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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을 최소화한 대향류 삼축 메탄-공기 비예혼합 화염 소화에서

에지화염의 거동

박진욱*․박 정**†․윤진한***․길상인***

Behavior of the Edge Flame on Flame Extinction in Buoyancy

minimized Methane-Air Non-premixed Counter Triple Co-flow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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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Experimental study on flame extinction behavior was investigated using He curtain

flow with counter triple co-flow burner. Buoyancy force was suppressed up to a

microgravity level of 10-2–10-3g by using He curtain flow. The stability maps were

provided with a functional dependency of diluent mole fraction and global strain rate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flame extinction behavior. The flame extinction curves had

C-shapes at various global strain rates. The oscillation and extinction modes were

different each other in terms of the global strain rate, and the flames extinction modes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modes such as (I) and (II): an extinction through the

shrinkage of the outmost edge flame forward the flame center after self-excitation and

without self-excitation, respectively, (III): an extinction through rapid advancement of a

flame hole while the outmost edge flame is stationary, (IV): self-excitation occurs in the

outermost edge flame and the center edge flame and then a donut shaped flame is

formed and/or the flame is entirely extinguished, (V): shrinkage of the outermost edge

flame without self-excitation followed by shrinkage or survival of the center flame.

These oscillation and extinction modes could be identified well to the behavior of edge

flame.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edge flame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conductive heat losses to the flame center or ambient He curtai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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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류 확산화염의 연구는 Tsuji[1] 등이 화염

구조와 화염소화거동을 정의하기 위해 수행하였

으며, 특히 고신장률 화염소화 한계를 주요 타깃

으로 많은 양의 연구가 진행되었다[2-6].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에지화염은 부분 예혼합

화염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에지화염의 전파속

도는 반경방향의 유동속도와 균형을 이루고 있

다. 그리고 에지화염의 전파속도는 혼합강도, 열

손실, 연료농도구배, 그리고 부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 그룹에

서는 에지화염의 안정화 혹은 불안정화 메커니즘

을 규명함으로서 C-curve를 따라 나타나는 3가

지 화염 소화 모드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고, 유

한한 버너직경의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반경방향

의 전도 열손실이 화염 소화에 지배적으로 작용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7-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부력의 영향 하에 수행된 실험이기에 부력이 화

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에 힘든 것이 사

실이며, 이에 부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력이 다음과 같은 식

(1)에 의해 정의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화염대

형성하는 장막유동의 밀도 구배를 최소화 하여

부력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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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ounter

triple co-flow burner and flow systems.

Fig. 2. Critical diluent mole fractions

versus global strain rate at 40mm burner

diameter.

이후 부력을 최소화 한 조건에서 연구가 수행되

었고, 유한한 버너직경의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반경방향의 전도 열손실이 화염 소화에 지배적으

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그룹은 대향류 확산화염에서 화염

중심부와 에지부분의 연료농도를 다르게 하여 연

료농도구배가 화염의 소화와 소화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 열손실에 의해 발생하

는 화염진동을 다양한 연료농도구배에서 평가하

기 위해 삼축 대향류 버너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Fig 1.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대향류 삼축 버너

와 실험장치의 계략도이다. 노즐간의 간격은

15mm로 고정하였고, 외부 버너 직경은 40mm,

내부 버너 직경은 10mm로 하였다. 버너의 상부

노즐과 하부노즐에서는 각각 헬륨으로 희석한 메

탄과 산화제를 분사하였고, 에지화염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내부와 외부 노즐에의 헬륨 희석

몰분율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서는 부분적인 외부의 화염 교란을 막고 후류

(wake flow)에 의해 생성되는 외부 화염을 제거

Fig. 3. Representative flame extinction modes.

(a) Inner nozzle He mole fraction - 0.60

(b) Inner nozzle He mole fraction - 0.75

(c) Inner nozzle He mole fraction - 0.90

Fig. 4. Outer He diluent mole fractions versus

global strain rate at 40mm burner diameter.



제 49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83

하기 위해 장막유동을 공급하였으며, 장막유동은

헬륨을 사용하여 부력의 효과를 최소화 하였다.

연료 및 산화제 노즐 내부에 미세한 메쉬 스크린

(mesh screen)을 다단으로 설치하여 노즐 출구

에서 균일한 유동속도를 갖게 하였고, 화염의 위

치를 상하부 버너의 중심에 유지하기 위해 상하

부 노즐의 출구 속도비를 1로 고정시켰다. 장막

유동의 속도를 상하부노즐의 출구속도와 동일하

게 분사하여 저신장률에서 에지화염의 전단층에

대한 불안정성을 제거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전

체 신장률의 범위는 4s-1에서 80s-1이며, 전체 신

장률의 정의는 식 (2)과 같다.[4]

  





 

  


속도비

여기서 Ｖ와 ρ는 반응물의 유동속도와 밀도를

나타내며, Ｌ은 노즐간의 거리, 하첨자 f와 α는

연료와 산화제를 나타낸다.

대향류 삼축 버너에서 화염 안정화 선도를 얻기

에 앞서 동일한 환경에서 연료농도구배를 변화시

키지 않은 화염의 안정화 선도를 Fig. 2에 나타

내었고, C-curve의 형태를 보였다. 화염의 소화

거동 역시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신장률에

따라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삼축 대향류 버너에서

바깥 노즐과 내부 노즐의 희석제 몰분율을 다르

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Fig 4.은 안쪽

노즐의 희석제 몰분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깥

노즐의 희석제 몰분율을 증가시키며 얻은 화염안

정화선도이다. 안쪽 노즐의 헬륨 몰분율이 0.60인

(a)를 살펴보면 II영역에서 에지화염의 반경방향

진동 없이 수축하며 소화되는 거동을 보였다. V

영역의 전체신장률 6이하에서는 바깥 화염이 수

축을 통해 소화 된 후에 안쪽 화염이 수축하며

소화되고, 전체신장률 6이상에서는 바깥 화염만

소화 되고 안쪽 화염은 꺼지지 않고 유지 된다.

안쪽 노즐의 헬륨 몰분율이 0.9인 (c)는 I영역에

서 에지화염이 반경방향으로 진동 후 수축하며

소화된다. 그리고 IV영역에서 화염 중심부에 화

염 구멍이 생기고 안쪽, 바깥쪽 에지화염이 확장

과 수축을 반복하며 진동하다가 화염 구멍이 확

장되며 화염 전체가 소화되는 거동이 나타났다.

Fig 5.은 바깥 노즐의 희석제 몰분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중간 노즐의 희석제 몰분율을 증가시켜

얻은 화염안정화선도이며, 바깥 노즐의 헬륨 몰

분율이 0.60인 (a)를 살펴보면 저신장률에서는 I

영역이 나타난다. 전체신장률 7 이후 실선부터

안쪽 에지화염과 바깥쪽 에지화염이 동시에 진동

(a) Outer nozzle He mole fraction - 0.60

(b) Outer nozzle He mole fraction - 0.75

Fig. 5. Inner He diluent mole fractions versus

global strain rate at 40mm burner diameter.

Fig. 6. Normalized flame length versus Inner

nozzle He diluent mole fraction.

하며, 안쪽 노즐의 헬륨 희석률을 더욱 증가시키

면 진동이 멈추고 도넛모양 화염을 생성한다. 이

후 영역에서 안쪽 노즐의 헬륨 희석률이 1이 되

더라도 도넛모양 화염이 유지된다. 바깥 노즐 헬

륨 몰분율이 0.75인 (b)에서 저신장률에서 I영역

이 나타나며, 전체신장률 8-16까지 안쪽 에지화

염과 밖의 에지화염이 동시에 진동 후 도넛모양

화염의 생성하는 IV영역이 나타났다. 전체신장률

16-20에서 반경방향 진동 없이 수축하며 소화하

는 II영역이 나타났고, 고신장률 영역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스트레치에 의해 flame hole

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III영역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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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Fig 3.과 같이 5가지 화염 소화거

동을 관찰하였다. I은 에지화염이 신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진동 후에 화염 중심부로 수축하며 소

화하는 소화 거동이며, II는 에지화염의 진동 없

이 화염 중심부로 수축하며 소화하는 소화모드이

다. 그리고 III은 화염 중심부에 화염 구멍이 생

겨 급격히 커지며 화염이 소화되는 거동이다. IV

는 화염 중심부에 화염 구멍이 생기고 안쪽, 바

깥쪽 에지화염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진동

하다가 도넛 모양의 화염을 형성하거나 화염 구

멍이 확장되며 소화되는 거동이며, V는 바깥쪽

화염이 수축하며 소화된 후에 중심부의 화염만

유지되다가 중심부의 화염이 수축하며 소화되거

나 유지되는 거동이다.

여기서 화염 소화모드 IV, V는 이전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소화 거동으로, 더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V는 중심 노즐의 연료농도를 고

정시킨 상태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만 나타난 영역

이며, 연료농도구배를 주지 않은 화염 안정화 선

도에서 II의 영역에 해당된다. 반경방향 진동 없

이 수축을 통해 소화가 이루어지지만, 연료 농도

구배 때문에 바깥 노즐과 중심 노즐의 화염이 분

리되어 소화되는 거동이다.

Fig 6.은 IV에서 헬륨 희석 몰분율에 따른 도넛

모양 화염의 길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향류 삼축 화염에서는 안쪽 노즐의 헬륨 희석

몰분율을 바깥 노즐의 헬륨 희석 몰분율 보다 높

이면 안쪽 에지화염의 연료농도 구배가 커져서

화염 전파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바깥 에지화염

과 다르게 안쪽 에지화염은 기연측에서 미연측으

로 화염이 전파하는 즉, 양의 전파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헬륨 희석 몰분율이 증가할수록 화염의

중심부의 구멍이 커지면서 Fig 6.과 같이 화염의

길이가 작아지게 된다. 또한, 바깥 노즐의 헬륨

희석률 0.75인 조건보다 0.60인 조건이 안쪽 에지

화염의 연료 농도 구배가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구멍이 크고 화염의 길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연료농도 구배가 에지화염 거동에 지

배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되며, 에지화염 거동의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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