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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의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등 폐된 공간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주인과 시스

템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화재를 안 하고 효과 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우주공간에서 활용할 

시스템에 한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요한 인자  하나이다. 최근에는  세계 으로 우주 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주공간에서의 화재진압을 한 소화약제 개발과 소화농도 평가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화재는 지구상에서와는 달리 무 력 조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화염의 부력의 효과가 제거된 상태가 되어 지구상의 화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부력효과를 배제한 우주공간에 최 화된 소화약제에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향류 버 는 컵버 와 더불어 소화약제의 소화특성과 소화농도를 검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는 기  연소 장치이다. NIST의 Hamins 연구그룹에서는 향류 메탄 비 혼합화염을 상으로 

화염의 소화특성과 상온에서 연료측과 산화제측에서 다양한 기체 소화약제를 첨가하여 이들 소화

약제의 소화한계를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 의 Oh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NASA 2.2  낙하탑

(Drop Tower)에서 수행한 미소 력 조건과 지상에서 수행한 력장에서의 향류화염의 소화실험 

 DNS 수치계산을 통해 향류 비 혼합화염의 소화과정과 버 직경에 따른 소화특성에 해 연

구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화염을 형성시키면 부력효과를 필연 으로 받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낙

하탑(Drop Tower)과 같은 고가의 무 력 설비를 필요로 하거나 포물선 비행(Parabolic Flight)와 

같은 특수한 비행방법을 통해서 우주공간과 유사한 분 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고가의 무 력 설비는 없는 상태이다. 만약 지구상에서 고가의 무 력 설비나 특수 비행방

법 없이 우주공간과 유사하게 부력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비용을 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실험을 매우 용이하게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화염의 소화특성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향류 비 혼합화

염을 상으로 부력효과를 감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연료로는 탄화수소계 연료의 표 인 것 

의 하나인 메탄을 사용하 는데, 메탄 화염의 화염 에서 도가 헬륨의 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향류 메탄 비 혼합화염을 헬륨 분 기에서 연소하면 화염 와 주변 헬륨과의 

도차이가 어 화염이 받는 부력효과가 상당부분 제거되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FLUENT 코드를 이용한 직 수치모사(DNS)를 수행하

다. Figure 1은 연구 상인 향류 유동장에 하여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제 향류 버

를 2차원 축 칭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버  직경의 향을 이기 하여 노즐

은 내경이 34 mm로 충분히 크도록 하 으며, 노즐 두께는 3 mm, 노즐간격은 15 mm로 하 다. 

최소격자는 0.1 mm로 하 으며, 비균일 2차원 격자계로 약 7600개의 격자를 갖도록 격자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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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계산시간 감을 하여 7 core를 이용하여 MPI 병렬계산을 수행하 다. 화염에서의 복

사열손실은 DO 모델과 WSGGM을 용하 다. 화학반응기구로는 기존의 Oh 등이 메탄 향류화

염의 소화특성 검토에 사용한 3단계 총 반응식을 용하 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분 기의 력장에서의 체 인 화염구조가 질소분 기의 정

상 력장 화염보다는 질소분 기의 무 력장의 화염구조와 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

에 헬륨을 채움으로써 화염의 부력효과를 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s 3과 4의 온도와 도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염온도를 볼 때 무 력 화염과 헬륨분

기의 력화염은 버 의 심축 근처에서 평평한 모양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헬률

분 기의 화염  도는 주  헬륨의 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부력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헬륨분 기의 향류화염에 해 소화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 력

화염의 소화특성을 유추하는데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ure 1. The geometry of counter 
flow burner & boundary conditions

 

      
Figure 2. Computed flame temperature and density 
profiles at the axisymmetric centerline of counterflow 
non-premixed flame at ag = 15 s-1, Vr = 1, solid line: 
0-g, N2 ambient, dotted line: 1-g, N2 ambient, symbol: 
1-g, He ambient. 

Figure 3. Computed flame temperature for 
counterflow non-premixed flame at ag = 15 s-1, 
Vr = 1 Top: 0-g, N2 ambient, middle: 1-g, N2 
ambient, bottom: 1-g, He ambient. 

           Figure 4. Computed flame density for 
counterflow non-premixed flame at ag = 15 
s-1, Vr = 1 Top: 0-g, N2 ambient, middle: 1-g, 
N2 ambient, bottom: 1-g, He amb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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