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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전기장이 인가된 층류 자유제트 유동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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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내용

Fig.1 Visualization of N2 laminar free jet flows 
(A) without electric field, (B) with electric field 
when (a) Vac = 1kV, (b) 2, (c) 3, (d) 4, (e) 5, 
(f) 6, and (g) 7 at fac = 43Hz and U0 = 1.5m/s

Fig.1는 (A)는 노즐출구 속도 U0 = 1.5m/s에서

전기장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질소의 층류 유동

사진이다. Fig.1 (B)는 노즐출구 속도 U0 = 1.5m

/s에서 주파수 fac = 43Hz로 일정하게 인가하였

을 경우, 전압(1kV≤ Vac ≤7kV)에 따른 질소의

유동의 정면사진과 윗면사진으로 유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1 (a)는 전압 1kV, 주파수 43Hz

의 교류 전기장이 인가된 사진이며, 질소 유동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kV, 43H

z의 교류 전기장 하에서 윗면사진(b)를 보면 질

소의 유동이 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c), (d)의

사진을 보면 질소의 유동이 특정 분기점에서 두

방향으로갈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g)

는 전압이 증가하면 질소의 유동이 특정 분기점

에서 세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1].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c-g) 특정 분기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BreakdownPoint라고 명명하였

다.

Fig.2는 미 산란법(Mie Scattering)을 이용하여

질소로 희석된 메탄 화염을 가시화한 사진이다.

사진(a)는 노즐출구 속도 U0 = 1.5m/s, 몰분율 X

F,O = 0.20 에서 전기장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화염의 사진이다. 사진(b-d)는 노즐출구 속도 U0
= 1.5m/s에서 주파수 fac = 43Hz로 일정하게 인

가하였을 경우,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화염이 노

즐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압이 화염전파 속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사진(c-d)는 화염이 두 갈래로 나누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층류 자유 제트 화

염에 교류전기장을 인가하였을 경우 특정 전압과

주파수에서 유동의 변화에 의해 화염의 변화가

일어난다.

Fig.2 Visualization of jet flames diluted with 
nitrogen (a) Vac = 0kV, (b) 3, (c) 5, (d) 7 at fac
= 43Hz, U0 = 1.5m/s and XF,O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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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연소기의 NOx 5ppm 이하 배출성능 구현을

위한 전기장 응용 초희박 연소기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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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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