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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a deriving the relations according to the measuring locations between the che-
miluminescence and the flame state at commercial burner. In this study, the flame chemiluminescence of the 
flame of commercial burner is measured using a photomultiplier tube and the optical band-pass filter. In 
addition, the contour of the chemiluminescence of the flame is measured using the common CCD camera 
and the optical band-pass filters, and the acquired images is converted by the simple image processing as 
a matrix form. The results showed that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optical data and equivalence ratio exists, 
and the contour according to the measuring location of the flame chemiluminescence is different by equival-
en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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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OH* : OH radical
CH* : CH radical
C2

*  : C2 radical

AGV : Axial Global View
RPV : Radial Parallel View
RGV : Radial Global View

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세계적

으로 연소시스템의 고효율 화와 저공해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화염상태를 계측

하여 연소기 운전조절을 통해 최적의 화염상태를 유

지하는 연소컨트롤(combustion control)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일반적인 feedback control 

system은 크게 센서와 엑추에이터, 프로세서로 나눌 

수 있다. 연소시스템의 센서는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stack에서 suction probe를 이용하여 계측하는 방식이

며 이러한 방식은 배기가스의 Stack으로의 이동시간, 
프로브를 통한 계측시간, 센서의 안정화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응답속도

가 느린 센서를 적용한 컨트롤 시스템은 자체 에러

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안정한 컨트

롤영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화염에서 발

생하는 자발광에 대해 연소과정 중 화학반응 하는 

특정 화학종의 라디칼의 계측을 통한 광학적 계측

방법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광학적 계측방법은 화염

을 직접계측하며, in-situ방식으로서 연소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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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학적 계측 기법을 일반적인 연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계측위치별 신호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배경 이론

화학적 발광(Chemiluminescence)은 전기적으로 여

기상태(Electronically excited)에 있는 분자가 기저상

태(Lower energy state)로 돌아오면서 방출하는 에너

지를 지칭한다. 여기서 방사되는 에너지의 파장은 분

자의 종류와 분자의 천이에 의해 결정된다. 탄화수소 

연료의 연소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라디칼은 화학

반응이나 열 충돌(Thermal collision)에 의해 생성되는 

이렇게 생성되는 분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분자의 종

류에 따라 각각의 파장에서 피크를 나타낸다[2,3].
특히 Table 1에 나타난 화학종(OH*, CH*, C2, CO2)

은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UV영역과 VIS영
역의 파장대의 화염에서 연소반응 중 나타나는 주

된 화학종이다[4,5]. 이러한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Laminar premixed 

Table 1. Formation routes of excited radicals and cha-
racteristic wavelengths

Radical Reactions Wavelength 
[nm]

OH*

R1: CH + O2 → CO + OH* 282.9, 308.9

R2: H + O + M → OH* + M

R3: OH + OH + H → OH* +H2O

CH* R4: C2H + O2 → CO2 + CH* 387.1, 431.4

R5: C2H + O → CO + CH*

C2
* R6: CH2 + C → C2

* + H2 513, 516.5

CO2
* R7: CO + O + M → CO2

* + M
Continuous 
spectrum
350-600

Fig. 1. Laminar premixed flame spectroscopic analysis.

Fig. 2. Plank distribution law of wavelength at each tem-
perature.

flame에 대하여 spectroscopic analysis를 수행하였고,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화염에서 soot이 형성되면 형성된 soot에 의

하여 검댕 흑체복사(Soot blackbody radiation)의 에

너지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검댕 흑체 복사는 

온도와 파장에 따른 함수로서 플랑크곡선과 일치한

다는 특징이 있다. Fig. 2는 온도별 Plank distribution 
Law를 적용하여 파장에 따른 흑체복사강도를 아래

와 같은 식을 적용하여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약 400 nm의 파장영역 이후로 온도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그 영향은 파장이 클수록 더욱 커

짐을 알 수 있다[6].

 

exp

 


그러나 약 400 nm 이전의 파장영역에서는 흑체

복사의 영향이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V와 VIS영역에서 발생하

는 OH*, CH*, C2
*를 계측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

행한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Fig. 3은 실험장치의 개념도로서 연소기를 운전하

는 연소시스템과 화염상태를 관측하는 계측장치로 

구성된다.
연소시스템은 일반 상용연소기로서 난류 확산 화

염 연소기와 연소로, 공기 및 연료공급시스템으로 구

성된다. 또한 계측장치는 화염자발광을 집광하여 광

파이버(optical fiber)로 전달하는 optical head와 자발

광 분석을 위한 spectrometer, 화염라디칼을 측정하기 

위한 광학필터(optical bandpass filter)와 PMT(photo



난류화염의 화학적 발광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3

Fig. 3. Schematic of experimental system.

Fig. 6. Schematic of radical measurement system.

(a) Gas burner (b) Oil burner
Fig. 4. Pictures of burner.

multiplier tube), 자발광 분포를 계측하기 위한 광학

필터(optical bandpass filter)와 CCD camera로 구성하

였다. 또한 화염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portable gas 
analyzer를 배기단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배기가스 

O2를 계측하였다.
Fig. 4는 본 연구에 적용한 연소기로서 좌측은 가

스연료 연소기, 우측은 오일연소 연소기이다. 가스연

소기의 경우 연소기 중심에 단공노즐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고, 선회형상과 다공형태를 조합한 보염기를 

적용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또한 오일연료 

연소기의 경우 단공 압력식노즐을 통하여 연료를 

Fig. 5. Schematic of spectrometer system.

공급하고, 선회형태의 보염형상을 적용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 적용한 연소기의 경

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소기로서 연료다단, 공기

다단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연소기이다.
Fig. 5는 화염의 분광분석(Spectroscopic analysis)

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분광분석 시스템은 광파이버를 적용하였고, 
광파이버는 UV/VIS영역 파장의 광신호에 특화되어 

있고, 코어는 200 µm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 Fig. 6
은 개별 라디칼 계측을 위한 계측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도로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낸 광학필터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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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icture of gas flame for equivalence ratio.

Table 2. Specification of optical filters

Filter Center 
wavelength

Peak 
transmission

Bandwidth
(FWHM)

OH* 307.1 nm 15% 10 ± 2 nm
CH* 430.0 nm 45% 10 ± 2 nm
C2

* 514.5 nm 50% 3 ± 0.5

Fig. 7. Measurement system using CCD camera.

Fig. 8. Location & focus of optical head.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화염의 분광분석시스템은 

Fig. 8에 나타낸 광학헤드의 위치에 따라 계측을 수

행하였으며, RPV의 경우 위치별 화염라디칼계측을 

위해 Table 3에 나타낸 RPV Location에 따라 계측을 

수행하였다.
Fig. 7은 광학필터와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염

의 CH*, C2
*의 분포를 계측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

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CCD 카메라시스템에 광학필

터를 적용하여 동일조건의 화염에서 이미지를 취득

하였다. 취득한 이미지는 각각 흑백이미지로 변환하

였고, 이를 각 픽셀에 따른 matrix형태로 변환하여 

data취득을 하였다. 동일조건에서 취득한 이미지 data

는 각 픽셀별로 평균하였고, 각각 가스화염 CH*계측 

data, 가스화염 C2
*계측 data 및 오일화염 CH*계측 

data, 오일화염 C2
*계측 data의 최대값을 이용하여 평

준화를 수행하여 표시하였다.
Fig. 8은 화염 계측 위치에 따른 자발광 특성을 나

타내기 위한 광학헤드(optical head)의 위치를 표시하

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염 전체의 영역을 

포함하는 AGV(Axial Global View), 화염측면에서 반

응영역의 국부적인 영역을 계측할 수 있는 RPV(Radial 
Parallel View), 화염측면에서 보다 넓은 영역을 계측

영역으로 하는 RGV(Radial Global View)의 세 개의 

위치에서 계측을 수행하였다. 연소시스템 및 실험 조

건은 Table 3에 나타냈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

료는 상용 LPG와 상용 Light Oil이며 부하는 400,000 
kcal/h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화염 라

디칼 분포 계측을 위한 이미지 취득은 10 images/sec
의 속도로 이미지 취득을 하여 각 픽셀의 data를 평

균하여 표시하였다.

4. 실험 결과

일반 상용연소기의 가스연료 및 오일연료의 난류

확산화염에 대하여 Table 3에 나타낸 실험조건에 따

라 화염라디칼분포 및 계측 위치별, 당량비별 라디

칼강도, PMT를 이용한 개별 라디칼 강도측정에 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9는 가스연료의 난류확산화염의 당량비에 따

른 화염의 사진을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난바와 같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
Fuel LPG, Light-oil

Heat input 40,000 kcal/h

Equivalent ratio
0.56 0.59 0.63
0.87 0.71 0.77
0.83 0.91 1.00

Gas analyzer data rate 1 Hz
PMT System data rate 100 Hz

RPV Location
50 mm, 100 mm
150 mm, 200 mm
(From Burner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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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CH* for each equivalence ratio at gas flame.

Fig. 11. Distribution of C2
* for each equivalence ratio at gas flame.

이 청염과 적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당량비가 

높아짐에 따라 화염의 axial momentum이 감소하는 

화염형상을 보이며 적염영역이 확대되는 형상을 가

진다. 이는 공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연료와 공기의 

혼합성능이 약화되는 특징을 나타내며, 연료/공기의 

혼합성능이 떨어짐에 따라 연소반응 영역이 화염 후

류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과 11은 각각 광학 밴드패스 필터(optical 

bandpass filter)와 CCD camera를 이용하여 화염의 

CH*과 C2
*의 분포를 계측한 그림이다. 이러한 라디

칼 분포 이미지는 Fig. 9에 나타난 화염사진과 같은 

조건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바와 같이 당량

비가 낮은 조건에서는 화염 선단에 CH*과 C2
*이 주

로 위치하지만 당량비가 높아질수록 화염후류로 이

동하며 그 강도가 강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당

량비가 높아짐에 따라 연료/공기 혼합기의 혼합성능

이 약화되어 화염 선단에서 주를 이루던 연소반응 영

역이 후류로 이동함을 나타낸다. 또한 각 라디칼의 

집중 분포지점이 화염후류로 이동할수록 넓게 분포

됨을 알 수 있다.
Fig. 12는 오일연료 난류확산화염의 당량비에 따

른 화염사진을 나타냈다. 그림과 같이 오일화염의 경

우 전체적으로 적염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가스화염

과 마찬가지로 당량비가 높아질수록 화염이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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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icture of oil flame for equivalence ratio.

Fig. 13. Distribution of CH* for each equivalence ratio at oil flame.

Fig. 14. Distribution of C2
* for each equivalence ratio at gas flame.

며 시각적으로 화염의 axial momentum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당량비에서 화염초기에 화염

의 휘도가 높은 영역이 집중되는 반면 당량비가 높

아짐에 따라 화염이 길어지고, 강한 휘도를 가지는 

영역이 점차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스화

염과 같이 당량비가 높아짐에 따라 연료/공기의 혼합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Fig. 13과 14는 가스화염과 같이 CCD camera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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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pectrum analysis at each position.

Fig. 16. Spectrum analysis at all of RPV(Radial Parallel View).

용하여 화염의 CH*과 C2
*의 분포를 계측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일화염의 경우 

화염의 주 반응영역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라디

칼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라디칼 분포 data를 분석하면, 가스화염의 

경우 당량비의 변화에 따라 라디칼 강도의 분포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라디칼의 강도가 계측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이며, 오일

화염의 경우 라디칼 분포의 경향이 전 당량비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계측위치별 당량비에 따른 

라디칼의 강도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

된다.
Fig. 15는 계측위치별 화염의 당량비에 따른 파장

별 분석 결과를 나타냈으며 당량비에 따른 라디칼 및 

자발광 강도(chemiluminescence intensity)는 라디칼 

분포 data의 결과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나타난다. 특
히 계측영역이 가장 작은 RPV의 경우 Table 3에 표

시한 화염길이방향으로 이동하며 계측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Fig. 16에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염이 존재하는 영역의 높은 당량비에서

는 파장에 따른 자발광 강도가 흑체복사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라디칼의 피크가 중첩되

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염의 난류도가 강

해지면 노이즈형상의 신호가 강해지며 상대적으로 

작은 신호인 라디칼의 피크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Fig. 17은 각 계측위치에서의 OH*, CH*, C2

*을 광

학필터(optical bandpass filter)와 PMT(photomultiplier 
tube)를 이용하여 당량비 변화에 따른 라디칼 강도

를 계측한 data이다. 상기한바와 같이 당량비가 높아

질수록 라다칼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화염 전체를 계측하는 AGV(Axial Global 
View)의 경우 가스화염에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량비가 높아짐에 따라 화염후

류의 적염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기한바와 같이 적

염영역에는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으로 당

량비가 높아짐에 따라 정해진 파장영역대의 광 강도

(optical intensity)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다. 다만 OH*의 경우 대상 파장영역이 매우 낮은 

UV영역이기 때문에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

이 미미하여 가스화염과 오일화염 모든 경우 당량비

가 높아짐에 따라 라디칼의 강도가 낮아지는 일관적

인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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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ach Radical Intensity at each position.

5. 결 론

일반 상용연소기를 대상으로 난류확산화염에 대

한 화염의 자발광계측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스화염의 경우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

후류의 적염이 커지며 연료/공기의 혼합성능이 낮아

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2) 오일화염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염을 나타내며 

가스화염과 마찬가지로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화

염이 길어지고 연료/공기의 혼합성능이 낮아지는 현

상을 보여준다.
3) CCD camera를 이용하여 CH*과 C2

*의 분포를 

계측한 결과 가스화염의 경우 당량비에 따라 화염 

반응영역이 이동함을 보이며, 특히 C2
*의 경우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으로 화염의 적염 영역과 

유사한 위치 분포를 나타낸다. 한편 오일화염의 경

우 반응역역의 이동은 없으나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라디칼의 강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라디칼 반응영역의 이동과 분포는 화염형

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소기형식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사료된다.
4) 계측위치에 따라 화염의 분광분석을 수행한 결

과 주로 청염이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염이 주를 이루는 가스화염의 경우 화염후류에 

존재하는 적염이 계측범위에 포함되는 AGV의 경우

에만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이 나타났으나 

화염선단부가 주된 계측 범위인 RPV, RGV의 계측

위치에서는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이 관측

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적염을 이루는 오일화염의 경우 주된 

반응영역이 화염 선단부에서 나타나는 영향으로 AGV
계측위치에서는 뚜렷한 라디칼 peak가 나타나지 않

지만 RPV, RGV의 경우 soot blackbody radiation의 

형상에 중첩되어 OH*, CH*, C2
*의 peak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화염을 국부적으로 평행하게 계측하는 경우인 RPV

의 경우 화염후류방향으로 50 mm씩 이동하며 계측

한 결과 화염선단부에서 각 라디칼의 peak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만 화염후류로 이동할수록 화염의 flicker-
ing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noise형태의 신호 및 라디

칼 신호의 약화로 인해 라디칼 신호가 관측되지 않

는다.
5) 계측위치에 따라 광학필터(optical bandpass 

filter)와 PMT를 이용하여 라디칼 계측을 수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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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PV, RGV의 화염 선단부를 계측하는 경우 OH*, 
CH*, C2

*의 모든 라디칼이 화염당량비가 높아질수

록 라디칼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화염 전체 영역을 계측 영역으로 하는 AGV 계측

위치에서 가스연료인 경우 당량비가 높아질수록 화

염후류의 적염이 커지는 영향으로 당량비가 증가할

수록 CH*, C2
*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이 적은 파장 

영역에 존재하는 OH*의 경우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Soot blackbody radiation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화염 반응영역에서의 라디칼 강도는 OH*, CH*, 
C2

*의 경우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낸다.
6) 난류확산화염에 대하여 계측위치별 라디칼분

포, 분광분석, 당량비에 따른 라디칼 강도측정을 한 

결과 화염선단부에 존재하는 반응영역에서의 라디

칼 강도는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동일

한 경향을 보여준며, 계측위치는 화염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스화염의 경우 적염의 존재유무에 따

라 당량비에 따라 라디칼강도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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