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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예혼합 화염장에서 매연입자의 생성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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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ing at numerically analyze the soot formation processes

coupled with gas reaction mechanism in turbulent non-premixed and partially premixed

flames. In order to realistically represent turbulence-chemistry interactions with detailed

chemical kinetics and soot formation behaviour related to the turbulent non-premixed

and partially premixed flames, the transient flamelet[1] and flamelet based level-set

approach[2] are coupled with soot formation based on the two equation model [3] and

DQMOM (Direct Quadrature Method of Mome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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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소시스템에서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

하는 화염장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에 한

계가 있기에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산화되지 못한 탄화수소들이 엉기면서 매연입자

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매연입자의 분

포에 따른 복사 열전달의 영향으로 화염구조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야기되기 때문에 매연입

자의 생성과 산화 과정연구는 매연입자 저감과

화염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매연입자에 의한 복사 열전달의 경우 화염장에서

생성된 기체 생성물에 의한 복사 열전달 효과 보

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연입자가 많이 발

생하는 화염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화염 온

도를 과대 예측하게 된다. 화염장에서 온도장의

과대예측은 다시 화학종의 농도와 매연생성물의

잘못된 예측을 야기하므로 매연입자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화염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매연입자 생성 및 산화모델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연입자의 생성과 산화과정을

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 예혼합 화염의 세부화학

반응식과 결합하여 수치적으로 모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서 비예혼합 화염의 경우, 매연입자

의 생성과 산화과정을 비정상 화염편 연소 모델

과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난류와 화학반응식

의 상호작용, 상세화학반응식 그리고 비예혼합

화염에서의 매연입자 생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분 예혼합 화염의 경우, 화염편 기반의

Level-set 모델을 직접적분법과 결합하여 화염장

과 매연입자의 생성 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 수정된 연소모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천연

가스/공기의 동축 제트 비예혼합 화염[5,6]과

C2H4/Air 제트 부상 화염[7]을 각각의 모델 검증

사례로 선택하였다. 이때 모든 지배방정식들의

해는 유한 체적법 기반으로 구하였고 원통 좌료

계와 함께 non-staggered 격자를 사용하였다. 난

류 모델로는 standard  을 이용하여 속도장

을 예측하였다. 압력과 속도의 상호 결합은

PISO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2차 정확도를 가지

도록 확산항과 대류항을 차분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Dutch natural gas[5]

Component Mole percentage (%)

CH4 81.29

C2H6 2.87

C3H8 0.38

C4H10 0.15

C5H12 0.04

C6H14 0.06

N2 14.32

O2 0.01

CO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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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화학종들의 넓은 범위에서의 열·화

학적 상태량들을 얻기 위해서 CHEMKIN 패키지

를 이용하였고 천연가스와 C2H4의 연소 화학반

응식 모델로는 GRI-Mech 3.0 을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가스의

화학조성이 표시되어 있으며 Fig. 1은 이 천연가

스를 이용하여 수행된 실험의 실제 화염사진을

연료 노즐의 지름으로 상사된 화염의 높이, 반경

과 함께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매

연입자의 생성이 포함되어있는 비정상 화염편 모

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Fig. 2 (a)의 온도장 결과

를 Fig. 1의 실험 이미지와 비교하여 봤을 때 화

염의 높이와 고온부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가 비

슷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3(a)

Fig. 1 Real colour photograph of the investigated

"Delft Flame Ⅲ" with Dutch natural gas [5]

(a) (b)

Fig. 2 Temperature and soot volume fraction

distribution with experimental images[5]

의 축방향 온도분포의 비교를 통하여 본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Fig.

2(b)의 매연입자 분포의 수치해석 결과(좌)와 실

험결과(우)를 비교해 봤을 때 매연입자의 분포

위치와 농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Fig. 3(b)에 나타난 매연입자의 축방향

분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모델이

화염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매연입자를 과대 예측

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분포가 실험에

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부분 예혼합 화염에

서의 매연입자 생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

발된 화염편 모델 기반의 Level-set 모델을 이용

하여 C2H4/Air 제트 부상 화염을 해석 후 수행된

실험값과 비교하였고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축방향에 따른 연료의 질량분율 및 온도와 매연

입자 체적분율의 분포가 점으로 표시된 실험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이 두가지의 화염에 대하여 다양한 화

염 높이에서의 반경방향의 화학종 분포 및 온도

와 속도장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 (b)

Fig. 3 Axial profiles (lines) of temperature and

soot volume fraction with experimental data

(symbo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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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xial profiles(line) fuel mass fraction,

temperature and soot volume fraction for

turbulent ethylene lifted jet flame with

experimental data (symbo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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