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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poration characteristics of single butanol gel fuel were investigated in different mass ratios of gellant and ambient tem-

peratures. Gel fuel was made by adding the pure water and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HPMC) into the 1-butanol.

Increase of viscosity was observed when the loading of HPMC increased. The evaporation process of gel droplet c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droplet heating, micro-explosion and crust formation. Elevation of ambient temperature helped boost

the evaporation in all experimental cases, but the effect was mitigated when the mass ratio of HPMC increased. Increase of

HPMC weight ratio reduced the evaporation rate.

기호설명

d : 액적 직경

Ke : 증발률

th : Droplet heating 구간 시간

te : Micro explosion 구간 시간

tc : Crust formation 구간 시간

tt : 액적 수명 시간

1. 서 론

오늘날 일반적으로 로켓에 사용되는 추진체는 크게

액체와 고체 연료 형태로 구분된다. 고체연료의 경우 액

체 추진체 시스템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연료의 보관 및

취급 등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액체 추진체에 비해

비추력이 낮고 연소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 등이 있다.

반면 액체 연료의 경우 비추력이 높고 추력조절 가능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연료 및 산화제의 장시간 보

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1). 이와 같은 기존 연료

들의 극명한 단점을 극복하고 로켓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고체 및 액체 연료가 아닌 젤 형태의 연료

가 개발되고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젤

연료는 기존의 액체 연료에 gellant를 첨가하여 연료의

유동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연료로, 액체연료와 같이 이

송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점성으로 인해 누출의 위험

을 줄일 수 있고, 증기압이 낮아 고체 연료와 같이 장기

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 연료를 대체할

(Received: 5 Apr 2021, Received in revised form: 23 May

2021, Accepted: 25 May 2021)
*한국교통대학교 항공기계설계학과
†책임저자, 회원, 한국교통대학교 항공기계설계학과
E-mail : enok2695@ut.ac.kr 

TEL : (043) 841-5838  FAX : (043) 841-5372



74 /JOURNAL OF ILASS-KOREA VOL. 26 NO. 2 (2021)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5). 반면 젤 연료는 표면

장력 및 점성 증가로 인한 낮은 미립화 성능, 증발률 및

연소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젤 연료의 증발 및 연소 특성

을 파악하여 젤 연료의 로켓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평

가하는 선행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Solomon등(6)의 연구자들은 hexadecane, ethanol, tolu-

ene등의 연료에 점성이 큰 machine oil이나 gellant를 첨

가한 젤 연료의 액적 연소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연소과정 중 서로 다른 점성 또는 끓는점 때문에 액적

표면에 gellant layer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끓는점의 성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액적 표면에서

미소폭발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o등(7)의 연구자들은 무기 gellant의 일종인 fumed

silica를 kerosene에 첨가한 젤 연료의 연소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연료 액적의 직경 변화는 전반적

으로는 d2-law를 따르지만 후반부분에서는 무기 gellant

로 인해 생긴 shell에 의해 기존 d2-law를 벗어나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Yang등(8)의 연구자들은 탄화수소계열의 kerosene에

polyamide resin (A200)을 첨가한 젤 연료의 액적 증발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증발 과정에서 낮은 끓는점

의 성분이 먼저 증발되어 액적을 감싸는 증기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액적 내부의 확산율과 증발

률의 차이에 의해 생성된 비 투과성의 layer 로 인해 증

기 구름의 소멸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투과성의 layer로

인해 액적 내부의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액적의 팽창

과 micro-explosion 현상 관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젤 연료 액적의 다양한 증발 및 연소

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

러나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탄화수소 계열 연료를 기반

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탄올

과 같은 알코올 계열 연료에 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부탄올 연료는 기존 탄화수소 계열 연료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의

젤화 성능이 우수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련 특성도 우수

하여 젤 추진 로켓 시스템에 적용할 만한 좋은 특성들

을 가지고 있다(9-11). 

본 연구에서는 부탄올에 gellant를 첨가한 젤 연료의

단일 액적 증발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과 부탄올 혼합 질량비 1:9 로 제작한 혼

합연료를 젤 연료로 제작하여, 상압/고온 조건에 노출시

켜, 액적의 증발률 및 미소폭발 현상을 관찰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조건

2.1 실험 장치

Fig. 1은 단일 액적 증발 실험 장치의 도식도를 나타

낸 것이다. 실험 장비는 크게 압력 용기, 전기로, 고속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 온도로 설정된 전

기로의 위치를 변화시켜 액적 주위의 온도를 순간적으

로 고온으로 형성하고 이때 액적의 증발현상을 관측하

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액적의 온도 및 직경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일정한 직경을 갖는 액적을 70 µm의 직경

을 가지는 K-type 열전대 온도 측정 부분에 매다는 방

식을 선택하였고 실험 과정에서 열전대가 액적의 증발

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연구 결과(16)를 통해 미미한 것

나타나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액적의 미소폭발 현상으로 인해 실험 도중 액적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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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흔들렸으며, 이로 인해 의미 있는 액적

온도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액적 직경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

(XS-3 series, X-stream)를 사용하여 4 s 동안 200 fps의

속도로 액적 직경 이미지를 획득하였고, 사진의 해상도

는 124 × 212 pixels이다. 이후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후처리 하여 시간에 따른 액적 직경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 논

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12).

2.2 젤 연료 제조

젤 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1-butanol을 베이스로 하고

일정량의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HPMC)를 gel-

lant로 하였다. HPMC는 셀룰로오스 계열 유기 gellant로

친수성이며 연소 시 연료와 같이 연소되므로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13).

연료 제조를 위해 먼저 일정 질량비의 물을 1-butanol

에 첨가하여 gellant가 연료 내부에서 잘 엉킬 수 있도록

조치한 후 propeller형 impeller를 사용하여 액체를 균질

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물과 1-butanol이 혼합된 연료

를 impeller를 통해 교반 하면서 HPMC를 첨가하여 젤

연료를 제조하였다. 이때 연료 내부에서 HPMC의 응집

을 방지하기 위해 HPMC를 소량씩 첨가하였으며, 첨가

시간 간격을 적절히 두었다. HPMC의 혼합 비율이 2%

미만일 경우 점성이 낮아 적절한 젤 연료가 제조되지

않으며, 혼합 비율이 3% 이상일 경우 점성이 매우 높아

droplet maker를 통해 열전대의 온도 측정 부분에 일정

한 직경의 액적을 매다는 방식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적

절한 실험조건을 고려하여 2.5, 3 wt.%로 첨가되었으며,

모두 첨가된 이후 impeller를 이용하여 30분간 추가로

교반 하였다. 제작된 젤 연료는 교반으로 인해 공기 방

울이 많아진 상태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여 연료

내부의 공기 방울을 제거하였다. 

제조된 젤 연료를 회전형 점도계를 사용하여 연료의

점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순수 부

탄올의 경우 뉴턴 유체로 전단 속도에 상관없이 점도가

2.57 mPa·s (at 25oC)로 유지되었지만, 연료에 gellant를

첨가할 경우 비뉴턴 유체 거동을 보여주었다. 

낮은 전단 속도에서 점도는 기존 부탄올에 비해 수백

배 증가하였다. 전단 속도가 증가할 수록 점도는 1 Pa·s

정도의 값에 수렴하였다. gellant가 첨가되었을 때 전단

속도에 따른 점도 변화 특성은 유사하였으나, gellant의

양이 3 wt.%로 증가하였을 때 모든 전단 속도 구간에서

점도가 증가하였다.

2.3 실험 조건

연료 점도 및 온도에 따른 젤 연료의 증발 거동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젤 연료는 연료의 점도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butanol + 물 연료를

기본으로 하여 HPMC를 2.5, 3 wt.% 혼합한 연료를 사

용하였다. 제조된 연료를 단일 액적 형태로 열전대 끝에

매달았으며, 이때 액적 주위의 온도는 전기로를 통해 각

각 600°C와 700°C로 설정하였다. 실험 장치 내에는

99.9%의 질소로 충전하여 액적 증기의 점화 및 연소를

차단하였다. 

단일 액적의 크기는 화면을 확인하며 수동으로 조절

하였으며, 900±100 µm 크기를 가지는 액적 만을 실험

결과로 사용하였다.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최소 5번

이상 반복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실험 과정

동안 축적된 연료 등의 물질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실험마다 실험 장치 내부를 압

축 질소로 환기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젤 연료 액적의 주요 증발 거동

젤 연료의 증발 거동은 연료의 조성비나 gellant 종류

등 실험 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본 실험에선 젤 연료의 증발 중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상을

기준으로 증발 구간을 정의하였다. Fig. 3 은 HPMC 질Fig. 2 Viscosity-shear rate of the gel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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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비 2.5 wt.%인 젤 연료 액적이 600oC의 주위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액적 직경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액적이 고온에 노출된 이후 시간에 따른

상이한 증발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의 특징에 따라

Fig.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droplet heating, micro-explosion,

crust formation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액적이 600oC의 환경에 노출되는 시점으로부터

미소폭발이 격렬하게 발생할 때까지 구간을 droplet

heating 구간으로 나타내었다. 이 구간에서는 주위 온도

에 의해 액적이 가열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액적의 직

경이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열팽창에 의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 구간에서 액적 온

도는 부탄올이나 물의 끓는점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증발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소

폭발과 같은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점차

액적 온도가 증가하고 내부에 증기가 발생됨에 따라

droplet heating 구간 후반에 액적의 직경 크기 변화를 관

찰할 수 있었다. 

Droplet heating 구간 후반부터 액적의 직경 팽창이 몇

차례 발생하게 되고 이후 본격적인 액적의 미소폭발이

발생하는 micro-explosion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구간 초기에는 액적의 미소폭발보다는 Fig. 4(b), 4(c)와

같이 액적 내부에 증기가 축적되었다가 폭발하는 형태

의 액적 팽창/수축 현상이 주요하게 관찰된다. 이는

micro-explosion 구간 초기에는 액적의 온도가 높지 않

아 연료 증기 발생량 및 운동량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이후 액적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작은 구간에서 액적 직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액적 표면에서의 미소

폭발 현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Solomon등(14)의 연구자들은 JP-8 연료에 organic gel-

lant를 첨가한 젤 연료의 연소실험을 연구하였고, 액적

의 가열 단계에서 용해제 농도의 감소로 인해 연료와

gellant의 상 분리가 촉진되어 비 투과성의 gellant layer

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액적 표면의

gellant layer가 액적의 미소폭발을 촉진시키는 모습을

Fig. 4(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적된 부탄올의 증기가

gellant layer의 표면 장력을 초과하게 되면 액적 직경이

크게 변화하는 동시에 기존 액적에서 소량의 액적 이탈

을 유발하는 미소폭발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관찰된 액적의 미소폭발이 일어나기 이전도 동일한 것

으로 생각된다. 

Micro-explosion 구간 이후 미소폭발의 강도 및 빈도

가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crust forma-

tion 구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구간에서는 액적 내부

의 연료가 상당수 빠져나온 상태로 액적은 연료가 아니

라 연료 증발 후 남은 gellant 로 인해 형태가 유지된다.

이는 Fig. 4(d)의 불규칙한 액적 형태 사진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액적 내부의 연료가 적으므로 액적

직경이 크게 변동하는 구간은 없지만 약한 강도의 미소

폭발이 발생하기도 하며 내부 연료의 증발이 지속됨에

따라 액적 직경이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특성

이 나타났다.

3.2 주위 온도에 따른 증발 특성 변화

Fig. 5는 실험온도 변화에 따른 HPMC 2.5 wt.% 젤연

료의 증발 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서로 다른 초기 직

경을 가진 액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경과 시간을 액적의

초기 직경으로 나눠주는 normalization을 수행하였다.

두 조건 모두 구간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전형적인

droplet heating, micro-explosion, crust formation 구간이

잘 나타나 있다. droplet heating 구간이 1 s가량 지속되

Fig. 3 Squared droplet diameter of 2.5 wt.% gel fuel drop-

let (600oC, th=1.01 s, te=1.23 s, tc=0.41 s, tt= 2.66 s)

Fig. 4 Droplet heating stage (a), Micro-explosion stage

(b, c), crust formation stage (d) of 2.5 wt.% gel

fuel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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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00oC 대비하여 700oC의 경우 그 기간이0.22 s 정도

로 짧고 액적 팽창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액적에 공급되는 열량이 더 크므로 액적 가열이 조기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droplet heating 구간 후반부에

서 나타난 액적 직경의 급격한 팽창은 액적의 열팽창

및 액적 내부 증기 형성으로 인한 것이다.

Micro-explosion 구간에서 온도에 따른 액적 거동은

폭발 강도 및 빈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700oC인 경

우 연료 증기에 더 많은 열에너지가 전달되고 이에 따

라 액적 폭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Fig.

5의 직경변화 그래프와 Fig. 6의 액적 증발 이미지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700oC의 경우 액적 직경 변화는 초

기에 격렬하다가 점차 그 정도가 줄어드는 양상이었는

데 이는 점차 내부 연료가 증발함에 따라 점도가 증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액적 표면의 미소폭발이 다소 억

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실험조건 모두 증발 후기에

는 미소폭발이 줄어드는 crust formation 과정을 거쳤다.

액적 수명 측면에서 봤을 때 700oC 환경하에서의 액

적이 더 짧았는데, 이는 조기 액적 가열로 인해 액적 수

명시간에서 액적 가열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

문이다. 반면 액적 증발 이론에 근거한 액적의 직경 기

울기 (d2)를 비교해 보면 0.39, 0.43 mm2/s로 부탄올과

물의 혼합 연료에 비해서는 다소 차이가 적은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액적 증발 이론과 차이가 있는

결과로 현재 실험으로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액적

표면의 gellant layer가 액적의 micro-explosion등 증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젤 액적의 증발

률은 액적 표면의 특성이 지배적이며 일반 연료에 비해

외부 온도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HPMC 농도에 따른 액적 증발 특성

Fig. 7은 상압 조건에서 HPMC의 혼합 비율에 따른

젤 연료의 직경 변화 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상 차례대로 부탄올 + 물 혼합 연료(검정), HPMC 2.5(빨

강) 및 3 wt.%(파랑) 혼합 젤 연료의 액적 직경 변화이

다. 부탄올 + 물 혼합 연료의 경우 단일성분 연료의 증

발 거동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주변 열 물리적

특성에 의존하여 액적의 직경이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

로 감소되는 전형적인 d2 law (d2=d0
2
−Cvt, d

2: 시간에 따

Fig. 5 Normalized droplet squared diameter of 2.5 wt.%

gel fuel at at 600 and 700°C (th1=1.05 s, te1=1.35 s,

tc1=0.41 s, tt1=2.81 s, th2=0.216 s, te2=1.17 s, tc2=

0.37 s, tt2=1.75 s)

Fig. 6 Droplet images of each stage in different ambient

temperature condition

Fig 7. Normalized droplet squared diameter of various

fuels at ambient temperature 600°C (tt1=2.188 s, th2
=1.05 s, te2=1.35 s, tc2=0.41 s, tt2= 2.81 s, th3=0.8 s,

te3=1.8 s, tc3=0.67 s, tt3=3.27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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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액적 직경, d0
2: 액적의 초기 직경, Cv: evaporation

coefficient, t: 시간),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가능하

다. 이는 이전 연구 결과(14)와 유사한데 혼합된 물의 양이

적고 물과 부탄올의 끓는점이 유사하므로 micro-explo-

sion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2.5 및 3 wt.%에서의 액적 직경 변화는 물 + 부

탄올 연료의 직경 변화 특성과 달리 전형적인 젤 연료

의 증발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정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연료 조건에서 나타나는 droplet heating, micro-

explosion, crust formation 구간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droplet heating 시간을 비교할 때 2.5 wt.% 조건

에서 3 wt.% 조건에 비해 시간이 길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액적 실제 가열 시간이 증가하기 보다는 micro-

explosion 구간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액

적 표면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5 wt.% 조건에서

는 액적 내부 증기 축적이 3 wt.% 조건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지연되고 이에 따라 액적 팽창 및 초기 폭발 시기

의 지연이 발생한다. 반면 3 wt.% 조건의 경우 초기부

터 액적 직경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초기 폭발도 빠른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액적 표면의 점도가 높아 부

탄올 증기가 액적 내부에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

른 액적의 광학적 이미지는 Fig.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후 micro-explosion 구간에서는 두 조건 모두 격렬

한 미소폭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초

기의 액적 팽창 및 폭발 이후 수많은 미소폭발이 발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직경의 변화가 발생하였

다. 다만 3 wt.%의 경우 2.5 wt.%과 달리 미소폭발이 발

생하는 도중에도 전반적인 액적의 직경 변화가 다소 관찰

되었는데, 이는 액적 표면에 더 두꺼운 gellant layer가 형

성되고, 이로 인해 표면장력이 크게 증가하여 미소폭발이

발생하는 도중에도 액적 내부에 연료증기가 다소 축적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 조건에서 가장 두

드러지는 차이는 증발률이다. 2.5 wt.% 조건의 경우 액적

직경의 진동은 발생하나 액적의 직경 변화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나타나며, 그 기울기가 부탄올 + 물 액적 증

발률과 유사하였다. 반면 3 wt.% 조건에서는 액적의 직경

변화가 선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 증발률도 다른 결과

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액적 표면의 gellant

layer에 의한 것으로 layer의 점성 및 표면장력이 증가할수

록 부탄올 연료의 증발이 지연된다. 이는 기존 액체 연료

와 젤 연료 액적의 가장 구분되는 증발 특성인데, 외부 온

도 변화에 따라 증발률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일반 액체

연료와 달리 젤 연료는 외부 온도 변화에 다소 둔감하고

gellant의 혼합비가 액적의 증발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젤 연료를 연소 장치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액체연료와 구분된 젤 연료의 특성

을 반드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Crust formation 구간에서는 액적의 미소폭발이 급격

히 감소하고 일정한 액적 직경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이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 부탄올 연료가 대부분

증발하여 미소폭발의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Sol-

omon등(15)의 연구자들은 JP-8 젤 액적의 연소 실험 통

해 시간에 따라 gellant layer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관

찰하였고, 이러한 layer의 두께가 액적 팽창비를 점차 변

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wt.% 조건의 경우 crust formation 구간이 2.5 wt.%

에 비해 조금 더 길었는데 이는 혼합된 gellant 양이 많

아 gellant layer가 견고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험

조건에 따른 액적의 증발률과 수명시간을 Fig. 9과 같이

나타내었다. 

액적의 증발률은 gellant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액적의 표면의 형성된 gel-

lant layer와 같은 표면 현상이 부탄올의 증발을 방해하

Fig. 8 The evaporation process of different gellant con-

centration (a) butanol + water, (b) 2.5 wt.%, (c) 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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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700°C의 경우 gellant의 함량이 증

가할 때 오히려 증발률이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

는데 이는 액적의 미소폭발 차이로 해석된다. 

600°C에서는 액적의 미소폭발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작아 점성 및 표면장력이 증가될수록 증발률은 감소되

지만, 700°C의 경우 액적으로 공급되는 열량의 증가로 인

해 액적의 미소폭발 에너지와 강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증

발률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3.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00, 700°C 조건에서 부탄올 + 물 혼합 연료 액적에 비해

2.5 wt.% 연료의 증발률 차이가 다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외부 온도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젤 연

료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700°C 조건 3

wt.%의 경우 증발률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미소폭발

에너지 증가로 인한 증발 향상으로 설명된다. 

액적 생명 시간의 경우 두 실험 온도 조건에서 전반

적으로 gellant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증발률 차이에 비해 액적 수명시간의 차이가

큰 이유는 gellant 혼합에 따른 액적의 팽창 때문이다.

점성이 높은 표면에 의해 액적은 가열 초기부터 팽창하

게 되고, 미소폭발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팽창된 상태

가 유지된다. 특히 내부의 bubble을 확인해 볼 때 액적

표면의 작용으로 인해 액적 내부의 부탄올 잔존량에 비

해 액적의 직경이 크게 측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액적 증발 후반의 crust formation 구간에서는 부

탄올 보다는 gellant 에 의해 액적 모양이 유지되는 것으

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 액적 내부 부탄올 양에 비해

수명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표면의 증발 억제 효과에 따

른 수명시간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butanol/HPMC 혼합 젤 연료를 제조

하고 제조된 연료 액적의 상압에서의 증발 특성을 실험

적으로 관찰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탄올과 물의 혼합 연료 액적은 상압 환경에서

단일성분 연료의 증발 거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

으며, gellant 첨가 시 연료의 점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 젤 연료는 gellant 첨가로 인해 droplet heating,

micro-explosion, crust formation과 같이 3가지 단계로 나

눠지는 증발 특성을 보여주었다. 각 단계의 지속 시간

및 주요한 현상은 gellant 첨가량 및 실험 온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3) 실험 온도의 증가에 따라 액적 가열이 조기에 완

료되어 droplet heating 구간의 길이가 감소되고 미소폭

발의 강도 및 폭발 횟수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4) Gellant 첨가량이 증가할 경우 표면의 gellant layer

의 점성 및 표면장력의 증가로 증발률이 감소하였다. 액

적의 생명 시간은 gellant의 첨가량이 증가에 따라 gel-

lant layer 변화로 인해 액적 팽창이 증가하였다. 증발률

의 경우 gellant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700°C 환경 3 wt.% 조건에서는 미소폭발 에너지 증가

로 인해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후 기

이 성과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Fig. 9 (a) Droplet lifetime and (b) evaporation rate in dif-

ferent temperature and gella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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