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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연소실 내 R134a 및 메탄 예혼합 화염의 전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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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ward-propagating premixed flames of stoichiometric

mixtures of R134a/methane/oxygen/nitrogen have been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a

constant volume combustion chamber. Three regimes of the expanding flam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flam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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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적 연구는 하나의 가시화된 정적 챔버

내 구형 화염들에 대하여 R134a/메탄/산소/질소

의 다양한 혼합비에 따른 층류연소속도, 부력으

로 유발된 불안정성 그리고 가연한계 부근의 특

성들을 조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연소실 내에 연료와 산화제의 기체상 예혼

물들은 대기압과 상온에서 당량비 Φ = 1로 일정

하게 고정하여 분압 법칙에 따라 제조되었다. 그

리고 R134a/메탄/산소/질소의 혼합기 내에서 각

화학 성분의 조성 비율들을 변동시켜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그 이중 연료들에서 각 단일

성분의 몰분율의 총합에 대비한 R134a에 대한

몰분율의 비율을 RR = XR134a/(XCH4+XR134a)로 정

의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산화제들 중에 산

소에 대한 몰분율의 비율을 RO = XO2/(XN2+XO2)
로 정의하였다.

RO = 0.20으로 고정된 산화제 조건에서, RR =
0.30 (a), 0.60 (b) 그리고 0.75 (c)의 연료 조건에

대하여 대표적인 경과 시간에서 획득된 슐리렌

이미지들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는 t =
10-30 ms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심에서

연소실의 내벽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형 화염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 화염들은 거의

완전한 구형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t =

Fig. 1 Schlieren images for certain time

intervals for RR = 0.30, 0.60, and 0.75 at RO =
0.20.

30 ms의 화염 이미지를 보면, 그 화염은 전체적

으로 상부를 향하여 약간 치우쳐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b에서, RR = 0.60으로 냉매의 비

율이 증가된 예혼합기의 초기 조건에서 점화에

의해 생성된 그 화염은 t = 20-70 ms에 따라 점

차적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떠오르면서 동시

에 바깥으로 전파되는 거동이 분명하게 나타났

다. RR = 0.75로 냉매의 비율이 더 증가되면,

Fig. 1c와 같이, 그 화염의 전파 특성은 t = 40-



제 49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86

Fig. 2 Different regimes fo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RR versus RO.

120 ms로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에 구형

화염의 상부만 유지된 채로 마치 반구형의 모양

으로 그 중앙의 전극봉의 위치보다 훨씬 위쪽으

로 떠올라 버리는 화염 전파 현상을 보였다. 게

다가 그 하부는, 그 이미지들 상에서 뚜렷이 나

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화염의 내부로 오목하게

솟아올랐다.

본 실험 장치에서 RO 및 RR의 변화에 따라 수

행된 매핑 데이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적

인 관찰에 의한 화염의 동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그 바깥으로 전파하는 화염들은 3 가지의 영역으

로 분류되었다. 시간에 따른 그 화염의 반경들이

완전한 구형으로 나타나는 초기 조건들은 (1) 전

형적인 영역 (Typical Regime)이고, 닫힌 기호들

로 표시하였다. 그 화염이 중앙의 전극봉 위로

떠오르게 되는 초기 조건들은 (2) 부력 유도 영

역 (Buoyancy-Induced Regime)으로서 열린 기

호들로 표시하였다. 그 두 영역 사이에 초기 조

건들은 (3) 천이 영역 (Transition Regime)으로

서 반닫힌 기호들로 표시하였다.

한편으로 그 스파크 점화에 의한 화염 생성이

불가한 비인화성 혼합기의 조건들을 × 기호로

표시하였다. RO ≥ 0.5의 산소가 부화된 산화제

에서 대부분의 RR의 초기 조건들은, 그 화염 온

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전극봉의 열적 변형을 초

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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