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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ing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tical signal of flame

through an optical fiber and the equivalent ratio of flame. In this experiment, flame

optical signal in a furnace is measured using photodiode. The combustion system is

composed of 15W turbulent burner and industrial boiler, and flame chemiluminescence is

measured at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flame chemiluminescence

of turbulent premixed flame is measured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photodiode. It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quivalent ratio and photodiod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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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포토다이오드와 같은 광학 소자들의 기

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센서로 황

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연소 시

스템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 연소되면서

화염 내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종들에

의한 특정 파장 영역대의 발광신호를 광학 소자

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 기술

을 이용하여 화염발광신호를 광학소자로 측정

및 분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염의

상태를 직접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센서로

기능이 가능하다. 화염 발광 신호를 통해 계측

된 연소반응상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면 발광신호의 크기와 공연비 사이의 선형적 관

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산업

용 보일러 시스템에서 전 부하영역에 걸친 공연

비의 선형적 정밀 운전제어가 가능하며 이에 따

라 시스템의 운전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배기중의 O2 및 CO를 계측하여 배기가스

중의 정확한 O2농도를 측정하고 불완전 연소

성분인 CO의 발생을 계측 및 제한하는 O2/CO

동시 계측 및 제어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2. Experimental set-up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ystem

Fig. 1은 본 실험장치의 계략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화염은 부분예혼합

화염을 계측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일러 전면부

의 1channel, 보일러 후면부의 2channel을 설치

하여 화염 광계측을 위한 Dual PD 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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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였다. 화염광신호의 안정적인 데이터

취득을 위한 잡음 제거용 H/W를 포함한 Dual

PD 계측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UV PD

및 IR PD의 안정적인 설치 및 계측위치를 확보

하기 위한 마운트형 프로브를 설계 제작하여 설

치하였다. CO/O2 trimming 제어를 위한 계측

프로브와 배기가스 계측 프로브를 비슷한 위치

에 설치하여 배기가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s

Fig. 2 Optic sensor data on each load

condition

Fig. 3 Chemiluminescence signal characteristic

on each channel

난류 부분 예혼합 화염에 대하여 Dual PD를 이

용하여 계측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염자발광신호

의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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