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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Acetone PLIF Measurement of Fuel Distribution in a 
Gas Turbine Combustor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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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n-intrusive measurement, Planar Laser Induced Fluorescence was employed to visualize and measure the 
fuel distribution of the non-reacting field at the burner exit of gas turbine combustor. Measurement techni-
ques, image processing method and quantification procedure were presented. Also, concentration measurement 
with gas analyzer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propriety of PLIF result. The PLIF result coincides well with 
gas analyzer measurement result. PLIF test result for several other conditions are mentioned as well.

Key Words : PLIF(Planar Laser Induced Fluorescence), Flow visualization, Gas turbine combustor, DLN(Dry 
Low NOx)

기 호 설 명

Alphabets
B : Background signal
C : Proportional constant
EL : Laser intensity
f : Mixture fraction
I : Raw image signal
MW : molecular weight
N : molecule population
p : pressure
pv : vapor pressure
SF : Fluorescence signal intensity
T : Temperature

Greeks
σ : Molecular absorption cross section
Φ : Fluorescence quantum yield
χ : mole fraction

Subscripts
A, B : Fluid species
o : Initial value

Superscripts
` : correction factor

1. 서 론

최근 연소 시스템에 대해 미국을 선두로 여러 국

가에서 엄격한 배출 기준을 채택하고 배출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이미 저공해 연소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후발 주자들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

공해 연소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lameless combustion[2], Trapped vortex combustion 
[3], 촉매연소[4a] 등 NOx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

공해 연소기술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으나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현재까지는 희박 예혼합 기술을 사용하는 DLN 
(Dry Low NOx) 방식의 연소기 개발이 주축을 이루

고 있다[4b]. 국내에서는 55 kW급 마이크로터빈용 

저공해 연소기를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5], 5 MW급 
DLN 가스터빈 연소기도 개발 중에 있다[6]. DLN 
연소기는 연료가 희박한 상태로 공급되어 낮은 온

도의 연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연소 안정성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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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공기/연료 혼합기의 균일도

와 연소장 내 재순환 영역에서의 연료 농도는 연소 

안정성 및 저공해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비연소장에서의 연료 농도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연소기 내부의 연료농도 측정은 프로브로 직접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유동장에 간섭을 

일으키고 측정 해상도가 낮으며 계측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면 
레이저 유도 형광법(Planar Laser Induced Fluorescence; 
PLIF)은 형광물질을 첨가한 유동에 레이저 광을 조

사할 때 첨가제로부터 발생되는 형광신호를 통하여 

계측이 이루지기 때문에 유동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

는다. 또한, 렌즈를 통해 레이저 빔을 평면 형태로 

변형시키므로 관심 영역에 대한 2차원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Demtroder는 형광 강도와 여기 레이저 강

도 및 형광 물질의 농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 (1)
을 유도했으며, 이는 형광 신호의 강도 SF가 형광물

질의 분자 수 Na와 여기 레이저 강도 EL에 비례함

을 보여준다[7].

  (1)

PLIF에서 형광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는 아세톤은 
높은 증기압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에 쉽게 첨가할 

수 있고, 신호 대 잡음비가 높아서 검출이 용이하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8]. Wolff 등은 아세톤의 형광

이 0.05~30 기압, 300~650 K 영역에서는 압력과 온

도에 대해 거의 독립적으로 거동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9]. 이러한 특성은 비 반응장, 상온 및 상압 조

건에서 유동 내 연료의 분포를 계측하는 본 연구에 

아세톤이 적절한 형광 첨가제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LIF 기법은 유동의 정성적인 형상을 

관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정량적인 계측을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PLIF을 적용하여 엔진에서

의 연료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도가 Wolff 
등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고압환경에서의 공연비 측

정을 위하여 30기압까지 형광신호의 변화를 연구하

였다[10]. Bryant는 아세톤 PLIF를 사용하여 초음속 

연소기에서 연료 혼합과 연소 영역 형광 화상을 취

득했고 이를 정량화 하였다[11]. Ritchie는 Synthetic 
jet actuator에서의 작동 조건에 따른 연료 분포를 아

세톤 PLIF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12]. 
국내에서는 박승재 등이 아세톤 PLIF를 사용하여 

LPG 액상 분사엔진의 공연비를 정량적으로 계측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고[13], 진유인 등은 Air turbo 
ramjet 엔진 연소기 내 연료/공기 혼합 성능을 파악

하기 위해 아세톤 PLIF를 이용하여 ATR 연소기 혼

합기에서의 연료분포를 정량적으로 계측했다[14]. 본 
연구에서는 PLIF를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

인 가스터빈 엔진의 연소기 버너에 적용하여 비연

소장에서 연료 분포의 정량적 계측을 수행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

Fig. 1은 전체적인 실험장치 개념도이다.

2.1. Imaging system
이미지 시스템은 레이저, 광학기기, 영상 획득 장

치로 구성된다. 266 nm의 여기광을 얻기 위해 4고
조파 제너레이터를 장착 Nd:YAG, 10 Hz 펄스 레이

저를 사용했다. 266 nm 반사경을 사용해 빔의 경로

를 바꾸었고, 직경 9 mm의 원형 단면의 빔이 오목

렌즈와 볼록렌즈를 차례로 통과하여 평면 시트 형

태로 변형되도록 했다. 영상 획득 장치로는 512×512 
픽셀 해상도의 ICCD(Intensified Charge Coupled De-
vice)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레이저 펄스와 동기화시

켰다. BG12 대역통과 필터를 카메라 렌즈에 부착

하여 아세톤 형광 이외의 다른 빛은 최소화 하도록 

했다. 레이저의 강도(intensity)가 카메라에 촬영될 수 
있는 위치로 빛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직경 0.3 
mm의 광섬유를 사용했다.

2.2. 모사 연료 공급 및 아세톤 첨가 장치

안전한 실험을 위해 실제 연료인 천연가스 대신 

순수 질소가스를 사용하였다. 고압의 기체 질소가 

탱크를 빠져나올 때 급팽창하면서 온도의 하강에 따

른 액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 이를 방지하고자 탱

크에서 나온 질소가 기화기를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이 질소에 아세톤 증기를 첨가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장치를 제작했다. 질소가 액체 아세톤을 통과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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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아세톤 증기는 질소에 첨가되고 이 혼합기

체는 용기 천장 부근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밖으

로 나와 버너에 공급된다. 이 때 아세톤의 증기압은 
식 (2)와 같고 T는 절대온도이다[15].

 







(2)

식 (2)와 같이 아세톤의 증기압은 온도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한 조건 내에서 실험 중 아세톤 온

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실험하는 동

안 아세톤은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온도의 하강은 

불가피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수조를 준

비하여 아세톤 첨가장치를 열용량이 큰 물 안에 넣

었으며, 한 조건을 실험하는 약 4~5분 동안 아세톤

의 온도는 약 0.3~0.5℃ 정도로 매우 느리게 하강했

고 이 정도의 변화가 아세톤 몰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0.1% 이내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2. Acetone seeder.

Fig. 3. DGT-5 Combustor.

2.3. 연소기 버너

본 실험에서는 최근 두산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5 MW급 가스터빈용 저공해 
연소기(DGT-5)를 사용하였다. 엔진에는 8개의 연소

기가 장착되는 멀티캔, DLN 타입이며 파일롯 버너

와 메인 버너를 갖는 다단 버너 형태이다. 연소기의 
설계는 복잡한 형상과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

치해석적인 기법으로만 개발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정확한 유동의 계측과 연소장 특성에 대한 시험은 

저공해 목표달성과 함께 개발기간에도 큰 영향을 준

다. DGT-5 연소기는 저공해 최적 연소를 위하여 파

일럿과 메인 버너의 연료비를 조정하여 운영하며 본 
연구에서도 연료비에 대한 연료 농도장의 계측을 수

행함으로써 설계/제작에 대한 검증과 함께 버너출구

에서의 연소현상 연구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Fig. 3은 연소기의 버너헤드, 라이

너, transition piece등이 조립된 3차원 형상으로 본 

연구에는 버너 헤드부분만 사용되었다.

2.4. 실험 조건

FR(Fuel Ratio) 0.2, 0.4, 0.6의 조건에서 측정을 실

시했다. FR은 전체 연료 중 파일롯 버너로 공급되

는 질량의 비율이다. Hatch는 주류로 침투하는 제

트의 혼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운동량속 

비(Momentum flux ratio)라고 밝혔으며[16], 본 실험

에서도 연소기의 100% 부하 운전 시 각 FR 별로 실

제 연소기 조건에 상응하는 운동량속 비와 실험 조

건에서의 운동량속 비가 같다고 놓고 해당하는 연

료의 유량을 계산했다. 공기 유량은 191 g/s이고 이 

값은 고정이다. FR 0.2일 때 메인 버너와 파일롯 버

너로 공급되는 모사연료의 질량유량은 각각 4.8 g/s, 
1.2 g/s이며, FR 0.4일 때 메인 3.6 g/s, 파일롯 2.4 
g/s, FR 0.6일 때 메인 2.4 g/s, 파일롯 3.6 g/s이다.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세톤 첨가 장치 내 아세톤 

몰분율은 약 6%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3. 실험 방법 및 이미지 처리

3.1. 보정 데이터

PLIF 영상에는 정보를 왜곡하는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포함되어있다[17]. 식 (3)과 같이 형광, SF 
(x,y,t)와 배경, B(x,y,t)가 동시에 존재하며, 배경 잡

음에는 실험장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빛, 미처 차

단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 그리고 

레이저 광이 실험 장치에 부딪혀 반사되거나 산란

되어 생기는 빛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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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IF image.

  (3)

또한 배경이 차감 된 형광 신호에는 식 (4)와 같

이 레이저 강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EL'(t)와 공간에 

따른 변화 EL'(x), EL'(y)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 있어야 정량적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여기서 C는 형광신호가 획득되는데 관계되는 비례

상수이고, EL,0는 입사되는 레이저의 강도이며, χa 

(x,y,t)는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아세톤 몰분율

을 의미한다.

 ′ ′ ′  (4)

본 실험을 수행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보정요소들

을 실제로 어떻게 획득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3.2, 3.3, 
3.4 절에서 언급했다. Fig. 4와 같이 관심영역의 형광

신호와 함께 레이저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과, 기준 

형광신호가 같은 화면에 동시에 촬영되도록 하였으며 
영상처리 과정에서 이 정보들을 추출하여 사용했다.

3.2. 배경 차감(Background subtraction)
레이저를 조사하는 상태에서 버너에 산화제(공

기)만 공급하면서 촬영하여 배경 영상을 취득하고 

이것을 PLIF영상으로부터 차감했다. 308 nm 파장

의 레이저로 여기시켰을 때의 아세톤 형광 스펙트

럼은 Fig. 5와 같고, 아세톤 형광 스펙트럼은 여기광

의 파장과 무관하다[6]. 그래서 통과 파장 대역이 Fig. 
6과 같이 아세톤 형광 스펙트럼과 유사한 BG12 필
터를 카메라에 장착하여 여기광을 포함한 아세톤 형

광 외의 빛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6과 같은 필터의 특성상 아세톤 형광

Fig. 5. Acetone fluorescence spectrum when excited at 
308 nm.

Fig. 6. BG 12 transmission curve.

스펙트럼보다 파장이 긴 가시광선 등이 미약하게나

마 필터를 통과하게 된다. 실제 촬영된 배경 영상

에서 이상적인 경우 배경의 Intensity가 0이어야 하

지만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외에도 촬영 시 카메라의 게이트 폭을 짧게 

하여 주변 광원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배경을 제거

함에 있어서 버너 유동 촬영 시, 각 프레임마다 그 

타이밍에 해당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차

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이는 실

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100장의 배

경 영상을 촬영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했다.

3.3. 정규화(Normalization)
본 실험이 수행된 상온/상압의 환경에서는 식 (1)

에서와 같이 형광 신호가 레이저 강도에 비례하고

[5], 본 연구에서도 Fig. 7과 같이 이 사실을 간단히 

확인했다. 펄스 레이저는 오랜 시간 일정한 평균 에

너지를 내지만 매 순간 각 펄스의 에너지가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며, 200 펄스의 레이저가 조사되는 

동안 강도의 변동을 측정한 Fig. 8은 이 사실을 확

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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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elation between laser intensity and fluore-
scence intensity.

Fig. 8. A sample of the normalized laser energy for 200 
laser shots.

레이저 펄스 당 변동 값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266 
nm 광에는 532 nm 성분도 섞여있는데 반사경에서

는 266 nm 성분만 반사되고 532 nm 성분은 통과한

다. 동일한 광원에서 발생되는 이 두 파장의 각 펄

스에 따른 변동량은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한 성

분의 강도 변화는 다른 하나의 성분의 변동량도 반

영한다. 266 nm 반사경에서 반사되지 못하고 통과

한 532 nm의 빛을 광섬유의 한쪽 끝에서 받아들이

고 반대쪽 끝을 형광신호와 함께 카메라에 촬영될 

수 있도록 위치시켰다. 이 때 532 nm 광이 Fig. 6과 

같이 필터에 의하여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못하고 

attenuation 되어 카메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는데, 
레이저와 카메라는 동기화 되어 있어서 이 강도 

값을 획득하면 해당 형광 신호를 발생 시키는 타

이밍의 레이저 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추출하여 각 펄스의 강도 값을 구하고 각각의 영

상을 해당되는 강도의 상대값으로 나누어 정규화 

하였다.

Fig. 9. Sample laser sheet profile.

Fig. 10. Laser sheet image.

3.4. 레이저 시트 프로파일 보정

레이저 시트의 강도는 공간에 대하여, 특히 폭방

향으로 불균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공간 내에 

분포하는 아세톤의 형광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Fig. 
9는 레이저 시트의 폭(y) 방향 프로파일을 보여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화 창을 장착한 정적 용기

에 아세톤을 주입하고 상자 안으로 레이저 시트를 

투과시켜 레이저시트 프로파일을 촬영할 수 있었

다. 이 때 식 (2)에 따라 계산해 보면 상온, 상압인 

용기 내부에서 아세톤 기체의 몰분율은 시험조건의 

약 4배인 약 24%로 매우 농후하다. 이로 인해 레이

저가 진행할 때 Beer 법칙에 따라 아세톤 분자에 의

한 레이저 흡광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본 실험에

서는 공간에 분포한 아세톤의 농도가 매우 낮아서 

레이저 흡광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레이저시트 프로파일 영상 

100장의 평균을 구한 후, 레이저가 입사하는 부분

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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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ages at each stages of the image processing: (a) the original raw image, (b) after background subtraction,
(c) after normalization, (d) after 50 images averaging (e) after sheet profile correction.

Fig. 11은 각 단계별 영상처리 결과이다.

3.5. 정량화

유동 내의 연료 농도분포를 정량화할 때, 혼합되

는 두 유체의 질량비인 혼합분율(mixture fraction, f)
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9,10]. 혼합분율의 정의

로부터 혼합분율과 몰분율의 관계는 식 (5)와 같이 

정리된다.










 



 





(5)

또한 본 실험과 같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

에서의 몰 분율과 분자 수 밀도와의 관계, 분자 수 

밀도와 형광신호와의 관계를 결합하면 식 (6)과 같

이 정리된다[9].



 (6)

여기에서 SF/EL은 정규화 된 형광신호를 뜻한다. 
MWA≃MWN2=28.01, MWB=MWair=28.84이므로 




≃이다. 이 값과 식 (6)를 식 (5)에 대입하

면 모사연료의 혼합분율 f과 형광 강도와의 관계는 

식 (7)과 같다.








 







(7)

여기서 기준값인 
 



는 χA=1, 즉, 순수한 연료

만의 형광강도이며 취득된 영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서 기준값인 100% 연료의 형광강도를 알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값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험

하는 동안 버너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농도의 모사

연료를 직경 1/8 인치의 좁은 튜브를 통해 버너 유

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로 따로 보냈다. 이 연

료가 튜브에서 나오자마자 레이저 시트가 이 유동

의 단면을 훑고 지나가도록 하여 모사연료가 주변 

공기와 혼합되기 전에 형광이 발생하도록 했고, 이
것을 버너의 유동과 같은 화면에 촬영했다. Fig. 4
에서 기준 형광신호가 관심 영역과 같은 화면에 존

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모든 이미지 처리 및 정량화 과정

을 Fig. 12와 같이 순서도로 정리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가스 분석기 실험결과와의 비교 분석

PLIF를 통해 측정한 연료 분포의 정량적인 정보

가 타당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파일롯 버너를 대상

으로 FR 0.4인 경우에 대해 가스분석기 계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가스분석기는 한 

포인트를 측정하는데 1분 이상 기다려야 안정된 농

도값을 취득할 수 있다. 가스분석기에 연결한 샘플

링 프로브의 단면은 내경 1.59 mm의 원형이고, 이 

프로브로 측정하는 한 개 포인트의 면적은 1.98 mm2

로 화면에서 74개 화소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traverse를 이용해 프로브를 x, y 각 방향으로 간

격 2 mm씩 이동하면서 가스의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를 MATLAB을 이용하여 Fig. 13과 14에 평

면 맵과 3D 그래프로 나타냈다. PLIF 영상 좌측 상

단에 기계적 결함으로 이상이 생긴 부분을 제외하

면 PLIF와 가스분석기 계측 결과에서 연료가 분포

하는 패턴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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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low chart of image processing.

Fig. 13. Mixture fraction map at pilot burner exit for PLIF result(a) and gas analyzer measurement result(b) when FR
is 0.4, x: distance from center of burner, y: laser sheet width.

Fig. 14. 3-D graphs for mixture fraction for PLIF(left) and gas analyzer(right) test at same FR 0.4, x: distance from 
center of burner, y: laser sheet width, z: mixtur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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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ixture fraction histogram at three height 10 mm, 16 mm, 22 mm, (a) PLIF, (b) gas analyzer.

Fig. 16. Quantitative PLIF images of fuel distribution for main and pilot burner, and both, at FR 0.2, 0.4, 0.6.

보다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Fig. 15에 측정부 

하단으로부터 높이 10 mm, 16 mm, 22 mm에서의 

혼합분율을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했다. 혼합분율은 

0~0.055의 범위에서 수치적으로 고르게 일치하고 있

으며 두 결과의 오차는 ±3%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축방향으로의 기울기 또한 실제 값이 수

직방향으로 증가하면서 곡선형을 가지는데 PLIF 결
과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관찰되고 있다. 다만, PLIF

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잡음이 존재하며 이는 ICCD 
카메라를 이용하는 계측 자체의 특성인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PLIF를 이용할 때에는 하나의 조건에서 동

일한 영역을 계측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으로 200
분 이상 걸린 가스분석기 계측에 비하여 소요시간

이 현저하게 짧았으며 실험 방법 면에 있어서도 더 

간단하다는 PLIF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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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조건에 따른 연료 분포

상기한 PLIF를 이용하여 FR 0.2, 0.4, 0.6의 조건

에서 파일롯 버너와 메인 버너의 연료 분포를 측정

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료 공급량 변화에 

따른 두 버너에서의 연료 농도장 변화를 독립적으

로 관찰하고자 했다. Fig. 16은 정량화까지 실시한 

영상이다. 가장 우측에 있는 영상은 메인 버너와 파

일롯 버너의 연료 농도분포를 산술적으로 더하여 양 
측에 연료를 동시에 공급하였을 경우의 농도분포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양 측 버너에 연료를 동시 공

급한 상태에서 계측하면 상호 작용이 있어 이 결과

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

세톤 첨가장치는 양측에 동시에 모사연료를 안정적

으로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전

체적인 연료분포를 예측해 보았다. 각 영상 좌측 상

부에 국지적으로 강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부분은 카

메라 내부 보호 창에 생긴 흠집으로 인한 결함이다. 
횡방향 층도 보이는데,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매 순간의 배경과 레이저 시트 

프로파일로 영상처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것이 불가능하여 배경이나 시트 프로파일의 평균값

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에러로 추정된다. FR이 증

가할수록, 즉 메인 버너의 연료유량이 감소하고 파

일롯 버너의 연료유량이 증가할수록, 유량 변화와 

형광강도의 변화 경향이 같다. 상기한 문제점을 감

안하면 FR변화에 따른 연료농도 분포 변화의 경향

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아세톤 PLIF를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가

스터빈용 DLN 연소기 버너에 적용하여 연료 농도

분포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정량적 PLIF 계측을 위해 필요한 배경 잡음, 
각 펄스에 따른 레이저 강도의 변동, 레이저 시트 

프로파일의 보정 데이터와 기준 형광 강도 값을 실

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2) 이미지 처리 및 정량화 과정을 거쳐 농도분포

의 2차원, 정량적인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가스분석

기 계측 결과와 형태나 수치적인 면에서 유사한 농

도 분포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3) PLIF를 이용한 계측이 가스분석기 계측에 비

해 그 방법이 간단하고, 현저히 짧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4) PLIF 계측을 동일 버너의 다른 연료 공급조건

에도 적용하여 연료 공급조건 변화에 따른 버너 노

즐에서의 연료 농도장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소기의 저공해 성능 및 불안정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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