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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d : 오리피스 내경 [mm] 

L : 오리피스 길이 [mm] 

LC : 연소기 입구직경 [mm] 

ma : 공기질량유량 [kg/s] 

mH2 : 수소질량유량 [kg/s] 

mO2 : 산소질량유량 [kg/s] 

Ta : 주류공기 온도 [K] 

Va : 주류공기 유속 [m/s] 

Vj : 액체제트 유속 [m/s] 

X : 수평방향 침투깊이 [mm] 

Xb : 분열점의 수평침투깊이 [mm] 

Y : 수직침투깊이 [mm] 

Yb : 분열점의 수직침투깊이 [mm] 

 

1. 서 론 

주류공기(crossflow)에 수직으로 분사되는 JICF 

(jet in crossflow) 분사방식에서의 연소특성은 분무

기구, 미립화 기구, 난류유동, 혼합 메커니즘 등의 

다수의 복잡한 물리적 현상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

Key Words: Jet in Crossflow(수직분사), Penetration Height(침투깊이), Break-up Point(분열점) 

초록: 주류공기에 수직으로 분사되는 JICF 분사시스템은 연소실내에서 주류공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립화 및 연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시스템의 연료분사 방식으로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JICF 분사시스템에서 산화제인 공기와 연료의 불충분한 혼합성능은 연소실 내에서의 불균일한 

화염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ICF 분사시스템의 램제트 연소기에서 연료와 공기의 부족

한 혼합성능에 기인한 연소의 불균일한 화염구조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연료 제트의 침투깊이, 분열점 

등을 예측하기 위한 상관관계식을 유도함으로서 JICF 분사시스템에서 연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액체제

트와 주류공기와의 분무 및 혼합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액체 제트의 침투깊이를 주류공기의 유동방향

의 상류와 하류로 나누어 상관관계식을 유도하여 좀더 정확한 침투깊이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bstract: A jet in a crossflow (JICF)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its wide applications in technological 

systems, including fuel injection into a ram-combustor. However, in the case of insufficient mixing performance of the 

liquid jet into the crossflow, the flame in a ram-combustor is unstable. In this study, the nonuniform flame and 

combustion instabilities due to lack of mixing performance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performing 

correlations to predict the penetration height and break-up point, the spray and mixing characteristics of JICF have been 

studied. In particular, the improved correlations of penetration height are proposed in two distinctive domains 

depending on the X/d location of the cross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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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1,2) 즉, JICF

에서의 액체제트(liquid jet)는 주류공기에 의해 미

립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연소실로 유입하

게 되므로 미립화 기구에 의한 액체제트의 혼합 

성능은 연소실 내에서의 연소 성능과 화염의 안정

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기체 연료 분

사의 경우 연소 성능은 대부분 주류공기와의 혼합

성능에 의해 결정되지만 액체 연료 분사의 경우에

는 액주의 분열 등을 포함한 미립화 기구가 훨씬 

복잡하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3) 

이러한 복잡한 분무 및 혼합 메커니즘에도 불구

하고 JICF 분사방식은 연소실내에서 주류공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립화 및 연소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시스템과 에너지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4) 

특히, 램제트(ramjet) 및 스크램 제트(scramjet)와 같

은 공기 흡입식 엔진의 연소실에서 연료의 침투깊

이(penetration height), 주류 공기와의 혼합성능

(mixing characteristics)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액체 램제트 엔진(liquid fueled ramjet engine)은 기

계적인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도 연소기에서의 에

너지 전달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작동 고도나 

작동 속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

고 높은 비추력을 얻을 수 있고 비행체 무게와 속

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액체 램제트 엔진에 있어서 산화제인 

주류공기와 연료의 불충분한 미립화 및 혼합성능

은 연소실 내에서의 불안정한 연소를 초래한다.(7,8) 

결국, JICF 분사방식을 적용하는 연소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연소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액체제트

와 주류공기의 혼합기구와 액체제트의 미립화 기

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ICF 분사시스템의 램제

트 연소기(ram-combustor)에서 액체제트와 주류공

기의 부족한 혼합성능에 기인한 연소의 불안정성

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혼합성능을 구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체제트의 침투길이, 분열점 

(break-up point) 등을 예측하기 위한 상관관계

(correlation) 를 실험적으로 수행함으로서 JICF 분

사시스템에서 연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액체제트

와 주류공기와의 분무 및 혼합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Fig. 1 은 연소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장치

는 크게 고속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기 공급

부, 실제 램제트 연소기의 유입공기와 동일 온도

의 공기를 생성하기 위한 VAH(vitiated air heater), 

덤프형 램제트 연소기(dump type ram-combustor), 연

료 공급부, 그리고 온도, 압력 및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부로 구성 된다. 또한 분무 실험은 동일 

한 실험장치에서 덤프형 램제트 연소기대신 분무 

가시화 장치(visualization apparatus)를 장착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고압의 주류공기는 압축기와 건

조기(dryer), 서지탱크(surge tank) 등을 거처 VAH

로 유입된다. VAH 는 공기의 온도상승을 위해 수

소와 산소의 이론반응에 의해 공기의 온도와 속도

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VAH 내에서의 연소는 공기 중의 산소의 양

을 감소시키는데, 감소된 산소의 양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산소를 보상산소(make-

up oxygen)라 하며, 보상산소의 양은 연소생성물의 

산소의 몰분율과 대기중의 산소의 몰분율 (0.2095) 

을 같다고 놓음으로써 구할 수 있다.(9) 본 실험에

서 사용되어진 VAH 는 공기, 수소, 산소의 혼합성

능과 연소성능을 고려하여 균일한 온도, 속도 분

포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7)  성능은 속도범위 

80 ~ 120 m/s, 온도범위 293 ~ 500K에서 산소농도 

(부피비) 21%의 고온, 고속의 손상공기(vitiated air) 

를 생성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VAH 에

서 온도와 속도가 제어된 주류공기는 덤프형 램제

트 연소기 내에서 연소반응을 일으킨다. 

덤프형 램제트 연소기는 중앙에 1 개의 공기유입

구가 위치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연소기로 압력 손

실이 크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간단하고,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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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유동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0,11) 또한, 본 

실험에서 화염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블

러프 보디 보염기(bluff body flame holder)를 사용하

였다. 

액체제트 공급부는 압축기, 레귤레이터, 연료 저

장 탱크, 솔레노이드 밸브, 연료 분사노즐 등으로 

구성되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압축된 연료는 가

시화장치 하단에서 연료 분사노즐을 통해 수직으  
 

Table 1 Experimental test conditions for combustion 

Parameters Values 

Vitiated 

Air Heater 

Temperature of 

combustor inlet air [K] 
293 ~ 500  

Velocity of combustor 

inlet air [m/s]  
80 ~ 120 

Mass flow-rate 

 of combustor air [kg/s] 
0.160 ~ 0.238 

Ram-

combustor 

Diameter of 

 combustor inlet [mm] 
50 

Diameter of  

combustor outlet [mm] 
100 

Length of inlet [mm] 300, 450 

Diameter of  

injector tip [mm] 
0.92 

V-gutter  

Wedge half angle [°] 30 

Aspect Ratio 0.125 

Diameter of  

V-gutter [mm] 
15 

Jet-to-air momentum flux ratio : q 3.6 ~ 42 

 

Table 2 Experimental test conditions for spray 

Parameters Values 

Injector 

Diameter [mm] 1.0, 1.3, 1.8, 2.1 

L/d >10 

Shape Shape edge 

Crossflow 

Pressure  [atm] 1 ~ 5.1 

Velocity  [m/s] 40 ~ 100 

Temperature [K] 297 ~ 500 

Viscosity  [N·s/m
2
] 1.83 ~ 3.55×10

-5
 

Density  [kg/m
3
] 1.19 ~ 0.457 

Liquid Jet 

Fluid Water 

Pressure  [atm] 2 ~ 8 

Velocity  [m/s] 3.3 ~ 9.6 

Temperature  [K] 298 

Density  [kg/m
3
] 998 

Jet-to-air momentum flux ratio : q 2.0 ~ 29.1 

로 분사된다. 장치의 배관 앞부분에는 소닉노즐을 

설치하여 일정한 유량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하였

고 내부의 압력은 후단의 오리피스를 통해 조절하

였으며, 연료분사노즐은 4 가지 종류의 오리피스 

내경 (d : 1.0, 1.3, 1.8, 2.1 mm)을 가지는 연료 분사

노즐이 사용되었다. 

분무 실험을 위한 가시화 장치는 사각단면으로 

측면 2개, 상부 1개의 가시화 창으로 구성되었다. 

액체제트의 침투깊이 및 분열점은 디지털카메라

(Canon EF 50mm f/1.8 lens,)와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를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처

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Table 1 과 2 는 각각 연소실험조건과 분무 실험

조건을 보여준다. JICF 분사조건에서 액체제트와 

주류공기의 밀도 (ρj, ρ∞)와 속도 (Vj, V∞)는 유

동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동장을 

특성화하는 주요 변수로 액체제트와 주류공기의 

모멘텀비(q : jet-to-crossflow momentum flux ratio)를 

사용한다. 모멘텀비의 정의는 식 (1)과 같다. 

 

 
Fig. 2 Veloc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exit 

of the VAH(11) 

 

 

Fig. 3 Column fracture height of liquid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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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H 에서의 연소반응을 거쳐 배출되는 손상공기의 

속도분포, 온도분포는 연소기에서의 액체제트와 주류

공기의 혼합특성, 연소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VAH 출구에서는 균일한 속도 및 온도분포

가 요구된다.(7) 본 실험에서는 수소와 공기의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VAH 출구의 속도 및 온도분포를 측정

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평균 유속을 측정하

여 VAH 가 설계범위에서 균일한 속도 및 온도분포의 

손상공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주류공기의 속도분포는 액체제트의 분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Fig. 2는 특정 조건에서 연

소기(분무특성실험에서 가시화장치) 전단 100mm 

지점에서의 주류공기의 속도 및 온도분포를 나타

내었다. 전체 측정 지점에서 균일한 속도 및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소기 

(분무특성실험에서 가시화장치) 내에서 공기의 속

도 및 온도분포의 불균일성으로 인한 액체제트의 

이상 분열현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7) 

Fig. 3 은 JICF 에서 분사된 액체제트의 분열현상

(disintegr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공기와 액체제트

의 상호작용은 액체제트표면에서 진동을 일으키고 특

정한 조건에서 액체제트가 분열 되어 액막(ligament)이

라고 불리는 액체의 작은 액사(segment)들이 만들어지

며 다시 많은 분열과정을 거친다. JICF 에서의 액체제

트의 분열과정은 좀 더 하류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분열하여 큰 액적(droplet)을 형성하며 노즐로부터 더

욱 먼 거리에서 상대속도에 의하여 더 작은 액적의 

분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액주의 분열은 일반적

인 실험적인 상황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실제 램

제트 엔진, 가스터빈엔진의 경우에는 주위의 기류속

도가 존재함으로 분열현상도 매우 복잡하게 형성된

다.(8) 이러한 JICF의 분무특성 및 혼합특성은 주로 침

투깊이와 분열위치에 의해서 평가되는데 침투깊이는 

분사노즐의 출구로부터 임의의 수평거리(X)에서의 연

료분사의 선단이 도달하는 최대거리(Y)로 정의되며, 

분열위치는 액체제트의 분열이 시작하는 수직(Yb) 및 

수평거리(Xb)로 정의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소특성 

램제트 연소기 내의 연소특성은 액체제트와 주류

공기의 혼합특성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액체제트와 

주류공기의 혼합특성은 액체제트의 연료 침투깊이 

등과 같은 분무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즉, 램제트 연

소기에서 액체제트의 침투깊이가 낮을 경우 연료가 

연소기 중앙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연소기 벽면에 집

중되어 중앙의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화염의 편중 현상은 모멘텀비 (q)가 증가하

거나 연료 분사량이 증가하고 연소기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또는 보염기가 장착될 때 개선된다.(12)  

Fig. 4는 특정 분무조건(q=12.9, Ta=450K, LC=300 

mm)에서의 분무 형상과 출구온도 분포를 나타낸

다. 연소실 출구의 온도는 R 타입 열전대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Fig. 4 에서 액체제트의 모멘텀이 

주류공기의 모멘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q=10~20)에는 액적군(droplet)이 연소기 중앙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그 결과 화염의 형상도 연소기 

하부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또한, 연소기 출구의 수직방향(Y-direction) 온도분포 

또한 하부에 편중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침

투깊이의 부족이 액체제트와 주류공기의 혼합성능을 

저하시키고 연소기 내에서 불균일한 화염구조를 형성

한다. 이러한 화염의 편중 현상은 모멘텀비가 증가하

여 침투깊이가 커질수록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Yoon(13) 등이 제안한 침투깊이의 상관관계 결과

(식 (2))에 따르면 Fig. 4 의 조건(q=12.9, Ta=450 K, 

LC=300 mm)에서의 침투깊이 값은 분사 이후 30 mm 

지점에서 약 27mm 로 전체 램제트 연소기(직경 

50mm)의 하부에 편중되어 주류공기와의 적절한 혼합

을 기대 할 수 없는 조건이다.  

 

 
Fig. 4 Temperature profile at the exit of ram-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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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profile at the exit of ram-combustor 
(center injection) 

 
Fig. 5 는 액체제트와 주류공기의 혼합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액체제트 분사노즐의 끝단을 연소기

의 하부에서부터 17mm 돌출시킨 상태에서 분사 

시켰을 때의 분사 형상과 출구온도 분포를 보여준

다. 그 결과 액체제트의 액적들이 연소기의 중앙

부에서 충분히 미립화 되고 결국 화염도 전체 연

소기에서 균일한 온도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마찬

가지로 모멘텀비가 증가할수록 침투깊이도 증가하

며 혼합성능도 개선된다. 

유입공기의 온도영향 측면에서는 유입공기의 온

도가 증가할 때 균일한 화염 분포를 얻을 수 있었

다. 특히 유입공기의 온도가 높은 경우 (q=19.8, 

Ta=600K)와 낮은 경우 (q=20.7, Ta=500K)를 비교 

할 때 비록 모멘텀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입

공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균일한 온도분포를 

가진 화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침투깊이에 

의한 혼합성능은 떨어지지만 액체제트의 액적 증

발에 의한 혼합성능은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소실험 결과에서 화염의 형태는 모멘

텀비 또는 침투깊이와 같은 분무 및 미립화 기구

와 연료 액적증발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결국 JICF 분무기구에서는 화염의 형태 및 안

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분무특성 및 미립화 

기구에 대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2 분무특성 

 

3.2.1 침투깊이 

JICF 에서의 침투깊이는 정지유체에서의 분사시스

템과는 달리 주류공기와 연료제트 간의 상호 작용으

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한 유동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침투깊이의 예측은 주로 주류공기와 연료제트

의 모멘텀비, 웨버수(Weber number) 등을 이용한 경험

식을 통해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유도되었다.(13,14) 특히, 

Yoon(13)은 상온과 고온의 주류공기조건에서 JICF 에서

의 침투깊이를 예측하기 위한 상관관계식을 식 (2)와 

같이 제안하였다. 

410.0

402.024.2 






⋅⋅=
d

X
q

d

Y
   (2) (13)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상관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식 (2)와 같이 전체 주류공기의 유동방

향(X-direction) 에 대해 동일한 상관관계식을 적용

하는 것보다 X/d 의 영역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식

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즉, X/d 의 

위치에 따라 상관관계식이 달라지는데, 분사초기

에는 액체제트의 운동량의 영향으로 침투깊이가 

상관관계식보다 더 크고, 하류 방향으로 진행할수

록 주류공기의 항력(drag)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침투깊이는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 X/d 영

역의 범위는 식 (2)에 의해 예측된 침투깊이와 실

제 측정된 침투깊이를 비교하고 두 지점간의 편차

가 가장 큰 지점을 각 실험 조건마다 측정하여 결

정하였으며 그 값은 X/d=18일 때이다.  

Fig. 6 은 본 실험조건에서의 침투길이의 상관관

계 결과를 보여주며, 식 (3)과 (4)는 본 실험을 통

해 유도된 상관관계식을 보여준다. 분사초기 영역

에서 경계층 효과에 의해 주류공기의 속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영역을 액체제트가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제트의 모멘텀이 빨리 소멸되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에 침투깊이가 커지는 효과를 가지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경계층을 벗어난 

영역의 분사하류 영역으로 진행 할수록 경계층의 

유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의 영향으로 결

국 침투깊이가 낮아지게 된다. 

398.0

398.048.2 






⋅⋅=
d

X
q

d

Y
 ; X/d<18   (3) 

421.0

410.012.2 






⋅⋅=
d

X
q

d

Y
 ; X/d>18   (4) 

 



윤현진 · 구건우 · 김준희 · 홍정구 · 박철우 · 이충원 

 

72 

 
(a) Correlation of penetration height for X/d<18 

 
(b) Correlation of penetration height for X/d>18 

 

Fig. 6 Correlation of penetration height 

 

 
Fig. 7 Penetration heights with various correlations 

 

Fig. 7 은 본 연구를 통해 유도된 침투깊이의 상

관관계식과 선행 연구자 들에 의해 제안된 JICF

의 상관관계 결과식을 비교한 그림이다. 선행연구 

자들에 따라 상관관계식의 결과가 상이한데 이는 

 
Fig. 8 Column break-up height of liquid jet 

 

 
Fig. 9 Column break-up distance of liquid jet 

 

인젝터의 형상, 침투깊이의 정의, 계측오차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다. 본 실험 조건에서의 상

관관계 결과는 분사초기에는 Iyogun 등(15)의 결과

와 가장 일치하며 분사 후단에서는 Birouk 등(16)의 

결과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3.2.2 분열점 

침투깊이와 더불어 JICF 에서의 미립화 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액주(liquid column)의 

분열점이다. 분열점는 액주가 액적으로 분리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이때의 수직, 수평상의 위치를 

각각 Yb/d(column breakup height)와 Xb/d(column 

breakup distance)라 한다. Wu 등(17)의 선행연구자 

들에 의해 액주의 분열위치(column fracture 

locations)은 액적의 2차 분열(aerodynamic secondary 

breakup) 에서의 시간스케일(time scale) 모델 해석

을 통해 예측 가능하며 그 결과 Yb/d 는 모멘텀비

의 함수지만, Xb/d 는 모멘텀비나 주류공기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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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계없는 상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Fig. 8 은 모멘텀비 (q), 인젝터 직경 (d), 주류공

기 온도 (Ta) 의 변화에 따른 Yb/d 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분열점의 위치는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분무영상에서 전처리 이미지프로세싱(이진

화, 에지추출)을 수행한 후 액주가 액사 또는 액

적으로 분열되는 위치의 수직방향 픽셀수를 측정

함으로서 계산된다. 모멘텀비의 증가에 따라 Yb/d

도 일정 증가하지만 인젝터 직경이나 주류공기 속

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류공기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Yb/d 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는 모멘텀비, 인젝터직경, 주류공기의 온

도 등의 변화에 따른 Xb/d 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다. 선행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Xb/d 의 위치는 모

멘텀비, 인젝터직경, 주류공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며, 또한 연소기의 크기에

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g. 8 과 Fig. 9 의 결과로

부터 Yb/d 와 Xb/d 는 다음의 식 (5)와 (6)과 같은 

상관관계식으로 나타난다. 

5.02.4 q
d

Yb ⋅=    (5) 

  0.8=
d

X b    (6) 

 

4. 결 론 

JICF 분사시스템의 램제트 연소기에서 액체제트

와 주류공기의 부족한 혼합성능에 기인한 불균일

한 연소상태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혼합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체제트의 침투

깊이와 분열점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액체제트의 침투깊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액적군이 연소기 중앙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그 결

과 화염의 형상도 연소기 하부에 편중되어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는 침투깊이의 낮음이 액체제트와 

주류공기의 혼합성능을 저하시키고 불균일한 연소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유입공기의 온도(Ta)가 증가 할 때 램제트 

연소기에서 보다 균일한 화염온도분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액체제트의 액적증발에 의한 혼합

성능의 증가에 기인한다.  

(3) 상관관계식의 침투깊이는 액체제트의 하류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주류공기의 항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낮아진다. 따라서, X/d=18 을 기준

으로 주류공기의 유동방향의 상류와 하류로 나누

어 상관관계식을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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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멘텀비의 증가에 따라 Yb/d 도 일정 증가

하지만 인젝터 직경이나 주류공기의 속도와 온도

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Xb/d 의 위치는 모멘텀

비 등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 또한 Yb/d

와 Xb/d는 다음의 식과 같다. 

5.02.4 q
d

Yb ⋅=     

  0.8=
d

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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