작게 받고 있다. NOx의 

생성의 원인을 상세히 규명하기 위해, 중심반응대

의 국소반응 특성을 연료와 압력변화에 따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2. 연소실 압력 변동에 따른 연소 특성 관찰

Fig. 5는 각 연료의 당량비와 연소실 압력 지수에 
따른 화염 형상과 중심 반응대의 평균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직접 사진에서 화염은 이중 구조 

형태를 나타내며, 내염은 밝고, 외염은 휘도가 낮은 

청염이 관찰된다. 외염보다 내염에서 연소실 압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직접사진에서 화염길이

는 P*<1 조건이 P*≧1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화염 

길이 변화가 크며, 화염면이 넓게 분포한다. 한편, 
화염길이를 살펴보면, 과농조건 보다 희박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관찰된

다. 프로판(C3H8) 화염은 메탄 화염과 유사한 경향

을 보이나 휘도가 높고, 미연 성분의 2차 반응에 의

한 외염 영역이 선명하게 관찰 된다. 그러나 에틸

렌(C2H4) 화염길이는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이는 연소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소

실 압력 변동에 대하여 화염의 길이 변화도 작았으

며, 미연성분의 2차 반응에 의해 외염영역을 희박한 
조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연료에서 평균온도 분포는 P*≧1 경우, 좁
은 고온 영역이 나타나며, P*<1 경우는 화염신장으

로 인해 전체적인 온도장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분

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반경방향의 온

도분포가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조건(P*<1)과 반경

방향 6 mm 부근에서 급변하는 조건(P*≧1)로 양분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그룹간의 반응 영역의 온도

차는 희박조건에서 크게 나타나고, 당량비가 증가

할수록 점차 작아진다. 과농한 조건에서 압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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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local chemiluminescence intensity(I) as function of fuel(CH4, C2H4, C3H8), pressure index 
(P*=0.7, 1.0, 1.3) and equivalence ratio(Φ=0.8, 1.0, 1.2).

른 국소온도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미연가스의 확산속도 증가에 따른 연소반응이 활발

해 지기 때문이며, 앞의 NOx 배출특성 결과에서 배

출지수의 증가는 연소실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과

농한 조건에서 연소반응이 활발해짐에 따라 Thermal 
NOx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

소실 압력변동과 NOx 배출특성 및 중심 반응대의 

온도 분포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연소실 압력 

변동에 따른 국소 자발광 반응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연료 특성에 따른 온도분포, NOx 배출 및 연소실 

압력변동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2. 연소실 압력 변동에 따른 국소 반응 특성 
관찰

Fig. 6은 연료별, 압력지수와 당량비에 따른 중심 

반응대의 국소 자발광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국소 열방출율 지표가 되는 CH*를 연료, 
당량비, 압력지수에 따라 비교 분석 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화염중심부에서 높은 강도를 보이고, Peak 
치는 화염면 부근에서 나타났다. 메탄(CH4)과 프로

판(C3H8)의 자발광 강도는 이론당량비조건에서 가

장 높은 강도를 보이고 이보다 희박하거나 과농한 

경우에 반응강도가 감소하는 반면, 에틸렌(C2H4)의 

경우는 당량비의 증가와 함께 반응 강도가 비례하

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료의 변화에 

따른 연소반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료조

건의 희박 연소조건에서는 대기압 이상의 연소실 압

력에서 반응강도가 높게 관찰 되었고, 당량비가 증

가함에 따라 낮은 연소실 압력에서 높은 반응강도

로 역전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앞의 EINOx 배
출 특성과 평균온도분포에서 관찰된 과농하고 낮은 

압력 조건에서의 결과를 설명해준다.
Fig. 7은 반응대의 반경방향 C2

*/CH*를 각 연료

별, 당량비와 압력지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적으로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C2
*/CH*의 지수가 

증가하고, 각 압력간의 차이가 뚜렷해짐을 관찰 할 

있다. 특히, 앞의 CH* 분포에서 관찰된 Φ=1.2 조건

에서 압력지수에 따른 국소 자발광 분포의 역전 현

상이 두드러지게 관찰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행

연구[4]에서 설명한 낮은 연소실 압력 조건에서 각 

연료의 확산 속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각 연

료는 연료의 연소속도 및 구조가 달라 다른 연소특

성을 보이지만, 희박한 연소 조건에서는 압력지수

가 국소 당량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당량비가 증

가함에 따라 미연 연료 성분의 확산화염 형태 연소

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C2
*/CH* 또한 중심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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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emiluminescence intensity ratios(C2
*/CH*) as function of fuel(CH4, C2H4, C3H8), pressure index(P*=0.7, 1.0,

1.3) and equivalence ratio(Φ=0.8, 1.0, 1.2).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연소실 압력 변동에 따른 
자발광 강도비의 차이는 메탄(CH4)에서 가장 뚜렷하

였고, 에틸렌(C2H4)에서는 압력변동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에틸렌(C2H4)연료는 연소실 
압력 변동의 영향보다 연소반응속도의 영향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 결과에서 메

탄(CH4) 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C2H4, C3H8)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소실 압력 변화를 통해 효율

적인 연소 반응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소실 압력이 연료와 당량비 변

화에 따른 연소 특성과 국소 반응 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EINOx, 평균온도, 국
소 자발광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대기압 이하 압력 조건은 전체적으로 넓고 균

일한 온도 분포를 이루며, 과농한 조건으로 갈수록 

활발한 반응영역이 넓고 균일하게 분포하고, 화염 

구조는 연료종류에 관계없이 당량비 및 연소실 압

력변화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모든 연료에서 EINOx는 연소실 압력이 낮아질

수록 배출 농도가 감소하며, 대기압 이상의 조건과 

대기압 이하의 조건에서 당량비에 따른 EINOx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3) 메탄과 프로판에서는 과농한 대기압 이하의 조

건에서 미연 혼합기의 빠른 확산에 의해 국소 자발

광 강도가 활발한 반응을 나타내지만, 에틸렌은 빠

른 연소반응속도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연소실 압

력의 영향이 작았다.
4) 모든 연료에서 연소실 압력 변동을 통한 연소

반응제어 가능성이 관찰 되었고, 압력변화에 따른 

확산속도는 연료고유의 특성과 함께 연소 특성에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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