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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표면복사버너인 세라믹 블록 버너의 기초 열성능을 열용량과 당량비에 따라 조사하였다. 세라믹
버너의 화염은 크게 세 가지 모드로 특성을 구별하였으며, 연료가 희박구간에서 나타나는 Blue Flame Mode
와 연소반응이 활발한 당량비 0.9부근에서 나타나는 Radiation Mode, 연료과잉 구간에서 나타나는 Pool
Flame Mode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Blue Flame Mode의 경우 버너표면에서 각각의 홀에 청염이 형성되며,
그로인해 낮은 표면 화염온도와 높은 배기가스 온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Radiation Mode의 경우 표면
이 적열되는 표면연소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낮은 배기가스의 온도와 높은 표면화염 온도를 나타낸다. 그로인
해 버너표면의 내부에서 완전연소가 이루어져 CO의 배출량은 낮으며, 표면온도의 영향을 받아 NOx의 배출
량은 높게 나타난다. Pool Flame Mode의 경우 버너 표면위에 녹색 화염을 형성하며 표면에서 완전연소 되
지 못한 미연소가스가 외염을 형성한다. 그로인해 높은 배기가스의 온도와 낮은 표면온도를 갖으며, CO의 배
출량 또한 높게 나타난다. 세라믹 버너의 경우 이전연구에 사용된 메탈화이버 버너에 비해 좁은 안정화 영역
을 보여준다.

1. 서론

2. 실험장치 및 방법

세라믹 블록은 내구성 및 부식성이 좋고 표면형상

2.1. 실험장치 및 방법

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보염구조 및 균일한 화염을
보이며, 저부하시 화염 길이가 짧아져 버너 표면이

그림 1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를 개략적

적열되어 표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때 연소 중 예

으로 나타내었다. 버너 직경을 50mm로 고정하고, 기

혼합 화염은 다공성 세라믹 표면 혹은 내부에 형성

공률(porosity)이 32%인 세라믹 블록을 사용하였다.

되어 1000℃이상의 고온상태에서 연소되어 다공성
세라믹 블록을 고온의 복사체로 만들며, 표면으로부
터 복사열을 방출하며 따라서 고온의 세라믹 표면으
로부터 주위로의 고체 복사열전달은 후류의 연소가
스의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온도에 매우 민감한
NOx의 생성 및 배출을 저감시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복사열은 고온의 다공성 세라믹에 의해
화염대로 들어오는 미연 혼합기의 예열을 향상시켜
가연한계를 확장시키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열용량(firing rate)및 당량비
(equivalence ratio) 변화에 따른 다공성 세라믹 버너
의 기본적인 연소 특성을 알아보고, 차후 지속될 연구
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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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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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조건

Parameter

Range

Fuel

Commercial LPG

oxidizer

Air

Porosity

32% (Ø 1.25mm, 2.1pitch)

Diameter of nozzle(d)

50mm

Firing rate(kW/m 2)

204 ∼408

Equivalence ratio( Φ)

0.4 ∼ 1.5

2

[그림 2] 각 모드별 화염의 직접사진 (255kW/m )

유입되는 연료와 산화제를 예혼합하기 위하여 정체
실(settling chamber)을 거쳐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예혼합된 혼합기의 균일한 유동장 형성을 위하여 세
라믹 허니컴을 2단으로 버너아래에 위치 시켰다. 연
료는 상용LPG와 산화제로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였
다. 유입되는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버블
(bubble)메타로 교정한 액주계(liquid column mano
meter)를 사용하였다. 버너 출구부분에 직경 50mm의
석영유리(quartz)를 위치시켜 연소실을 모사 하였다.
화염의 배출성능 및 미연혼합기의 예열효과를 조사하
기 위하여 K-type의 열전대(thermocouple)를 석영유
리의 하단 부분과 다공성 블록아래 부분에 설치하였
으며, 블록아래 설치된 열전대의 경우 선경 0.2mm

[그림 3] 세라믹 버너의 안정화 선도

의 열전대를 사용하여 유동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연소 배출물(CO, NOx) 성능의 경우 휴대용 배기가스
분석 장치(Optima7)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측정한 후
O2 Zero의 농도로 환산하였다. 또한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염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2.2. 실험조건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블록의 표면에 큰 영향을
주는 열용량(firing rate), 당량비(equivalence ratio)
를 주요변수로 두었으며, 이러한 변수를 중심으로
한 실험조건을 표 1에 나타내었다. 당량비는 연료의
유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공기(air)유량을 가변 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였으며, 화염의 안정(stable)영역인

[그림 4] 표면 평균 온도

당량비 0.6에서 1.4까지 0.1씩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

따른 각 모드별 화염의 직접사진을 나타내었다. 연료

다. 버너의 표면으로부터 높이 300mm지점에서 배출

가 희박한 구간에서 나타나는 청염모드(Blue Flame

가스의 온도와 O2, CO, NOx를 측정하였고 버너의

Mode)와 연소반응이 활발한 당량비 1.0에서 나타나는

예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버너 표면하부 2mm지점

복사모드(Radiation Mode), 연료가 과잉된 구간에서

에 있는 열전대를 사용하여 미연 혼합기의 온도를

나타나는 풀모드(Pool Flame Mode)가 나타난다. 각

측정하였다.

모드 화염의 안정화 영역선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2. 조건별 온도특성
그림 4는 표면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당

3.1. 조건별 화염의 형상
그림2는 열용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당량비 변화에

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다가 당량비
1.1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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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소배출 성능
그림 6은 CO의 배출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당
량비 1.0이후에 급격히 CO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표면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벗어나 형성하
는 외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NOx의 배출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열
용량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증가하며 NOx의 배출량은
표면화염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
그래프와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세라믹 블록을 이용한 다공성 표면복사 버너의 실

[그림 5] 배기가스 온도

험적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세라믹 버너의 화염은 당량비 변화에 따라서 청
염모드(Blue Flame Mode)와 복사모드(Radiation
Mode), 풀모드(Pool Flame Mode)가 나타난다.
2. 청염모드의 경우 연료가 희박한 낮은 당량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많은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낮은
화염의 온도를 갖게 되어 CO와 NOx의 배출량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3. 복사모드의 경우 연소반응이 활발한 당량비 0.9 부
근에서 나타나며, 화염이 짧아져 블록 안에 존재하
여 블록을 적열시키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나타나
며, CO와 NOx의 배출량이 청염모드에 비해 급격

[그림 6] 당량비 변화에 따른 CO 배출성능

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풀모드의 경우 연료가 과잉된 높은 당량비에서 나
타나며 표면위에 외염을 형성하여 낮은 표면온도와
높은 NOx배출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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