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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화된 화염을 이용한 희박 예혼합화염의 날림 특성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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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Blow-off Characteristics of Lean Premixed Flames 
Utilizing a Stratified Flame Concept

Wonnam Lee, Taekook Ahn and Younwoo Nam

ABSTRACT

The Blow-off characteristics of LPG/air lean pre-mixed flame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sing a 
double and a multiple concentric coflow burner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recirculation motion, thermal interaction between flames, and stratified flame configuration. Here, the strati-
fied premixed flame is a “new concept” of a flame that sequentially contains fuel rich, stoichiometric, and 
fuel lean reaction zones in a flame. The blow-off from a lean premixed flame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with recirculation motion. The recirculation motion by itself, however, was not sufficient to prevent the blow- 
off when the equivalence ratio became low. The existence of a inner premixed flame could also help to pre-
vent the blow-off of lean premixed flame; however, the blow-off suppression effect was rather diminished by 
weakened recirculation motion with the presence of inner flame. The inner flame could be separated from 
an outer flame on a multiple concentric coflow burner, causing recirculation motion as well as thermal in-
teraction between flames to become effective; therefore, the blow-off was further suppressed. The lean pre-
mixed flame could be stabilized with a fuel rich premixed flames that was produced with the supply of fuel 
through an inner nozzle. The penetration of lean premixed gas from outside into the fuel stream produced 
a lifted rich premixed flame. Chemiluminescence images of OH, CH, and C2 radicals confirmed the structure 
of a stratified premixed flame. The stable premixed flames could be obtained at the very fuel lean condition 
by applying the stratified premixed flame concept.

Key Words : Lean premixed flame, Stratified premixed flame, Flame blow-off, Multiple concentric coflow 
burner

1. 서 론

희박 예혼합연소는 저 NOx의 특성과 비교적 높은 

연소효율을 얻을 수 있어 가스터빈과 같은 실용 연소

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희박 예혼합연소

에서는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이를 억

제하기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예혼합화염

은 연료-공기 혼합기의 가연한계와 화염전파속도 특

성으로 당량비에 따라 안정된 화염이 유지되는 조건

이 달라진다. 예혼합화염은 희박영역이나 과농영역

으로 갈수록 화염전파속도가 감소한다. 과농 예혼합

화염은 당량비 1.0인 지역이 존재하여 비교적 안정된 

화염을 유지할 수 있지만 희박 예혼합화염은 모든 영

역에서 당량비가 1.0보다 작아 쉽게 불안정해 지는 

경향이 있다.
희박 예혼합화염의 날림 억제와 안정된 연소는 다

양한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다. 스월러를 이용하여 노즐 출구에 재

순환영역을 만들어 화염을 안정화시키는 방법[1,2], 
예혼합화염 내부나 주위에 확산화염으로 파일롯 화

염을 만들어 화염을 부착시키는 방법[3,4]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내부 노즐의 희박 예

혼합화염이 외부 노즐의 과농 예혼합화염에 의해 안

정되는 연구[5]와 외부 노즐 위치에 과농 예혼합화염 

대신 열선을 설치하고 열선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

여 내부 노즐의 희박 예혼합화염을 안정화시키는 연

구[6]가 수행되었다. Azzoni et al.[7]은 Wolfhard-Parker 
슬롯버너에서 내부와 외부에 각각 과농과 희박 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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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를 공급하여 과농 예혼합화염, 희박 예혼합화염, 
확산화염이 함께 형성되는 삼지화염의 특성을 연구

하였다.
예혼합화염의 당량비는 CH, OH 및 C2 라디칼의 

신호로부터 측정이 가능하다. Tripathi et al[8]은 OH, 
CH, C2 라디칼의 자발광 신호가 각각 309 nm, 430 
nm, 515 nm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

여 주었다. 예혼합화염의 자발광 신호 세기는 당량비

에 따라 변한다. OH 신호는 희박한 지역, CH 신호는 

당량비 1.0 부근, C2 신호는 과농한 지역에서 최댓값

이 나타난다. Hardalupas and Orain[9,10]은 프로판 예

혼합화염에서 C2/OH와 OH/CH 값을 측정하여 당량

비에 따라 C2/OH 값은 증가하고 OH/CH 값은 감소한

다고 하였다. 강석민[11]은 CH 라디칼 자발광 신호

세기와 예혼합화염의 연료유량과 당량비간의 관계

를 알아보았으며, 정용기 등[12]은 화염면에서 라디

칼 자발광 신호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희박 예혼합화염의 날림 특성에 대

한 재순환 유동, 화염의 존재 및 성층화된 예혼합화

염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때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은 화염이 과농영역에서 희박영역까지 하

나의 화염에 형성되는 개념이다. 성층화된 예혼합화

염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발광 신호를 

분석하였으며, 이중 및 다중 동축류 버너를 사용하여 

화염의 상호작용과 재순환 유동이 화염의 날림을 방

지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이중 및 다중 동축류 버너

Fig. 1은 사용된 이중 동축류 버너의 노즐 출구 형

상으로 내경이 11.48 mm인 외부 노즐과 내경 5.64 
mm, 외경 6.35 mm인 내부 노즐로 이루어져 있다. Fig. 
2는 다중 동축류 버너의 구조를 보여주며 4개의 노

즐을 사용하여 연료 및 공기를 독립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중 동축류 버너의 노즐은 각각 

2.46 mm, 5.64 mm, 8.81 mm, 11.99 mm의 내경을 가

지며, 사용된 노즐의 두께는 모두 0.356 mm로 brass 
tube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실험에서 4번 노즐에 연

료/공기 혼합기를 공급하였으며, 1, 2, 3번 노즐에는 

조건에 따라 혼합기 또는 연료를 공급하였다. 이중 

동축류 버너와 다중 동축류 버너의 자세한 구조는 참

고문헌에서 설명하였다[13,14].
연료로는 프로판 92%, 부탄 8%의 조성을 갖는 

LPG를 사용하였다. 연료의 유량은 질량흐름제어장

치(mass flow controller, MKS and Brooks)와 readout 
장치(LOKAS, GMATE2000)로 제어하였으며 화염을 

Fig. 1. Double concentric co-flow burner.

Fig. 2. Multiple concentric co-flow burner.

안정시키기 위하여 60 slpm(standard liter per minute)
의 차단 공기(shield air)를 노즐 주위로 공급하였다.

2.2. 화염 당량비 측정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의 구조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화염의 조건과 높이에 따라 화염에서 발생하는 

OH(308.5 nm), CH(430 nm), C2(514.5 nm) 라디칼 신

호를 ICCD 카메라와 FWHM(full width at half maxi-
mum) 10 nm인 협대역통과필터(narrow band pass 
filt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측정된 OH/CH와 

C2/CH 값을 교정된 기준 값과 비교하면 당량비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와 필터

로 구성된 장치로 얻어지는 OH/CH와 C2/CH 값을 프

로판 예혼합화염을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균일한 당

량비를 갖는 프로판 예혼합화염을 형성하여 당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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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miluminescence images for EQ ratios of 0.8, 
1.0 and 1.2.

범위 0.7-1.5에서 OH/CH와 C2/CH의 기준 값을 얻었

다. 정확한 교정을 위하여 모든 당량비에 대하여 3개
의 다른 유량에서 신호를 측정하여 ICCD 카메라의 

민감도와 필터의 투과율을 식 (1)과 같이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I λ = Cτ λR λ (1)

여기에서 Iλ는 파장 λ에서의 라디칼 자발광 신호세기, 
C는 수광부의 효율, τ λ는 필터의 효율, R λ은 ICCD 
카메라의 광 응답성을 나타낸다. Fig. 3은 당량비 0.8, 
1.0, 1.2 조건에서 얻어진 OH, CH, C2 자발광 이미지

의 예를 보여주며, 각각 OH, CH 및 C2 자발광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프로판 예혼합 화염을 이용하여 실험으로 

Fig. 4. Mean chemiluminescence intensity ratios of OH/ 
CH and C2/CH.

얻어진 당량비에 따른 OH/CH, C2/CH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당량비가 커질수록 OH/CH 값
은 감소하고 C2/CH 값은 증가하며 당량비 1.0에 대

하여 OH/CH 값은 0.94, C2/CH 값은 0.81을 나타내

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예혼합화염의 날림 특성

이중 동축류 버너에서 내부 노즐에만 혼합기를 공

급하여 희박 예혼합 화염을 형성하면 외부 노즐 위

에 작은 재순환 영역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외부 차

단 공기의 영향으로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매우 작게 

형성되어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내부 노즐에만 혼합

기를 공급하였을 경우 화염은 평균 노즐 출구속도 

1.0 m/s 이상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날림현

상이 발생하였다. Fig. 5는 화염의 형상을 보여주며, 
이때 화염의 날림이 발생하는 조건은 Fig. 6에 타나

내었다. 내부 노즐에만 혼합기를 공급하였을 경우 화

염은 낮은 노즐 출구속도에서도 유지되지 못하는 것

Fig. 5. Flame on the inner nozzle with EQ ratio of 0.9. 
Average nozzle exit velocities are (a) 0.63 m/s, 
(b) 0.75 m/s, (c) 0.9 m/s, and (d) 1.0 m/s.

Fig. 6. Blow-off limits of inner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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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an outer flame on blow-off charac-
teristics. Average exit velocities: outer nozzle, 0.6 
m/s and inner nozzle, (a) 0.75 m/s, (b) 2.0 m/s, 
(c) 3.5 m/s, and (d) 5.1 m/s.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외부 노즐에 당량비 

0.9, 평균 노즐 출구속도 0.6 m/s의 층류 예혼합화염

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화염을 보여준다. 화
염외부에 작은 예혼합화염이 있는 경우 내부에만 화

염이 있을 경우와는 달리 내부 노즐 평균 출구속도 

5.1 m/s에서도 화염이 유지되었다. 이는 외부화염에 

의해 재순환영역은 존재하지 않지만 외부화염에서 

방출하는 열에 의해 내부화염의 화염전파속도가 증

가하여 화염의 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에만 혼합기를 공급하여 희박 예혼합화염을 

만들었을 경우, 내부에 큰 재순환영역이 생기고 평균 

노즐 출구속도가 빨라지면 유동이 층류에서 난류로 

전이되어 출구속도 2.3 m/s에서도 화염이 유지되었

다. Fig. 8은 당량비 0.9인 화염은 평균 노즐 출구속

도 2.3 m/s 까지, Fig. 9는 당량비 0.75인 화염은 평균 

노즐 출구속도 0.9 m/s까지 화염이 형성되는 것을 보

여준다.

Fig. 8. Outer flames with EQ ratio of 0.9. Average exit 
velocities are (a) 0.9, (b) 1.4, (c) 1.5, (d) 2.3 m/s.

Fig. 9. Outer flames with EQ ratio of 0.75. Average exit 
velocities are (a) 0.45, (b) 0.6, (c) 0.75, (d) 0.91 
m/s. 

Fig. 10. Blow-off limits of outer flames.

Fig. 10은 외부 노즐로 공급되는 혼합기의 당량비

에 따른 화염의 형성 조건을 보여준다. 외부 노즐에 

혼합기를 공급한 경우, 재순환영역에 의해 내부 노즐

에만 혼합기를 공급한 경우에 비해 더 빠른 노즐 출

구속도에서도 화염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에 화염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

염이 외부에만 있는 경우에 비해 화염이 불안정한 상

태가 된다. Fig. 11은 내부 노즐과 외부 노즐의 당량

비가 0.9이고 평균 노즐 출구속도는 내부 0.63-1.4 m/s, 
외부 1.51-2.3 m/s인 조건에서 형성된 화염을 보여준

Fig. 11. Inner and outer flames with EQ ratio of 0.9's. Av-
erage exit velocities are (a) 0.63 and 1.5, (b) 0.63 
and 1.9, (c) 0.63 and 2.3, and (d) 1.4 and 2.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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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uter flame: Average exit velocity of 2.3 m/s, 
EQ ratio of 0.9. Inner flames: Average exit vel-
ocity of 1.5 m/s, EQ ratios (a) 0.9, (b) 1.0, (c) 1.1.

Fig. 13. Flame shapes with and without an inner flame.

다. 이는 화염이 외부에만 있는 경우와 달리 내부의 

재순환영역이 작아지게 되어 외부화염의 안정성이 낮

아진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내부화염은 평균 노즐 출

구속도 1.4 m/s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외부에 층류 예혼합화염이 있는 경우와 같이 외

부화염에서 방출하는 열에 의해 화염이 유지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12는 내부 노즐과 외부 노

즐의 평균노즐 출구속도를 각각 1.5 m/s, 2.3 m/s로 

고정시키고 외부 노즐의 당량비는 0.9, 내부 노즐의 

당량비는 0.9-1.2로 변화시킨 화염을 보여준다. 내부 

노즐의 당량비가 0.9인 조건에서는 화염이 유지되지 

못하고 날림현상이 나타나지만 내부 노즐의 당량비

를 증가 시킬수록 화염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부화염의 당량비가 높아지면서 내부화

염이 안정화되어 전체적인 화염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13은 내부와 외부에 화염이 같이 존재하는 경

우 내부화염의 화염면은 내부에만 화염이 있는 경우

보다 약간 안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외부화염은 외부

에만 화염이 존재하였을 경우보다 화염면이 바깥으

로 위치하였다. 따라서 내부화염과 외부화염 사이에 

재순환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다중 동축류 버너에서 형성된 재순환영

역의 효과로 안정화된 화염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

우 혼합기의 당량비는 내부와 외부 모두 0.9이며 내

부 노즐 출구속도는 3.36 m/s, 외부 노즐 출구속도는 

3.35 m/s로 조절하였다. 이중 동축류 버너의 경우 내

부화염 평균 출구속도가 1.4 m/s 이상에서는 화염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중 동축류 버너에서는 

내부 노즐 평균 출구속도 3.36 m/s에서도 화염이 존

재하였다. 이는 다중 동축류 버너 1번 노즐의 내부

Fig. 14. Inner and outer flames on a multiple concentric 
coflow burner.

Fig. 15. Outer flame: EQ ratio of 0.9 and exit velocity of 
1.5 m/s. Inner nozzle: (a) no flow, (b) EQ ratio 
of 0.9, 0.8 m/s exit velocity, (c) Air, 0.8 m/s exit 
velocity.

화염과 4번 노즐의 외부화염 사이의 공간에서 재순

환 영역이 발달하여 화염이 안정화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화염의 안정화에 미치는 재순환영역

의 효과가 열발생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화염의 내부에 재순환 영역이 없어지면 화염

의 날림이 발생한다. Fig. 15는 외부 노즐에 당량비 

0.9, 평균 노즐 출구속도 1.5 m/s로 혼합기를 공급하

면서 (a)는 내부노즐에 유동이 없는 경우, (b)는 당량

비 0.9인 예혼합 화염의 형성, (c)는 공기를 노즐 출

구속도 0.8 m/s로 공급는 조건을 보여준다. 내부에 재

순환영역이 존재하면(a) 외부화염이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화염이 형성되면(b) 재순환영역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화염의 상호작용으로 외부화염

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 노즐에 공

기가 공급되면 재순환영역이 축소되어(c) 화염의 날

림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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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 예혼합 화염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재순환 유동을 형성하거나 화염을 고정시킬 수 

있는 2차 화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스연료를 예혼합 화염으로 연소시키기 위

해서는 다단 연소 또는 스월 등과 같은 충분한 재순

환 유동을 갖는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3.2.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의 구조

이중 동축류 버너를 사용하여 외부 노즐에 예혼합

기를 내부 노즐에는 연료만 소량 공급하면 부분예혼

합/성층화된 예혼합 화염을 형성할 수 있었다. Fig. 
16은 내부 연료 유량의 변화에 따라 성층화된 예혼

합 화염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조

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내부 노즐의 연료량을 

증가시키면 파일롯 화염인 확산화염(a)이 만들어지

며 화염이 안정화된다. 그러나 연료량이 증가하면 화

염이 회전하며 불안정해지는 상태(b)가 되고, 연료량

을 더 증가시키면 화염이 더 이상 부착되지 못하고 

부상하며 성층화된 예혼합화염(c, d)을 형성한다. 이
때 형성된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은 하단에 과농예혼

합 화염, 중단에 stoichiometric 화염, 그리고 상단에 

희박예혼합 화염이 존재한다. Fig. 17은 이중 동축류 

버너에서 외부 노즐의 당량비를 0.9, 평균 노즐 출구

속도는 2.3 m/s로 고정시키고 내부 노즐에 0.015 m/s
의 노즐 출구속도로 연료만 공급한 조건에서 뒤집

어진 콘 모양의 화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혼합 화염의 OH, CH, C2 자발광 신호는 당량비

에 따라 최댓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18은 외부

Fig. 16. The development of a stratified premixed flame. 
The EQ ratio of outer flame is 0.9.

Table. 1 Flame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stra-
rified premixed flame

Fig. 17. The structure of a stratified premixed flame. 

Fig. 18. The difference between a double flame and a 
stratified premixed flame.

 
노즐에는 당량비를 0.9, 평균 노즐 출구속도는 2.3 
m/s로 공급하고, 내부 노즐에는 연료를 각각 0.01, 
0.019 m/s로 공급하여 형성된 화염의 자발광 이미지

를 보여준다. OH 자발광은 당량비 1.0 이하, CH 자
발광은 당량비 1.0 부근, C2 자발광은 당량비 1.0 이
상의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성층화된 예혼합 화

염에서 당량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Fig. 19는 두 화

염의 5 mm와 10 mm높이에서 반경방향으로 측정된 

OH, CH, C2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한 

예혼합 화염과 성층화된 예혼합 화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Fig. 20은 외부 노즐의 당량비 변화에 따른 라디

칼 자발광 이미지를 보여주며 실험조건은 Table 2에 

타나내었다. 이 경우 내부 노즐의 평균 노즐 출구속

도는 0.025 m/s, 외부 노즐의 평균 노즐 출구속도를 

2.3 m/s로 고정시키고 외부 노즐의 당량비를 0.52, 
0.6, 0.75, 0.9로 변화시켰다. CH 자발광 신호가 OH 
자발광 신호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타나며, C2 자발

광 신호는 CH 자발광 신호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성층화된 예혼합화

염으로 화염이 하단의 과농지역에서 상단의 희박지역

으로 전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혼합 화염에서 C2 자발광 신호는 당량비가 약간 

과농한 지역에서, CH 자발광 신호는 당량비가 1.0 
부근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C2/CH 값은 당량

비가 클수록 큰 값을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OH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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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the chemiluminescence signals of a double flame and a stratified premixed flame(Flame hei-
ghts are 5 and 10 mm).

Fig. 20. Stratified premixed flames with EQ ratios of 
outer flames of 0.52, 0.6, 0.75, and 0.9.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tratified premixed 
flames

발광 신호는 당량비가 낮은 지역에서, CH 자발광 신

호는 당량비 1.0 부근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OH/ 
CH 값은 당량비가 낮아질수록 커지는 특성이 있다. 
Fig. 21과 22는 각각 외부화염 당량비 0.52, 0.6, 0.75 
및 0.9의 성층화된 예혼합 화염에서 높이에 따른 C2/ 
CH 값과 OH/CH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21로부

터 화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C2/CH 값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프에 나타낸 수평선은 실험적으

로 얻어진 당량비가 1.0인 값을 보여준다. 당량비가 

낮을수록 화염의 낮은 높이에서 당량비가 1.0인 선

을 교차하며, 외부 노즐의 당량비가 낮을수록 낮은 

높이에서 화염의 당량비가 과농에서 희박으로 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 아랫부분에서 당량비 

0.9인 화염의 C2/CH 값이 당량비 0.75인 화염보다 낮

Fig. 21. C2/CH ratios of stratified premixed flames as a 
function of flame height and EQ r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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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OH/CH ratios of stratified premixed flames as a 
function of flame height and EQ raio.

게 나오는데 이는 당량비 0.9인 화염의 진동으로 나

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당량비 0.9에서는 

화염의 진동으로 낮은 높이에서 주위공기가 유입되

면서 연료와 공기가 가연한계 내의 조건으로 혼합

되어 화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에서 형성된 것

이라 판단된다. Fig. 22는 OH/CH 값이 화염의 높이

에 따라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수평선은 당량비 

1.0인 값을 나타낸 선이다. C2/CH 경우처럼 당량비

가 낮을수록 낮은 화염 높이에서 당량비 1.0인 선을 

교차하며, 교차하는 높이도 C2/CH 결과와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외부 노즐의 당량비가 낮을수록, 낮
은 높이에서 화염의 당량비가 과농에서 희박으로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염 아랫부분에서 당량비 

0.75인 화염보다 당량비 0.9인 화염의 OH/CH 값이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C2/CH 그래프와 같이 화

염이 진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
와 관련하여 Fig. 23은 초당 30 frame으로 촬영된 동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높이 6.5 mm에서 화염 폭이 약 

Fig. 23. Flame width fluctuation at the flame height of 
6.5mm. 

Fig. 24. FFT analysis of the oscillating flame.

3.25-4.25 mm 범위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Fig. 24는 이때 발생하는 진동 소음의 FFT 
분석 결과로 약 155.8 HZ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의 날림 특성

외부에 예혼합기를 공급하고 내부에 연료만을 공

급하여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을 형성하면 매우 넓은 

당량비와 노즐 출구속도에서 화염의 날림이 억제되

었다. Fig. 25는 이중 동축류 버너를 이용하여 내부

에 연료를 32.0 sccm으로 공급하였을 때 외부노즐의 

당량비와 노즐 출구속도에 따라 형성되는 화염의 조

건을 보여준다. 외부 노즐의 당량비는 0.65에서 0.9까
지, 외부 노즐의 노즐 출구속도는 1.5, 3.0, 4.5 m/s로 

변화하였다. 조건 6, 12, 17, 18은 외부 노즐에만 혼

합기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에 연료를 32.0 
sccm으로 공급하였다. 외부 노즐에만 혼합기를 공급

한 경우 그래프에서 실선 아래영역인 조건 6, 12, 17, 
18에서는 화염이 존재하지만 실선 윗부분은 화염이 

Fig. 25. Blow-off limits of premixed flame and the su-
ppression of blow-off on stratified premixed fl-
ames.



성층화된 화염을 이용한 희박 예혼합화염의 날림 특성 제어 19

Fig. 26. Flame images of premixed, pilot, and stratified 
flames.

유지되지 못한다. 반면에 내부에 연료를 공급하면 파

일롯 화염이나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6은 각 조건에서 형성된 화염을 보여준다. 

노즐 출구속도가 낮고 외부 노즐에만 혼합기를 공급

하는 조건 17, 18에서는 층류 예혼합 화염이 형성되

었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조건 6, 12에서는 난류 

예혼합 화염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외부에만 혼합

기를 공급하였을 경우 당량비가 낮아지면 화염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화염의 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
량비가 낮아 화염이 유지되지 못하는 조건에 내부 노

즐에 연료 32.0 sccm을 공급하면 화염이 유지되었다. 
13-16은 외부 노즐의 노즐 출구속도가 낮아 내부의 

확산화염에 의해 화염이 유지되는 조건이며 1-5, 7-11
은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이 형성되면서 화염이 유지

되는 조건이다.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을 형성하여 안

정시킨 경우에는 낮은 당량비와 빠른 노즐 출구속도 

조건 1에서도 화염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외부에 

희박 예혼합화염이 존재할 때 내부에 연료를 공급하

면 확산화염이나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으로 화염이 유

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층화된 예혼합화염과 재순환영역의 효과는 다

중 동축류 버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 동축

류 버너의 외부 노즐인 4번 노즐에는 당량비 0.9, 노
즐 출구속도 2.3 m/s인 혼합기를 공급하고, 각 조건

에 대해 내부 노즐인 1, 2, 3번 노즐을 이용하여 연료

만 공급하였다. 내부 화염의 같은 발열량에 대해 재

순환영역과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조건 별로 1, 2, 3번 노즐에 같은 양의 연료를 공

급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7은 각각의 노즐에 

같은 양의 연료를 공급한 화염으로 노즐과 연료량

에따라 화염의 형상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 

Fig. 27. Stratified premixed flames on a multiple con-
centric coflow burner.

노즐에 5.70 sccm의 연료를 공급하였을 경우 내부에 

화염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0.67 
sccm을 공급하였을 경우 내부에 확산화염이 형성되

었다. 같은 양의 연료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1번 노

즐은 2번 노즐과 3번 노즐에 비해 빠른 노즐 출구속

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공간의 재순환영역에 의해 

화염면이 생기고 확산화염이 생긴다고 판단된다. 2번 

노즐에 연료를 공급한 경우에도 1번 노즐에 연료를 

공급한 경우와 같이 내부에 화염면이 형성된다. 이에 

반해 3번 노즐에 연료를 공급한 경우, 내부에 화염면

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3번 노즐과 4번 노즐이 붙

어있어 내부 노즐에 연료를 공급한 경우 낮은 높이

에서 외부 희박혼합기와 혼합이 되면서 성층화된 화

염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3번 노즐에 연료를 공급

한 조건에서는 낮은 높이에 과농 예혼합화염, 높은 

높이에서는 희박 예혼합화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내부 노즐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1번 노즐

은 15.64 sccm, 2번 노즐은 20.61 sccm에서 화염이 진

동하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반면에 3번 노즐에 연

료의 유량을 증가시킨 경우 20.61 sccm에서도 화염

의 진동이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3번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여 형성된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에 의해 화염

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이 

확산화염에 비해 희박 예혼합 화염의 안정화에 큰 효

과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의 형성과 특성에 대한 연구

로부터 가스연료를 부분예혼합 화염으로 연소시키면 

매우 넓은 운전 조건에서 안정된 화염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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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중연료 버너에

서 성층화된 예혼합 화염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가스

연료를 연료희박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동축류 희박 예혼합화염의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

우 화염의 내부 공간에 재순환영역이 형성되어 화염

의 날림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예혼합화염의 당량비

가 낮아지면 화염 내부의 재순환 유동은 화염의 날

림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중 동축류 버너

의 내부와 외부노즐에 희박 혼합기를 공급하여 희박 

예혼합화염을 형성하면 화염간의 열적 상호작용에 

의해 화염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내부에 형성된 화염

의 존재로 재순환 유동이 약화되고 화염의 날림 억

제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에 다중 동축류 

버너에서 내부와 외부 노즐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면 

화염간의 열적 상호작용과 재순환 유동의 효과가 모

두 충분히 나타나 화염의 날림이 크게 억제되었다.
이중 또는 다중 동축류 버너에서 외부노즐의 희박 

예혼합화염 중심에 있는 내부노즐로 적은 양의 연료

를 공급하여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을 형성할 수 있었

다.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을 형성하면 매우 희박한 예

혼합화염 조건에서도 화염의 날림을 억제할 수 있었

다. C2, CH 및 OH 자발광 신호를 측정하여 성층화된 

예혼합화염은 과농, stoichiometric 및 희박 예혼합화

염 모두가 하나의 화염에 존재하는 구조를 갖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에 성층화된 예혼합

화염을 형성하고 내부에 재순환영역이 존재하면 화염

의 안정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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