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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류 동축류 제트화염에서의 화염진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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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study in coflow jet flames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ding N2, CO2 and He to coflowing air-side in self-excitations. Differences in the

behaviors between buoyancy-driven and diffusive-thermal self-excitations with similar

frequency range are explored and discussed in laminar coflow jet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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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화염에서 화염진동은 잘 알려진 부력에 의

한 진동[1,2], 소화 근처에서의 물질-열 확산에

의한 진동 불안정성[3],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4] 및 응축된 연료에서의 소화직전의 진동[5]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Katta e

t al.[6]는 화염 팁 부근의 부력에 의해 야기되는

매연(soot)의 점멸현상[7]을 복사 열손실에 의해

억제시킬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한편 Yoo

-n et al.[7]은 이러한 매연에 의한 진동현상이

복사열손실에 의해 억제될 때, 화염 선단의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매우 낮은 주파수 O(1.0

Hz) 형태를 가지는 진동현상으로 야기될 수 있

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진동형태는 열손실

에 의한 자기진동[4]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명확히 구분될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채널에

서 다양한 대기조성에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된

바 없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Won et al.[1]과 Füri et al.[3]는 동축류에

서 화염진동 주파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Won et al.[2]이 미소중

력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이전 결과[1]와 동

일한 부력에 의한 화염진동을 규명함으로서 이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런 사례는 루이스 수(Lewis number)에 의한 진

동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축류 제트에서 부력에 의해 야기되

는 매연 점멸현상이 외부채널에 다양한 희석제를

첨가 시 미치는 영향을 주파수 분석을 통해 분석

하였으며, 이때에 화염선단에 나타나는 저주파수

형태의 진동과 축방향 전도열손실에 의해 나타나

는 진동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전

까지 수치해석을[9] 통해 연구되었던 제트 확산

화염에서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을 실험적으로

보여, Won et al.[1]이 규명한 화염 선단면 내에

발생하는 부력에 의한 진동과 엄밀히 다름을 보

이고,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부력에 의한 진

동과 혼재되었을 때 화염 내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연료는 매연의 관찰에 용이한

프로판 60 %, 질소 40 %를 희석하여 사용하였

으며, 복사 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동축류에 질

소, 이산화탄소 및 헬륨을 공기에 희석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연료 노즐은 외경 4.5 mm, 내경

0.95 mm의 스텐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였으며 동

축 직경은 80 mm로 아크릴 소재의 관을 사용하

였다. 또한 동축류 속도는 5 cm/s로 고정하였다.

또한 부력에 의한 진동현상과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을 구분하고자 노즐직경을 10배로 확대하여

추가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은 열손실에 의한 진동과 부력에 의해 야

기되는 매연점멸현상이 복사열손실에 의해 억제

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수의 진동을 구분하고자

직경 0.95 mm, UO = 500 cm/s, 외부채널에 헬

륨을 10 %을 희석한 화염을 시간에 따른 매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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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oral lift-off height with the filtered

signal in the soot-radiation-induced oscillation and

heat-loss-induced oscillation.

끝 상단의 부상높이 변화를 편차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매우 낮은 주파수 범위를 띄는 2

개의 화염거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보

기 위해 FFT 분석을 한 결과, 0.0494 Hz와
0.101 Hz가 도출되었고 이를 밴드패스 필터링하

여 매연 끝 상단의 부상높이 편차와 비교하였을

때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0.0494

Hz에 해당하는 진동은 상대적으로 진폭과 파장

이 크며, 부력에 의한 매연 점멸현상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0.101 Hz의 진동은

상대적으로 진폭과 파장이 작고 매연 점멸현상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

Katta et al.[6]의 연구에 따르면 복사열손실에

의해서 매연 점멸현상이 억제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고, 이에 따라 매연 점멸현상을 억제하는

0.0494 Hz의 진동이 복사열손실에 의해 야기되

는 진동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복사열손실

에 의한 진동은 화염선단에도 동일한 주파수 형

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험결과 확인되었다.

한편, Yoon et al.[4]에 따르면 에지화염에서 확

산화염 가지로의 축방향 전도 열손실에 의해 화

염 선단에 저주파수 형태의 진동을 규명한 바 있

고 열손실 인자와 스트라훌 수로 특성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0.101

Hz의 진동도 특성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 Yoon

이 제안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는 직경 0.95 mm, UO = 380 cm/s, 외부

채널에 헬륨을 30 %을 희석한 화염을 시간에 따

른 화염 상단의 팁과 에지화염의 선단 및 화염

너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화염이 비대

칭적으로 신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진동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3에

화염 팁과 에지화염 선단의 최저 높이와 최고 높

Fig. 2 Various flame dimensions of oscillating

lifted flame for XO,o = 0.7 and Uo = 380 cm/s
(a, b, c and d correspond to pictures in Fig.

3).

Fig. 3 Flame images of oscillating lifted flame

for XO,o = 0.7 and Uo = 380 cm/s with time

step of 2.05 s.

이에 해당하는 화염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듯 에지화염 선단의 높이가 가장 낮은

(b) 지점에서 꼬리 확산화염의 축 방향으로의 전

도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같은 속도 조

건에서 헬륨을 25 %을 희석한 조건에서 열손실

로 인한 진동 주파수가 0.3 Hz로 나타났고 동일

한 속도 조건에서 외부채널에 순수 공기일 때가

0.05 Hz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조건은 열손

실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화

염선단은 급격한 전도열손실로 인해 후류로 밀려

나게 된다. 화염 팁의 높이가 가장 낮은 (d)지

점으로 화염이 밀려나게 되면 화염 팁 상단은 상

대적으로 큰 곡률로 인해 에지화염 선단보다 후

류로 덜 밀려나게 되고, 또한 현재의 연료조건이

루이스 수가 2.8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화염

팁의 열확산 효과로 인해 미연 가스를 예열하게

된다. 이때 화염길이는 (a) 지점과 같이 신장하게

되고 에지화염 선단은 후류에 위치하게 되므로

스칼라소산율 감소와 더불어 에지화염 곡률의 증

가로 인해 화염은 다시 상류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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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ous flame dimensions of oscillating

lifted flame for XF,o = 0.105 and Uo = 4 cm/s
(a and b correspond to pictures in Fig. 5).

Fig. 5 Flame images of oscillating lifted flame

for XF,o = 0.105 and Uo = 4 cm/s with time

step of 0.33 s

하지만 화염의 팁은 여전히 큰 곡률을 이루고 있

고 열확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후류로 화염

은 신장하게 되고 (c) 지점과 같이 화염은 유동

상, 하류 측으로 신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

이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의 진동 주파수는 FFT 분석을 한

결과 0.87 Hz로 도출되었다.

Fig. 4는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과 부력에 의한

진동을 구분하기 위해 Won et al.[1]이 실험한

조건과 유사한 직경 9.4 mm, UO = 4 cm/s, VcO

= 9.4 cm/s, 연료는 질소를 89.5 %을 희석한 프

로판 부상화염을 시간에 따른 화염 상단의 팁과

에지화염의 선단 및 화염 너비를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듯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과 달리 동일

위상에서 에지화염의 선단과 화염의 팁이 신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확히

진동이 다르며 보다 고찰하기 위해 Fig. 5에 에

지화염 선단의 최저 높이와 최고 높이에 해당하

는 화염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화

염이 일정한 유동높이에서 신장과 수축을 반복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은 Won et

al.[1]이 언급하였듯이 화염 선단 면에서의 열 축

적으로 인해 부력이 작용해 화염이 후류로 밀려

나다 화염 곡률증가로 인한 화염전파속도의 증가

로 말미암아 화염이 재차 상류로 복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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