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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me structure of co-firing coal and palm kernel shell (PKS) was investigated in a pulverized coal swirl 
burner by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The pulverized coal swirl flame is operated with a PKS blending 
ratio of 10%, 20%, and 30%. For all operating conditions, flame structures such as internal recirculation zone 
(IRZ), outer recirculation zone (ORZ), and exhaust tube vortex (ETV) were observed. In the center of flame, 
the strong velocity gradient is occurred at the stagnation point where the volatile gas combustion actively takes 
place and the acceleration is increased with higher PKS blending ratio. OH radical shows the burned gas 
region at the stagnation point and shear layer between IRZ and ORZ. In addition, OH radical intensity increases 
for a co-firing condition because of high volatile matter from PKS. Because the volatile gas combustion takes 
place at lower temperature, co-firing condition (more than 20%) leads to oxygen deficiency and reduces the 
combustibility of coal particle near the burner. Therefore, increasing PKS blending ratio leads to higher OH 
radical intensity and lower temperature.

Key Words : Flame structure, Particle image velocimetry, Swirl flame, Exhaust tube vortex, Internal 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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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온실가스, 대기오염 등에 관련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에

너지신산업,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에서는 

RPS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바이오매스를 3~7% 범위 내에서 혼소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탄소중립성으

로 인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기존의 발전소 설

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다[1-3]. 또한, 
바이오매스에 포함된 고 휘발성분은 연소 과정에서 

NOx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하
지만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는 기존의 석탄보다 높

은 휘발분과 낮은 고정탄소 비율로 기존의 버너에서

는 슬래깅, 화염의 안정성 문제 등의 불안정한 연소

특성을 보인다[2,6]. 따라서 바이오매스연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 적합한 연소기술이 필요하며, 바이오

매스 연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발전소에서는 보일러 내부에서 연소 특성을 제어

하기 위해 다단연소, Low-NOx 버너의 설계, 배기가

스재순환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향류 연소로

에서는 Low-NOx 버너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화염의 

제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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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dual swirl pulverized coal burner.

고 연소효율을 향상시킨다[7-9]. 미분탄 버너에서 질

소산화물의 저감 원리는 석탄입자를 특정영역에 집

중시키거나 내부재순환영역(IRZ, Internal Recircula-
tion Zone)을 형성하여 공기비가 낮은 상태에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생성물과 질소산화물의 환원반응을 통하여 NOx

를 저감시킨다[10,11].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IRZ와 

질소산화물의 배출특성을 분석하였고, IRZ의 거동은 

스월강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8,9,12,13].
최근 스월 버너에서 유동 및 연소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Mie/OH PLIF(Planar Laser In-
duced Fluorescence) 등의 광학계측 장비를 적용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Balusamy 등[14]은 입자 분포, 속도 

및 OH*을 측정하여 연소특성과 화염구조를 분석하

였다. Stöhr 등[15]은 가스 스월화염에서 IRZ, ORZ 
(Outer Recirculation Zone), PVC(Precessing Vortex 
Core), ETV(Exhaust Tube Vortex) 등의 화염구조와 착

화특성 및 화염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Bulat 등[16]은 산업용 가스 터빈에서 실험과 

수치해석방법으로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화염

의 중심에서 생기는 와류구조가 연소기 후단의 배기

관을 따라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ung 등[17,18]
은 화염 전체의 공간적인 난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미분탄 이중 스월화염에서 PIV 계측을 하였으며, 스
월강도 및 스월모드(Co-, Counter-swirl)에 따른 IRZ의 

거동과 화염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와류구조인 ETV
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ETV의 경계에서 탈휘발 이

후 체류시간의 증가로 인해 미연분의 연소성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분탄 스월화

염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염구조와 연소특성

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청탄인 Glencore와 발열

량이 낮고 휘발분이 높은 연료조성을 가지는 PKS 
(Palm Kernel Shell)를 혼소한 경우에, 스월화염에서 

유동특성의 변화와 연소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관측된 IRZ, ORZ, 정체점 및 ETV의 화염구조가 NOx 
저감 및 연소효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고, 화학발광과 온도 측정을 통하여 다량의 휘

발분이 방출되는 영역과 주요연소영역을 분석하였

다. 이러한 연구는 바이오매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

는 화력발전소의 연소기 설계 및 운전조건을 결정하

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미분탄 이중스월 버너

Fig. 1은 미분탄 이중스월 버너의 개략도와 스월러

의 형상을 나타낸다. 버너는 동축의 삼중관 구조로 

구성되어있고, 내부 관(Annulus 1)과 외부 관(Annulus 
2)에 스월러를 장착하였다. 내부, 외부 스월러는 2 
mm 두께를 가진 6개의 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인의 각도는 각각 50°로 제작하였다. 유량제어장치

(KOFLOC-3660, kojima instruments)를 사용하여 내부 

관으로 메탄 6 slpm과 공기 40 slpm을 공급하였고, 
외부 관으로는 공기 90 slpm을 공급하였다. 고체연료

는 메탄과 공기에 의하여 내부 관으로 공급되며 스

크류 형식의 미소정량공급장치(FEEDCON, nisshin 
engineering)를 사용하여 공급량을 조절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PKS 혼합비율에 따른 스월화염의 유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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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Ann. 1 Ann. 2

Sample feed rate [g/s] 0.114a)

~0.143b) -

Thermal input of coal & 
blending sample [kW] 2.86 -

Thermal input of 
CH4 [kW] 3.26 -

Air flow rate [slpm] 40 90

CH4 flow rate [slpm] 6 -

Swirl vane angle 50° 50°

Swirl number 0.90 1.00

Bulk equivalence ratio 2.62b)

~2.68a) -

Overall equivalence ratio 0.81b)-0.82a)

a)Blending ratio : PKS 0%
b)Belnding ratio : PKS 30%

Table 2. Properties of coal and PKS

Fuel Glencore Palm kernel shell 
(PKS)

Proximate analysis [wt.%, air-dry]

Moisture 9 3.5

Volatile matter 33.83 65.98

Fixed carbon 48.83 12.88

Ash 8.34 17.64

Ultimate analysis [wt%, dry]

C 72.2 41.01

H 4.61 4.68

O 10.94 34.04

N 2.65 1.88

S 0.44 0.11

Ash 9.16 18.28

Particle size distribution [µm]

d10, <10% 4.58 1.46

d25, <25% 12.92 6.26

d50, <50% 35.85 19.05

d75, <75% 66.53 49.90

d90, <90% 89.88 83.31

dmean, mean particle 
size 42.11 32.53

Net calorific value 
[MJ/kg] 25.15 15.23

화염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료의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석탄(Glencore)에 PKS 혼합비율을 10%씩 

가중하여 30%까지의 혼합시료를 준비하였다. PKS의 

발열량이 석탄보다 40% 가량 낮기 때문에 동일한 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PKS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

록 혼합시료의 공급량은 석탄대비 최대 27% 많은 양

의 시료가 공급되었다. 연료의 공급량 및 실험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공업분

석, 원소분석 및 입도분석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2.2. 광학계측 장비

Fig. 2는 미분탄 스월화염의 유동장, 화학자발광 

및 미분탄 입자의 온도 계측을 위한 광학 계측장치

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미분탄 입자의 유동을 계측하

기 위하여 PIV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PIV 시스템은 

Nd : YAG Laser(evergreen 200, quantel), CCD(Charge 
Couple Device), 동기화 장치(TSI Model 610036), 컴
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PIV실험에서는 추가적인 

추적입자(seeding particle)를 공급하지 않고 연료로 

공급되는 고체연료 입자가 사용되었다. 레이저 빔은 

최대 200 mJ/pulse의 출력, 14.5 Hz의 펄스 반복율, 
532 nm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두 빔 사이의 시간 간격(Δt)은 70 µs이다. 이미지영상

은 TSI Power View Plus 2MP 카메라(1600 × 1200 pixel, 
7.4 × 7.4 µm2)를 통하여 획득하며, Insight 4G TSI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획득한 500쌍의 이미지에 대해 데

이터 처리를 수행하였다. 미분탄 입자의 온도 측정을 

위해 2색 온도계(METIS-MQ11, sensortherm)가 사용

되었고, 화염의 화학자발광신호는 MICRO(Multicolor 
Integrated Cassegrain Receiving Optics) 시스템을 통

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광학계측장치

의 상세한 내용은 선행연구[17-20]에 자세히 설명되

어 있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optica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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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wirl flame structure for PKS blending ratio of 0%. (a) mean vector field, (b) radial turbulent intensity field.

Fig. 4. Mean flow field for PKS blending ratio of 0%. (a) axial velocity, (b) vorticity.

3. 결과 및 고찰

3.1. PKS의 혼합비율에 따른 유동 특성

Fig. 3은 미분탄 스월화염(PKS 혼합비율 0%) 구조

를 나타낸다. 화염의 벡터장과 유동구조를 Fig. 3(a)
에 나타내었다. 버너 중심에서 내부 재순환영역(IRZ)
과 버너의 외곽(y = ± 40 mm)에서 외부재순환영역

(ORZ)이 관찰되었다. IRZ가 끝나는 지점에서 유동 

정체점(y = 27 mm)이 관찰되며 정체점 이후에 화염

의 유동방향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동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유동구조는 선행연구[15-18]
에서 관찰된 튜브형상의 와류구조(ETV)와 유사한 유

동장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Fig. 3(b)의 반경방향의 

난류강도(radial turbulent intensity, Tv)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Tv 강도는 화염의 좌측(x = -30 mm) 
및 우측(x = 30 mm) 부근에서 높게 형성되는데, 이 

부분은 화염의 혼합경계(mixing layer)에 해당되며 

선회유동으로 인하여 주위보다 높은 Tv 분포를 보인

다. ETV에서의 Tv 분포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IRZ 
끝부분에 위치한 유동 정체점 부근에서 화염의 유동

방향으로 발달하여 y = 150 mm 지점에서 최대강도

를 보인다. 이러한 ETV 구조는 Stöhr 등이 연구한 가

스화염에서도 관측되었다[15]. Bult 등의 연구에 의

하면, 이러한 튜브형상구조의 형성은 IRZ에서 관찰

되는 PVC구조와 관계가 있고 연소기 후단의 직경 

및 형상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실

험에서는 원활한 광학계측을 위해 Sung 등이 수행한 

선행연구[17,18]에서와 같이 대기개방형 화염을 구

성하였기 때문에, ETV의 생성원리는 IRZ의 반경방

향 모멘텀 강도 및 고체연료의 연소반응으로부터 발

생하는 가스팽창으로 인한 축방향 모멘텀의 조합으

로 설명되어진다. IRZ에 의한 역방향 유동은 연소영

역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버너 부근으로 

유입시키며, 공급되는 혼합연료와 정체점을 형성한

다. 이로 인해 공기와 연료의 혼합성능 및 연소성이 

향상되며 화염이 안정화 된다[15,16]. 또한 IRZ의 형

성은 연료과농영역(fuel rich zone)에서의 미분탄 입

자의 체류시간 증가로 질소산화물 저감 측면에서 유

리하며, 중공형 와류구조를 가진 ETV 생성은 높은 

Tv 강도로 인해 ETV의 경계에서 미분탄 입자의 체

류시간을 증가시켜 미연분의 연소성을 향상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Fig. 4는 축방향 속도(a) 및 와류강도(b)에 대한 평균 

유동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상세한 IRZ(x = -26~ 
26 mm, y = 0~50 mm)구조를 보여준다. Fig. 4(a)를 

보면 내부재순환영역에 의하여 버너 부근(x = -12~12 
mm, y = 0~27 mm)에서 역방향의 속도분포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너 중심을 기준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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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xial profiles of mean axial velocity for PKS blending ratio of 0, 10, 20, and 30%.

칭인 속도 분포를 보인다. Fig. 4(b)의 와류강도 

분포를 보면 내부 관과 외부 관의 경계(x = ±15 mm)
에서 반경방향으로 와류강도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단영역에서 형성되는 PVC구조에 의

한 것이다. PVC는 전단영역에서 강하게 회전하는 

구조로 flame roll-up, 연료/공기의 혼합과 혼합물의 

점화를 일으킨다[15]. 또한 IRZ의 경계 부근에서 전

단영역이 형성되며, 선회유동에 의한 원심력을 극복

하기 위해 내부․외부 전단층 중심선에서 높은 속

도구배와 강한 와류강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연소특성은 3.2절에 기술하였다.

Fig. 5는 PKS의 혼합비율에 따른 화염 중심에서

의 축방향의 평균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속도분포를 역방향의 속도분

포가 나타나는 영역,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되는 영

역, 속도가 감소하는 영역, 완만한 속도증가를 보이

는 영역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Zone (1)~(4)로 표시

하였다. 미분탄 연소조건(PKS 0%)과 PKS 10%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Zone 3에서 약간의 속도 

차이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속도 분포를 보인

다. 그러나 PKS 혼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의 

경우(20%, 30%) 낮은 경우(10% 이하)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Zone (1)에
서 혼합비율이 낮은 경우(10% 이하)에는 y = 27 mm
에서 정체점이 형성되고 혼합비율이 20%, 30%인 경

우에는 y = 25 mm에서 형성된다. Zone (2)에서는 속

도가 급격하게 가속되는 영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동 정체점에서 고체연료의 착화 및 휘발분의 연소

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휘발분의 연소가

스가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이다. Zone (3)은 ETV가 

발달하는 영역(y = 45~60 mm)으로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ETV의 강한 와류구조로 인해 

미분탄 입자들이 화염의 중심에서 Vortex의 경계로 

Fig. 6. Radial profiles of mean axial velocity for PKS bl-
ending ratio of 0, 10, 20, and 30% at various down-
stream position (y = 20, 40, 60, and 120 mm).

강하게 유입되며, 화염 중심부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PKS 혼합비율에 따른 속도변화는 

Zone (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혼합비율이 10%, 
20%, 30%로 증가할수록 y = 50 mm에서 속도는 각각 

9%, 18%, 39%로 증가하였다. 이후 Zone (4)에서는 

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Fig. 6은 PKS 혼합비율 및 유동방향으로의 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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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위치(y = 20, 40, 60, 120 mm)에서 계측된 평균속

도 분포를 나타낸다. y = 20 mm에서 역방향의 속도

분포는 x = -10~10 mm까지 형성되며 x = ±5 mm에서 

가장 큰 역방향의 속도 분포를 보인다. y = 40 mm에

서는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의 중심에서 속

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y = 20 mm에서 속도차이가 

거의 없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는 Fig. 5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유동 정체점(y = 25~27 mm) 부근에

서 고체연료 입자의 주 연소영역이 형성되어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21]. PKS 혼합비율에 

따른 화염 중심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면 PKS 0, 10%
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PKS 혼합비율

이 20% 이상 조건에는 화염의 중심에서 큰 속도 차

이를 보인다. 이는 다량의 휘발분을 함유한 PKS 혼
소에 따른 연소성 개선으로 인한 영향이며, PKS 혼
합비율이 20% 이상에서 혼소에 의한 연소성 개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염의 중심에서 높은 

속도분포를 보인다.
Fig. 7은 PKS의 혼합비율에 따른 화염중심에서 

계측된 Tv 분포를 나타낸다. PKS 혼합비율이 20%, 
30%인 경우 y = 40 mm 부근에서 Tv의 변곡점이 나

타나지만, PKS 혼합비율이 0% 및 10%인 조건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y = 25~50 mm구간에서 Tv 수치

를 비교하면 혼합비율이 높은 20%, 30%의 경우에

는 0%, 10%에 비해 강하게 발달된 난류강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 구간은 휘발분의 연소에 의해서 속도가 

가속되는 영역(Fig. 5의 Zone (2))과 일치한다. 이는 

PKS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Zone (2)에서 휘발분에 의

한 연소반응이 주로 일어나 속도는 증가하고, 입자

의 밀도가 감소하여 난류강도가 커진 것으로 생각된

다[21]. y = 60 mm 이후(Zone (4))에서는 난류강도가 

증가하여 하류부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

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Zone (4)에서의 높은 난

류강도 분포는 ETV에 의한 것이며, 강하게 회전하

Fig. 7. Axial profiles of radial turbulent intensity for PKS 
blending ratio of 0, 10, 20, and 30%.

는 구조로 인해 미분탄 입자가 Vortex 경계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된다[23]. 이러한 연료과농영역(fuel rich 
zone)에서는 질소산화물의 환원반응이 촉진되어 질

소산화물이 저감될 것으로 생각된다[10,11].

3.2. PKS의 혼합비율에 따른 연소특성

PKS의 혼소가 미분탄 스월화염의 연소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화염의 온도와 화학 발

광을 측정하였다. 석탄연소에서 화학 발광 강도는 화

염의 열방출과 반응영역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미분

탄의 연소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24]. 선행연구에서 메탄 및 메탄/미분탄 화염에 광

학계측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OH*이 

가스연소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14,22]. Fig. 8은 PKS 혼합비율에 따른 평균 OH*　분

포를 나타내며, y = 20~40 mm과 y = 70~80 mm에서 높

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OH* 

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혼합비

율이 20%에서 30%로 증가한 경우에는 OH* 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버너부근에서 PKS의 과도한 휘

발분의 방출이 전체적인 연소성을 감소시켰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21,25]. 휘발분의 주요 연소영역에서 

혼합비율에 따른 OH*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Fig. 8
의 y = 30 mm에서 반경방향으로의 OH* 강도를 Fig. 
9에 나타냈다. Fig. 9의 OH* 분포를 보면 화염의 중

심부(x = 0 mm)와 x = 30 mm에서 높은 OH* 분포를 

보이는데, 이 위치는 Fig. 3에서 언급한 정체점과 IRZ
와 ORZ에 의해서 형성된 전단영역과 일치한다. 이
와 같이 정체점과 전단영역에서 연소의 반응성이 증

가하는 결과는 Stöhr[15]의 가스 스월화염의 연소특

Fig. 8. 2-D contours of OH signal intensity for PKS blend-
ing ratio of 0, 10, 20,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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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dial profiles of OH signal intensity for PKS bl-
ending ratio of 0, 10, 20, and 30% at y = 30 mm.

Fig. 10. Axial profiles of OH signal intensity for PKS bl-
ending ratio of 0, 10, 20, and 30%.

성과 유사하다. Fig. 8의 화염 중심에서 OH* 강도를 

Fig. 10에 나타냈으며, 버너로부터 y = 30 mm와 y = 
80 mm에서 높은 OH* 분포가 나타난다. y = 30 mm에

서의 높은 OH* 분포는 정체점에 형성된 주요 연소

영역에 의한 것이며, y = 80 mm의 경우에는 주요 연

소영역(y = 20~40 mm)에서 연소하지 못한 입자들이 

ETV가 발달하는 구간(y = 60 mm)에서 체류하며, 추
가적인 연소반응을 일으켜 높은 OH*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반응특성을 보았을 때 정

체점, 전단영역과 ETV의 상류부에서 연료과농한 영

역이 형성되며 질소산화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17,18].
Fig. 11은 PKS 혼합비율 변화에 따른 평균온도 분

포를 나타낸다.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

로 온도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PKS
에 포함된 고정탄소 비율(12.88%)이 Glencore의 1/4
수준으로 연소과정에서 고정탄소에 의한 연소반응

성의 감소로 인해 온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y = 30~60 mm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정체

점 이후와 전단영역 근처에서 높은 온도가 형성된다. 

Fig. 11. 2-D contours of mean particle temperature for 
PKS blending ratio of 0, 10, 20, and 30%.

이는 OH*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y = 20~40 mm에서 

분자량이 작은 가스성분의 연소 반응으로 온도가 상

승하기 시작하며, 이후 분자량이 큰 Tar의 열분해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soot 및 가스성분의 연소반응으로 

높은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26].

4. 결 론

본 연구는 미분탄 이중스월화염에서 PKS 혼소에 

따른 화염의 유동 및 연소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

분탄 입자의 속도, 온도, 화학발광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분탄 스월화염의 평균속도 분포를 통해 PKS 
혼합비율에 따른 유동특성을 조사하였으며 PKS 혼
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의 중심에서 속도와 반

경방향 난류강도(Tv)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계측된 OH* 강도는 휘발분의 연소반응성을 나

타내며 정체점, 전단영역과 ETV의 상류부에서 높게 

나타난다. PKS 혼합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PKS의 

높은 휘발분으로 인해서 OH* 강도는 혼합비율 20%
까지 증가하며 30%에서는 20%와 비교하여 감소한다.

3) 화염의 온도는 PKS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고

온의 화염영역은 감소하였으며 OH*의 분포와 비교

했을 때 넓은 영역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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