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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flow Air Velocity on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in 
Laminar Lifted Propane Coflow-Jet Flames Diluted with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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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minar lifted propane coflow-jet flames diluted with nitrogen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o determine 
heat-loss-related self-excitation regimes in the flame stability map and elucidate the individual flame charac-
teristics. There exists a critical lift-off height over which flame-stabilizing effect becomes minor, thereby causing 
a normal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with O(0.01 Hz). Air-coflowing can suppress the normal heat-loss- 
induced self-excitation through increase of a Peclet number; meanwhile it can enhance the normal heat-loss- 
induced self-excitation through reducing fuel concentration gradient and thereby decreasing the reaction rate 
of trailing diffusion flame. Below the critical lift-off height. the effect of flame stabilization is superior, leading 
to a coflow-modulated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with O(0.001 Hz). Over the critical lift-off height, the 
effect of reducing fuel concentration gradient is pronounced, so that the normal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is restored. A newly found prompt self-excitation, observed prior to a heat-loss-induced flame blowout, is dis-
cussed. Heat-loss-related self-excitations, obtained laminar lifted propane coflow-jet flames diluted with nitrogen, 
were characterized by the functional dependency of Strouhal number on related parameters. The critical lift-off 
height was also reasonably characterized by Peclet number and fuel mole fraction.

Key Words : Critical lift-off height, Coflow velocity, Coupled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Coflow-modulated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Coflow-free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Flame stabilization map, Normal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Prompt self-excitation

기 호 설 명

Alphabets
    : Inverse characteristic flow time
 : Fuel nozzle diameter
≡∞  : Effective nozzle diameter

 : Lift-off height
 : Mean lift-off height
  

  : Karlovitz number

  

  : Strouhal number for heat-loss

induced self-excitation

mod  
  : Strouhal number for coflow-

   modulated heat-loss induced self-excitation
 : Stoichiometric laminar burning velocity
≡∞ : Jet reynolds number
≡ : Reynolds number based on no  
   zzle diameter
 : Adiabatic flame temprature
∞ : Ambient air temprature
 : Nozzle exi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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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dimensional lift-off height

 : Initial fuel mole fraction
 : Fuel mass fraction at nozzle

Greeks
  : Themal diffusivity at stoichimetry
  : Kinematic viscosity at nozzle exit
∞  : Kinematic viscosity of ambient air
 : Burned gas density
  : Unburned gas density
  : Gas mixture density at nozzle exit

∞  : Ambient air density
  : Scalar dissipation rate at stoichiometry

Subscripts
a : Adiabatic flame condition
b : Burned gas
e : Effective
F : Fuel
0 : Nozzle exit velocity
rich : Rich flammable limit
st : Stoichiometric condition
∞ : Ambient condition

1. 서 론

산업용 버너의 설계에 있어서 부상화염은 중요한 

인자이므로 부상화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난류화염은 난류 강도가 과다

하게 크기 않은 경우 그 평균 구조가 층류소화염들

의 앙상블로 구성되고 순간 구조는 층류 소화염으로 

연소하므로 층류 부상화염은 난류화염을 이해하는 중

요한 연소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층류부상화염의 화

염안정화 메커니즘은 화염전파속도와 국부유동속도

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론당량비선을 따라 안

정된 부상화염이 존재하며, 화염선단은 희박, 과농 예

혼합 및 확산화염이 동시에 존재하는 삼지화염(trib-
rachial flame)의 구조를 갖게 된다[1-3]. 따라서 층류 

부상화염에서 나타나는 진동불안정성 역시 안정화 메

카니즘에 근거하여 설명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금까

지 알려진 바로는 에지 화염의 자기진동(self-excita-
tion)은 부력에 의한 자기진동[4,5], 소화 근처에서의 

물질-열 확산에 의한 자기 진동[6] 및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7,8]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Yoon은 자유제트 부상화염에서 질소로 희석

된 프로판, 부탄을 사용하여 예혼합가지(premixed fl-
ame branch)에서 확산화염(trailing diffusion flame)으
로의 전도열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O(0.1Hz)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7,8]. 
일반적으로 에지화염에서 삼중점 뒤에 위치한 확산

화염의 반응률이 예혼합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예혼합화염에서 확산화염가지로의 전도열손

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일차원 예혼합화염과 같

이 가연 영역에서의 열 저장이 무한한 것과 달리 삼지

화염은 가연 영역이 대기에 노출되어 전도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도 열손실에 의해 화염은 후

류로 밀려나가다가 질량분율 구배의 감소로 화염 전

파속도는 증대되어 화염은 재차 상류로 복귀하는 것

이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으로 이에 해당하는 진폭

은 극단적으로는 20 D 정도로 매우 크며 O(0.1 Hz)의 

저주파수를 가지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도열손

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확산화염에서부터 예

혼합가지로 수축하면서 소화되는 현상(blow-out [II]) 
을 관찰하고 규명한 바 있다[7,8].

동축류 제트의 경우 Chung 연구그룹에서 과도하게 

희석된 프로판 동축류 부상화염에서 층류화염전파속

도가 노즐출구속도보다 작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

상화염에서 진동하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화염 선단

에 발생하는 열이 화염내부로 유입되는 연료로 열전

달을 통해 화염선단에 열이 축적됨으로 인해 발생

되는 부력에 의한 화염진동을 규명한 바 있다[4,5]. 
그러나 이러한 화염진동은 진동주파수가 O(1.0 Hz)
로 앞서 언급한 0.1 Hz 이하의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

동과는 상이하고 화염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에 의

한 자기진동은 자유제트에서는 관찰되었지만 동축류 

제트 부상화염에서는 문헌에 보고된 예가 없어 논의

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축류 공기로 인하여 화염이 안

정화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동축류의 속도를 극단

적으로 낮추었을 때 자유제트가 되므로 열손실에 의

한 자기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임계 동축류 속도가 존

재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동축류 버너에

서 전도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이 관찰되지 않은 점

에 대해 물리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제시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축류 부상화염에서 열손실에 의

한 자기진동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질소를 희석한 프

로판에서 노즐출구속도와 동축류 속도(10~40 cm/s)
를 변화해 가며 실험을 수행하여 화염 안정화 선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찰 된 진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상 화염 높이에 따른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통해 특성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특성

화를 토대로 동축류의 속도가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

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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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setup and flow system.

2. 실험방법

실험 장치는 유량 조절부, 노즐부, 측정부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개략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서 사용할 노즐은 슈퍼드릴(SD-1M)로 가공된 외경 

3.0 mm, 내경 0.3 mm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였

다. 노즐 출구에서 완전 발달된 유동장을 얻기 위하

여 노즐 길이를 직경기준 레이놀즈수(ReD)에 의존한 

층류 입구길이보다 충분히 긴 120 mm로 하였다. 연
료의 유동이 층류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Schlieren 
가시화를 통해 실험영역을 32 < ReD < 1288로 제한하

였다. 순도 99.99% 프로판과 99.95%의 질소는 압력 

조절기로 조절되고 유량 조절은 버블미터로 검증된

(10, 20, 30, 50, 200, 500 ml/min) 규격 500 ml/min 프
로판, 질소MFC를 사용하여 연료노즐로 분사된다. 동
축류의 공기는 공기 압축기의 공기를 이용하였다. 공
기 압축기의 특성상 대기의 공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기의 공기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온항습

실 내부에 공기 압축기를 설치하여 항온항습실 내부 

온도 22~24℃ 습도 40~44%로 설정하였다. 항온항습

실 외부온도는 22~24℃ 습도는 40~44%로 항온항습

실 내부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동축류 공

기가 공급되면서 주위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하여 동

일하게 설정하였으며 건구 온도계를 이용해 항온항

습실 내부, 외부 온도와 습도 측정을 5분 간격으로 확

인하였다. 공기 압축기의 압축공기로 인하여 공기의 

습도가 생기게 되므로 수분제거제를 거쳐 버블미터

로 검증된(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l/min) 100 l/min 규격의 공기 MFC를 통해 외부 노

즐로 분사된다. 노즐부를 직경 8 cm, 높이 1 m 원형 

아크릴 칸막이실 안에 위치시키고 동축류의 균일한 

유동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쉬와 허니컴을 설치하

였다. 화염의 부상높이는 카세토미터와 디지털 VCR 

카메라(SONY, HDR-CX550)를 2차원 이송장치 위에 

부착하여 이송시키며 측정하였고 화염의 선단과 노즐

의 끝단을 측정하였다. FFT(Fast Fourier Transfom)의 

분석을 위해 주파수 분해능력을 고려한 충분한 샘플

링 시간(약 547 sec) 및 샘플주파수 범위를 0.00183~ 
15 Hz를 확보하여 얻어진 이미지들로부터 Matlab 기
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상높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3. 결과 및 토의

3.1. 동축류 속도에 따른 화염안정화선도와 자
기진동의 특성

동축류 속도에 따른 부상화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트의 노즐출구속도, UO 및 질소 희석에 따른 

프로판 몰분율, XF,O 동축류 속도, VCO를 (a) 10, (b) 
20, (c) 30, (d) 40 cm/s으로 증가시키면서 화염이 존

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에 

제시한 화염안정화선도는 동축류 속도에 따라 변화

하게 되는데 이는 동축류 속도가 진동불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a)를 기준으로 

동축류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불안정성을 이해하고 화

염에 미치는 동축류의 역할을 동축류 속도에 따른 화

염안정화선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Fig. 2(a)는 동축류 속도 10 cm/s에서의 화염안정화

선도이며 FFT주파수 분석을 통해 동축류 속도에 따

라서 발생하는 자기진동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다

음과 같이 영역을 구분하였다. Fig. 2(a)를 보게 되면 

영역 I은 화염안정화 영역으로 0.3 ≤ XF,O < 0.6에 해

당하고 영역 II는 0.4 ≤ XF,O < 0.9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영역 II에서 발생하는 자기진동은 O(0.00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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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ame stability maps as a function of nozzle exit velocity and initial fuel mole fraction for D = 0.3 mm, VCO = 
10~40 cm/s.

에 해당하는 극단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 본 연

구그룹은 영역 II에서 발생하는 자기진동이 2가지로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것은 Yoon의 연구결과

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이를 분류하여 ☆는 동

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Coflow- 
modulated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으로 는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Coupled heat-loss- 
induced self-excitation [I])로 명명하였다. 동축류로 인

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시간에 따른 부

상높이 변화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FFT(Fast fourier 
transform)분석 결과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의 주파수는 0.0052 Hz가 도출되었고 

이를 밴드패스 필터링(0.003~0.007 Hz)하여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0.01 Hz)의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상이한 

결과로 동축류의 공기가 화염안정화에 기여하여 열손

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억제시켜 화염의 거시적인 거

동인 진폭과 해당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b)은 영역 I에 해당하는 화염거동을 도

시한 것으로 매우 안정된 부상화염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동축류 속도(VCO = 10 cm/s)에서 앞

서 언급한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

기진동의 미세한 진폭은 동축류의 유동장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a)는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을 

나타낸 것으로 화염의 전체적인 거동은 동축류로 인

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유사하나 0.0621 
Hz에 해당하는 피크치 진동모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축류의 공기로 인하여 화염선단에서의 연

료농도구배가 감소하게 되고 삼지화염에서 투과되는 

연료와 산화제가 감소되면서 확산화염의 반응률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삼중점에서 확산화염으로의 

전도열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때 동축류

의 공기가 화염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에 주목하였고 이를 임계부상높이(hcri)로 명명하였고 

임계부상높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노즐출구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상높이가 

증가하게 되고 동축류의 공기가 화염에 미치는 영향

이 급격하게 작아지게 되는데 이때 동축류의 공기는 

더 이상 화염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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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ical temporal lift-off heights at (a) VCO = 10 
cm/s, XF,O = 0.8, UO = 1,360 cm/s(regime II), (b) 
VCO = 10 cm/s, XF,O = 0.3, UO = 580 cm/s(regime I).

Fig. 4. Typical temporal lift-off heights at (a) VCO = 10 
cm/s, XF,O = 0.4, UO = 920 cm/s(regime II) in co-
flow jet, (b) XF,O = 0.8, UO = 780 cm/s in free jet.

제트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유제트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동일한 주파수

O(0.01 Hz)영역대를 가지는 피크치 진동 모션이 발

생하게 된다. 본 연구그룹에서는 피크치 진동모션을 

동축류 영향권 외부영역에서의 열손실에 의한 자기

진동(Coflow-free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이라 

명명하고 이것은 Fig. 4(b)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제트

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0.05 Hz)과 동

일하다고 판단된다. 즉 자유제트에서 발생하는 열손

실에 의한 자기진동은 동축류에서 발생하는 동축류 

영향권 외부영역에서의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의 집

합체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역 III은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확산화염에서 에지화염으로 수축하

면서 점멸하는 진동,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

(Prompt self-exciation)과 혼재되어 발생하는 영역이

고(Fig. 5) 영역 IV는 노즐출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만 존재하는 영역(Fig. 
6)으로 두 영역 모두 0.7 ≤ XF,O < 0.9에 해당한다. 주
목할 점은 Fig. 5를 보게 되면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Fig. 5. Typical temporal lift-off heights at XF,O = 0.8, UO = 
1,400 cm/s, VCO = 10 cm/s(regime III).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

기진동이 혼재되어 발생하다가 노즐출구속도를 증가

시키게 되면 Fig. 6을 보듯이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이 사라지는 것을 육안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 노즐출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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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ypical temporal lift-off heights at XF,O = 0.8, UO = 
1,460 cm/s, VCO = 10 cm/s(regime IV).

염소화지연에 의한 불안정성은 증가되고 동축류로 인

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의 소멸을 야기하

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Fig. 7을 도시하였다.
Fig. 7(a)는 영역III에 해당하는 것으로 FFT 분석을 

Fig. 7. The power spectrums at (a) XF,O = 0.8, UO = 
1,400 cm/s, VCO = 10 cm/s(regime III), (b) XF,O = 
0.8, UO = 1,460 cm/s, VCO = 10 cm/s(regime IV).

통해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과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 주파수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Fig. 7(b)는 영역IV에 해당하는 

것으로 Fig. 7(a)과 동일한 연료 몰분율과 동축류 속

도에서 노즐출구속도의 증가에 따라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 주파수는 도출되었지만 동축류로 인

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주파수는 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

기진동은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

진동을 소멸시키고 화염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O(1 Hz)를 가지는 화

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은 자유제트에서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화염소화(blow-out [II])와 관련되

어 있고[7,8] Fig. 8을 보게 되면 이를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 Fig. 8(a)는 일반적인 화염소화 거동으로

써 화염이 후류로 밀려나게 되면서 소화되는 거동으

로 blow out [I]이고 Fig. 8(b)는 Yoon이 규명한 소화

거동으로 blow out [I]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

몰분율에서 발생하고 연료몰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을 때 부상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화염전파속도를 

Fig. 8. Comparison of temporal flame shapes for bl-
owout modes (a) I and (b) II with that of prompt 
self-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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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삼중점에서의 단열화염온

도가 높게 된다. 부상높이가 증가하게 되면 연료농

도구배가 감소하고 확산화염으로 연료와 산화제의 

투과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것으로 확산화염의 반

응률은 감소를 유발하고 강도저하로 인해 천이영역

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확산화염부터 에지화염으로 

소화된다. 흥미로운 점은 Fig. 8(c)에 보듯이 blow-out 
[II]와 유사하게 화염이 수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지

만 소화되지 않는다. Fig. 8(b)의 경우 수축되어 소화

될 때 화염선단의 부상높이는 일정하지만 반면 Fig. 
8(c)를 보게 되면 화염선단이 약간 후류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료농도구배가 감소되면서 

확산화염의 반응률을 감소시키고 화염강도가 약해

지면서 확산화염은 에지화염으로 수축하게 되고 화

염강도는 저하되면서 화염전파속도의 감소를 유발하

여 화염선단은 후류로 약간 밀려나게 된다. Fig. 8(b)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유제트의 경우에서는 화염

이 수축하여 소화되어야 하지만 동축류 제트의 경우 

동축류 공기 공급이 화염내부로 지속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화염소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로 인하여 화염을 

지탱하게 되면서 소화되지 않고 후류로 살짝 밀려나

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염이 수축되어 후류로 밀

려나게 되면 이전의 연료농도구배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다시 화염전파속도를 증진시키게 되고 상류

로 복귀하게 된다. 이때 연료농도구배는 다시 증가

하게 되고 또한 확산화염 반응률도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수축된 화염은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Fig. 2(a)~(d)에서 제시한 화염안정화선도를 비교

를 하여 동축류 속도에 따른 화염의 거시적인 변화

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화염안정화선도를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축류 속도에 따라 영역

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화염이 동축류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a), 
(b)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영역 I은 동축류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영역 II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영역 II에서 앞서 언급한 2개
의 자기진동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과 약간의 상이한 진동이 발생하

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을 ⋆로 표기하고 혼재된 열

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I] (Coupled heat-loss-induced 
self-excitation [II])으로 명명하였고 이를 명확하게 이

해하기 위해 Fig. 11을 도시하였다. Fig. 9(a)는 시간

에 따른 부상높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상높이가 시

간에 따라 거의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b)는 FFT한 결과로 0.0057 Hz와 

0.0248 Hz 2개의 주파수가 도출되었고 이를 밴드패

스 필터링(0.02~0.03, 0.003~0.007 Hz)하여 Fig. 9(a)
의 부상높이와 비교하였을 때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FT 분석을 통해 2개의 주파수를 도출할 수 있

었는데 0.0057 Hz는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에 해당하고 0.0248 Hz는 열손실에 의

한 자기진동이라고 판단된다. 동축류 속도가 증가하

면서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I]가 발생하

는 원인으로는 증가된 동축류 속도는 연료농도구배 

감소를 유발하여 확산화염 반응률을 감소시키면서 

전도열손실이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임계부상높이 이상에서 발생하는 동축

류 영향권 외부영역에서의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이 발생하는 것은 확산화염 반응률이 급격하게 낮아

지면서 화염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화염이 후류로 밀

려나게 되는데 이때 화염내부에서의 전도열손실이 극

대화되면서 동축류의 공기가 화염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화염은 급격하게 후류로 밀려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9. (a) Typical temporal lift-off heights at VCO = 30 
cm/s at XF,O = 0.6, UO = 1,200 cm/s(regime II), 
(b) The power spectrums at (a) XF,O = 0.6, UO =
1,200 cm/s, VCO = 30 cm/s(regim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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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I은 동축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서서히 

감소하게 되며 영역 II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축류 속도 10 cm/s일 때 연료농도구배가 상대적으

로 높고 동축류 공기가 화염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면

서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임계부상높이 아래영역에

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동반하지 못함으로 인

하여 동축류 영향권 외부영역에서의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이 발생하는 영역이 극히 작은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동축류 속도 20 cm/s로 증가시키게 되면 

동축류 속도의 증가로 인해 임계부상높이 아래에서 

화염선단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동축류 속도에서의 

연료농도구배에 비해 더 감소하게 되면서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열손실에 의

한 자기진동이 혼재되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축류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더 높은 임계부상높이를 형성

하지만 연료농도구배의 감소가 확산화염의 반응률

을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여 임계부상높이를 탈출하

는 동축류 영향권 외부영역에서의 열손실에 의한 자

기진동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영역 I이 감소하고 영

역 II가 증가하게 되고 영역 II에서 발생하는 동축류

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은 혼재된 열

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I]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영역 III은 동축류 속도 10~30 cm/s로 증가하면서 확

대되고 영역 IV가 감소되면서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이 연료농도구배의 감소로 인한 전도열손실이 증가

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Fig. 2(c)와 Fig. 2(d)를 비교하게 되면 Fig. 2(d)에서

는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이 발생하는 영역 

IV를 제외한 어떠한 진동도 관찰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것은 동축류의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더 높은 

임계부상높이를 형성하고 동축류 영향권 외부영역에

서의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이 억제 되면서 화염안

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

로 적절히 낮은 동축류 속도(10~30 cm/s)에서는 화염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도열손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 특정 동축류 속도(40 cm/s) 이상이 되게 되면 화염

은 동축류에 공기에 따른 연료농도구배에 의해 화염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도열손실보다 동축류 속도에 의

한 유동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화염은 안정화된다고 

판단된다.

3.2. 자기진동의 특성화

연료농도구배에 따라 화염내부에서 축방향으로의 

전도열손실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진동을 열손실 인

자와 스트라훌 수(St)의 조합으로 동축류로 인해 변

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과 열손실에 의한 자

기진동을 특성화작업을 수행하여 Fig. 10에 도시하

Fig. 10. The functional dependencies of Strouhal num-
bers for normal and coflow-modulated heat- 
loss-induced self-excitations on their related pa-
rameters.

였다. 그림에서 보듯 위의 커브는 열손실에 의한 자

기진동이고 아래의 커브는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

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은 과농 예혼합가지에서 확산화염으로

의 축 방향으로의 전도 열손실이 주요 원인이므로 이

에 상응되는 열손실 인자를 차용하였고 확산화염의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응되는 평균부상높이, 그리고 

칼로비치 수(Ka), 및 실질적인 직경(effective diameter) 
을 스트라훌 수와 조합하였을 때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손실 인자가 증가하였을 때 진동불안정

성이 증가하는 물리적인 의미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평균부상높이와 칼로비치 수를 고려한다면 화염이 후

류로 갈수록 진동불안정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화염

부상높이가 증가할수록 연료농도구배의 감소로 인하

여 확산화염의 반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하

는 것으로 인해 축 방향 전도열손실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상관 식을 나타내었다.

6106.411098.9
−×−×= γnormalSt  (R = 0.99) (1)

368.16
mod 10406.2 γ−

− ×=coflowSt  (R = 0.96) (2)

여기서, Ka
Dh

aT

TaT e/∞−
=γ 이고,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

동과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각각 Stnormal, Stcoflow-mod로 표기하였다.
Fig. 11(a)은 노즐출구속도와 동축류 속도의 변화

에 따른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의 임계부상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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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dependency of critical lift-off height on (a) 
the velocityies of nozzle exit and coflow and (b) 
its characterization.

면 고정된 연료몰분율에서 고정된 노즐출구속도와 동

축류 속도에 따라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의 

임계부상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동축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화염안정화에 기여

하게 되면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가 억제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혼재된 열손실

에 의한 자기진동의 임계부상높이를 특성화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11(b)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혼재된 열

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의 임계부상높이는 동축류 속

도와 연관되어 있고 페크릿 수, 초기 연료몰분율을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임계부상높이와 조

합하여 나타내었고 아래와 같은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68.318
. 1013.9 γ−×=crih (R = 0.96) (3)

여기서, 7.0

,
)1(

OFX
Pe=γ ,

α
)( COOO VUD

Pe
+

= 이다.

여기서 Do는 동축류 외부직경을 나타내고 α열전도

도를 의미한다.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페크릿 수

가 증가하게 되면 임계부상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동축류 공기가 화염안정화에 기

여하게 되면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억제시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4. 결 론

질소로 희석된 프로판을 연료로 층류 동축류 제트 

부상화염실험을 노즐직경 0.3 mm에서 동축류 속도를 

증가시키며 수행하여 화염진동을 기초로 화염안정화 

선도를 제시하였다. 동축류의 공기가 화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1) 화염안정화에 기여하여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억제하는 효과, 2) 연료농도구배와 확산

화염 반응률이 감소하는 효과로 인해 진동 불안정성

을 증진, 3) 동축류의 유동장으로 인한 임계부상높이

의 형성하는 3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 동축류가 화염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임계부

상높이 아래에서 O(0.001 Hz)에 해당하는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이 발생하게 된

다. 이것은 동축류의 세 번째 효과와 상관관계가 있

는데 임계부상높이 안에서 즉, 동축류 영향권 안에서

는 화염안정화영역이 형성되면서 열손실에 의한 자기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동축류로 인하여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

동 [I]과 동축류 속도를 증가하게 되면 연료농도구배

의 감소효과로 인해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이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II]로 변화하게 

되어 발생한다. 화염소화지연에 의한 자기진동은 자

유제트에서 발생하지 않는 현상으로 blow-out [II]의 

형태로 소화되어야 하지만 동축류의 공기로 인해 소

화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임계부상높이는 동축류 유동장에 의해 형성되

고 화염이 동축류 영향권 안에 존재하게 되면 화염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동축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연료농도구배의 감소로 인해 화염내부에서 전도

열손실 발생에 기여하여 동축류 영향권을 탈출하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더 큰 동축류 속도가 되면 동축

류의 영향권이 증진되어 연료농도구배는 감소하지만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따라

서 동축류의 영향권과 화염선단의 연료농도구배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혼재된 열손실에 의한 자

기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동축류로 인해 변조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을 스트라훌 수, 열손실인자, 칼로비치 수, 
무차원 부상높이를 이용하여 특성화 작업을 수행하였

고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

지 문헌에 보고되고 있던 동축류의 화염안정화에 기

여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진동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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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효과를 더불어 보고하고 있어 향후 동축류 버

너에서 진동불안정성의 연구에 좋은 참조가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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