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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dynamics of the Burke-Schumann flame. To show flame dynamics, this paper measures 
the flame surface and heat release rate. The flame shape is divided into three types with forcing frequencies. 
When the forcing frequency is lower than 120 Hz, the upper region of flame is cut. The flame is stagnant 
with 220 to 280 Hz forcing frequencies. The rest conditions of forcing frequencies make the connected wave 
shape of flame. The heat release rate is expressed by the flame transfer function. The gain of the flame transfer 
function is similar with the oscillation magnitude of the flame area except for flame cutting conditions. The 
flame is cut because the fuel is not supplied to upper flam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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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연소 현상을 이용하는 장치는 

연소불안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불안정이 발생할 운용 조건을 예측하여 그러한 

조건을 피하여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그 조건에서 발생

하는 불안정 현상을 파악하여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연소불안정의 정확한 발생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

지지 않았으나 반응물의 유동 섭동, 열방출량 섭동, 

연소실의 음향학적 경계에 의한 섭동이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발생 유무가 결정된다고 알

려져 있다. 위의 세 가지 섭동이 양적 피드백 루프

(posi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하면 연소불안정이 발

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음성 피드백 루프(ne-
ga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하면 연소불안정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소불안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연소불안정

이 발생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은 화

염의 동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연소불안정 예측 연구는 유동 섭동과 열방출량 

섭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와 연소실의 구조

로 인해 발생하는 음향학적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

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유동 섭동과 열방출량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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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이의 관계는 화염전달함수 또는 화염묘사함수

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음향학적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음향전달함수를 활용하거나[1] 헬름홀

츠 방정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 연구에

는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모델링 기법에는 

여러 가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 결과

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험적으로 화염의 동특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

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연소 조건에 따라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계측장비를 통해 연

소 현상을 계측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연소

기 외부에서 교란을 발생시켜서 그에 대한 화염의 

응답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연구 방

법은 모델링을 통해 얻은 연소불안정 예측 결과를 

검증하거나 실제 연소불안정이 발생했을 때의 현상

을 연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연소불안정 예측을 위

해서는 두 번째 방법인 외부 교란을 발생시키는 것

을 주로 사용한다. 
예혼합화염에서 화염 동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예혼합화염에서 스

칼라 값인 G를 매개변수로 갖는 방정식(혼합분율방

정식)을 활용하여 화염 동특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

한 결과를 임의의 외부 교란을 발생시킨 실험을 통

해 비교 검증하였다[2,3]. Noiray 등은 연소기의 음

향학적 방정식을 통해 화염묘사함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연소기 전단의 길이 변화를 통해 불안정을 발

생시켜 방정식을 통해 얻은 화염묘사함수와 비교하

였다[4]. 가스터빈 연소실처럼 연소 장치가 복잡한 

경우 실험적으로만 화염의 동특성을 파악하여 화염

전달함수를 파악하였다[5,6]. 
예혼합화염에서 다양한 방법과 조건에서 화염의 

동특성 연구가 진행된 반면 확산화염의 화염 동특

성 연구는 한정적이다. Farhat 등은 제트확산화염에

서 스피커로 외부 교란을 발생시키면서 화염면의 거

동과 압력 섭동을 계측하였다[7]. Kim 등은 스피커

를 통한 외부 섭동이 존재할 때 공진주파수의 영향

을 파악하였다[8]. 예혼합화염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

료와 산화제의 혼합분율인 Z를 매개변수로 갖는 방

정식의 해를 구하여 화염면의 위치, 화염전달함수 등

을 구하였다[9-15]. 이 때 Z를 매개변수로 갖는 방정

식이 성립되기 위해서 동축 공기를 포함한 제트확

산화염의 특별한 경우인 Burke-Schumann 구조가 성

립되어야만 한다. 확산화염의 화염 동특성의 연구는 

화염의 거동에 국한되어 있거나 Burke-Schumann 구
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Burke-Schumann 
구조의 혼합분율방정식을 통한 화염전달함수는 방

정식을 세우고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정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모델링 과정에서 포함된 가

정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urke-Schumann 구조를 가진 제트

확산화염에서 화염 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전 연구로 외부 교란이 존재할 때 화염전달함수와 

화염면을 계측하여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였다[16]. 
또한 이전 연구보다 다양한 주파수의 외부 교란을 

발생시켜 화염 형상을 계측하고 화염전달함수를 계

측하였다. 추가로 화염이 존재하는 면적을 구하여 이

를 화염전달함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Burke-Schumann 화염을 모사할 수 

있는 동축 공기를 포함한 제트확산화염 연소기를 

제작하였다. 연소기는 Fig. 1과 같은 형태로 연료 노

즐 내경 5 mm, 공기 노즐 내경 50 mm로 제작하였으

며, 공기 노즐이 끝나는 지점부터 높이 400 mm의 석

영 사각관을 장착하였다. 레이저 계측의 용이성을 높

이기 위해 사각관을 장착하였으며, Burke-Schumann 
구조를 최대한 모사하기 위해 공기 노즐이 사각관

에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연료로 수소와 메탄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모

델링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공기 노즐

과 연료 노즐 내경의 비율을 1:10으로 제작하였을 때 

순수 메탄 화염은 Burke-Schumann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공기와 연료의 동일 속도 조건에서 화염이 안정

화되지 않았으며, 순수 수소 화염의 경우 수소의 

Fig. 1. Illustration of the diffusion jet flame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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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안정도가 높아 외부 교란이 발생했을 때도 안

정한 화염이 유지되었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지 않았다. 연료 조성의 경우 순수 수소 화염의 경

우 연료의 반응성이 높기에 외부 교란이 발생하더라

도 열방출량의 떨림이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며, 순
수 메탄 화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

에서 화염이 불안정하여 Burke-Schumann 구조를 유

지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가진이 없을 때 안정적으

로 Burke-Schumann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진

이 존재할 때 적절한 열방출량의 떨림이 나타나는 

연료 조성을 선정하였다.
공기와 연료에 속도 섭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스

피커를 활용하였다. 공기관 좌우 측면에 2개의 스피

커를 장착하였으며, 연료관 하단에 1개의 스피커를 

장착하였다. Burke-Schumann 화염 구조를 모사하기 

위해 공기와 연료의 속도 섭동이 크기와 위상까지 

동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선유속계에서 계측되는 

속도 섭동의 신호가 같아지도록 각각의 스피커에 인

가되는 전압과 공기관 스피커와 연료관 스피커의 위

상차를 NI사의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

법을 통해 조절하였다. 스피커를 통한 외부 가진은 

40 Hz부터 400 Hz까지 20 Hz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스피커의 성능으로 인해 40 Hz 이하의 주파수에 대

해서는 정확한 사인파 형태의 가진이 되지 않았으

며 400 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열방출량의 떨

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연료와 

공기의 평균 속도는 1.0 m/s, 속도 섭동은 0.2±0.05 m/s
로 유지하였으며, 두 속도의 위상차는 최대 5° 이내

로 조절하였다. 속도 섭동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이

유는 화염전달함수에 포함된 가정 때문이다. 화염전

달함수는 속도 섭동 대비 열방출량 섭동의 크기를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속도 섭동과 열방

출량 섭동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전 연구 사례 중 화염묘사함수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속도 섭동과 열방출량 섭동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

는 구간이 존재하며, 이러한 구간에서는 속도 섭동 

크기 또한 열방출량 섭동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든 실험 조건에서 속도 섭동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속도 섭동 크기의 영향

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염전달함수 계산을 위해 열방출

량과 속도 섭동을 계측하였다. 속도 섭동은 연료관과 

공기관 끝단에 위치한 열선유속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화염형상 측정은 초고속 카메라에 intensifier
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획득한 OH 
라디컬 이미지를 통해 열방출량의 조건 별 상대적 크

기를 계산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Parameter Value

Average velocity [m/s] 1.0

Velocity perturbation [m/s] 0.2

Forcing frequency [Hz]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Fuel concentration [%] H2/CH4 = 75/25

연료와 공기의 혼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료

에 아세톤 포화증기를 공급하였으며, Nd : YAG 레
이저에서 266 nm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아세톤 증기

를 여기시켰다. 10 Hz Nd : YAG 레이저를 사용하였

으며, 위상동기화 기법을 사용하여 한 주기 당 60도
의 위상차로 총 6장의 이미지를 계측하였다. 위상동

기화에 사용된 신호는 어떠한 조건에도 완벽한 사인

파로 구성되는 스피커 인가 전압을 사용하였다. 방출

되는 형광신호는 ICCD 카메라를 통하여 측정하였

으며, 동일 위상에서 30장의 이미지를 계측하여 평

균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같은 위상에서 계측한 이미

지의 평균화 작업을 통하여 계측 순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차를 방지하였다. 

2.2. 화염 면적 계산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카메라로 계측한 화염 형

상을 통해 화염이 존재하는 면적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화염은 제트확산화염 형태로 연료

와 공기가 혼합되는 위치에서 화염이 형성된다. 화
염의 두께를 매우 얇으며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3차원 형상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화염 사진마다 3차
원 화염을 모사하여 겉넓이를 계산하여 화염이 형

성되는 면적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겉넓이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내어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화염 면적의 섭동 값을 계산하였

다. 이렇게 계산한 화염 면적의 섭동 값을 평균 화염 

면적으로 나누어 가진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

내었다. 

3. 결과 및 논의

3.1. 화염형상

본 연구에서는 속도 섭동이 발생했을 때 화염 형

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초당 7000장의 화염 사

진을 촬영하였다. 화염면의 떨림 경향을 파악하기 위

해 Fig. 2와 같이 순간적인 화염 형상을 나열하였다. 
가진 주파수가 40 Hz부터 120 Hz까지 화염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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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stantaneous flame surface with various forcing frequencies.

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노즐에 부

착된 화염을 구성하는 파동의 두 번째 골부터 끊어

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140 Hz부터 200 Hz까지는 

화염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파동 형태로 구성

되었다. 이 때 가진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화염을 

구성하는 파동의 진폭이 줄어들었다. 가진 주파수가 

220 Hz부터 280 Hz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속도의 

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염면이 떨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 후 300 Hz부터 다시 화염

면이 떨리기 시작하였으며, 320 Hz에서 가장 많이 

떨린 뒤 다시 주파수 증가에 따라 떨림 정도가 감소

하였다.
화염 형상은 동일한 속도 섭동에도 가진 주파수

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 또한 특정 주파수에서 화염

면이 끊어지는 현상과 거의 떨리지 않는 현상이 나

타났다. 화염이 끊어지거나 떨리지 않는 범위를 제

외하면 가진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을 구성

하는 파동의 개수는 증가하고 진폭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3.2. 화염전달함수와 화염 면적 관계

본 연구에서 속도 섭동과 열방출량의 섭동의 관

계를 나타내기 위해 화염전달함수를 도입하였다. 화
염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이 때 

은 응답값을 나타내고 는 속도 섭동과 열방출량 

섭동 사이의 위상차를 나타낸다.

 
′
′

 exp      (1)

또한 화염이 구성되는 면적의 섭동 값을 구하여 

이를 화염전달함수의 응답값과 비교하였다. 화염 면

적의 섭동 값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계산하였다. 
먼저 전체 화염의 면적 섭동(total area)을 나타내고 

화염이 끊어지는 조건에서는 끊어지는 화염의 면적 

섭동(cut area)과 노즐에 부착된 화염의 면적 섭동

(main area)으로 나눠서 Fig. 3에서 화염전달함수와 

비교하였다. 

Fig. 3. Partial flame area oscillations and gain of flame 
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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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서 화염이 끊어지지 않는 140 Hz 이상에

서는 전체 화염 면적 섭동과 부착 화염의 면적 섭동

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화염전달함수의 응답값도 이

와 비슷한 값과 변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화염이 

절단되는 영역인 40 Hz부터 120 Hz까지는 화염전달

함수와 면적 섭동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 140 Hz부터 200 Hz까지 가진 주파수가 증가

함에 따라 화염면이 떨리는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때 화염전달함수의 응답값도 화염 면적 떨림 정도

가 줄어드는 만큼 줄어든다. 화염면이 거의 떨리지 

않는 220 Hz부터 280 Hz까지는 화염전달함수의 응

답값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떨림 정도가 제일 

낮은 260 Hz에서 최소값이 나타난다. 다시 화염면

이 떨리는 300 Hz부터 화염전달함수도 증가하기 시

작하며, 300 Hz 이상 영역에서 화염이 가장 크게 떨

리는 320 Hz에서 응답값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러

한 현상을 볼 때 화염이 끊어지는 저주파 대역을 제

외하면 화염 면적의 떨림 정도는 화염전달함수의 응

답값으로 표현되는 열방출량의 섭동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이 끊어지는 저주파 대역에서 전체 화염 면

적의 떨림과 화염전달함수 응답값이 차이가 많이 나

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화염 섭동은 부착 화염이나 

끊어진 화염의 면적 섭동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타

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염이 끊어지는 가진 주

파수에서 전체 화염, 부착 화염, 끊어진 화염의 시간

에 따른 화염 면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4는 화염이 끊어지는 80 Hz의 가진이 존재할 

때 각각의 화염 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선으로 나타낸 전체 화염면적 변화를 보면 시간

에 따라 화염 면적이 변하긴 하지만 주기성이 나타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착 화염과 끊어진 화염의 

면적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부착 화염과 끊어

진 화염은 시간에 따라 주기성을 보이지만 두 화염 

Fig. 4. Total and partial flame surface area with 80 Hz 
forcing frequency.

면적 변화는 정확히 180도의 위상차를 보인다. 따라

서 전체 화염 면적의 변화를 측정하면 부착 화염과 

끊어진 화염의 면적 변화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 화염 면적은 주기성이 사라지게 된다. 끊어진 

화염과 부착 화염의 면적이 정반대의 변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저주파 이외의 영역에서 보인 화염전

달함수의 응답값과 전체 화염의 면적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 

절에서 화염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3.3. 화염 절단 현상

앞에서 본 것처럼 120 Hz 이하의 가진 주파수 영

역에서 화염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열방출

량과 화염 면적의 관계를 고려하면 화염이 끊어지

는 영역과 부착되어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화염이 끊어지는 원인과 끊어지는 과

정에 대해 파악하였다.
Fig. 5는 화염이 끊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료에 아세톤 포화증기를 혼합시켜 레이저형광유도

법(LIF)을 사용하여 얻은 비반응장에서 연료와 공기

의 혼합 정도를 나타낸 결과로 위상동기화 기법을 활

용하여 계측한 30장의 동일한 위상 이미지의 평균

을 나타내었다. 화염이 끊어지는 100 Hz의 속도 섭동

이 존재할 때 0도에서 60도의 위상에서 아세톤 신호

의 하나의 파동 형상이 나타난 후 두 번째 파동에서 

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끊어지는 지점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화염이 끊어지는 현상은 저주파 대역에

서 각각의 노즐에서 나온 유동이 두 번째 주기의 골

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연료가 끊어지기 때문에 발생

Fig. 5. Fuel flow visualization with 100 Hz forcing fre-
quency by acetone P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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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quence of flame cutting with 80 Hz forcing 
frequency.

하는 것이다. 이는 Fig. 2의 화염 형상에서 나타난 

화염이 끊어지는 위치와 일치한다. 또한 평균 이미

지에서 끊어지는 위치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위상에서는 유사한 위치에서 연료가 끊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초고속 카메라로 화염이 끊어지는 순간

을 계측한 이미지이다. 화염이 끊어지는 순간은 노

즐에 부착된 화염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끝에 붙

어있는 원형의 끊어지는 화염이 형성된다. 화염이 끊

어지는 순간 부착된 화염의 면적은 급격히 감소하며 

새롭게 생성된 끊어진 화염의 면적이 증가한다. 그
로 인해 Fig. 4와 같이 끊어진 화염과 부착된 화염이 

18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형성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트확산화염에서 Burke- Schumann 
구조를 모사하여 속도 섭동을 발생시킨 후 이에 대

한 화염의 응답 특성을 파악하였다. 화염 형상을 초

고속 카메라로 계측하여 화염 면적의 떨림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열방출량 섭동과 비교 분석하였다. 
화염 형상은 가진 주파수에 따라 끊어지는 형상, 

떨림이 없는 형상, 여러 개의 파동의 연결 형상 등 3
가지로 구분되었다. 화염이 끊어지는 영역을 제외하

고 화염 면적의 떨림 정도와 열방출량의 떨림 정도

는 유사한 크기와 변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화염이 

끊어지는 조건에서는 끊어진 화염과 노즐에 부착된 

화염의 면적이 180도의 위상차를 보였으며, 그로 인

해 전체 화염 면적의 떨림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화염의 끊어짐은 속도 섭동이 존재할 때 연료 공

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순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염이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공급되지 않

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화염

이 끊어지는 순간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나타낸 것

으로 화염이 끊어지는 조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

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정 크기 이상의 

속도 섭동이 존재할 때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이 나타날 것이다. 향후 연구로 다양한 실험 조건을 

확보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화염이 

끊어지는 순간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리고 화염이 

떨리지 않는 원인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며, 화염이 

끊어지는 영역에서 열방출량 섭동과 화염 면적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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