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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칭하며 

그 크기에 따라 유효 지름이 10 µm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 지름 2.5 µ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 지

름이 0.1 µm보다 작은 극미세입자(PM0.1)로 나뉜다. 이

러한 미세먼지들은 인체의 호흡기나 심혈관에 악영향을 

미친다. PM2.5 10 µg/m3 환경에 급성노출 시 심장이나 

호흡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2

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암협회의 추적관찰에 의하면 

PM2.5 물질의 10 µg/m3 증가와 함께 폐암 사망률에도 유

의미한 증가가 있었다[1]. 최근에는 PM0.1 이하의 극미

세입자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캐나다 

Public Health Ontario의 조사에 따르면 입자에 노출된 경

우 울혈성심부전과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

였다[2]. 

최근 국내에서 봄철이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원을 규명하고 이를 

규제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서울연구원에

서 서울특별시에 발생하는 PM2.5 물질의 배출원을 조사

한 결과, 자동차(35%)에 이어 난방 및 발전(27%)이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었으며,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3]. 아울러 미세

먼지의 생성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NOx 배출

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저녹스(NOx) 보일러나 콘덴싱 보

일러의 설치를 권장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3]. 특히,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 유

통업자가 환경부 장관 인증 보일러만을 유통하도록 규제

된다[4]. 위 법에 적시된 환경부 장관 인증 보일러란 환경

표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보일러로 NOx 배출량 35 

mg/kWh (0% 추가 공기로 가정 후 환산 시 약 20 ppm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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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on and emission of particulate matter (PM) from methane-air premixed flame burners we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ree types of burner surfaces were employed; i.e., a metal fiber, a perforated 

plate, and a sintered mat. In addition to NOx emission, the total weight and number distribution of PM were 

measured with the variation of the total flow rate and equivalence ratio. Usually, emission of NOx and PM 

increased as the total flow rate became larger and the equivalence ratio approached to stoichiometry from 

the fuel-lean conditions. Conclusively, even in the case of large NOx emission (100 ppm), the total mass of 

PM10 and PM2.5 were acceptable. However, the number of ultra-fine particles (<0.1 µm)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flow rate was excessively small and flame could heat up burner surfaces. It was suggested 

that an additional regulation for the ultra-fine dust would be necessary if premixed burners are operated at 

excessively low flow rate with surfac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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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하, 열효율 92%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5].

추가로 정부는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

법을 통해 대기 중 PM2.5와 PM10의 농도에 대한 환경기

준을 채택했다[6].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제시한 2단계 권고기준에 맞게 설정되었으며, 자세한 

수치는 Table 1과 같다[6].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PM2.5를 포함한 유해 대기 물질

들을 운영지침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주로 수동측정방법으로 중량농도법이 사용되고 PM2.5

의 경우 주로 연속자동측정법으로 베타선 흡수법을 사용

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측정한다[7]. 중량

농도법의 경우 포집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질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포집을 진행해

야 하고, 포집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농도 변화를 파악할 

수 없고, 화학반응을 하는 물질의 경우 고체상 염류가 생

성되어 측정 결과에 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 베타선 흡수법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미세먼지의 질

량 농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질량

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량농도법을 통해 구한 질량과 비

교하여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중저가의 미세먼지 측정

기의 경우 광산란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나, 빛의 산란 

정도와 변환 계산식으로 구한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8]. 이처럼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 측정

을 목적으로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각각의 

기술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PM1.0 

이하의 입자들의 개수가 PM2.5의 개수보다 약 200배 가

량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된다[9]. 이러한 경우 인체

에는 더욱 유해한 결과가 우려되지만, 환경부에서 제시

한 미세먼지 배출 기준에는 아직 입자 개수에 대한 규제

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PM1.0 이하의 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질량 기준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교적 청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 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 생

성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가정용 가스보

일러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질

량 기준으로는 동일한 미세먼지의 배출에 해당하더라도 

더 작은 입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자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인체에는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

험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극미세입자(PM0.1) 배출에 대한 새로운 개수 기준의 필

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의 구성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연료는 도

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99.95%)을 사용하였으며, 산

화제는 건조 압축공기를 사용하였다. 연료와 공기의 유

량은 질량유량계를 사용하여 제어되었다. 연소기에서 

발생한 NOx와 미세먼지를 측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는 이후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특정 업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이용하

여 미세먼지 배출 성능을 시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가정

용 가스보일러에 널리 사용되는 예혼합화염 연소기의 근

원적인 성능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 연소기를 제작하였

다. 시험 연소기의 표면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의 소재에 대해 동일한 표면적의 원형 연소기

를 제작하였다. 버너 상단에서 바라본 세 가지 버너의 표

면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왼쪽부터 화이버텍(주)의 메

Table 1. Korea fine dust regulation

PM Time Limit

PM 2.5 (µg/m3)
Annual 15

24-hour 35

PM 10 (µg/m3)
Annual 50

24-hour 100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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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파이버(WFF1-15), 타공판(SFFP-35-4), 소결금속(SFFE- 

30)이다[10].

연소 후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 석영관을 

씌우고 연소 후 가스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

였다. 미세먼지 포집 장비들의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배

출 가스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석영관의 길이는 1 m로 제작

했다. 화염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두 대의 DSLR 카메

라(Nikon)를 설치하여 수평 방향과 상부 방향에서 화염

을 촬영하였다. 또한, 화염 주위의 온도장의 정상상태 도

달을 판정하기 위해 석영관 표면의 온도 변화를 열화상 

카메라(Fluke)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연소기 직경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석영관의 온도가 30초 동안 1도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를 정상상태(steady state)라고 판단하

고 화염을 촬영하였다. 메탈파이버의 수평 방향 사진 중 

대표적인 경우들을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미세먼지의 측정

연소조건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NOx와 미세먼

지 배출량을 각각 측정했다. NOx 배출 특성은 Testo 330 

flue gas analyzer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으며, 미세먼지의 

배출 특성을 두 가지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일반적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인 레이저를 이용

한 산란신호로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TROTEC사의 BQ20

을 사용하여 PM2.5와 PM10의 질량을 측정하였으며, 

PM1.0 이하의 입자는 Cambustion사의 DMS500을 사용

하여 크기별 분포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장치 특성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BQ20 (Trotec):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광산란

법으로 측정한다. 입자가 작으면 빛에 많이 산란되

는 원리를 사용하며 30초 동안 측정한 PM2.5와 

PM10의 개수와 질량을 출력한다.

• DMS500 MKⅡ (Cambustion): 시간분해능은 최대 

10 Hz이며 5~1,000 nm 사이의 입자의 크기별 개수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광산란법이 아닌 고전압 코

로나 방전을 형성하여 입자상 물질을 표면적에 비례

한 전하량으로 대전시킨 후, 전기장이 형성된 원통

형 검출부를 통과하여 대전된 입자가 다른 위치에 부

착되며 검출부의 전위계가 측정한 전위 값에 따라 입

자의 개수를 측정한다.

2.3 실험조건 및 실험 방법

시중의 가정용 보일러는 빠른 연소속도, 유해 물질 저

감 등의 장점이 있는 희박 예혼합연소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합기의 유속은 연소속도보다는 빠

르되 너무 빠르면 화염지지점이 부상하여 화염이 꺼지게 

되므로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한다[11]. 따라서 이에 알

맞은 실험 조건을 설정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당량

비 0.6에서 1.0까지 연료가 희박한 구간에서 0.1 간격으

로 당량비를 증가시켰다. 또한 메탄의 층류 연소 속도를 

고려하여 총유량을 상대적으로 고유량이고, 일반적 운

전 조건에 해당하는 120, 160 lpm으로 정해 미세먼지 배

출 경향성을 파악한 후, 저유량에서의 경향성을 확인하

기 위해 20, 30 lpm으로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했다. 

미세먼지 포집을 위해 DMS와 BQ20의 주입구에 동관

Fig. 2. (A) WFF1-15, (B) SFFP-35-4, (C) SFFE-30.

Fig. 3. Side view of flames with different flow rates 

and equivalence ratio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uel methane (CH4)

Oxidizer Air (Dehumidified)

Equivalence ratio 0.6 – 1.0

Total flow rate(lpm) 20, 30, 120, 160

Velocity(cm/s) 2.6, 5.2, 7.8, 31.4, 41.9

Pressure 1 atm



적열된 메탈파이버 연소기의 극미세입자(PM<0.1 µm) 배출 특성 31

을 연결하였으며, 두 장치 모두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배

기가스를 흡입하면서 30초 동안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BQ20의 경우 동일한 사양의 두 개의 장비를 동

시에 사용하여 PM2.5와 PM10의 개수와 질량을 비교 측

정하였는데, 두 개의 장비에서 측정된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두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분석

3.1 운전 조건에 따른 PM 배출 특성

Fig. 4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널리 사용되는 메탈파

이버를 버너에 장착하고 실험했을 때, 연료와 산화제의 

총유량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

다. 버너에 연료를 흘려주지 않고 공기만 흘려주는 경우

를 따로 DMS500으로 측정하여 보일러가 운전되기 전과 

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관측했다. 메탄의 

층류 화염 속도와 비슷한 유속을 가지는 고유량 조건에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유량이 160 lpm일 때 메탈파이버 표면의 유속은 약 

41.9 cm/s이며, 당량비가 1일 때 메탄의 층류 화염 속도보

다 조금 큰 값을 가진다. 총유량이 120 lpm일 때는 표면에

서 유속이 약 31.4 cm/s이며, 당량비 0.8일 때 메탄의 층류 

화염 속도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12]. 160 lpm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주변 공기와 비교했을 때 10 nm 부근의 크

기를 가지는 입자들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으

나,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변 공

기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입자상 물질들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운전 조건 외에도 메탈파이버 연소기는 표면

을 적열하여 복사열전달을 높이는 목적으로도 흔히 사용

된다. 적열 모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유량 조건에서도 

운전되는데, Fig. 3에 20 lpm과 30 lpm에서의 화염의 형

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적열 조건에서 미세먼지 배출 

경향성을 실험한 결과가 Fig. 5이다. 저유량 조건에서 특

징적인 결과는 100 nm 부근과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상 물질의 개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크

기가 약 30 nm 이하인 초미세 입자상 물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량비가 이론 혼

합비에 근접할수록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예혼합 가스 버너의 적열모드에서의 입자상 배출 결과

와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Fig. 6에 비교하

였다.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는 두 가지의 상용 희석장치

Fig. 4. Gas boiler metal fiber PM emission charac-

teristics; (a) 160 lpm, (b) 120 lpm.

Fig. 5. Gas boiler metal fiber PM emission charac-

teristics; (a) 30 lpm (b) 20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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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us tube dilutor, ejector dilutor)로 희석하여 얻은 결

과[13]이다. 30 nm 이상의 입자의 수는 디젤엔진에서 확

연히 컸지만, 30 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의 개수

는 디젤엔진 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의 적열 모드에서도 

확연히 증가하며, 그래프의 경향성도 서로 비슷하게 나

타남을 확인했다. 

가정에 실제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메탄 이외에도 에

탄, 프로판, 부탄 등의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를 구성하는 탄화수소의 조성은 천연가스의 산

출지에 따라 변화하므로 특정한 대표 조성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성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메탄만을 연료로 하여 가정용 가

스보일러의 PM1.0 배출 특성을 모사하였다[15].

압축 점화 엔진의 경우 에탄과 프로판의 함량이 높을수

록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질소와 수소가 포함

되는 경우 그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16]. 

이를 고려하면,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정용 가스보

일러의 경우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소량 증가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3.2 입자상 물질과 NOx의 관계

DMS500을 이용하여 적열모드의 연소 조건에서 구한 

크기별 입자 수에 대한 정보의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5~10 nm, 10~100 nm, 100~1000 nm 구간에 해당하는 입

자 개수를 각각 구했다. BQ20을 이용해 얻은 PM2.5와 

PM10의 개수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체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 가까운 당량비 0.9에 

대하여 연소기 표면소재의 종류와 총 유량에 따른 입자

상 물질의 개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배출 개수가 107 이상

일 경우에는 진한 색으로 나타내었는데, 그래프들의 경

향과 마찬가지로 유량이 클수록 100 nm 이하의 입자상 

물질들이 많이 배출됨을 알 수 있다. 30 lpm일 때 전체적

으로 가장 많은 극미세 입자가 생성되었는데, 표면소재

의 종류별로 결과를 비교해보면 보일러에 사용되는 메탈

파이버에서 입자상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나머지 

타공판과 소결금속판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입자상 물

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지만 그 개수는 많은 입자들(PM0.1 이하)과 크지만 

그 개수는 적은 입자들 중 무엇이 미세먼지의 총 질량에 

더욱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미세먼지 크기

에 따라 그 질량을 환산하여 비교했다. PM2.5와 PM10의 

경우 BQ20을 사용하여 개수와 질량 모두 측정할 수 있었

으나, DMS 500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경우 개수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수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략

적인 질량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Cambustion 사에서 사

용하는 DMS500의 질량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17].

   × 


   (1)

식 (1)에서 는 입자의 지름을 뜻하며, 는 밀도상

수, 

는 부피환산 지수를 뜻한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5.2E-16, 

=3이며, 디젤 엔진에서는 =2.2E-15, 



=2.65이다. 이러한 값들을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서, BQ20에서 측정한 질량 데이

터를 사용하여 새롭게 도출한 값인 =1.4664E-13, 



=2.5570를 사용하였다.

Fig. 7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메탈파이버 버너에서 

DMS500으로 측정한 PM0.1이하의 극미세입자들의 질

Fig. 6. Comparison with Diesel engine flue gas.

Table 3. Number of PM at Φ=0.9

Φ=0.9 Particle diameter [nm]

metal Q 5-10 10-100 100-1000 2.5 10

metal 

fiber

10 6.2E+06 5.2E+06 5.0E+06 99 5

20 1.4E+09 4.4E+08 3.0E+06 99 5

30 4.7E+09 1.0E+10 9.7E+05 99 5

perforate

10 1.9E+06 5.9E+06 2.0E+06 113 5

20 5.5E+07 2.0E+06 1.0E+06 85 4

30 4.1E+08 1.6E+07 1.5E+06 56 2

sintered 

mat

10 1.3E+06 3.2E+07 5.2E+04 85 4

20 2.8E+08 5.5E+06 1.2E+03 71 3

30 1.8E+09 9.6E+08 1.5E+06 127 6

Air 9.4E+05 2.0E+06 1.1E+06 8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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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개수를 DMS500으로 측정되는 모든 범위의 입자

의 총 질량 및 개수로 나누어 각각의 당량비에 대해 총유

량별로 나타낸 것이다. 극미세입자는 그 크기가 작아 질

량 기여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미

세입자 개수의 증가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서는 극미세입자들의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

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즉, 크기가 

작으나 급격히 배출되는 PM0.1 이하의 미세입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미세먼지 규제를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esto 330 연소 가스 분석기로 측정한 배출 가스의 

NOx 배출량은 Fig. 8과 같다. 가스보일러용 메탈파이버

를 장착한 버너에서 측정한 결과로 프로브에서 연소 가

스가 아닌 주변 공기가 희석되는 효과를 환산하여 나타

냈다. 유량이 증가하고 당량비가 커질수록 NOx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총유량이 클 

때 당량비 0.8 이하의 조건에서 현재 NOx 규제를 만족함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보일러는 연소 희박 조건에서 

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표지 인

증 가스보일러는 열효율 92%를 달성해야 하므로 당량비 

0.8 조건보다 더 높은 당량비로 운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저 NOx와 고효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소 기술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언급할만한 경우로 유량이 적은 적열모드에서

는 당량비 1 조건에서도 NOx가 17 ppm으로 적게 배출되

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2020년부터 규제하는 보일러의 

NOx 배출 1등급 기준인 20 ppm 보다 낮아서, NOx 규제

만 고려할 때에는 저유량에서 진행한 실험 조건들이 모

두 보일러 규제에 적합한 운전 조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처럼 NOx 규제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자상 물질은 상당량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향

후 극미세 입자의 인체의 유해성이 검증된다면 이에 대

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보일

러의 미세먼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용 가스보일러 

연소기의 일반적 특징을 모사할 수 있는 메탄-공기 예혼

합연소기에 대해 미세먼지의 발생 및 배출 특성을 실험

적으로 측정하였다.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유통되는 가스보일러

의 경우 NOx 배출량을 35 mg/kWh 이하로 규제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 연소기의 표면 소재를 세 가지로 변경

하고 당량비와 유량을 변화시키며 실험한 결과, 당량비 

0.8 이하의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NOx 규제를 만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존의 대기환경 기준에 

해당하는 PM10, PM2.5의 기준과 NOx 기준 역시 대부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유량이 적은 적열모드 조건에서 PM0.1(100 

nm 이하의 크기)에 해당하는 극미세입자 물질들의 개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극

미세입자의 질량은 PM2.5와 PM10에도 일부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수준이며, 배출되는 개수가 다른 입자상 물질

보다 압도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더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인체 위

해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연소기의 적열 모드에서 

PM0.1 이하의 극미세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Fig. 7. Mass and Number ratio of ultra-fine particles 

(<PM0.1) for the gas boiler metal fiber.
Fig. 8. NOx emission for the gas boiler metal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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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이며, 관심분야는 좁은 

간격에서 화염 전파속도 분석 

및 화염 구조분석이다.

김남일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부

교수이며, 관심분야는 층류 및 

난류 화염 구조 해석, 액적 연소,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