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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effect of a pilot flame on the flammability of inert-gas- 
diluted methane and propane. The diffusion pilot flame was formed with propane at the innermost nozzle of 
a concentric triple co-flow burner. The main diffusion flame was formed with nitrogen-diluted methane or 
propane at the outermost nozzle of the burner. An air flow was located in-betwe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istence of the pilot flame helped stabilizing the main flame even at the flammability limit concentra-
tion of nitrogen-diluted fuel. The co-flow burner generated re-circulation zones and local variation of 
equivalence ratio depending on the flow rates of the reactants, which are known to help flame stabilization. 
Hot-wire experiments confirmed that both heating of the reactants and supplying of active chemical species 
by the pilot flame contributed to stabilization of the main fla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suggest a 
design concept for an efficient SVRU system that minimizes the emission of unburned hydrocarbon fuel from 
ship fuel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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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유류탱크에서 회수되는 유증기의 대기유

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용 유증기 회수장치(SVRU, 
Ship’s Vapor Recovery Units)가 사용된다. SVRU는 

유증기 내의 탄화수소를 응축 또는 연소과정을 통

해 제거하는데,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낮을수록 낮은 

포화온도로 인해 응축을 통한 제거가 쉽지 않다. 이
러한 경우 연소과정을 통해 잔여 탄화수소를 제거

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유증기는 다량의 질소와 

같은 불활성기체와 혼합된 채 회수되며, 혼합물의 

각 성분들의 유량과 농도가 선박의 외부 환경조건

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에서 안정적인 화염을 형성하여 넓은 농도범위의 유

증기/불활성기체 혼합물을 연소 처리할 수 있는 기

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체상 연료를 공기로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확산, 

부분 예혼합 또는 예혼합 화염이 형성된다. 이때 연

소반응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

조건이 가연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연료 또

는 산화제가 불활성기체로 희석되어 있을 경우의 가

연한계는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Lewis 등
[1]에 따르면 불활성기체 희석 정도에 따른 예혼합 

반응물의 가연한계는 Fig. 1과 같이 연료/공기/불활

성기체 혼합물의 연료분율(=y, 수직축)과 공기/불활

성기체 혼합물의 불활성기체분율(=x, 수평축)을 이

용하여 그래프 상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프로판의 확산화염에 적용하면 화염면에서 공기와 

당량비 1인 조건(stoichiometric condition)의 연소반

응이 일어나므로 식 (1)의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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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ammability limit of (a) propane and (b) methane in inert-gas-diluted air at room temperature and atmos-
pheric pressur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Arrows show the 
flammability limit N2 percentage in N2+Air for stoichiometric fuel+N2+Air mixture.

수 있는데, 프로판이 α배의 질소로 희석된 경우에

는 식 (2)와 같이 연료에 포함된 질소를 공기 항으로 

옮기면 연료 대신 산화제가 불활성기체로 희석되어 

있는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C3H8 + 5(O2 + 3.76N2)
→ 3CO2 + 4H2O + 5(3.76)N2 (1)

(C3H8 + αN2) + 5(O2 + 3.76N2)
= C3H8 + 5(O2 + (3.76 + α / 5)N2)
→ 3CO2 + 4H2O + 5(3.76 + α / 5)N2 (2)

따라서, 그래프의 수직축과 수평축은 식 (3), (4)로 

나타난다.



 (3)



 (4)

식 (3), (4)에서 α를 소거하여 x,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Fig. 1(a)에서 프로판의 당량비 1의 연소 

조건에 대한 직선이 된다. 메탄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Puri 등[2]은 대향류 버너를 이용한 프로판 확산

화염의 실험을 통해 연료 또는 공기에 질소를 혼합

할 때의 소염한계를 제시하였다. 연료 희석 시 확산

화염이 유지되는 질소 농도의 한계는 92%이며, 이
를 식 (2)와 같이 환산하면 공기 희석 시 질소 농도 

32.6%에 해당된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공기 희석 

시 질소 농도의 한계는 34.8%이며, 두 값 모두 Fig. 
1(a)의 당량비 1에 대한 가연한계에서의 수평축 값

(~37%, 화살표로 표시) 이하 영역에 포함된다. Bundy 
등[3]은 대향류 버너의 메탄 확산화염을 이용한 실

험을 통해 질소의 연료 희석 시 최대 84%(=공기 희

석 환산 시 35.5%), 공기 희석 시 최대 30%의 질소 몰

분율을 화염의 유지가 가능한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이 값 또한 Fig. 1(b)의 메탄의 당량비 1에 대한 공기 

희석 가연한계(~38%, 화살표로 표시) 미만이다. 그러

므로 연료 희석 시 화염이 유지되는 불활성기체의 농

도는 공기 희석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가연한계 범위 

이내의 어떠한 값이 될 것이며, 이는 버너의 연소 조

건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기체상 탄화수소가 불활성기체와 혼합될 경우 화

염전파속도의 감소, 화염의 진동, 부상, 날림 현상 

등이 발생한다[4-7]. 연료가 불활성기체와 혼합되면 

연소 메카니즘이 변화하고 연소반응에 참여하지 않

는 불활성기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화염의 온도

가 낮아진다. 이로 인해 화염전파속도가 느려지고 

화염이 부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료/불활성기체 혼

합물의 초기 온도를 높일 경우 화염의 안정성을 높

일 수 있으며, 화염전파속도의 상승으로 인해 희박

상태 혼합물의 가연한계 범위 또한 늘어나게 된다

[8,9]. 유동장에 재순환영역을 생성시키고 플라즈마 

등을 이용하여 활성화된 화학종의 농도를 높이는 

경우에도 희박 예혼합화염이 안정화되는 것이 알려

져 있다. 또한 유동장 내에 국부적으로 과농영역이 

존재할 때 연소과정 중 당량비 1인 영역이 발생하

고, 화염전파속도의 상승에 의해 화염이 안정될 수 

있다[10,11].
다중 동축류버너는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일정

하고 안정된 화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

에 다수 활용되었다[12,13]. 다중 동축류버너는 복수

의 노즐에서 연료, 산화제, 또는 연료/산화제 혼합물

이 축대칭 형상의 병행류(parallel flow)로 분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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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을 형성하는데, 노즐 간 유속의 차이를 이용하

여 유입류(entrainment), 재순환영역 등의 다양한 유

동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삼중 동축류버너를 이용하여 내부

에 별도의 연료를 이용한 파일럿 확산화염을, 외부

에 여러 조건의 연료/질소 혼합물에 의한 확산화염

을 형성하였다. 파일럿 화염은 외부의 연료/질소 혼

합물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활

성화된 화학종을 외부 화염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다. 버너 각 노즐에서의 유량 변화에 따라 유동장이 

변화하며, 이를 화염의 형상 및 희박 가연한계에서

의 안정화 여부를 평가하는 데 고려하였다. 또한 파

일럿 화염의 열적 효과와 화학적 효과 각각의 화염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하기 위해 파일럿 화

염 대신 전기 열선을 이용하여 외부 화염의 안정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동축류 버너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주어진 삼중 동축류버너

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노즐 구성에 

이용된 세 개의 황동튜브는 외경이 각각 6.35 mm, 
11.1 mm, 15.9 mm이고 두께가 0.356 mm이다. 노즐

의 번호는 Fig. 2와 같이 내부로부터 1, 2, 3의 순서

로 부여하였다. 1번 노즐에는 파일럿 확산화염 형성

을 위한 프로판을, 2번 노즐에는 산화제인 공기를 

공급하였다. 동일한 파일럿 화염에 대해 질소 희석

에 의한 연료별 화염 안정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메탄 또는 프로판을 여러 조건으로 질소와 혼합

하여 3번 노즐에 공급하였다. 질량흐름제어장치(mass 

Fig. 2. Concentric triple co-flow burner.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low rates in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s per minute)

Nozzle number
1 2 3

C3H8

24.2
Air

2,000

CH4 230.3
N2 : varying

flow ratesCH4 392.3
C3H8 150.6

flow controller, MKS and Brooks)와 read-out 장치

(LOKAS, GMATE2000)를 이용하여 기체의 유량을 

제어하였으며, 유량 조건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

다. 동축류 버너 외곽에는 60 slpm (standard liter per 
minute)의 차단 공기(shield air)를 공급하고, 디지털

카메라(Nikon D100)를 이용하여 화염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2.2. 실험결과의 해석

확산화염은 화염면이 stoichiometric 조건에서 형

성되므로, Fig. 1에서 주어진 당량비 1인 예혼합 조건

과 동일한 연료와 질소의 유량 조건에서도 확산화염

이 형성된다면 해당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연소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번 노즐에 공급된 연료가 2번 

노즐의 공기 및 외부 차단공기에 의해 확산화염을 형

성할 때, 식 (1)-(4)의 계산과정을 거친 후 이를 메탄 

또는 프로판의 가연한계 그래프에 나타내도록 하였

다. 각 연료에 대한 가연한계는 특정 질소 유량에서 

반복적으로 화염날림이 발생하는 경우로 하였다. 

2.3. 열선의 구조

Fig. 3과 같이 Kanthal-wire(φ = 0.3 mm)를 지름 4 
mm의 세라믹 튜브에 파일럿 화염의 길이와 유사한 

Fig. 3. A heating coil placed at nozzle 1 position of the 
co-flow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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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m의 길이로 감고 1번 노즐에 삽입하였다. 노즐 

상단과는 1.3 mm의 이격을 두어 전기적 단락을 방

지하고 노즐로의 열전달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가
변변압기(SEC, model S-45, AC 0-150 V)를 이용하

여 전류를 공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파일럿 화염

삼중 동축류버너의 1번 노즐에 프로판 24.2 sccm, 
2번 노즐에 공기 2,000 sccm을 공급하여 파일럿 화

염을 형성하고, 3번 노즐에 0부터 2,600 sccm 까지

의 질소로 희석된 메탄 230.3 sccm을 공급하여 화염

을 형성하였을 때의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3번 노즐 출구속도(V3)가 표에 주어져 있다. 외부 확

산화염은 다양한 형상을 보이되, 1,400 sccm의 높은 

질소 유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은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당량비 1인 

메탄/공기 예혼합기에 희석 질소가 첨가될 경우의 

가연한계를 넘어서는 범위에 해당한다. 즉 내부에 

Fig. 4. Flames of methane(230.3 sccm) and nitrogen 
(0-2,600 sccm) mixture at nozzle 3 with a propane 
(24.2 sccm) pilot flame at nozzle 1. Blow-out 
occurred at nitrogen flow rate of 3,000 sccm. 

Fig. 5. Flammability limit of methane in air diluted with 
nitrogen at room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essur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파일럿 화염이 있으면 불활성기체가 첨가된 연료의 

확산화염이 가연한계 인근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600 sccm의 질소유량

에서도 화염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메탄이 연소

되지 못하고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3,000 sccm의 질

소 유량에서 화염날림이 발생하였다.
3번 노즐로 공급되는 메탄의 유량을 392.3 sccm으

로 증가시키고 희석 질소의 유량을 0부터 4,400 sccm
까지 변화시킬 때의 화염의 형상을 Fig. 6에 나타내었

다. 기존 가연한계(Fig. 1)에 해당하는 질소 2,400 sccm 
조건은 Fig. 5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가연한계 

내 전 영역에서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번 노즐에 230.3 sccm의 메탄을 공급하

였을 때(Fig. 4)와 달리 질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파일

럿 화염 상단에 화염이 부착되고 이중 화염이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질소 유량(4,400 sccm)에
서 연소되지 않은 메탄이 배출되었고, 화염날림은 질

소 유량 5,000 sccm에서 발생하였다.
외부화염을 메탄 대신 프로판으로 형성한 경우에 

대한 화염의 형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3번 노즐

Fig. 6. Flames of methane(392.3 sccm) and nitrogen 
(0-4,400 sccm) mixture with a propane(24.2 sccm) 
pilot flame. Blow-out occurred at nitrogen flow 
rate of 5,000 sccm. 

Fig. 7. Flames of propane(150.6 sccm) and nitrogen 
(0-2,400 sccm) mixture with a propane pilot flame. 
Blow-out occurred at nitrogen flow rate of 2,600 
sccm. 



불활성기체로 희석된 동축류 확산화염의 파일럿화염에 의한 안정화 23

에 프로판 150.6 sccm과 함께 질소를 0부터 2,400 
sccm까지 변화시키며 공급하였다. 질소로 희석되지 

않았을 경우 외부화염은 확실한 확산화염의 형상을 

보여주며, 3번 노즐로 공급되는 질소의 양이 증가할

수록 메탄의 경우와 유사하게 화염이 부상하고 형

상이 변화한다. 화염날림은 질소 유량 2,600 sccm에

서 발생하였다. Fig. 7에 나타난 여러 질소 유량 조

건들에 대한 혼합물 내 질소 농도가 Fig. 8에 화살표

로 표시되어 있다. Fig. 8에 나타난 당량비 1에서의 

가연한계를 넘어서는 2,400 sccm의 질소유량에서도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소로 희석된 메탄 또는 프로판 확산화염의 다

양한 형상은 질소 유량 변화에 따른 유동장과 당량

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의 질소 600 
sccm 조건을 보면 외부에는 노즐에 부착된 화염, 내
부에는 부상 화염, 그리고 두 화염 사이에 확산화염

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번 노즐로 공급

되는 공기로 인해 국부적으로 과농 예혼합화염이 형

성되어 화염이 안정화 된다. 질소 800 sccm 조건에

서는 화염이 부상하며, 외부의 차단공기가 안으로 유

입되는 화염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 조건에서는 내

부와 외부화염의 하단에 당량비 1인 영역이 생겨 화

염이 안정화된다고 추정된다. 질소 1,300 sccm 조건

에서는 외부화염의 당량비 1인 영역이 내부화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상하게 되고 두 지역 사이

에 차단공기가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질소 2,000 sccm 이상의 조건에서는 내부, 외부로 분

리되지 않은 하나의 화염이 형성된다.
Fig. 8에 나타난 다양한 희석 조건은 SVRU에 의

해 회수되는 연료/질소 혼합물의 다양한 연료 농도 

조건을 모사한다. 특정 연료/질소 농도조건에 대해 

Fig. 8. Flammability limit of propane in air diluted with 
nitrogen. The range of the amount of air for fla-
mmability of each propane/nitrogen mixture con-
dition is shown as a shaded lin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Fig. 9. Comparison of the flammability limits of propane 
and methane in air diluted with nitrogen. Meshed 
bars: measured with pilot flame. Solid bars: read 
from Fig. 1.

산화제로 투입되는 공기의 양을 변화시키면 Fig. 8의 

그래프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과농, stoichio-
metric, 희박 연소범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활

용하여 가연한계 전체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

증기를 연소시킬 수 있는 공기량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Fig. 9에서 화염날림 조건을 통해 측정된 질소 희

석에 의한 가연한계와 Fig. 1의 가연한계를 비교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삼중 동축류버너에 파일럿 화

염을 적용할 경우 메탄과 프로판에 대한 질소 희석 

가연한계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3.2. 열선 실험

파일럿 화염의 열적 효과를 모사하기 위해 열선

의 온도와 주위 유동장을 파일럿 화염의 경우와 유

사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프로

판 파일럿 화염의 저위 발열량인 36.7 W를 기준으

로 열선에 전력을 변화시키며 공급하여 이에 의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열선의 여러 발열량에 대해 메

탄 392.3 sccm과 질소 1,000 sccm의 조건에서 형성

되는 외부화염의 이미지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내
부 열선으로부터 열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외부

화염은 부상화염의 형태를 가지는데, 열선의 발열량

을 증가시키면 화염의 부상높이는 점점 낮아지며 

화염이 결국 열선에 부착된다. 이는 코일에서 발생

하는 열에너지가 3번 노즐의 연료/질소 혼합기의 온

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화염전파속도가 빨라졌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Fig. 11은 버너의 3번 노즐에 메탄 혼합기(메탄 

392.3 sccm + 질소 1,000 sccm)로 화염을 형성하되, 1
번 노즐에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때, 파일럿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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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ames of methane(392.3 sccm) and nitrogen 
(1,000 sccm) mixture at nozzle 3 with a heating 
coil of varying electrical power at nozzle 1 po-
sition.

Fig. 11. Comparison of the flames of methane(392.3 
sccm) diluted with nitrogen(1,000 sccm) at 
nozzle 3 for three different cases of nozzle 1 
condition. Left: nothing, middle: a pilot flame, 
right: a heating coil, respectively.

이 있을 때, 그리고 열선이 있을 때의 각 화염의 형

상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내부에 파일럿 화염이나 열선이 없을 경우에는 3번 

노즐의 질소 유량 1,000 sccm에서 불안정한 화염의 

형태를 보이며, 질소 유량 1,100 sccm 인근에서 화

염날림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내

부에 파일럿 화염이나 열선을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공급하면 3번 노즐의 희석질소유량을 증가시켜도 화

염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당량비 1인 영역이 발생하

여 화염이 안정되는 파일럿 화염의 경우와는 달리, 
열선에 의해 열에너지만 공급하였을 때는 희박한 화

염의 형상이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적은 질소 유량

(1,400 sccm)에도 화염의 날림 현상이 발생함을 확

인하였다. 파일럿 화염 사용 시 질소 유량 5,000 sccm
에서 화염 날림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는 화염의 

내부에 동일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열전달 방

식의 차이로 인해 외부 화염에 전달되는 열에너지

가 다르고, 파일럿 확산화염에 의한 화학적 효과의 

부재로 인해 외부화염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상대적

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삼중동축류 버너의 내부 노즐에 파일럿 확산화염

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부 노즐에 형성된 질

소로 희석된 메탄 또는 프로판 확산화염을 안정화 

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삼중 동축류버너는 각 노

즐의 유량조건에 의해 재순환영역이나 국부적인 당

량비 변화를 발생시켜 화염의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버너의 내부 노즐에 파일럿 화염이 존재할 경우 희

석된 연료의 가연범위 전 영역뿐 아니라 가연한계를 

다소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화염이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일럿 화염 대신 열선을 이용

하여 프로판의 발열량과 동일한 열에너지를 공급할 

때에도 외부화염의 안정성이 증가하였으나 파일럿 화

염의 안정화 효과에는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파일럿 화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

해 연료/질소 혼합기의 온도가 상승하여 가연범위가 

증가하며, 파일럿 화염과 외부 화염 사이의 화학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화염이 보다 더 안정화 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파일럿 화염 형성

에 사용되는 연료와 유동조건을 최적화 하여 SVRU
에서 응축방식으로 제거되지 않은 유증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연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열선 실험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여 화염 안정화에 

대한 열적 효과와 화학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밝힐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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