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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el in conventional liquid fuel combustor is atomized by spray method for high efficiency and low 
emissions. To improve the overall fuel efficiency and lower pollutant emissions in liquid fuel combustion 
systems, the effective spatial and temporal separation of droplet evaporation from normal spray process is 
needed. In this paper, the recuperation of high temperature burnt gas for fuel evaporation was proposed to 
develop a cylindrical premixed combustor. The recuperation process using U shaped tube is effective to 
evaporate the liquid fuel. The results show that the flame mode is changed into red radiation flame, blue flame 
and lift off flame with decreasing equivalence ratio as gas fuel combustion mode. In particular, the blue 
flame is found to be very stable at heating load 9.2 kW and equivalence ratio 0.731. NOx was measured blow 
105 ppm (O2 zero base) from equivalence ratio 0.705 to 0.835. CO which is a very important emission index 
in liquid fuel combustor was observed below 5 ppm (O2 zero base) under the same equivalen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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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는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 오랜 시간동안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오염물

질의 배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한 고효율 저공해 연소기술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화석연료는 저장되는 상(Phase)에 따라 액체, 고

체 및 기체연료로 구분되며 저장된 상에 따라 연소

과정에 많은 차이점이 발생된다[4-6].

기체연료를 적용하는 고효율 저공해 연소기술은 

메탈화이버(Metal Fiber), 세라믹(Ceramic), 다공철판

(Perforated Plate)을 예혼합버너의 다공매질(Porous 
Media)로 적용하는 방식이다[6-8]. 연료-공기 예혼합

가스는 다공매질의 반응영역을 통과하면서 연소되

고, 연소열의 일부는 높은 열축적률을 갖는 다공매

질에 축적되어 고에너지 환경에서 연속연소 및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어 낮은 배기가스 배출량과 높은 

열효율을 형성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적용하는 친

환경 연소기술은 다단연소를 적용하여 고당량비 조

건에 형성되는 단열화염온도의 감소를 통하여 생성

되는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 NOx)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를 저

당량비 조건에서 재연소시키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

다. 또한 연소반응영역의 후단에 OFA(Overflow Air)
를 적용하여 완전연소를 형성하도록 시스템을 구성

하여 친환경연소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9,10].
화석연료 중 액체연료의 경우 다른 연료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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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conventional liquid fuel combustion.

Fig. 4. Schematic of new concept of liquid fuel combustion by self evaporation.

수송 및 저장이 간편하고 단위질량당 발열량이 높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액체연료의 경우 안

정적인 연소를 위해서는 공급되는 액체연료의 크기

를 미립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미립화 된 

액체연료의 액적 크기에 따라 증발시간이 증가되어 

연소특성이 변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1].
일반적인 액체연료의 연소에는 Fig. 1과 같은 분

무(Spray)를 적용하여 액체연료를 미립화하고 이를 

통하여 증가된 표면적을 통하여 액적의 증발을 촉

진시켜 연소반응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분무를 

통한 액체연료의 연소과정은 액체연료의 증발과 연

소가 동일한 공간 및 시간에 발생된다[12]. 따라서 

액체연료와 공기의 농도장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불완전연소가 발생되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액체연

료의 경우 불완전연소가 발생되어 CO, NOx 및 미

연탄화수소(Unburned Hydrocarbon), Soot 등이 많이 

발생되며 아울러 연소효율도 감소된다. 특히 실내에

서 사용되는 액체연료 연소시스템의 경우 점화 및 

소화과정에서 분무를 통하여 공급되는 액체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미연탄화수소에 의한 냄새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ig. 1과 같은 분무장치를 적용하는 액체연료 연소

시스템의 연소화염을 Fig. 2에 비교하였다. Fig. 2를 

살펴보면 연소화염이 일반적인 난류확산방식을 통

하여 연소과정이 발생되고 부력의 영향으로 연소화

염의 형태가 불균일하게 발생된다. 이러한 방식의 경

우 연소화염의 길이가 길고 연소화염의 온도장이 불

균일하게 발생되어 국부적인 가열이 발생되는 단점

이 발생된다.
하지만 기체연료의 경우 공기와 기체연료의 혼합

Fig. 2. Flame pattern of conventional liquid fuel com-
bustion by spray method.

Fig. 3. Flame pattern of premixed combustion using per-
forated porous media and natural gas[6].

(Mixing)을 통하여 예혼합가스를 형성하고 다공매질 

적용하여 Fig. 3과 같은 예혼합연소를 적용하여 안정

적인 연소화염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예혼합연소

의 경우 높은 부하비, 높은 열효율 및 낮은 배기가스 

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7,8].
액체연료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Fig. 4와 같은 액체연료의 증발, 예혼합 및 다공

매질을 적용한 예혼합연소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Fig. 4를 살펴보면 분무를 통하여 분사되는 액체연료

는 연소열을 사용하여 예열된 예열공기를 통하여 증

발시켜 가스화하고 가스화된 연료와 공기의 예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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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of spray test equipment.

및 다공매질을 활용한 예혼합연소 방식을 적용하여 

친환경 고효율 연소시스템을 구성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송 및 저장이 간편하고 단위질

량당 발열량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액체연료를 

기연가스의 높은 온도를 활용하여 증발시켜 기체 

연료화하고 예혼합연소 방식을 적용하여 액체연료 

증발을 통한 예혼합 연소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분무(Spray) 노즐 및 연료분사장치

실험에 사용된 액체연료 분무노즐은 Danfoss사에

서 생산된 분무노즐로 구조는 Fig. 5와 같다. 본 분

무노즐의 분사형태는 중실원추형(Solid Cone) 형상

이며 분사각도는 60°이다. 압력분사식 분무노즐로 

분사압력 7 bar 조건에서 0.3 gal/h의 연료를 분사한다

고 알려져 있다[13].

  

(a) Drawing (b) Photograph
Fig. 5. Spray nozzle.

Table 1. Property of kerosene

Molecular formula C12H23

Molecular weight (kg/kmol) 167.315

Density (kg/m3) 780

Heating value (kcal/kg) 10,855

Viscosity (cP) 1.63

Surface tension (mN/m) 23-32

Evaporation Temperature (℃) 6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액체연료는 등유를 사용하였

고 사용된 등유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14]. 분
무노즐을 적용하여 10 kW 이하 열용량 조건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분사압력변화에 따른 연료 분사량 및 

분사각도를 Fig. 6과 같은 분무 분사시스템을 구성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6을 살펴보면 연료탱크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압력조절기를 적용하여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등유를 분사하였고 분사되는 연료를 포집하여 정밀

저울을 통하여 질량을 측정하였다. 압력변화에 따른 

분무노즐의 분사각도 변화를 초고속카메라(Motion 
Pro x3, Redlake)와 광원을 적용하여 5회 반복 측정

하여 가시화하였고 후처리를 통하여 분사각도를 측

정하였다.

2.2. 원통형 예혼합 버너

본 연구에서 적용한 원통형 예혼합버너는 Fig. 7
과 같은 형상으로 금속재질의 분포판(Baffle Plate), 
염공(Flame Holes) 및 화염지지대(Flame Holder)로 구

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원통형버너의 형상을 비교한 Fig. 

8을 살펴보면 염공의 경우 직경 60 mm, 높이 161 
mm, 분포판은 직경 52 mm, 높이 146 mm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본 원통형 버너는 사전연구를 통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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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of cylindrical premixed combustor.

Fig. 8. Photograph of cylindrical premixed combustor.

소안정성, 배기가스 배출특성 및 열효율이 매우 뛰

어난 예혼합 버너로의 가능성이 확인된 원통형 예

혼합 연소기이다[15,16].

2.3. 자열증발을 위한 U자형 Recuperator와 예
혼합과정

분무되는 등유의 안정적인 증발을 위하여 Fig. 9와 

같은 등유 증발장치가 포함된 예혼합 연소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9의 등유 증발을 통한 예혼합 연소

시스템을 살펴보면 MFC (Mass Flow Controller)를 통

하여 공급되는 공기는 U자형 Recuperator 열교환기

를 통하여 연소화염이 형성된 원통형 예혼합 연소시

스템 상부로 순환되어 연소열원을 활용하여 예열된

다. 예열된 공기는 등유가 분사되는 분무노즐 주변으

로 공급되어 분사되는 등유를 증발시킨다. 등유의 증

발온도는 약 63℃이고 발화온도는 220℃로 본 영역

의 온도를 63℃ 이상 2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본 

실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연소열을 적용하

여 증발된 등유는 동일 장소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예

혼합되고 원통형 예혼합 버너로 공급되어 연소된다.

Fig. 9. Schematic of kerosene evaporation system.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액체연료의 자열증발은 원

통형버너의 연소열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공기를 U
자형 Recuperator 열교환기를 통하여 가열 및 예열하

여 등유가 분무되는 영역에 공급하고 분무된 액적상

태의 등유를 기화 및 예혼합가스를 형성하는 조건

을 의미한다.

2.4. 실험장비의 구성

액체연료를 연소화염의 열원을 활용하여 증발시켜 

기화하고 예혼합연소 방식을 적용한 연소시스템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10의 개념도를 살펴보면 실험장치는 크게 액

체연료 공급부, 공기 공급 및 예열부, 액체연료 증발 

및 연소부로 구성되어진다. 액체연료 공급부를 살펴

보면 질소를 활용하여 연료탱크의 압력을 조정하여 

분무되는 액체연료의 유량을 변경하여 발열량을 조

정하였다. 공기공급 및 예열부의 경우 연소시스템의 

작동초기 연소화염의 열원을 활용한 액체연료의 증

발이 어려워 작동초기 액체연료의 증발을 돕기 위하

여 공급되는 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전기히터를 설

치하였다. 연소시스템의 작동초기 전기히터를 활용

하여 공급되는 공기를 예열하여 액체연료를 증발하

고 연소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면 전기히터 없이 공

기를 공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상작동 상태 및 

초기 공기 예열을 위한 전기히터를 사용한 상태에

서의 액체연료의 분사영역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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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위하여 연소부의 액체연료 증발영역에 K 타입 열전

대를 적용하여 증발영역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하였다. 가동조건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의 거동을 분

석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Nikkon, D-90)를 사용

하였고 Testo-330 배기가스 분석기와 Testo Easyheat 
Softwere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액체연료는 연료발열량 기준 9.2 
kW로 고정하여 공급하였고 공기의 유량을 변화를 

통하여 당량비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압력변화에 따른 연료유량 측정

실내용 난방기에 널리 사용되는 열용량 10 kW 이
하의 조건에서 분무노즐을 적용한 연소시스템의 연

소특성분석을 위하여 Fig. 6의 실험장치를 활용하여 

압력변화에 따른 분무형상 및 분사유량을 측정하였

다. 압력변화에 따른 분무형태를 초고속카메라를 적

용하여 측정하였고 Fig. 11에 측정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1의 결과를 살펴보면 압력이 7 bar일 때의 분

사 각도 60°를 기준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분사각도

가 커지며 분사되는 연료의 유량이 증가된다. 또한 

분사실험과정에서 분사되는 액체연료의 질량을 측

정하여 측정결과를 Table 2에 비교하였다. 분사압력 

4 bar 조건에서 본 실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열용량 

9.2 kW를 확보하였고 추후 진행되는 모든 실험에서

는 연료분사압력을 4 bar로 고정하여 열용량 9.2 kW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a) 4 bar (b) 5 bar

(c) 6 bar (d) 7 bar
Fig. 11. Comparison of spray patterns with variation of 

th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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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ss flow rate and heating load with variation 
of the pressure

Pressure (bar) Mass flow rate (g/s) Heat load (kW)

4 0.000198 9.2

5 0.000220 10.2

6 0.000237 11.1

7 0.000252 11.8

(a) Green Flame (b) Red Flame

(c) Blue Flame (d) Lift off
Fig. 12. Comparison of flame patterns at LNG heating 

value 20.6 kW.

3.2. 도시가스를 적용한 원통형 예혼합 버너의 연
소특성

본 연구에 적용된 원통형 예혼합 버너는 사전연

구를 통하여 높은 연소안정성, 낮은 배기가스 배출 

및 높은 열효율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절은 사전연구를 통하여 발표 및 게재된 연구내용

의 결과이다[15,16].
원통형 예혼합 버너를 측향식 상태에서 열용량을 

20.6 kW로 고정하고 당량비 변화에 따른 실험을 진

행하였고 연소화염의 변화를 Fig. 12에 비교하였다. 
Fig. 12를 살펴보면 당량비가 감소함에 따라 연소화

염이 녹색화염→ 적색화염→ 청색화염→ 화염날림

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어 예혼합 연소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액체연료 증발을 적용한 예혼합 연소시스
템의 연소특성

액체연료를 분사하는 압력을 4 bar로 고정하여 공

급하여 열용량을 9.2 kW로 유지한 상태에서 액체연

료의 증발을 적용한 예혼합 원통형 버너의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연소시스템의 작동초기 

연소화염의 열원을 활용한 액체연료의 증발이 어려

(a) φ = 0.835 (b) φ = 0.789

(c) φ = 0.753 (d) φ = 0.731

(e) φ = 0.705
Fig. 13. Flame characteristic with variation of the equi-

valence ratio.

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히터를 적용하여 

공급되는 공기를 100℃까지 예열하여 초기작동시 적

용하였고 안정적인 연소화염이 형성되면 전기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화염을 비교한 Fig. 13을 

살펴보면 가스연료를 적용한 원통형 예혼합 버너의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당량비가 감소함에 따라 연소

화염 형태가 적열화염→ 청색화염→ 화염날림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액체

연료의 증발을 통하여 기화시켜 예혼합가스를 형성

하여 예혼합 버너의 적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예혼

합 연소화염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열용량 9.2 kW 
조건에서는 당량비 0.731 조건에서 가장 안정적인 

연소화염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정상작동 상태에서 액체연료 증발영역의 온
도변화 분석

액체연료의 증발을 통하여 예혼합 가스를 형성하

여 원통형 예혼합 버너에 적용하는 본 실험의 경우 

너무 높은 열전달을 통하여 증발영역의 온도가 발

화온도 이상으로 증가되면 증발영역에서 연소가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작

동 상태를 유지하는 당량비 0.753 조건에서 증발영

역의 온도변화를 1시간동안 측정하여 Fig. 14에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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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easurement of evaporation region temperature 
at equivalence ratio 0.753.

Fig. 14를 살펴보면 정상작동 후 20분까지 증발영

역의 온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30분 이후로는 증발영

역의 온도가 150-153℃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장시간 운전조건에서도 

증발영역의 온도가 발화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4 정상작동 상태에서 배기가스 배출특성

액체연료의 증발을 통하여 예혼합 가스를 형성하

고 원통형 버너를 적용한 조건에서 당량비 변화에 

따른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15와 같은 배

Fig. 15. Measurement system for CO and NOx emi-
ssions.

(a) NOx

(b) CO
Fig. 16. Emission with variation of the equivalence ratio.

 
기가스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여 배기가스를 측정하

였고 측정결과를 산소 0%조건으로 변환하여 Fig. 16
에 비교하였다.

Fig. 16에 비교된 당량비 변화에 따른 NOx의 배

출특성을 살펴보면 당량비가 감소됨에 따라 배출되

는 NOx 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NOx 배출량이 감소되는 원인은 당량비가 감소

되면 단열화염온도가 감소되어 Thermal NOx의 생

성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CO의 경우 

당량비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배출량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CO의 배출량이 매우 낮게 측정되는 원

인은 긴 배기 Duct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성된 CO가 

CO2로 변환되는 충분한 체류시간이 확보되기 때문

이라 판단하였다[17].
당량비 0.705-0.835 영역에서 NOx의 배출량은 105 

ppm 이하로 배출되었고 CO의 경우 동일 당량비 조

건에서 5 ppm 이하로 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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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화 및 소화과정에서 미연탄화수소의 영향으로 

발생되던 냄새의 경우 관능검사(Sensory Test)를 통

하여 배출량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액체연료의 안정적인 증발을 통하여 예혼합 가스

를 형성하고 원통형 예혼합 버너에 적용하여 안정

적인 예혼합 화염을 형성하는 실험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분무(Spray) 노즐 분사실험을 통하여 압력 4 bar 
조건에서 등유의 분사유량이 열용량 기준 9.2 kW, 분
무각도 46°임 확인하여 가정용 난방기에 적용 가능

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2) 분사압력을 4 bar로 고정하여 분사되는 연료유

량을 열용량 기준 9.2 kW조건으로 고정한 후 액체

연료의 증발을 통하여 예혼합 가스를 형성하여 원

통형 예혼합 버너에 적용하는 실험을 통하여 안정적

인 예혼합 화염을 형성하였다.
3) 액체연료의 증발을 통하여 예혼합 가스를 형

성하여 원통형 예혼합 버너의 당량비 변화에 따른 

연소특성을 분석한 결과 당량비가 감소됨에 따라 연

소화염의 형상이 적열화염→ 청색화염→ 화염날림

으로 변화되는 예혼합 화염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4) 당량비 0.753 조건에서 증발영역의 온도변화를 

1시간 동안 측정하였고 정상작동 후 20분까지 증발

영역의 온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30분 이후로는 증발

영역의 온도가 150-153℃로 유지하여 등유의 증발

온도 이상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5) 배기가스 측정 결과 당량비 0.705-0.835 영역에

서 NOx의 배출량이 105 ppm 이하로 배출되었고 CO
의 경우 실험에 적용된 당량비 전 영역에서 5 ppm 
이하로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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