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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스 충돌제트화염에서 충돌거리에 따른

정체점에서의 열전달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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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syngas/air mixture impinging jet flame with 10% hydrogen content. Effects of impinging

distance, Reynolds number as major parameters on surface temperature of stagnation point

were examined experimentally by the data acquisitions from k-type thermocouple. There

were 2 times of maximum peak point of stagnation point with respect to the impinging

distance for the investigation. As reynolds number increases, the nusselt number and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increas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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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제트화염(Impinging jet flame)은 연소실내

에서 가열하여야 하는 대상물이나 열교환기에 화

염이 직접 부딪쳐 가열하는 연소방식으로 신속하

고 균일한 가열을 가능하게 하며 전열 및 배출성

능 또한 뛰어나다. 유리, 금속, 제지 등을 가공하

는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균

일 가열이라는 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연소기에

서는 예혼합방식의 연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단일조성의 가스연료가 주로 사용되어왔

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의 가격 상승과 화석 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부

족 현상으로 인해 단일연료의 사용에 문제점이 발

생되면서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전

에는 단일 가스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열량이

낮아 미 사용되어지던 합성가스(Syngas)를 주 연

료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합성가스의 경우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가

대부분이어서 연소효율과 배기가스 배출성능이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성분인 수소의 경우

다른 일반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에 비해 연소속도

가 빠르며 화염의 거동이 상이해서 수소의 첨가에

따라 연소기의 주요성능인 연소와 열전달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합성가스 충돌제트화염

의 단계적인 연구[1]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연

구를 통하여 이전연구와 동일한 수소함량이 10%

인 일정한 조성비에서 충돌화염의 중요 중요변수

들인 충돌거리(H/d), 레이놀즈수(Re) 그리고 당량

비(Φ)가 충돌제트 화염이 충돌판의 온도에 미

Fuel
high purified , 

()

Oxidizer
high purified Air

()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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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gnation point surface temperature

profiles for various values of Re at different axial

locations for d=10mm and Ⲫ=2.5

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체점에서의 누셀트수(Nu

sselt number)를 계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조건은 Table.1에 간단하

게 나타내었으며, Fig .1는 연소속도가 최대가 되

는 당량비 2.5인 동일 조건에서 충돌거리에 따라

화염이 충돌면 중심에 부딪치어 생긴 정체점에서

의 온도를 레이놀즈수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경우 레이놀즈수는 동일 당량비 2.5에서 역화

(Flash-back)나 부상(Lift-off)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층류인 Re = 1400부터 난류 초기값인

Re = 2400까지로 하였다. 또한 충돌면과 버너간

거리인 H/d는 충돌면과 버너간 간격을 버너출구

직경인 10mm로 나눈 무차원의 값으로 충돌면에

의해 화염이 간섭(Intercept)을 받아도 내염(Inner

flame)이 형성되는 H/d = 0.4부터 본 실험장치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높이인 H/d = 7.0까지 실험

하였다.

먼저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연소속도 증가

로 인해 열 방출이 증가되어 온도가 증가하는데

레이놀즈수 2400일 때의 화염의 온도가 가장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레이놀즈수와 무관하게 정체점의 온도

변화에 가장 큰 특징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돌거리에 따라 두 번의 최고점(Peak point, 이하

피크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피크점 이후

H/d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감소하던 온도가 H/d=4.0를 지나

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온도

가 H/d의 증가에 따라 내염의 영향에서 벗어나

외염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점에서의 는 식(1)을 통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는 합성가스의 화학양론적(Stoichio

metric)상태인 당량비 2.5의 단열화염온도(Adiaba

tic flame temperature)인 1930K, 는 열전도계

Fig. 2 Stagnation point Nusselt number of Re

effect for H/d=1.6mm and Ⲫ=2.5

수(Thermal conductivity)로 단열화염온도 상태일

때 공기의 열전도계수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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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ichiometric, H/d=1.6상태일 때 정체점에서

사용가능한 다음과 같은 식(2)을 도출하였다. 식

(2)의 오차범위는 ±1%에 해당하는 것을 Fig.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 당량비 같은 H/d에서는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누셀트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류열전달계수에 직결된

의 증가는 레이놀즈수 자체가 열전달 계수를

증가 시켜 평판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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