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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채널 내부의 대향류 화염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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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opposed flow combustion was re-visited in a narrow channel. Various

flame behaviors were observed. Due to the confined structure of the combustor in this

study, flame structures at very narrow strain rate could be stabiliz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overall flame

behavior of non-premixed flame in a narrow combustion space, and will also be useful

to develop small combu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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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좁은 공간에서의 연소현상에 관한 연구
가 증가 되고 있다[1,2]. 이러한 연구는 높은 에
너지 밀도를 가지는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열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소형 연소기 개발뿐만 
아니라 연소기와 화염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1,2]. 소형 연소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은 좁은 공간에 화염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소
형 연소기의 크기는 화염의 소염거리에 의해 제
약을 받게 되므로 많은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혼합화염을 주로 이용된다. 한편, 화염의 안정
화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소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확산화염을 이용한 소형 연소기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좁은 채널 내부의 확산
화염 거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고전적으로 확산화염 뿐만 아니라 예혼합화염 
및 부분예혼합화염의 기본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대향류 구조의 연소기를 채택하여 연구되어 
왔다[3]. 이로부터 가연한계, 전파속도, 화학 반
응 기구와 같은 화염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대향류 구조의 
연소기는 연소공학 측면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좁은 공
간 내부에서의 이러한 대향류 구조는 동일한 맥

락으로 그 중요성이 인지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채널 내부에서의 확산화염 거동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에지화염을 기본으로 입
구 경계조건에 따른 화염 거동 또는 안정화에 집
중되어 있었다[4-6]. 따라서 좁은 채널 내부에
서의 대향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7-11]. 최근 Kim등[7,8]은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좁은 튜브 내부의 확산화염은 두 가지 소멸
(flame extiction)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밝
혔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열린 공간에서와 유사
한 높은 신장율에 의한 소멸(high strain rates, 
HSR)이며, 다음은 아주 낮은 신장율(low strain 
rate, LSR)에서 소염(thermal quenching)에 의
한 화염 소멸이다.

여기서 LSR 소염 현상은 부력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열린 공간에서는 그 연구가 상
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주로 무중력 실험 조건
에서만 관찰되어 왔다[9]. 하지만 좁은 공간에 
화염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부력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좁은 공간 내부의 거
동을 바탕으로 채널 내부에 삽입된 대향류 구조
의 연소기를 이용하여, HSR 및 LSR 조건에서의 
화염 안정화 및 질소 희석에 대한 영향과 화염 
거동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즐 크기 및 채널 간격과 신장율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연소기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연소기는 2개의 석영 판(300mm×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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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rect images for various inlet fuel

composition(PF : Premixed Flame, PPF : Partial

Premixed Flame, DF : Diffusion flame, methane)

Fig. 3 Flammability limits for various

experimental parameters.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unterflow burner

and flow systems.

mm×3mm)과 2개의 노즐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노즐 출구의 크기()는 20 또는 30mm를 
가질 수 있으며, 채널 간격은 노즐 판의 두께()
를 이용하여 5 또는 8mm를 가지게 된다. 노즐 
내부에는 균일 유동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삽입
하였으며, 연소기 출구에는 외부 유동 교란 방지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연소기는 
부력의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지면과 평행하게 설
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전체 신장율
()을 제어하기 위해 두 노즐의 간격()은 광학 
이송대를 이용하여 조절하였고, 두 노즐 출구 평
균유속()는 항상 동일하게 제어되었다. 따라서 
전체 신장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비교적 간단히 정의된 (1)식은 두 곳의 노즐
을 통해 연료 및 공기의 다양한 조성 변화를 시
도하는 본 연구의 간략화를 위해 적용되었으나, 
향후 좁은 채널 내부에서의 신장율에 대한 정의
는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두 노즐에 
공급되는 연료와 산화제 및 희석제는 각각 MFC
를 통해 제어되었으며, 연료로써 메탄(>99.995
)과 프로판(>99.95)을 사용하였으며, 산화
제로 수분이 제거된 공기(<1 humidity), 희석
제로 고순도 질소(>99.999)를 이용하였다. 화
염 거동 파악을 위해 CCD카메라와 ICCD가 부착
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였으며, 진동화염의 
주파수는 광검출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화염이 존재하는 채널의 벽면의 온도는 

열전대로 보정된 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먼저 입구 경계의 혼합 조건에 따른 화염 거
동을 실험하고 직접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양단의 노즐에 동일한 당량비의 혼합물을 투입하
였을 때, 한 쌍의 대칭 예혼합화염(PF)이  안정
적으로 형성되었다. 상대적으로 노즐의 거리가 
멀어지면 예혼합화염간의 상호작용은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거리를 점차 감소시키게 되면 Fig .
2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출구방향으로 화염의 
길이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균 유
속을 점차 증가시키게 되면 화염은 소멸된다. Fi
g. 2의 두 번째는 부분예혼합화염(PPF)을 나타
내며, 이때 양단 혼합물의 당량비는 메탄의 희박 
및 과농 가연한계 조건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건
에서 화염은 왼쪽에서부터 희박 예혼합 화염, 확
산화염, 과농 예혼합 화염의 3단 화염을 구성하
게 된다. 다음으로 Fig. 2의 마지막 그림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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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rect flame images of DF at LSR

(, methane, without dilution).

Fig. 4 Two flame extinction modes and

oscillation mode for variation of nozzle

distances(without dilution, =0)

t= 0 88 120 136 144 160

[ms]

Fig. 6 Transient ICCD images for one period at

the oscillation mode (, =2.8s-1,

methane)

의 산화제와 오른쪽의 연료가 투입되는 조건에서 
형성된 전형적인 확산화염 화염을 나타낸다. 이
러한 입구 경계에서의 다양한 혼합 조건에 따른 
화염 안정화는 본 실험 연소기의 특성을 잘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채널에서의 대
향류 화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산화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좁은 채널 내부에 형성된 확산화염에 대한 안
정화 실험을 수행하여 Fig. 3와 4에 나타내었다. 
먼저 Fig. 3는 노즐 크기와 높이 및 거리에 따른 
화염 거동을 나타낸다. 동일 질소 농도 조건에서 
살펴보면 2곳의 소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Kim 등[7,8]의 연구와 유사하
게 설명 될 수 있는 LSR과 HSR 소멸에 해당한
다.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화염이 안정화 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LSR영은 기
존의 미소 중력 실험 조건[9]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값의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보다 넓은 
영역에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Fig. 4
는 노즐 거리에 따른 화염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비희석 조건에서의 결과를 나타낸다. 특징적으로 
채널의 높이가 8mm인 경우 화염 진동이 발생하
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이어질 
것이다. 

Figure 3과 4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
면, 노즐의 간격 및 질소 희석비율 클수록 노즐 
크기와 채널 높이가 작을수록 화염 안정화 영역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HSR영역에서의 
거동은 신장율에 의해 특성화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채널 내부의 유동 발달 과정이 영향
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LSR영역에서는 

신장율에 대해 비교적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좁은 채널 내부에서는 평균 유속이 
낮은 조건에 대해서만 포텐셜 유동을 가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LSR 조건에서의 거
동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신장율이 감소할수록 
화염은 보다 편평해지며, 화염의 길이가 노즐의 
크기보다 작은 화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화
염은 연료 또는 유속 조건에 따라 노즐 내부에 
화염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SR영역에서 화염 소
염이 발생하기 전에 진동모드가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진동하는 
화염을 ICCD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고,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진동의 한 주
기를 살펴보면 화염은 크게 그 형태가 변하지 않
는 코어 영역과 출구방향으로 전파후 소멸되고 
다시 재전파하는 화염의 두 가지 구분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전파하는 화염의 주파수
는 5∼6  사이값을 가졌으며 신장율에 따라
서는 변화가 적었다. 이러한 2차원적 거동은 기
존 연구에서 수행된 확산화염에서의 에지화염 전
파특성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전파의 
시작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전파 길이에 대한 
한계 및 재점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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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향후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채널 내부의 대향류 연소
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계 조건 및 연소기 형상
에 따른 화염 안정화 특성을 실험적으로 수행하
였다. 특히 확산화염을 기본으로 LSR영역과 HS
R영역에 대한 소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 비해 넓은 영역에 대한 안정화 특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LSR영역에 안정화 특성을 
제공하였으며, 2차원 화염 거동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연구는 기초연구로써 좁은 채널 내부에 
형성된 화염의 기본적인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하
였으며, 대향류 연소기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
여 화염과 연소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SR영역에
서의 화염 안정화 메커니즘을 미소 중력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명확히 설명한다면, 비용 절
감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LSR영
역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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