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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scale fuel tanks emit massive amount of hardly-combustible VOC mixtures which are light hydrocarbon 
species in dilution with nitrogen and carbon dioxide. We have developed a lab-scale burner to combust those 
VOC mixtures by use of a turbulent partially-premixed flame as a pilot flame. For a higher HC treatment 
ratio, the mixture gases were reformed by a rotating arc plasma dev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itrogen 
mole fraction and the injecting speed of the VOC mixtur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burner. It 
was also found that the size of the pilot flame and the power supplied to the plasma device determine the 
overall HC treatment ratio and the concentrations of CO and NOx in the exhaust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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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설비와 운송장비로부터 배출되는 PM(particulate 
matters)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같은 다양

한 형태의 오염물질들은 심각한 환경, 보건문제를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VOC는 대기 중에서

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며, 인간에게 노출되는 성분과 농도에 따라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VOC는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각종 화학공정이나 

제조공정, 유류 채취 및 이송, 저장 과정에서 상당량이 

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유류 저장시설이

나 선박의 연료탱크와 같이 대량의 탄화수소(HCs, 
hydrocarbons) 연료가 저장된 장치에서 배출되는 VOC

는 다양한 탄화수소 화학종이 다량의 불활성기체로 

희석된 혼합물이며, 혼합물의 조성이 시시각각 변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maddoni 등[6]은 특정 선

박에서 배출되는 VOC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주로 

휘발성이 높은 저분자량의 화학종으로 구성된 HC 혼
합물이 전체 배출가스 중 약 10% 정도의 분율을 차지

하고, 이산화탄소, 질소와 같은 불활성기체가 배출가

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기로 배출되는 VOC를 제거하거나 일부 회수하

여 재활용하기 위한 기존의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압

축, 응축시켜 액화된 VOC를 회수하는 방식, 멤브레

인을 이용하여 특정 화학종을 흡착,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7,8]. 응축방식은 비교적 대량의 VOC를 처

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VOC가 메탄이나 프로

판과 같이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거나 농도가 낮은 경

우에는 액화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멤브레인 방

식의 경우 특정 HC 화학종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용량이 적고 멤브레인의 주

기적 재생,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처리방

식을 독립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기존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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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하는 저분자량 HC를 추가로 

제거하기 위한 보조적인 VOC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상 HC가 다량의 불활성기체에 

희석되어 있고 혼합기의 조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우에도 연소처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HC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난연성 연료/불활

성기체 혼합기를 연소시킬 때, 불활성기체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화염온도와 화염전파속도가 감소하여 

화염 부상이나 화염 날림 등의 현상으로 인해 화염

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워진다[9,10]. Kondo 등은 

explosion vessel을 이용하여 예혼합 상태의 프로판/
질소 혼합기의 연소 가능한 이상적인 최대 질소분

율이 0.95가 됨을 보였으나[11,12], 경험적으로는 동

축류버너와 같은 일반적인 연소장치로 희박한 혼합

기를 연소처리하기 어려우며, 이상적인 가연한계보

다 좁은 범위(~0.85 이하)에서만 화염의 유지가 가

능하다[13].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파일럿화염을 이용하여 가연한계 근방의 

프로판/질소 혼합기를 안정적으로 연소처리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13]. 삼중 동축류버너의 중앙에 파

일럿 확산화염을 형성시키고 그 둘레에 희박한 혼

합기에 의한 화염을 형성할 때, 파일럿화염에서 공

급된 열에너지와 라디칼들에 의해 혼합기 화염이 안

정화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혼합기의 유량이 높거

나 혼합기 성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심한 경우에

는 HC의 효과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난류 부분예혼합화염

을 파일럿화염으로 사용하여 연료/불활성기체 혼합

기의 유동 조건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HC의 연소처리율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로

테이팅 아크 플라즈마(rotating arc plasma)를 이용하

여 혼합기를 개질처리 하였다. 플라즈마는 연소과정

의 개선을 위한 연료의 개질, 배출가스 내 오염물질

을 저감하기 위한 후처리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로테이팅 아크 플라즈마는 개질에 의한 연료전환률

이 높고, 기기 내 높은 발열량에 의한 연료 가열효과

로 HC 연료 개질에 관한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14,15]. 실험에는 실제 유류탱크에서 배출

되는 VOC를 모사하기 위해 세 가지 농도의 희박한 

프로판/질소 혼합기를 사용하였고, GC(gas chromato-
graphy) 장치를 이용하여 혼합기의 플라즈마 개질 

전, 후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혼합기의 성분

변화가 연소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버너, 플라즈마 발생기

실험에 사용된 버너는 4개의 노즐로 이루어져 있

으며, 내부로부터 1, 2, 3, 4의 순서로 번호를 부여하

였다(Fig. 1). 1번, 2번 노즐의 외경은 각각 3.2 mm, 
9.5 mm이며, 0.33 mm, 0.75 mm의 두께를 가진다. 1
번 노즐의 높이는 2번 노즐보다 3 mm 높게 설정되

었다. 3번 노즐은 25 mm의 내경을 가지며 4번 노즐

은 3번 노즐 출구 상단의 둘레에 위치한다. 2번 노

즐로 프로판을 공급하고 1번 노즐로 공기를 빠른 속

도로 공급하게 되면 Fig. 1b와 같은 난류 부분예혼

합화염이 만들어진다. 난류 부분예혼합화염은 하부

의 확산화염, 상부의 난류 예혼합화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산화염 영역이 노즐에 잘 부착되어 있을 

경우 상부에 외부 유동에 의한 강한 교란이 있을 경

우에도 안정적으로 화염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3
번 노즐로는 버너 중심의 파일럿화염의 유지를 위

한 공기를 공급하였다. 4번 노즐은 둘레를 따라 슬

롯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유증기를 모사한 프로판/질
소 혼합기가 45도 각도로 버너 중심의 파일럿화염

을 향하여 분사되도록 하였다. 슬롯 간격의 조절을 

통해 동일한 유량의 프로판/질소 혼합기를 필요에 

따라 다른 유속으로 분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ure 2는 실험에 사용된 로테이팅 아크 플라즈마 

발생기의 개략도와 실제 플라즈마의 형상을 보여준다. 

Fig. 1. (a) Schematic of the burner structure. (b) A 
turbulent partially-premixed flame(pilot flame).

Fig. 2. (a) Schematic of the rotating arc plasma gene-
rator and (b) plasma formed between the two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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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ane, air and nitrogen flow rates, and power supplied to the rotating arc plasma generator.
Nozzle (sccm)

Rotating arc plasma
1 2 3 4

Air C3H8 Air C3H8 : N2 (fN2) Power

5170
(18.1 m/s)

200 (0.08 m/s)

21150
(0.84 m/s)

360 : 8640 (0.96)
/

600 : 8400 (0.93)
/

900 : 8100 (0.90)

0
/

0.1 kW
/

0.2 kW

400 (0.16 m/s)

600 (0.23 m/s)

800 (0.31 m/s)

100 0(0.39 m/s)
 

플라즈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외부 몸통과 내부 

전극에 교류전원(20 kHz, 전류/전압 가변형)을 인가

하여 생성시킨다.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과하는 기체

는 발생기 내부 전극의 접선방향으로 유입되어 나선

형으로 회전을 하며 발생기 상단으로 방출된다. Fig. 
2b의 플라즈마는 보라색을 띄는데, 이는 고에너지

(>15 eV)의 전자에 의해 질소가 여기된 후 방출하는 

빛의 파장(~390 nm)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자들의 

충돌에 의해 혼합기 내 프로판이 다른 화학종으로 

개질된다[14]. 

2.2. 실험방법

실험의 구성은 Fig. 3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으며, 버
너의 유량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프로판, 공기, 
질소의 유량은 질량유량조절기(mass flow controller, 
MKS and Brooks)와 read-out 장치(LOKAS, GMATE 
2000)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파일럿화염 형성을 위

한 2번 노즐의 프로판은 다섯 가지의 유량(200~1000 
sccm)으로 공급하였다. 4번 노즐의 프로판/질소 혼합

Fig. 3.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기는 9000 sccm의 유량으로 공급하되, 세 가지 다른 

질소분율(0.96, 0.93, 0.90)을 사용하였다. 질소분율은 

프로판/질소 혼합기 내의 질소의 농도이며,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프로판/질소 혼합기는 버너 전단에서 로테이팅 

아크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과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플라즈마 발생기 후단에 GC(gas chromatography, 
Agilent 490 micro GC)장치를 설치하여 혼합기의 조

성을 측정하였다. 배기덕트에는 배기가스분석기(MRU, 
Vario plus)를 설치하여 HC, CO, NOx 농도를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C 처리율

배기가스분석기에서 측정된 기체의 농도로부터 

HC 처리율을 계산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HC 처
리율은 4번 노즐로 공급된 프로판/질소 혼합기 내의 

HC 중 연소처리를 통해 제거되는 HC의 비율을 뜻

하며,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O는 연소되지 

않은 프로판으로 간주하였다.
 

   

   



   

(2)

 
Fig. 4에는 플라즈마 발생기에 인가되는 전력(P 

= 0, 0.1, 0.2 kW)과 혼합기의 질소분율(fN2 = 0.90, 
0.93, 0.96)에 따라 9개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며, 
개별 그래프는 파일럿화염 생성을 위해 사용된 연

료 프로판의 다섯 가지 유량과 버너의 4번 노즐로부

터 분사되는 혼합기의 속도에 따른 HC 처리율로 구

성되었다. 상대적으로 질소분율이 낮은 혼합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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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C treatment ratio vs. nozzle #4 speed at fN2 = 0.96, 0.93 and 0.90 conditions. Three different powers supplied
to the rotating arc plasma(0, 0.1, and 0.2 kW).

할지라도(fN2 = 0.90) 자체적으로는 연소가 불가능하

지만 파일럿화염을 이용하면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HC 처리율이 1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Fig. 4g~4i). 
또한, 이론적인 가연한계를 넘어서는 가혹한 조건

(fN2 = 0.96)의 경우에도 실험조건에 따라 HC의 부분

적인 연소처리가 가능하였다(Fig. 4a~4c).
그래프에서 HC 처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

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4번 노즐로 분사되

는 혼합기의 속도이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HC 처리율

은 증가하며, 4~6 m/s 영역에서 최댓값을 가진 후 고속 

영역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HC 
처리율의 혼합기 유속에 따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5에 유속에 따른 파일럿화염의 형상 변화를 나타

내었다. 600 sccm의 프로판으로 형성된 파일럿화염

(Fig. 5a)과 이 파일럿화염에 4번 노즐로 혼합기를 분사

하였을 때의 화염의 형상변화를 보여준다. 혼합기의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파일럿화염과 4번 노즐 유동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 유동(3번 노즐)에 의해 혼합기

가 파일럿화염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낮은 HC 
처리율을 보이게 된다(Fig. 5b). 그러나 4번 노즐로 분사

되는 혼합기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파일럿화염과 프로

판/질소 혼합기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HC 처리율 또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5c). 혼합기가 특정유속 이

상으로 분사되는 경우에는 혼합기의 유동이 파일럿화

염의 난류 예혼합화염 영역의 유동장을 교란시켜 HC 

Fig. 5. (a) Pilot flame formed with 600 sccm propane flow. 
The pilot flame with 9000 sccm of propane/ nitrogen 
mixture from nozzle #4 at (b) 2.7, (c) 5.4 and (d) 16.2 
m/s. The white arrows denote the streams of the 
propane/nitrogen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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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5d). 따라서 

특정 조건의 혼합기를 처리할 때 4번 노즐의 간격을 

조절하여 분사 속도를 최적화하면 최대 HC 처리율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연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HC 처리율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파일

럿화염의 연료 유량이다. 파일럿화염의 연료로 사용

되는 프로판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파일럿화염이 커

지며, 프로판/질소 혼합기와의 상호작용 시 혼합기 

내 질소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혼합

기 내 HC의 연소처리가 보다 용이하게 된다. 파일

럿화염 연료유량에 의한 HC 처리율 개선효과는 혼

합기의 질소분율이 0.96으로 높은 가혹한 조건일수

록 더 뚜렷하다(Fig. 4a~4c).
세 번째 요인은 플라즈마 발생기로 인가되는 전력

이다. 플라즈마의 에너지밀도가 높아질수록 혼합기

의 프로판이 다른 화학종으로 전환되기에 용이하다. 
Fig. 6은 HC 처리율이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고 버

너를 이용한 연소만 실시하였을 때(P = 0)에 비해 플

라즈마를 함께 사용할 경우(P = 0.1 또는 0.2 kW) 얼
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파일럿화

염의 프로판 유량 200 또는 1000 sccm과 질소분율 

0.93인 혼합기를 사용하였을 때 여러 속도에서 얻어

진 HC 처리율의 증가율을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파
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이 1000 sccm으로 높은 경우

에는 4번 노즐로 분사되는 혼합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연소처리가 잘 되어 플라즈마 사용에 따른 개선효과

가 미미하지만, 파일럿화염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200 
sccm의 경우에는 플라즈마에 의한 개선효과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즈마 개질에 따른 화

학조성의 변화가 HC 처리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GC 측정결과의 분석 부분에서 설명될 것이다. 
Fig. 7은 0.8 이상의 HC 처리율을 얻기 위해 필요

한 최소 파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을 Fig. 4에 주어진

Fig. 6. HC treatment ratio improvement by the rotating 
arc plasma for 200 and 1000 sccm propane flow 
rates at nozzle #2.

Fig. 7. Pilot flame propane flow rate necessary to achieve 
at least 0.8 of HC treatment ratio.

값들로부터 보간법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보여준

다. 상대적으로 낮은 질소분율(fN2 = 0.90)의 혼합기는 

200 sccm의 프로판 유량만으로도 혼합기의 유속 조

절을 통해 HC 처리율 0.9 이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Fig. 7에서 제외되었다. 매우 높은 질소분율의 혼합기

(fN2 = 0.96)일지라도, 파일럿화염의 유량을 높이면 HC
의 부분적인 연소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
라즈마 인가전력을 상승시키면 필요한 파일럿화염 프

로판 유량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CO, NOx 농도 

프로판/질소 혼합기의 분사 없이 파일럿화염만을 

형성하였을 경우에는 배기가스분석기 측정결과 CO
와 NOx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NOx: <5 ppm, CO: 
~0 ppm). Fig. 8은 프로판/질소 혼합기가 분사되었

을 때의 배기가스 내 CO의 농도를 보여준다. 질소분

율이 0.93(Fig. 8d~8f) 또는 0.90(Fig. 8g~8i)일 때, 파
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이 증가할수록 CO의 농도

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Fig. 4에
서 일반적으로 최대 HC 처리율을 보인 혼합기의 분

사속도영역(4~6 m/s)에서 CO의 농도가 최저치가 된

다. 이는 혼합기의 분사속도와 파일럿화염이 HC의 

연소처리에 보다 적합할수록 불완전연소의 결과물

인 CO의 농도가 낮아짐을 뜻한다. 혼합기의 질소분

율이 0.96일 경우에는 파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에 

대해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 600~800 sccm 
가량의 유량에서 최대 CO 농도를 보이며, 이보다 

낮거나 높은 유량에서는 CO의 농도가 감소한다. HC 
처리율이 일반적으로 파일럿화염 프로판 유량에 따

라 증가함을 고려할 때, 프로판/질소 혼합기가 매우 

희박한 경우에 대한 HC 연소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

은 설명이 가능하다. 파일럿화염을 형성하는 연료 

유량이 적으면 혼합기 내 HC가 연소되지 못하고 연

료 상태로 배출되는 경향이 크다(낮은 HC 처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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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 concentration vs. nozzle #4 speed at fN2 = 0.96, 0.93 and 0.90 conditions. Three different powers supplied
to the rotating arc plasma(0, 0.1, and 0.2 kW).

Fig. 9. NOx concentration vs. nozzle #4 speed at fN2 = 0.96, 0.93 and 0.90 conditions. Three different powers supplied 
to the rotating arc plasma(0, 0.1, and 0.2 kW).

낮은 CO 농도). 파일럿화염의 연료유량이 증가하여 

파일럿화염이 커지면 HC가 연소처리 될 수는 있지

만 여전히 불완전연소의 영향이 크게 존재한다(중

간 정도의 HC 처리율, 높은 CO 농도). 파일럿화염

의 연료유량이 매우 높아 화염이 커지면 대부분의 

HC가 연소처리되고 불완전연소의 결과물 또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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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HC 처리율, 낮은 CO 농도). 이는 프로판/질소 

혼합기가 파일럿화염의 넓은 반응영역에 체류하며 

충분한 연소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연소처리 후 생성되는 배기가스 내 NOx 농도[ppm]

는 Fig. 9에 나타내었다. NOx 농도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첫째, 프로판/질소 혼합기를 플라

즈마 개질 없이 연소처리하면 NOx가 50 ppm 이하

의 낮은 값으로 배출되며, 파일럿화염의 유량이 높

아질수록 조금씩 농도가 높아진다(Fig. 9a, 9d, 9g) 
둘째, 혼합기를 플라즈마 개질처리하면 인가전력에 

따라 배출가스내 NOx농도가 증가하여 최대 250 ppm 
수준에 이르게 된다(Fig. 9a~9c, 9d~9f 또는 9g~9i). 
셋째, 플라즈마 개질을 적용할 경우, 파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에 따른 NOx 농도 경향이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달라진다. 질소분율 0.96의 조

건에서는 NOx 농도가 여전히 파일럿화염 프로판 유

량과 함께 증가하나(Fig. 9b, 9c), 질소분율 0.93에서

는 증가 후 감소하며(Fig. 9e, 9f), 질소분율 0.90에서

는 이와 반대로 프로판 유량에 따라 감소한다(Fig. 
9h, 9i).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에 따른 CO와 NOx의 배출농도 경향은 연소조

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6]. 예를 들어, 질소분

율 0.93, 플라즈마 인가전력 0.2 kW, 4번 노즐의 혼

합기 분사속도 5.4 m/s인 조건에 대해 배출농도경향

을 구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 조건에서는 파

일럿화염이 커질수록 완전연소에 의해 CO의 농도

가 줄어든다. NOx는 파일럿화염의 열적효과에 의해 

농도가 높아지나, 800 sccm 이상의 높은 프로판 유

량에 대해서는 다시 감소한다. 따라서, 높은 HC 처
리율과 낮은 CO, NOx 배출농도를 모두 얻기 위해

서는 VOC의 분사속도, 질소분율 등의 조건에 따라 

파일럿화염의 크기와 플라즈마 인가전력 등을 조절

하여야 한다.

Fig. 10. NOx and CO concentrations vs. pilot flame pro-
pane flow rate for P = 0.2 kW, fN2 = 0.93 and 
nozzle #4 speed of 5.4 m/s.

3.3. GC 측정 및 NOx 증가의 원인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즈마 인가전력과 

파일럿화염의 프로판 유량은 배기가스 내 NOx 농도

의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실험조건

이다. NOx의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먼저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량이 크게 증가하는 Thermal 
NOx를 생각할 수 있다. 파일럿화염의 크기가 커질

수록 큰 열적효과가 예상되며, 로테이팅 아크 플라

즈마 개질 전후의 혼합기 온도 변화 또한 일부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즈마 인가장치 통과 전

후 프로판/질소 혼합기의 온도를 실측한 결과 평균

적으로 8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플라즈마로 개질된 혼합기는 화학적 조성이 달

라지므로, 연소 시 화염의 온도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C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적용 전, 후의 혼합기 조성을 분

석하였다. Fig. 11은 프로판의 전환율(conversion ratio, 
[%])을 혼합기의 질소분율과 인가전력에 대해 나타

낸 그래프이다. 전환율은 플라즈마에 의해 다른 화

학종으로 개질된 혼합기 내 프로판의 비율을 나타내

고 식(3)과 같이 정의된다. 

   

 
× (3)

플라즈마 인가전력이 높을 때 프로판의 전환율이 

높으며, 같은 인가전력에 대해 질소분율이 낮을 때 

혼합기에 더 많은 프로판이 존재하므로 개별 프로

판 분자 당 전달되는 플라즈마 에너지가 낮아져 전

환율은 감소한다. Fig. 12는 질소분율 0.93인 혼합기

의 개질 후 선택도(selectivity, [%])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선택도는 프로판이 개질 후 어떠한 화학종으로 

전환되었는지를 구체적인 비율로 나타낸 값이며, 수

Fig. 11. Conversion ratio of the propane / nitrogen mix-
ture by rotating arc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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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lectivity of the species resulting from the 
rotating-arc-plasma reforming of the propane/ 
nitrogen mixture. 

소와 HC 화학종들에 대해 식 (4)로 정의된다. 

   

  

  
×

  

  

 
×

(4)

플라즈마로 개질된 프로판은 주로 수소와 아세틸

렌, 부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질소분

율의 혼합기의 개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소와 아세틸렌은 연소 시 화

염전파속도가 빠르며, 타 연료의 연소 시 첨가되면 

화염의 안정성을 개선시키고 연소성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플라즈마를 이용한 타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이 확인된다[18,19]. 혼합

기의 플라즈마 개질에 의한 HC 처리율 개선은 이를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버너 연소 시 노즐 2, 
4에 투입되는 모든 연료 및 불활성기체에 대한 정량

조건에서의 단열화염온도를 개질 후 화학종의 조성

을 반영하여 구하면 플라즈마 개질 없이 계산된 값

에 비해 최대 13도 정도의 온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로테이팅 아크 플라즈마의 사용

에 의한 화염온도 상승은 기기발열과 연료조성변화

를 모두 고려할 때 최대 20도 정도로 생각되며, 이것

으로 NOx의 농도 증가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NOx 농도 증가 원인의 하나로서 Prompt 

NOx를 생각할 수 있다. Prompt NOx는 화염온도가 

낮고 연료가 과농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0]. 그러나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과하는 

혼합기는 프로판과 질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

질과정에서는 질소의 산화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플라즈마에 의해 프로판은 라디칼 상태의 작은 HC 

조각(CH, CH2)으로 분해되고, 식 (5)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시안화수소(HCN)가 버너 연소과정을 통하

여 NOx를 생성시킬 수 있다. 

 ↔
 ↔ 

(5)

따라서 플라즈마 발생기에서의 전력손실에 의한 

발열, 연료조성변화에 의한 화염의 온도 상승, 그리

고 개질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단계 화합물 등에 

의해 플라즈마 적용 시 NOx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라 판단된다. 

4. 결 론

유류저장탱크로부터 배출되는 VOC는 여러 기체

상 탄화수소 연료가 다량의 불활성기체로 희석된 

상태로서 가연한계를 벗어나는 난연성 기체이다. 이
를 연소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VOC를 로테이팅 

아크 플라즈마로 개질한 후 난류 부분예혼합화염 형

태의 파일럿화염에 분사하여 연소시키는 방안에 대

해 연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버너는 파일럿화염의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다양한 조건의 연료/불활성기

체 혼합물을 연소처리 할 수 있었고, 노즐 간격의 조

절을 통해 연료/불활성기체 혼합물의 분사속도를 조

절하여 HC 처리율을 최대화 할 수 있었다. 파일럿화

염의 형성을 위한 연료 유량을 증가시키면 대체적으

로 높은 HC 처리율을 얻을 수 있었다. 
파일럿화염 연료 유량이 낮거나 연료/질소 혼합기

의 질소분율이 높은 가혹한 연소조건일 경우, 혼합

기를 플라즈마 개질처리하면 혼합기의 온도상승 및 

수소, 아세틸렌과 같은 화학종의 발생으로 인해 HC 
처리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사용에 따라 NOx의 발생량 또한 증가하

며, 이는 플라즈마 개질에 의한 열적효과 및 시안화

수소의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높
은 HC 처리율과 낮은 CO, NOx 배출농도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파일럿화염의 크기, 플라즈마 인가전

력, 혼합기 분사속도 등을 혼합기의 질소분율, 유량

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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