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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Flame photos XF,O(C3H8)=0.165 (a) Base
condition, (b) AC charging with Vna = 7 kV(rms),
fa=26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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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Cold flow photosXF,O(C3H8)=0.165 (a) Base
condition, (b) AC charging with Vna = 7 kV(rms),
fa=26Hz.

위한 전기장 응용 초희박 연소기 원천기술 개

발”과제의 일부로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Fig.1는 노즐출구 속도 U0 = 1.5 m/s에서 전기

장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부상화염의 이미지이

며(a), 교류전기장 Vna = 7 kV (rms), fa = 26
Hz가 인가된 경우, 부상화염의 변화를 보여준

다. 부상화염의 길이가 감소하고 너비가 증가하

며, 두 개의 쌍둥이 부상화염이 관찰되었다. 부

상화염의 변화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cold

flow를 먼저 관찰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기장을 인가하였을 경우, 전기장이 Cold flow

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되었다

(Fig.2).

후 기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의 “300kWth급 가스

터빈 연소기의 NOx 5ppm 이하 배출성능 구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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