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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ve-Thermal Instability and Buoyancy-Driven Instability in 
Laminar Attached Free-jet Flames with DC Electr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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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behavior of two self-excitations in laminar attached free-jet flames under the 
influence of DC electric fields, one of buoyancy-driven and the other of diffusion-thermal instability, establi-
shed from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jection. In the horizontal injection with removed buoyancy effect, 
oscillating flames with the frequency of 1.3 - 7.4 Hz were observed in a certain condition with Lewis 
number more than unity. On the other hand, it was appeared Lewis number induced self-excitation as well 
as buoyancy-driven self-excitation in the vertical upward injection with DC electric fields. This behavior had 
frequency range of 1.6 - 9.4 Hz and was exhibited to attribute the buoyancy effect. Finally, a well-defined 
division about two self-excitations having similar frequency range is brief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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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D : Nozzle diameter
dq : Quenching distance
dw : Flame front width
UO : Nozzle exit velocity

XF,O : Fuel mole fraction
Le : Lewis number
Ri : Richardson number
St : Strouhar number

1. 서 론

확산화염에서 화염진동은 잘 알려진 부력에 의한 

진동[1,2], 소화 근처에서의 물질-열 확산에 의한 진

동 불안정성[3],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4] 및 응축

된 연료에서의 소화직전의 진동[5]이 그동안 광범위

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Won et al.[1]과 Füri et al. 
[3]는 동축류에서 화염진동 주파수가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Won et al.[2]
이 미소중력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이전 결과[1]
와 동일한 부력에 의한 화염진동을 규명함으로서 이

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런 사례는 루이스 수(Lewis number)에 의한 진동 불

안정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DC 전기장이 인가된 자유제트 부착화

염 실험에서의 화염진동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문헌

상 보고된 바가 없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Kurdyumov and Matalon[6-8]은 확산화염에

서 과도한 체적 열손실과 낮은 Damköhler 수를 동반

하였을 때의 화염진동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를 발

표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는 물질-열 확산 모델을 도

입하여 루이스 수(Lewis number)에 의한 진동을 잘 

묘사하고 있으나 실험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나타내

지 못하고 있다. 또한 Damköhler 수를 변수로 차용

한 정량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최근 Yoon et al. [4]

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제트에서 부력에 의

한 진동이 예혼합가지 연결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진

동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부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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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experimental setup; (I) vertical and (II) horizontal injection.

의한 진동을 규명하기 위해 부력을 제거한 방법이 

매우 흥미롭다. 이전 연구결과[1,2]에 따르면 부력에 

의한 진동은 화염 선단에 발생하는 열의 축적으로 

인해 부력을 야기하여 진동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Yoon 등은 이러한 부력에 의한 진동의 

근원인 화염선단의 열의 축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

평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러한 방법은 비록 유동장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부

력에 의한 진동이 제거되는 것을 잘 예측하였다. 또
한 Yoon 등은 삼중점에서 확산화염으로의 전도 열

손실에 의한 진동을 규명하였는데 이러한 진동이 

발생될 때 상대적으로 진폭이 낮은 이외의 진동들

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최근 전기장은 로렌츠 힘으로 인해 인가된 

전하의 가속효과를 유발하여 화염에서 다양한 연소

특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2]. 이러한 

가속효과는 화학 반응률을 증진하여 화염전파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9]. 특히 층류제트 부상

화염에서 60~1,500 Hz로 인가하였을 때 화염은 인가

된 주파수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재부착 특성을 나

타내었다[10-12]. 이는 동일한 유동속도에서 전기장 

인가 유무에 따라 Damköhler 수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DC 전기장 인가를 통해서 화염진동을 

관찰 하였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Damköhler 수의 제

한적인 값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
를 통해서 앞으로 전기장 이외의 다른 조건에 의해 

Damköhler 수가 제한적이게 될 경우 화염 진동 불안

정성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Damköhler 
수의 정량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물질-열 확산 불안

정성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C 전기장이 인가된 자유제트 

부착화염에서 물질-열 확산에 의한 진동 불안정성

과 부력에 의한 진동 불안정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기장을 인가하여 Damköhler 
수가 비교적 낮은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루이

스 수에 의한 진동을 야기하였다. 또한 부력을 제거

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하여 부력에 

의한 진동 불안정성이 제거됨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진동불안정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구성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연소부와 유량조절부, 직류 전압 공급기, 
오실로스코프, 고전압 프로브, 가시화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소부는 외부 유동을 방지하고자 55× 
50×80 cm로 된 아크릴 칸막이 내에 노즐을 위치하

였고 아크릴 칸막이 밑단에는 전기장 효과를 배제하

고자 플라스틱 메쉬를 설치하였고 격자크기는 1×1 
mm로 구성하였다. 아크릴 상단에 접지 전극인 경우 

스테인리스 메쉬를 설치하였다. 노즐은 내경 0.55, 
외경 2.15 mm, 길이 8.5 cm로 황동으로 제작하였다. 
노즐 밑단에는 전기장 효과를 정량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파이렉스로 된 파이프를 연결하였고 노즐 상

단의 위치는 아크릴 칸막이 하단에서 55 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였다. 연료로는 순도 99.99% 부탄 및 

메탄을 사용하였으며 루이스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희석제로 99.95%의 질소와 헬륨을 이용하였다. 연료

와 희석제 유량은 버블미터로 보정된 MFC(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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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Flame stability maps as a function of nozzle exit velocity and initial fuel mole fraction for (a) CH4+N2 and (b) 

CH4+He in laminar horizontal injection.

(a) (b)
Fig. 3. Flame stability maps as a function of nozzle exit velocity and initial fuel mole fraction for (a) C4H10+N2 and (b) 

C4H10+He in laminar horizontal injection.

직류 전원 공급기(Trek, 10/10B-FG)는 function gene-
rator로 조절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압은 RMS 값으로 

-10 kv로 고정하였다. 전압과 전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Tektronix, TDS1012)와 고전압 

프로브(Tektronix, P6015)를 사용하였으며, 고전압은 

연료 노즐에 직접 연결하였고 접지부는 아크릴 상단

에 스테인리스 메쉬에 연결하였다. 화염의 진동을 관

찰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와 카세토미터를 이용

하였다. FFT의 분석을 위해 주파수 분해 능력을 고

려한 충분한 샘플링시간(약 137 sec) 및 샘플주파수 

범위를 0.00732-15 Hz를 확보하여 얻어진 이미지들

로부터 Matlab 기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상 높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화염 선단에 

작용하는 부력을 제거하고자 아크릴 칸막이를 수평

방향으로 눕혀 연료를 분사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수

행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화염 안정화 선도와 화염진동 영역별 특성

3.1.1. 수평방향 노즐

화염선단에 열축적으로 인한 부력을 제거하기 위

하여 Fig. 1(II)에서 보듯 수평방향으로 연료를 분사

하여 화염진동을 관찰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

였듯이 물질-열 확산에 의한 진동불안정성을 관찰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6-8]를 착안하여 Damköhler 
수를 낮추기 위하여 직류 전기장을 인가하였다. 전압

은 모든 조건에서 -10 kV로 동일하게 인가하였다. 또
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열손실에 의한 진동[4]을 피

하기 위하여 부착화염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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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의 진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제트의 노즐출구 속도, UO 및 희석제 첨가에 따른 
연료몰분율, XF,O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s. 2
와 3에 각각 메탄 및 부탄을 연료로 한화염안정화 

선도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선도에서 (a)로 표기된 

선도는 질소를 (b)는 헬륨을 희석제로 사용하였다. 
진동영역은 FFT 주파수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을 구

분하였다. 선도의 상단의 축은 각각의 연료 몰분율

에 해당하는 루이스 수를 도시하였다.
각각의 진동 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 : 부력(고)에 의한 진동.
II :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III : I + 부력(저)에 의한 진동

IV : I + II
V : I + II + III

여기서 부력에 의한 진동(저)과 부력에 의한 진동

(고)을 비교하면 (저)로 표기된 진동은 앞서 언급한 

화염선단에 열 축척으로 야기되는 부력에 의한 진

동불안정성[1,2]으로 이후로 간단히 부력에 의한 진

동(저)으로 표기하겠다. 반면 (고)로 표기된 진동은 

Yoon et al.[4]이 규명한 부력에 의한 자기진동으로 

주파수 범위가 12~15 Hz이다. 이는 비 반응 제트유

동에서 선대칭의 부력에 의한 열 기둥(thermal plume) 
[13]에서 실험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유동을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로 가시화하여 부력에 의한 외부 

볼텍스의 화염 외부로의 간섭현상임을 규명한 바 있

다. 이러한 진동은 부력에 의한 진동(저)과 대별하기 

위하여 이후로 부력에 의한 진동(고)로 표기하겠다.
Figs. 2와 3에서 알 수 있듯이 연료에 관계없이 수

평분사 모든 영역에서 부력에 의한 진동(저), (고)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수평분사가 부력을 억제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Fig. 2(a)는 메탄과 질소를 조합

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로 모든 조합에서 Le<1이기 
때문에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에서 보듯 안정된 부착화염을 가지다 노즐출구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로 부상되어 소화되는 blow- 
off 현상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Fig. 2(b)에 메탄과 헬륨조합을 살펴보

면 연료몰분율 0.7 이하로 Le>1이기 때문에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기대되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화염

이 부상되어 부착화염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부상 이후에는 비교적 열손실에 의

한 진동이 적은 영역 즉, 확산화염 길이가 충분히 

확장되어 삼중점에서의 전도 열손실을 지탱할 만한 

연료몰분율이 높은 영역[4]에서 루이스 수에 의한 화

염진동이 관찰된다. 또한 Fig. 4에서 보듯 이외의 진

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표기된 부상화염에서도 파워

스펙트럼이 낮아 주파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루이

스 수에 의한 진동이 간헐적으로 관찰된다. 이를 미

루어 볼 때,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은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a)에 부탄, 질소 조합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

이 Le>1이나 연료몰분율 0.5 이상은 루이스 수에 의

한 진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화염 내 매연이 과

다하게 발생되어 확산화염 영역이 발달되지 않아 화

염 하단(flame tip)의 곡률에서 열 확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연료몰분율 0.4 이하에서는 
부착화염에서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관찰된다. 
이러한 진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부상

높이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시

간에 따라 일정하게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Temporal variations of lift-off height at XF,O=0.40, 
UO=1,000 cm/s using CH4 diluted with He in the 
lifted flame; horizontal injection.

Fig. 5. Temporal variations of quenching distance at 
XF,O=0.35, UO=520 cm/s using C4H10 diluted with 
N2 in the regime II; horizont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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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chanism of diffusive-thermal instability in laminar jet diffusion flames.

이러한 루이스에 의한 진동은 수평분사에서 2.433~ 
5.552 Hz의 주파수 범위를 띈다. 한편, Fig. 3(b)에는 

부탄, 헬륨 조합의 안정화 선도를 도시하였는데 그

림에서 보듯 메탄, 헬륨 조합과 유사하게모든 영역

에서 Le>1이나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나타나기 이

전에 화염이 부상하게 된다.
이를 미루어 보아 헬륨을 희석하였을 때는 질소보

다 물질 확산이 원활하여 더 높은 화염전파속도 증

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전압보다 큰 전압

의 인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Fig. 2(a), (b)의 희

석된 메탄 화염을 비교하면 XF,O = 0.8에서 질소는 

UO = 2,900 cm/s에서 부상되는 반면 헬륨은 UO =
1,500 cm/s에서 부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a), (b)의 희석된 부탄화염을 살펴보면 XF,O = 0.4에
서 질소는 UO = 650~700 cm/s에서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발생하나 헬륨은 UO = 600 cm/s에서 이미 부

상화염이 발생된다. 이것은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이 루이스 수에도 의존하나 낮은 Damköhler 수, 또
한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6-8].

이러한 루이스 수에 의한 메커니즘을 논의하기 

위해 Fig. 6에 간략하게 그림으로 도시하였다. 우선 

부착된 제트 화염에서 DC전기장을 인가하게 되면 

화학 반응률이 증진되어 화염전파속도가 증가됨으

로 인해 화염은 노즐로 더욱 부착하게 되고 화염길

이는 신장, 화염 하단(flame tip)의 곡률반경은 감소

하게 된다. 이 때, 감소된 화염하단의 곡률반경으로 

인해 열확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효과로 인해 

화염하단의 예혼합가지가 유동 상류 측으로 이동하

게 되고 화염을 이끄는 에지화염은 전기장 효과로 

좁아진 유동라인으로 인해 물질 확산 효과가 상대적

으로 강하게 받기 때문에 유동 하류 측으로 후퇴하

게 된다. 이후 상류 측으로 이동한 예혼합가지는 화

염하단의 곡률반경 증가로 인해 열확산 효과가 분

산되고 물질확산 효과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게 되

어 다시 후류 측으로 복귀하게 되고, 후류로 간 에

지화염은 예혼합가지가 상류 측으로 전파함에 따라 

넓어진 유동라인 덕택에 화염전파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다시 상류 측으로 전진하게 된다.
이러한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메커니즘을 입증

하기 위해 이외의 진동 특성과의 차별성을 다음 장

에서 논의토록 하겠다.

3.1.2. 수직방향 노즐

Fig. 7, 8은 수직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하여 나타

난 화염안정화선도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부력

(저)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부력(저)에 의한 진동

이 예상된다.
Fig. 7(a), (b)를 살펴보면 수평분사와 비교하였을 

때 부력(저), (고)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부력(저), (고)에 의한 진동과 루이스 수

에 의한 진동을 구별하기 위하여 Fig. 9에 메탄 헬륨 

조합일 때, 영역 II와 영역 III에 대한 FFT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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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Flame stability maps as a function of nozzle exit velocity and initial fuel mole fraction for (a) CH4+N2 and (b) 

CH4+He in laminar vertical injection.

(a) (b)
Fig. 8. Flame stability maps as a function of nozzle exit velocity and initial fuel mole fraction for Fig. 8(a) C4H10+N2 

and Fig. 8(b) C4H10+He in laminar horizontal injection.

를 나타내었다. Fig. 9(a)에서 보듯 부력(저)에 의한 

진동은 3.388 Hz, 부력(고)에 의한 진동은 13.402 Hz
로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주파수 사이에 하모닉 

영향으로 보이는 6.714 Hz와 10.172 Hz가 도출되었

다. 이는 부력(저)에 의한 진동과 부력(고)에 의한 진

동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리고 Fig. 7(a)에서 보듯 XF,O = 0.7에서 부력(저)에 의

한 진동이 노즐출구속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

다 UO = 2,300 cm/s일 때,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만 나

타하고 UO = 2,350 cm/s에서 안정된 부상화염이 발

생한다. 이후, UO = 2,400 cm/s일 때, 부력(고)에 의한 

진동이 나타나다가 UO = 2,500 cm/s에 이르러서야 재

차 부력(저)에 의한 진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주기성

은 수직분사일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며, 이

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부력(저), (고)에 의한 진동의 

상관관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

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탄 헬륨조합으로 XF,O 

= 0.8일 때, 노즐출구속도에 따라 FFT 분석결과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좌측 상단의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UO = 1,900 

cm/s일 때 부력(고)에 의한 진동 주파수 12.49 Hz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후 UO = 2,000 cm/s일 때 주파

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이전 연구[4]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노즐출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염 소염거리

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외부와의 밀도 차를 감소함

으로 인해 외부 볼텍스에 의한 부력의 영향이 감소

하게 된다. 다음으로 UO = 2,500cm/s일 때 부력(고)에 
의한 진동 주파수 13.268 Hz가 도출되고 서브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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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Power spectrums of quenching distance (a) regime III and (b) regime V for the methane diluted helium.

닉스 차수의 또 다른 주파수 6.67 Hz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서브 하모닉스 차수의 주파수는 부

력(저)에 의한 진동주파수로 부력(고)에 의한 진동

에 비해 파워 스펙트럼에서도 월등히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하모닉스 현상으로 인해 부력(고)에 

의한 진동 주파수는 이전 연구[4]와 달리 노즐출구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모닉스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화

염은 노즐 출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부력

(고)의 하모닉스 영향으로 인한 주파수가 발생되고 

특정시점에는 다수의 하모닉스 영향으로 인해 특정 

신호가 도출되지 않고 노이즈만 잡히는 현상이 발생

Fig. 10. According to nozzle exit velocity of typical power 
spectrum of a buoyancy-driven oscillation in addi-
tion to a buoyancy-induced self-excitation at 
XF,O = 0.8, using methane diluted helium.

한다. 이때에 화염은 실제로도 진동하지 않는다. 이
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부력(저)에 의한 진동은 부력

(고)에 의한 외부 볼텍스의 분기로 인해 야기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노즐출구속도를 더 증가

시키게 되면 다시 부력(고)에 의한 진동 주파수가 

도출되기 시작되고 부력(저)에 의한 진동 또한 파생

된다. 그리하여 부력(저)에 의한 진동은 부력(고)에 

의한 진동과 혼재되지 않고 순수하게 발생되지 않

는 것도 이러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하여 Fig. 11에 메탄 질소조합으로 XF,O = 
0.7에서 노즐출구속도에 따른 소염거리와 화염선단

의 너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UO = 
1,400 cm/s일 때 부력(고)에 의한 진동만 발생하다 

UO = 1,600 cm/s에서 부력(저)의 영향으로 화염선단

의 너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염의 증가된 선단면으로 연료가 충분히 반응하여

Fig. 11. Variations of flame front width and mean quen-
ching distance with nozzle exi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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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축적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부력(고)에 의한 

외부 볼텍스가 분기되어 화염면 내로 침투하게 된

다. 이후 화염 내 침투된 부력의 영향으로 연료의 

확산시간은 감소하게 되어 화학반응 시간이 증가함

으로 인해 화염 선단 너비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하

여 UO = 2,300 cm/s일 때, 화염은 증가된 연료확산 

시간으로 인해 소염거리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이후 화염은 부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Fig. 11에서와 같이 재차 넓어진 화염 선단 

너비로 인해 위에서의 부력의 영향이 다시 나타나

게 된다. Fig. 12는 현재의 연료조합에 노즐출구속도

에 따라 부력(고)에 의한 진동 주파수와 부력(저)에 

의한 진동주파수 및 이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주파

수를 도출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UO = 
1,400 cm/s일 때 부력(고)에 의한 진동 주파수, 12.524 
Hz가 순수하게 도출되다 UO = 1,500 cm/s일 때, 부력

(고)에 의한 진동주파수, 12.814 Hz 및 부력(저)의 의

한 진동주파수, 8.906 Hz가 혼재되어 도출되기 시작

하면서 노즐출구속도에 따라 각각 주파수가 증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특히, UO = 1,700 cm/s일 때, 부력

(저)에 해당하는 진동 주파수가 부력(고)에 의한 진

동 주파수의 서브 하모닉스에 해당하는 차수를 가

질 때, 하모닉스에 의한 진동주파수가 도출되기 시

작하고 이러한 주파수는 노즐출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UO = 
2,300 cm/s일 때, 하모닉스에 의한 피크 치가 9개로 

가장 많이 도출되고 이후 각각의 피크 치에 해당하

는 파워 스펙트럼이 수렴하면서 화염이 안정화가 

된다. 이러한 부력(저)에 의한 진동이 부력(고)에 의

해 파생되는 메커니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

동 가시화가 요구되며 이는 미래의 연구로 남아있다.

Fig. 12. According to nozzle exit velocity of typical fre-
quency of a buoyancy-driven oscillation in addi-
tion to a buoyancy-induced self-excitation at 
XF,O = 0.7, using methane diluted nitrogen.

각 영역 별 진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12
에 화염 소염거리에 시간(3s)에 따라 소염거리를 미

분한 화염속도(displacement velocity)와 비교하였다. 
그림 Fig. 13(a)를 보면 영역 I에 부력(고)에 의한 진

동을 나타내었는데 화염속도가 화염 소염거리에 따

라 다양한 변화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

염거리, 0.135 cm를 중심으로 화염 소염거리에 큰 변

화없이 주기적으로 진동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영역 II의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을 고

찰해 보면 화염이 이동할 때에는 거의 등속도로 전

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력(고)에 의한 진동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소염거리 변화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역 III을 보면, 부력(저), (고)에 

의한 진동이 혼재하는 영역으로, 그림에서 보듯 부

력(저)에 의한 진동은 비교적 큰 주기의 모션의 소

염거리 변화를 나타내고 특히, 화염 전파거리 중간 

위치에서 가장 높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부력(고)에 의한 진동은 앞서 영역 I과 마

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작은 소염거리 변화를 야기하

고 특정 위치에서 진동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역 IV를 고찰해 보면 현재의 영역은 부

력(고)에 의한 진동과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이 혼재

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 상대적으로 큰 모션의 등

속도 전파를 하는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과 특정 위

치에서 진동을 야기하는 부력(고)에 의한 진동을 관

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동이 포함된 영역 

V를 관찰하면 부력(저)에 의한 진동이 우세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FFT결과에서도 부

력(저)에 의한 진동이 압도적인 파워스펙트럼에서

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력(저)에 의한 진동이 부

력(고)에 의해 분기되어 화염면 내부로 침투된 볼텍

스에 의해 화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또한 부력(저)에 의한 진동은 부력(고)

(a)



직류 전기장을 인가한 층류부착화염에서 물질-열 확산 및 부력에 의한 화염진동 비교에 관한 연구 49

(b) (c)

(d) (e)
Fig. 13. Phase diagrams of h and dh/dt for various oscillation modes.

에 의해 파생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력(고)에 

의한 진동은 약화되고, 부력(저)에 의한 진동이 발생

될 때 화염하단 측 곡률 변화로 인해 열확산이 집중

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쇠

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미루어보아 부력(저)
에 의한 진동이 유발될 때에는 다른 이외의 진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연구자

들의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을 고찰한 연구[3,5-8]가 

명확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 단적인 원인으로 판

단된다.
다음으로 부력(고)에 의한 진동 특성화 작업을 수

행하여 Fig. 14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 이전 연

구[4,13]와 마찬가지로 스트라훌 수(Strouhal number)
와 리차드슨 수(Richardson number)로 잘 일치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상관식이고 R은 상관계수이다.

  
 (R=0.991) (1)

Fig. 14. The dependency of buoyancy-induced self-excita-
tion Strouhal number on Richardson number.

한편, 부력(저)에 의한 진동은 이전 연구[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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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노즐출구속도와 스트라훌 조합으로 

특성화를 시도하였으나 잘 일치되지 않았고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특성화 또한 미래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4. 결 론

다양한 연료 조합으로 DC 전기장을 인가한 자유

제트 부착화염 실험을 수행하여 화염진동을 기초로 

화염안정화 선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력의 영향에

서 벗어나기 위해 연료를 수평분사하여 추가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수평분사 실험에서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

을 관찰하였고 전기장 효과로 인해 Damköhler 수가 

감소되고 증진된 화염전파속도로 말미암아 화염하

단의 곡률이 좁아진 환경에서 열확산이 증진되어 화

염선단이 전파하게 하게 되고 부착화염을 이끄는 에

지화염은 전기장 효과로 인해 좁아진 유동라인에 의

해 물질 확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후류로 밀려나

게 된다. 이후 증가된 화염 하단 곡률반경으로 인해 

열확산은 분산되어 화염하단은 다시 후류로 복귀하

게 되고 에지화염은 화염선단의 전파로 인해 넓어

진 유동라인으로 인해 화염전파속도의 증가를 유발

하여 다시 상류로 복귀하는 진동메커니즘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루이스 수에 의한 진동은 루

이스 수와 Damköhler 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상화염에서는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

의 영향으로 잘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수직분사 환경에서 부력(저), (고)에 의

한 진동을 관찰할 수 있었고 부력(고)에 의한 진동

은 외부와의 밀도, 온도 차로 인해 외부 볼텍스를 

야기되어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력

(저)에 의한 진동은 화염 선단면에 열 축적으로 인

해 부력(고)에 의한 볼텍스가 분기되어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력(저)에 의한 진동은 이

외의 진동불안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력(고)에 의한 진동은 대류 효과 정도를 나타내

는 리차드슨 수와 스트라훌 수로 조합하여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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