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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전기장이 인가된 전선위에서

전선 끝단 근처의 화염전파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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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o clarify flame spread behavior over electrical wire

near the end of wire with applied AC electric fields. It is seen that the flame spread

behavior near the end of wire with applied AC electric fields are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emporally linearly-increasing flame position. The flame spread behavior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regimes based on the relevance of flame shape and the slanted

direction of spread flame to spread rate.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are

made through thermal balance mechanism. Also, the effect of drop of molten PE and

fuel vapor-jet in flame spread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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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은 위성, 우주정거장, 그리고 행성 탐사에

이어 향후 우주호텔, 우주거주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 우주선내의

전선 화재로부터 우주인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폴로 1호

의 참사 이후 전선의 크기, 전선의 유형, 절연제의

종류, 중력수준, 분위기 압력등의 변화에 따라 화염

전파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1-6]

실제로 전선화제는 전압과 전류의 인가로 형성된

전자기장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전기적 단락과 과

열로 발생하게 된다. 화염의 반응영역에는 전기장

의 영향을 받는 충분한 전하수송자들이 존재하여

대전된 전선과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

장이 인가된 전선에서 화염전파거동은 실제적인

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최근에 교류전압이 인가된

전선에서 화염전파특성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5]

한편 단일전극방식으로 교류전기장을 인가하는 경

우 다른 쪽은 접지하여 개방회로로 간주된다. 따라

서 전선길이가 전선지름에 비해 월등히 크므로 전

기장 강도는 높은 포텔션을 갖는 전선과 가상 접지

사이에서 반경방향으로 분포되고 구배를 갖게 된

다.
[5]

그러나 전선 끝단에서는 전기장 강도가 집중

되므로 이전에 보고된 화염전파속도
[5]

와는 다를 것

이라 기대된다. 한편, 미연측 피복제는 융해와 증발

잠열을 요하므로 화염 온도가 감소하여 기연측 피

복제측 화염과는 융해된 피복제 표면은 온도 불균

형으로 매랑고니 대류 (marangoni convection)[7]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비정상적 연료 증기 분사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보고된 예가 없어 상세한 논

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교류전기장 인가로 고

주파수 영역에서 융해된 피복제의 양이 급격히 증

가하고 결국 바닥으로 낙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당한 보

고는 문헌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선 화염 끝단에서 이러한 점들을 상

세히 보고하고자 한다.

Fig. 1는 실험에 사용된 전선점화장치의 계락도이

다. 상세한 설명은 이전의 연구
[5]

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전선의 총길이는 350 mm로 점화의 천이와

양단의 전선 홀더의 간섭 거리을 제외한 유효 전파

길이는 230 mm 였다. 실험은 0-4 kV까지 0.5 kV

단위로 전압을 인가하였고 주파수 범위는 0-1000

Hz이다.

Fig. 2는 교류전압 3 kV에서 다양한 주파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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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ig. 2 Position of flame front with Lapse

time

Fig. 3 Instantaneous images obtained at X
= 220 ± 1 mm near the end of by varying

the voltage of electric field at 60 and 600

Hz at 3 kV

Fig. 4 Variations of flame spread rate with applied

voltage at various frequencies near the end of wire.

가하였을 때 화염위치변화를 나타낸다. X축의 상

관시간은 화염이 점화된 위치에서 73 mm 전파하

였을 때를 시간 t = 0로 정의하였다. 유효길이 83

- 133 mm에서 화염위치변화는 이전의 연구[5]와 동

일하게 선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전선 끝단에서

600, 1000 Hz를 제외한 60 , 100 Hz에서의 화염

위치변화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3은 고정된 60 , 600 Hz에 대해 다양한 교

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X = 220 ± 1 mm에서

화염형상이다. 그림에서 좌측 방향이 화염전파 방

향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60 Hz에서 화염의 기

울어진 방향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구간
[5]

와 마찬가

지로 화염전파거동은 기연 전선 방향으로 기울지

만 전선 끝단에서는 미연 피복제 방향으로 기울어

진다는 점이다. 또한 화염은 교류전압 3 kV, 600

Hz에서 전파방향 좌우로 넓게 퍼진 형상이며, 4

kV에서는 소화된다. 이러한 화염 형상과 기울어진

방향은 화염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4는 전선 끝단부분에서 전압과 주파수에

따라 화염전파속도를 나타내었다. 교류전압 2 , 3

kV를 기준으로 전압에 따른 화염전파속도 값이

크게 변하며, 0.5 - 2 kV, 2 - 3 kV, 3 - 4 kV에

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선형적 구간으

로 나타나므로 Regimes I, II, III로 구분하였다.

Regime I에서 전압에 따른 화염전파속도는 10≤

fac≤20 Hz와 80≤fac≤1000 Hz의 범위에서 선형

적으로 감소하며, 30≤fac≤60 Hz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Regime II에서 전압에 따른 화염전파

속도는 10≤fac≤20 Hz에서 선형적으로 감소한

다. 하지만 30≤fac≤60 Hz에서는 선형적으로 감

소하다가 증가하며, fac≥80 Hz에서 증가한다.

Regime III에서 전압에 따른 화염전파속도는 fac

≤200 Hz영역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fac

≥400 Hz영역에서는 화염이 전파하는 동안 몰

튼PE가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감소한다.

Fig. 5 (a), (b), (c)는 전압에 따른 화염전파속도

의 기울기 값의 증가와 감소로 영역별 특성화한

그래프이며, X축은 주파수 값을 log 값으로 나타

냈다. 각 영역별 선형방정식은 Table. 1로 나타내

었고 R은 상관계수이다. Regime I에서 화염

형상에 따른 천이 주파수는 52, 248 Hz이며,

Regime II에서 28, 256 Hz, 그리고 Regime

III에서 교류주파수는 311 Hz가 천이 주파수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6은 화염형상에 따른 전선화염 주위의 열

균형기구의 일예를 나타내고 있다. 화염 전파 거

동에 대해 기존 연구들[5,6]에서 미연 피복제로 열

전달(Q1)와 기연 전선으로 열전달(Q3), 전선을 따

라 융해된 피복제로 전도 열전달(Q2)와 미연 피복

제로 연전달(Q4), 그리고 주위로의 열손실(Qloss)에

의해 열균형 기구를 잘 묘사한 바 있다. 전기장이

인가되어 열전달 특성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변할

때 전선화염 주위에서 열의 재균형이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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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for each regime

Regime I-1 dSw/dVac = 0.719fac
0.217

(R=0.98)

Regime I-2 dSw/dVac = 1.952fac
-0.366(R=0.97)

Regime I-3 dSw/dVac = 0.985fac
-0.080

(R=0.96)

Regime II-1 dSw/dVac = 0.867fac
0.063 (R=0.99)

Regime II-2 dSw/dVac = 1.952fac
0.886

(R=0.97)

Regime II-3 dSw/dVac = 0.985fac
1.282 (R=0.96)

Regime III-1 dSw/dVac = 0.935fac
0.095

(R=0.97)

Regime III-2 dSw/dVac = 40563fac
-4.190(R=0.95)

(a)

(b)

(c)

Fig. 5 Rate of change in spread rate with applied
AC voltage between (a) 0.5 kV and 2 kV, (b) 2
kV and 3 kV, (c) 3 kV and 4 kV, as function of
AC frequency

Fig. 6 Schematic of spreading flame

결국 피복제의 융해와 증발이 바뀌게 되고 따라

서 화염 전파 속도는 재조정된다. 그리고 화염내

부 반응영역에는 충분한 전하들이 존재하며, 인

가된 전기장에 의해 이온들은 로렌츠 힘을 받아

가속화된다. 가속화된 이온들은 불규칙적인 충돌

을 하면서 중성자에 모멘텀을 전달하고 벌크유동

이 생성된다. 이 유동에 의해 이온풍(ionic) 효과

가 발생하여 화염형상이 변하게 된다. 이런 영향

으로 전하입자의 반응속도는 전기장에 영향을 받

는다. 또한 화염 끝단 소화 거리(quenching

distance)를 고려하면 에지화염은 예혼합 특성을

가지므로 반응율은결국 에지화염에서 전기장에 의

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

기장 강도는 전선 근처에서 반경방향으로 구배가

크므로 기연 전선 측으로 화염이 기울어지려는 경

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화

염선단이 전파하는 구간에서는 화염이 기연 방향

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5] Fig.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선 끝단에서는 화염이 미연

피복제로 기울어지기도 하는데, 전선 끝단에서는

전기장이 수렴하므로 전기력선 방향은 미연 피복

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전선 끝단에서

는 화염이 전파하는 동안에 미연은 전선으로 전도

열전달(Q4)이 계속적으로 전달하어 지속적으로 열

을 축적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수

있어 미연 전선에서 화학 반응속도가 클 수 있다.

전기장 인가에 의해 화염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미연 피복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만 높은 주파수

에서는 기연 전선으로 기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Figs. 5에 특성화 된 바와 같이 전기장 인

가에 따른 화염 형상과 기울어진 방향의 변화는

열균형을 재조정하게되어 화염 전파속도를 바꾸게

된다. 따라서 regime 별로 화염 형상, 기울어진 방

향과 화염 전파속도와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열균

형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Fig. 7 (a)는 고정된 2 kV에서 주파수에 따른

X= 220 ± 1 mm에서 화염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에서 화염높이(Hm), 미연 피복제측 화염너비(Wu),

기연 피복체측 화염너비(Wb)를 표시하였다. Fig.

7(b)는 구간 X= 215 - 225 mm에서 화염평균높이

와 각각 정의된 평균너비를 보여준다. 또한 비교

를 위해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는 각각 수

평 방향 직선으로 표시를 하였다. Fig. 7(c)는 고

정된 2 kV에 다양한 주파수를 인가하였을 때 화

염전파속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ac=60 Hz까지 화염전파속도는 증가하며, 그 이후

로 감소한다. 화염높이는 fac=30 Hz에서 최대값

을 가지며, 30≤fac≤60 Hz에 약간 감소한다. 그리

고 fac=400 Hz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다. Wu는 화염전파속도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며,

Wb는 10 ≤fac≤ 20 Hz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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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a) Instantaneous flame image at
X = 220 ± 1 mm, (b) mean flme height
Hm and width Wu, Ub, (c) Spread rate of
wire flame Sw with applied AC frequency
for fixed voltage of Vac = 2 kV.

한 나머지영역에서 주파수에 따라 증가한다.

Regime I-1에서 화염은 미연피복제 방향으로

기울지므로 미연 피복제로 열전달(Q1)이 증가한

다. 또한 교류전기장의 인가로 Hm와 Wu는 증가

하지만 Wb는 변하지 않아 화염크기는 증가하여,

열 생성률과 기연측 열전달(Q3)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미연 전선으로 전도 열전달(Q2, Q4)을 증

가시키며, 몰튼 PE 생성과 증발을 증가시키고 화

염전파속도는 증가한다. 열손실(Qloss)은 위의 열

전달 과정이 훨씬 우세하므로 무시될 수 있다.

Regime I-2에서 화염은 연소되지 않은 피복제 방

향으로 기울지만 I-1영역에서의 화염보다는 덜 기

울어져 Q1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Hm와 Wu

는 감소하지만 Wb가 증가하여 열생성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Wb의 증가

로 인해 미연 전선으로 전도열전달 (Q2, Q4)은 감

소한다. 따라서 몰튼 PE의 생성과 증발은 감소하

며, 화염전파속도는 감소한다.

Regime I-3에서 화염은 기연 전선으로 기울어진

형상이다. 이는 교류전기장이 인가될 때 화염위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화염형상과 유사하

므로 이전 연구에서 설명된 열균형기구[5]에 따라 미

연 피복제로 열전달(Q1)이 감소한다. 또한 Hm와

Wu는 감소하지만 Wb는 크게 증가하여 화염크기

변화에 따른 열생성률 차이는 크지 않으나 Wb의

증가로 인해 미연 전선으로 전도열전달(Q2, Q4)를 감

소시킨다. 결국 몰튼 PE의 생성과 증발을 감소시켜

며, 화염전파속도도 약간씩 감소한다.

한편 regime II와 regime III의 화염전파 속도에

있어서 화염형상과 기울어짐에 따른 열균형기구를

통한 설명과 융해된 피복제의 낙하와 맹랑고니 대

류로 인한 연료증기 분사가 화염전파 속도에 미치

는 영향은 발표(presentation)를 통해 상세히 보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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