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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류측에 수증기가 첨가된 대향류 메탄 부분예혼합화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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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ation effects on the partially premixed methane flames diluted with water vapor in

the air stream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OPPDIF code and GRI-v3.0 were us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 Adiabatic condition was compared with two different radiation

models, optically-thin and WSGGM models. It was found that the radiation effect on the

flame structure for the equivalence ratio () of 2.5 was less than =1.5. Extinction limit
was not affected significantly, however, local flame structure was markedly influenced

by the radiation models as increasing the water vapo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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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이용한 소화시스템은 다른 소화시스템에

비해 환경오염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할 뿐만 아니

라, 높은 열용량과 증발잠열로 인한 물리/화학적

소화효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처럼 물을

이용한 소화 메커니즘은 크게 열제거 효과와 산

소치환효과, 복사열 차단효과등의 주요한 효과와

화학적 효과, 연료/공기 희석효과등 부차적 효과

로 설명될 수 있다.

물을 이용한 소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실

용개발 측면에서 워터미스트의 액적거동과 거시

적인 화염의 소화현상에 대해 많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기초연구 측면에서 수행된 Chelliah[1-2]

의 연구에서는 물의 증발잠열 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Water Droplet Model을 개발하여 분무액적

의 크기에 따른 화염소화현상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액적모델의 개

발과 액적직경의 변화에 대한 소화효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첨가되는 수증기량이 체적비율

로 약 3%로 매우 낮게 공급되었다. Pitts[3]는 수

치계산을 통하여 상온 조건에서 수증기 첨가에

따른 대향류 비예혼합화염에서의 소화농도를 검

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첨가된

물이 과포화(Supersaturated) 상태로 존재한다는

다소 한정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소화농도를 계산

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

는 비예혼합화염으로 분류되지만 화재 초기단계

에 증발 혹은 분해된 가연성기체가 공기와 일부

혼합된 조건에서 부분예혼합화염으로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4].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

서는 메탄부분예혼합화염을 대상으로 복사에 지

배적인 화학종인 수증기 첨가량에 따른 복사효과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향류 메탄 부분예혼합화염에서 공기류측의 수

증기 첨가량에 따른 복사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기하학적으로 간단한 대향류 연

소장에서 형성되는 화염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

치계산에는 대향류 연소장 계산에 많이 이용되는

OPPDIF code가 사용되었으며, 열역학적 물성치

는 Chemkin-II, 전달물성치는 Transport

package가 사용되었다. 상세 화학반응기구로는

부분예혼합화염에 대해서 많이 검증되고 이용되

고 있는 GRI-v3.0[5]을 이용하였다. 전체기압은

1 atm 으로 공급되었고 연료측(CH4/Air)은 상온

으로, 공기류측(Air/H2O)은 공급되는 수증기가

충분히 기상(Vapor phase)로 존재할 수 있도록

450 K 으로 높여 공급되었다. 보다 정확한 소화

농도를 얻기 위하여, 소염한계 근처에서 첨가되

는 H2O의 몰분율은 1.0×10-4 간격으로 변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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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총괄 신장율(Global

Strain Rate,  )[6]은 식(1)과 같이 정의 되고,

실제 화재상황을 충분히 잘 해상하는 총괄 신장

율인 =50 s
-1 조건에서 계산이 수행되었다.

 

 



            (1)

여기서 는 혼합기의 유속, 는 혼합기의 밀도,

아래첨자 와 는 연료 및 공기류를 의미하며,

은 노즐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전체조건에서

1.8 cm로 고정되었다.

복사에 지배적인 화학종 중의 하나인 H2O의 첨

가에 따른 대향류 메탄부분예혼합화염의 화염구

조 및 소화한계에 미치는 복사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복사모델과 단열조건에서의 예측

성능이 평가되었다. 먼저, 복사에 의한 열손실이

고려되지 않은 단열조건(ADIA)과 간략화된 모델

로서 화염 및 부근의 가스가 광학적으로 매우 얇

아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단순 열손실 만

을 고려하는 가정이 적용된 Optically thin model

(OTM)[7] 그리고 화염대에서의 복사에 의한 열

손실 뿐만 아니라 재흡수 까지 고려할 수 되는

Weighted sum of gray gases model

(WSGGM)[8]이 비교·검토 되었다. 이에 대한 자

세한 수치계산 방법이나 지배방정식은 참고문헌

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 앞서, 고려하는 화학반응기구의 적합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험연구[9]와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Fig. 1(a)-(b)는 수증기

가 첨가되지 않은 메탄부분예혼합화염에 서로 다

른 복사모델을 적용하여 계산된 두 당량비()
조건에서의 화염구조를 정체면(Stagnation plane)

을 기준으로 상대 도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5 조건에서는 이중 화염구조(Double

flames)가 관찰되고 화염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고 있으며 =2.5 조건에서는 결합된 화염

구조(Merged flames)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화염

폭이 좁게 예측되었다. 두 조건 모두에서 복사효

과를 고려하지 않은 ADIA 조건에서는 실험값에

비해 화염최고온도와 화염폭을 과대예측 하고 있

으며, 복사효과를 고려한 OTM, WSGGM은 비

교적 실험결과를 잘 추종하였다. 본 논문에는 도

시하지 않았지만 질량기준으로 5%의 수증기가

첨가 된 조건에서는 복사효과에 기인하여 첨가하

지 않은 조건보다 최고 화염온도는 낮고 화염폭

은 좁게 예측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실험과 수치계산결과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실험에서는 공

기류측 노즐 입구에 분사기로 수증기를 첨가함

(a)

(b)

Fig. 1 Comparison of the computational results

calculated by GRI-v3.0 mechanism and

experimental result (Li and Williams [9]) at the

fixed dilution ratio, YH2O=0.00, with the different

equivalence ratios (); (a) =1.5, and (b) 
=2.5.

으로 인해 공급된 액상의 수증기가 기상으로 증

발됨에 따른 증발잠열 효과에 의한 판단되며[9],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려된 GRI-3.0 반응기구가 실험의 결과

를 충분히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a)-(b)은 수증기 첨가에 따른 메탄 부분

예혼합화염의 거시적인 화염응답특성을 도시하였

다. 전체적으로 두 당량비 조건 모두, 수증기 첨

가량 증가에 따라서 화염 최고온도와 축방향 공

간상에서 적분된 전체 열발생율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첨가되는 수증기에 의한 물리/화학적 효과에 기

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1.5 조건이
동일한 수증기 첨가량 조건에서는 =2.5 조건보
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사모델의 예측성능에 있어서, 수증기 첨가량

에 따른 ADIA의 예측 결과는 다른 복사모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OTM은 가장 낮은 값을 예측하고 있으며,

WSGGM은 ADIA와 OTM의 중간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수증기 첨가량에서는

OTM과 WSGGM의 차이가 미소하지만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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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Global Flame Reponses evaluated by

different radiation models at the fixed global

strain rate, =50 s
-1, according to the dilution

of water vapor in the heated oxidizer side as

450 K ; (a) Maximum Temperature, (b)

Integrated Heat Release Rate.

첨가량이 증가하여 소화점에 가까워지게 되면 예

측성능의 차이는 급격히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

향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첨가되는 수증기가 복

사열손실(Heat loss)에 주요한 화학종일 뿐만 아

니라 복사된 열의 재흡수(Reabsorption)에도 주

된 영향을 주는 화학종이기 때문에, 수증기 첨가

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두 복사모델의 예측성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에는 두 당량비 조건에서 서로 다른 복

사모델을 고려한 조건에서의 소화농도를 나타내

었다. 두 당량비 조건 모두 ADIA조건이 수증기

첨가에 의한 소화농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고 있

으며, WSGGM 그리고 OTM 순으로 높게 예측

하고 있다. 그리고 =1.5 조건의 소화농도가

=2.5 보다 높게 예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은 앞서 Fig. 2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전체적인

화염강도가 =1.5에서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수증기가 첨가된 메탄부분예혼합화염에 미치

는 복사효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Fig. 3-4 에는 두 당량비 조건에서 공기류측에

수증기가 첨가된 조건에서의 화염구조를 정체면

(a)

(b)

Fig. 3 The effects of radiation on the flame

temperature and major species for the =1.5 of
methane partially premixed flame diluted with

water vapor in the air stream at the fixed global

strain rate, =50 s-1; (a) XH2O=0.30, (b)

XH2O=0.50.

을 기준으로 상대 도시하였다. 먼저 Fig. 3(a)를

보면 공기류측에 수증기가 체적비율로 30% 첨가

된 =1.5 조건에서는 ADIA 조건이 두 복사모델

조건에 비해서 화염최고 온도와 화염폭을 과대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OTM과 WSGGM

은 화염최고온도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 동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수증기가 50%

첨가된 Fig. 3(b)조건에서는 세 조건 모두 화염

구조를 상이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복사모델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비예혼합화염의

반응영역(NPZ)과는 달리, 예혼합화염 반응영역

(RPZ)에서는 복사모델에 따라서 예혼합화염의

Radiation
Model

Extinguishing concentration of
H2O in the air stream (%)

=1.5 =2.5
ADIA 69.98 40.31

WSGGM 51.98 38.50

OTM 51.31 37.46

Table 1 Extinguishing concentration of

counterflow methane partially premixed flame

diluted with water vapor in the air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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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e effects of radiation on the flame

temperature and major species for the =2.5 of
methane partially premixed flame diluted with

water vapor in the air stream at the fixed global

strain rate, =50 s-1; (a) XH2O=0.30, (b)

XH2O=0.35.

위치가 다르게 예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예혼합화염의

위치가 상이하게 예측되는 이유는 과농한 부분

예혼합화염에서의 복사모델에 따른 화염전파속도

의 예측성능의 차이에 기인하여 화염이 안정화되

는 위치를 상이하게 예측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와는 달리, Fig. 4의 =2.5 조건에서는 복

사모델에 따라서 화염최고 온도와 화염폭이 다소

상이하게 예측되기는 하나 =1.5 에 비하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 조건이 =1.5 조건에 비해 동일한 수증기

첨가량 조건에서 화염 최고온도가 더 낮고, 고온

영역(T≥1500 K)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

문에 수증기 첨가에 따른 복사효과가 미소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수증기가 첨가된 메탄부분예혼합화

염의 소화농도는 OTM과 WSGGM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소 화염구조예측에 있어서

는 첨가량에 따라 복사모델에 따른 예측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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