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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감압비등에 의한 미립화는 더 미세한 직경의 액 을 얻을 수 있고, 분무각이 증가하며, 더 좋은 혼

합특성을 갖는 다는 에서 단순 압력식 미립화와 차이가 난다. 감압비등이란 과열된 액체를 포화 압

력 이하의 기 으로 분사하여 격한 비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립화이다. 본 연구는 속 연료를 

이용한 추진기 의 산화제인 물 공 기술에 감압비등과정을 이용한 와류분무를 용시키기 해 수행

다. 분열길이와 같은 거시  특성은 Charge-Couple Device(CCD)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 고, 

Sauter Mean Diameter(SMD)와 SMD분포와 같은 미시  특성은 Global Sizing Velocimetry(GSV) 시

스템을 이용해 측정했다. 실험은 압력과 온도, 류 속도를 변화시키며 진행했다.

Key Words: Flash-boiling(감압비등), Swirl spray(와류 분무), Spray characteristic(분무 특성), 

Dimensionless superheat(무차원 과열도)

1. 서    론

  물을 산화제로 사용한 속연료의 연소는 단

체 당 에 지 방출량이 높고 연소 시 발생하

는 수소의 활용이 가능 하지만 화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용이한 화를 해 산화제의 미립

화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인 미립화 

도구는 단순히 압력을 분열원으로 사용하기 때

문에 작은 직경의 액 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감압비등(Flash-boiling)을 이용한 과열된 

액체의 분사는 열역학  분열 메커니즘 더해지

기 때문에 더욱 미세한 액 을 얻을 수 있어 반

응률이 향상되며 과열된 액체는 내부 에 지 

가 높기 때문에 속연료 화에 유리할 것이

라 기 된다. 

  앞서 말한 감압비등의 특징을 활용하고자 과

열된 감압비등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

고 있다. Brown은 노즐 직경, 노즐 형상과 분무 

특성에 해 연구하 다[1]. Nagai등은 무차원 

과열도 ∆T*를 정의하 고[2], 본 연구에서 요

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Reitz는 사진촬 법을 이

용하여 감압비등 액주 분무 미립화에 해 연구

하 다[3].

  실제 연소실의 조건은 산화제와 속연료의 

분사와 화, 연소로 인해 류 유동이 형성돼있

다. 연소실 조건과 같은 류 환경에 액체의 수

직분사는 공업 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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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irouk은 

류환경에서 작동유체의 성, 류의 유속, 입사

되는 액주 제트의 속도와 분열길이와의 계에 

해 연구하여 류 공기유동으로 수직 분사되

는 액주제트의 온도 변화로 인한 성의 변화는 

분열 메커니즘에 향을 주지 않지만, 천이 경계 

큰 향을 다는 결과를 보고했다[4]. Choi 등

은 직  분사식 가솔린 인젝터를 사용하여 류

의 유속 변화에 따른 분무특성에 한 연구를 

하 다. 류의 유속이 빠를수록 액 의 분열과 

동시에 액 끼리의 합착 상이 가속화 되어 평

균입경은 감소하지만 Sauter Mean Diameter 

(SMD)는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 다[5]. 

  와류 노즐은 오리피스에 비해 미세한 액 을 

얻을 수 있으며 축 칭 형태의 공 원추 분무 

형상을 나타내서 혼합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하다.

  본 연구는 류환경에서 과열된 와류 분무의 

수직 분사 실험을 통해 연소실 내에서의 산화제 

분무 특성을 확인하기 해 수행하 다.

  

2. 실험 장치  방법

Fig. 1 Experimental setup

  개략 인 실험 장치의 구성은 Fig. 1 과 같다. 

연소실 모사를 해 1,000 mm×150 mm×150 

mm의 덕트를 제작하 다. 가시성 확보를 해 

소재는 아크릴로 선정하 다. 류상황을 모사하

기 해 풍동과 허니콤을 이용하여 단면  150 

mm×150 mm의 내에 균일한 유속의 유동이 

발생하도록 하 다. 작동유체는 물을 사용하 으

며, 펌 를 이용해 가압하여 분사했다. 가압된 

액체가 노즐에서 분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고

주  유 가열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온도까지 

가열하 다. Global Sizing Velocimetry(GSV, 

TSI inc.) 시스템을 이용하여 액 의 치와 액

의 직경에 한 정보를 취득하 다. GSV시스템

은 CCD 카메라(PowerView 4MP)와 원인 

이 (Nd:YAG Laser), 카메라와 이 를 동기화 

시켜주는 싱크로나이  등으로 구성된다. 카메라

와 이 를 60°의 각도로 배치한 후 싱크로나

이 를 이용하여 동기화시켜 정지된 액 의 산

란된 이미지를 얻었다. 그 후 로그램(Insight 

3G, TSI inc.)을 이용한 후처리 과정을 거쳐 액

의 치와 액 의 직경 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류유동의 방향으로 노즐로부터 40 mm 지

에 150 mm×150 mm의 넓이의 정사각형 

25×25격자를 생성하 다. 각 격자 내에서 600장

의 이미지를 취득하여 하 다. 

  분열길이는 노즐로부터 처음 발생하는 천공까

지의 거리로 반응이 일어나는 지 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이다. 분열길이는 분무형태의 이미지

를 각 상태에서 30개의 이미지를 취득, 하여 

평균을 구하 다.

  실험에 사용된 노즐은 공원추형의 단면 을 

갖는 상용노즐로(Hago Inc.) 분사공의 직경은 

0.75 mm이고, 완  발달 시 60°의 분무각을 갖

는다.

Pinj[MPa] Temperature

0.19
Tinj[K] 385 388 392

ΔT* 0.63 0.78 0.94

0.29
Tinj[K] 394 399 404

ΔT* 0.64 0.79 0.94

0.39
Tinj[K] 401 407 411

ΔT* 0.65 0.79 0.88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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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은 실험한 분사압력과 가열온도에 

한 표이다. 상온과 각 온도조건, 압력에서 실험

을 수행하 다. ΔT*는 무차원 과열도이다.[2]

3. 결과  고찰

Fig. 2 Breakup length varying velocity of crossflow 

and ΔT* at Pinj=0.19 MPa

  Figure 2 는 분사압력이 0.19 MPa 일 때 온

도, 류속도의 변화에 따른 분열길이이다. 류

속도가 증가할수록 액막에 달되는 운동량이 

증가하고, 액막을 분열시키는 외력으로 작용하여 

분열길이가 감소한다. 과열 시에도 류의 향

으로 분열길이가 감소하지만 상온상태에 비하여 

감소하는 폭이 게 나타난다. 

Fig. 3 SMD contour at Pinj=0.19 MPa, v=35.7 m/s,

      ΔT*=0

  Figure 3 는 상온에서 분사압력 0.19 MPa, 

류속도 35.7 m/s 일 때 SMD분포도이다. 류의 

향으로 덕트 바닥면을 향하여 치우친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도의 아랫부분과 윗부분, 그리고 

분무의 경계에서 SMD가 크게 나타난다.

Fig. 4 SMD contour at Pinj=0.19 MPa, v=35.7 m/s, 

ΔT*=0.94

  Figure 4 는 Fig. 3와 동일한 분사압력과 류

속도에서 무차원 과열도가 0.94 일 때 SMD분포

도이다. 무차원 과열도가 증가함에 따라 타원형

의 단면 이 역삼각형의 형태로 변하며, 분무의 

단면 이 감소한다. 한, 국부 으로 SMD가 크

게 나타나는 역이 해소된다. Fig. 3와 마찬가

지로 노즐에 가까운 아랫부분에서 상 으로 

SMD가 크게 나타난다.

Fig. 5 Comparison of SMD varying measurement 

point, y=1.5 mm and y=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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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은 류속도 35.7 m/s 일 때 덕트 바

닥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5 mm 지 과 7.5 mm

지 의 무차원 과열도 변화에 따른 SMD 그래

이다. 수직거리 1.5 mm 인 지 에서는 상온 분

사 시 보다 무차원 과열도가 0.63 일 때 SMD가 

증가하지만 무차원 과열도가 증가할수록 SMD가 

감소한다. 수직거리 7.5 mm 인 지 에서는 과열

도가 증가할수록 SMD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4. 결    론

  횡방향 류 유동으로 수직분사한 과열 와류 

분무의 수직분사 시 분무 특성 변화에 한 연

구를 하 다. 과열된 액체의 분무는 상온일 때에 

비하여 향상된 분무 특성을 나타내며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상온 분사와 과열 분사 모두 류속도가 증가

할수록 분열거리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상온 분사에 비하여 과열 분사 시 감소

하는 분열길이의 폭이 다.

  상온 분사 시 분무의 경계 부분에 국부 으로 

존재하던 SMD가 높은 지역이 가열할수록 해소

된다.

  분무의 류 방향에 한 수직 단면은 과열도

가 증가할수록 단면 이 어든다. 그 이유는 과

열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증기 생성량이 증가하

고 더욱 미세한 액 을 얻을 수 있다. 큰 액 에 

비하여 작은 액 의 성이 작아 류의 향에 

빠르게 순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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