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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magnetic field on propane and acetylene diffusion flames have been experimentally investi-
gated using an electromagnetic system. Periodically induced magnetic field having various frequencies and duty 
ratios was established in square wave form. The maximum intensity and gradient of magnetic field were 1.3 
T and 0.27 T/mm, respectively. The width of a propane flame was reduced up to 4.5% and the brightness was 
enhanced up to 25% when the magnetic field was induced. The soot emission from an acetylene flame was 
ceased when magnetic field was induced. The alteration of flow field, which is due to the paramagnetic cha-
racteristics of oxygen molecule, is most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the change in flame size and brightness. 
The effect of magnetic field on diffusion flames, which competes with the gravitational effect, was more appa-
rent from a smaller size flame. The magnetic field effect, therefore, could be important under microgravity 
conditions. Since the time required to alter the flow field must be finite, the magnetic field effect is likely to 
be less significant for a periodically oscillating magnetic field at a high frequency or having a small duty ratio.

Key Words : Gradient magnetic field, Diffusion flame, Paramagnetic molecule, Periodically induced magnetic 
field, Duty ratio

1. 서 론

화염의 특성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는 Faraday[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후 1980년대에 자기장이 화염의 분광 특성을 변화

시킨다는 실험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2-4] 자기장

이 화염의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5-12]. 특히 비선형적 

자기장 분포가 존재하면 화염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줄어들거나 화염이 밝아지는 등의 연소과정 변화가 

관찰 되었다[2-5]. 그러나 대부분의 화염생성 조건에

서는 자기장이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었다[12]. 따라서 자기장에 의한 연

소과정의 변화는 화염이 존재하는 지역의 유동장 변

화 또는 연료/산화제의 농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제인 산소는 상자성(pa-

ramagnetic) 물질로써, 자기장이 없는 경우 산소내의 

전자가 임의적으로 배향되어 자화되지 않지만, 자기

장이 존재하는 경우 산소내의 전자가 한 방향으로 배

향되어 자기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즉, 상자성체인 산소는 자기장의 구배에 따라 선택

적인 힘을 받게 되며, 이때 자기장의 구배가 1차원적

으로 x 방향으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산소에 작

용하는 단위체적당 힘 는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µo는 진공에서의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of vacuum), 는 산소 분자의 자화율(magnetic sus-

ceptibility), B는 자기장의 세기, 
 는 자기장의 구배

(magnetic gradient)를 나타낸다. 보통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은  > 0인 상자성(paramagnetic)인 경우 자기

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 0인 반자성(diamagnetic) 
인 경우 자기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기장 분포가 확산화염의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장 On/Off 주기와 Duty Ratio의 역할 59

연소과정에서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공기는 체적비

로 산소가 21%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질소(78%)로 구

성되어 있다. 산소는 자화율이 1.52 × 10-7로 강한 상자

성을 갖고 있는 반면 질소는 자화율이 -0.54 × 10-9로 

매우 약한 반자성을 갖고 있다[12]. 따라서 큰 자기장 

구배가 존재하면 공기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장의 존재는 대부분의 화염조건에서 화학반

응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

다[12]. 그러나 자기장의 구배는 공기에 포함되어 있

는 산소의 상자성 특성에 따라 산소/공기의 유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염의 특성이 변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화학적 변화라기보다는 산소의 유동

과 관련된 물리적 조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동의 변화가 이

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염에 주기적으로 자기장을 걸어

주고 이에 대한 화염 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화염에 

대한 자기장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자기장

의 변화 주기(주파수)와 duty ratio에 따라 화염의 변

화가 일어나는 전이과정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자기

장이 화염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리적 메커

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와 방법

2.1. 전자석 조립체

자기장의 on/off 제어를 위하여 전자석으로 자기장 

발생 장치를 구성하였다. 전자석은 소형 변압장치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ferrite 재질의 C 형 코어 1개와 

I 형 코어 2개로 제작하였다. I 형 코어는 화염 지역에 

자기장 구배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 각도로 제작되

었다. Fig. 1은 사용된 C 형 및 I 형 코어의 형상을 보

여주고 있으며 재질과 자기적 특성(코아전기, PM N27 
3C8)[13]은 Table 1과 같다.

전자석은 구리선(직경 2.0 mm, 0.005488 Ω/m, 20 
℃)을 C 형 코어의 양쪽에 각각 158회씩 감아서 제

작하였다. 화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자기장의 밀도

가 최대가 되도록 2개의 I 형 코어를 C 형 코어의 양

단에 4 mm 간격으로 부착하였다. 또한 일정 각도로 

가공된 I 형 코어의 방향은 화염의 위치에서 큰 자기

장 구배를 형성하도록 배열하였다. Fig. 2는 전자석 조

립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아래 부분에 보

이는 간격이 화염이 위치하는 부분이다. 전자석 조립

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프레임에 장착하여 자기장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전자석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Vizimag(v. 3.18)[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어 내부

Fig. 1. The shapes of electromagnetic cores. (a) Type C 
and (b) type I.

Table 1. The properties of cores[13]

Trade name Ferrites 
PM N27 3C8

Composition Mn~Zn
Saturated flux density [tesla] 0.45~0.50

DC coercive force [A-turns/cm] 0.25
Squareness ratio 0.3~0.5
Density [g/cm3] 4.8

Curie temperature [℃] 250
Weight factor 0.629

 

Fig. 2. Electromagne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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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염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기장 분포를 계산하였

다. Fig. 3은 전자석 조립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

장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구리선을 통하여 전류

를 15 A로 공급하는 조건에서 코어 내부에 자기력이 

Fig. 3. Magnetic filed distribution in a core.

Fig. 4. Magnetic field and flame location.

Fig. 5. Magnetic field and its gradient.

포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화염

이 위치하는 지역과 I 형 코어 내부의 자기장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5는 화염이 위치하는 곳에서 

중심선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 

구배를 보여주고 있다. 전류가 15 A로 공급될 경우 자

기장의 세기는 최대 1.3 T의 값을 갖으며, 자기장 구

배는 최대 0.27 T/mm로 예측되었다.

2.2. 실험 방법

전자석에 DC 전력공급장치(Tae Kam Measurement, 
DRP-2050D)를 사용하여 전류를 공급하였다. 자기장

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은 전류를 15 A로 

일정하게 공급하여 얻어질 수 있었으며, 이 조건을 

자기장의 주기적인 on/off 제어에서 자기장이 인가된 

조건으로 설정 하였다.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DC 전력공급장치로 부터 전류를 직접 on/ 
off 제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장의 주기적인 on/ 
off와 duty ratio는 함수발생기(Agilent, 33220A)와 마

이크로 릴레이를 조합하여 제어하였다. 이때 구리선

의 총 저항을 측정하고 시간별로 변화하는 전압을 오

실로스코프(Agilent, 54621A)로 측정하여 공급되는 전

류의 변화를 구하였다. Fig. 6은 자기장을 on/off 제

Fig. 6. The measured voltag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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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al set-up.

어하는 조건에서 주파수와 duty ratio를 변화시키면서 

측정된 전압을 나타내며 자기장이 사각파 형태로 유

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자기장이 on 되
었을 때의 자기장 세기와 분포를 연속적인 자기장 조

건과 같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
자기장의 구배가 가장 큰 지역에 마이크로 화염을 

형성하였다. 연료는 외경 1.59 mm(1/16 인치), 내경 

0.88 mm의 황동 튜브로 공급되었으며 노즐의 출구

는 전자석 코어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4 mm) 곳에 

위치하였다. 연료로는 프로판(순도 99.9%)과 아세틸

렌(순도 99.5%)을 사용하였다. 주기적으로 on/off 되
는 자기장의 영향에 따른 화염 형상의 변화는 60 fps 
(frame per second)로 촬영하여 분석되었다 Fig. 7은 

자기장이 형성되는 위치에 만들어진 프로판 마이크

로 화염을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기장 인가에 따른 화염 형상 변화

프로판의 화염에 자기장을 가하면 화염의 크기가 

작아지고 화염이 밝기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8은 프로판 화염에 15 A의 전류의 공급으로 형

성된 자기장을 인가하면 화염의 크기와 밝기가 변하

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판 유량 9.6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에서 자기장이 없는 경우 직경 

3.68 mm인 구형의 파란색 화염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기장이 인가되면 화염의 폭이 3.50 mm로 약 4.5% 
줄어들었다. 프로판 유량이 16.0 sccm이 되면 부력

효과로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고 상부에 매연 생성에 

Fig. 8. Micro propane flames with and without magnetic 
field.

Fig. 9. Acetylene diffusion flames with and without ma-
gnetic field. 

의한 적황색 화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

우에도 자기장이 인가되면 화염의 폭이 4.78 mm에서 

4.63 mm로 약 3.1% 줄어들었다. 또한 적황색 화염 영

역이 확대되고 그 밝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장의 인가로 화염 내부에 생성되는 매연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세틸렌은 연료 특성상 적은 유량에서도 매연이 

많이 생성되어 황색 화염을 형성한다. Fig. 9는 유량 

35.6 sccm인 아세틸렌 확산화염이 자기장의 인가 여

부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판 화

염의 경우와는 달리 화염 폭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화염의 길이에 변화가 나타났다. 화염의 끝에서 배출

되던 매연입자는 자기장이 인가되면서 높이 16.61 mm 
에서 모두 산화되어 매연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연이 화염의 외부로 배출되

지 않는 아세틸렌 유량 12.4 sccm의 조건에서는 자기

장의 인가는 화염 형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기장에 따른 화염의 형상 변화는 산소의 상자성

(paramagnetic) 특성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 산소가 

포함된 공기는 식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자속 밀

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노즐의 출구 

또는 화염의 하단 방향으로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Fig. 10은 실험에 사용된 I 형 코어의 형상, 자기장 구

배, 화염의 위치 및 예상되는 공기 유동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기의 유동은 화염의 폭

을 감소시키고 반응지역에 추가적인 산화제 공급 효

과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염의 폭이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하여 화염 내부에서 매연 생성과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화염 밝기의 증가와 화염 길이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중력장에서

는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는 화염의 형상과 내부 유동

은 반응지역 유동장 온도 증가에 따른 부력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 자

기장 구배로 발생하는 대류 효과는 부력에 비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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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quential photos of a propane micro flame with 5 Hz on/off frequency of magnetic field.

Fig. 10. Flow field could be altered with a gradient mag-
netic field[12].

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자기장의 영향은 마이크로 

화염에서만 관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력 효과가 

없는 미소중력(micro gravity) 조건에서는 화염의 연

소특성에 대한 자기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12].

3.2. 자기장 on/off에 따른 화염 형상 변화

자기장을 주기적으로 on/off 제어하면 화염은 자

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인가된 상태로 주기

적으로 변하였다. 이때 화염의 형상 변화는 연소 반

응 메커니즘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장 구배에 다른 상

자성 물질인 산소와 이에 따른 공기 유동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기장이 인가되면 

화염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기장이 없는 형상에서 

과도 과정을 거쳐 자기장의 인가된 형상을 갖는다고, 
즉 자기장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화염의 형상 변화로 

나타난다고 예상되었다.
Fig. 11은 15 A의 전류를 5 Hz의 사각파 형태(Fig. 6) 

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주기적인 자기장 on/off 조건

에서 유량 9.6 sccm인 프로판 마이크로 화염의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5 A의 전류가 0/60 
초에서 인가되면 자기장이 발생하여 약 6/60초까지 

지속된 후 전류가 차단되어 자기장이 소멸한 후 12/ 

60초까지 자기장이 없는 조건이 유지된다. Fig. 11로
부터 자기장이 발생하면 화염이 전체적으로 작아지

고 화염의 상단부가 밝아지며, 이후 자기장이 없어지

면 화염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기적으로 on/off 되는 자기장에 따른 화염 형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염의 크기와 

밝기를 Fig. 12의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Fig. 13은 자

Fig. 12. Flame size and brightness measurement lo-
cations.

Fig. 13. Flame width, length and brightness change with 
5 Hz on/off of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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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on/off 한주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화염의 폭, 
길이 및 밝기의 변화를 자기장이 없는 화염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자기

장이 형성되면 화염의 하부가 먼저 수축되고 순차적

으로 화염의 중간과 상부가 수축되면서 화염의 길이

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염 내부에서 매연 생

성이 증가하여 화염 상단부의 밝기가 최대 약 25% 정
도 증가하였다. 자기장이 없어지면 수축될 때와 동일

한 순서로 화염의 폭이 회복 되었다. 이와 같은 화염

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각각 약 50 msec(3/60초)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 구성의 경우 자기장의 변

화가 10 Hz 이상의 주파수로 이루어지면 자기장의 영

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중력에 의한 부력의 영향이 중요하게 되

어 자기장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소중력(micro gravity) 조건에서는 부력의 영

향이 거의 없으므로 높은 주파수의 자기장 변화도 중

첩 효과에 의하여 자기장의 영향을 유지할 것으로 기

대된다.

3.3. 자기장 on/off 주파수와 duty ratio
Fig. 14는 15 A의 전류를 10 Hz의 주파수를 갖는 

사각파 형태로 공급하여 생성한 자기장을 공급하였

을 때 유량이 9.6 sccm인 프로판 마이크로 화염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화염의 크기와 밝기가 10 Hz의 

주기로 변화하였으며, 자기장이 형성되면 화염 하부

가 먼저 수축되고 순차적으로 화염 상부가 수축되면

서 화염의 전체적인 길이가 감소하고 화염의 밝기는 

최대 약 25%까지 증가하였다. 자기장이 변화하는 주

파수에 따른 화염의 폭과 길이의 변화는 10 Hz가 5 
Hz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다. 화염의 변화가 일어

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 msec로 자기장 

on/off 주파수와 관계가 없고, 10 Hz의 경우 화염이 완

Fig. 14. Flame width, length and brightness change with 
10 Hz on/off of magnetic field.

전히 수축되기 전에 회복되는 과정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on/off 될 때의 화염 변화 과

Fig. 15. Flame width, length and brightness change with 
4 Hz on/off of magnetic field for duty ratios of 
0.2, 0.4, 0.6, and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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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duty ratio와 관계없이 약 50 ms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Fig. 15는 자기장을 4 Hz, duty ratio 0.2, 
0.4, 0.6, 0.8로 on/off 제어하며 측정된 화염의 크기

와 밝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조건에서 화염 변

화 과정은 약 50 msec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duty ratio가 0.2인 경우 자기장이 형성

되어 있는 시간이 단지 50 msec로 주파수 10 Hz의 결

과와 유사하게 과도 과정만이 존재하며 자기장 영향

의 정도도 비슷한 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확산화염에 미치는 주기적으로 on/off 되는 자기장

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전자석을 이용하여 최대 1.3 
T의 세기와 0.27 T/mm의 구배를 갖는 자기장을 형성

하였으며 프로판과 아세틸렌 화염에 대한 실험 결과

로 다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판 마이크로 화염은 자기장에 의해서 화염의 

폭과 길이가 축소되고 밝기가 증가하였다. 유량의 증

가로 화염의 크기가 증가하면 자기장의 영향이 적게 

나타났으며 화염이 커질수록 중력에 의한 부력효과

로 인해 자기장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중력이 존재 하지 않는 미소중력에서는 화

염에 대한 자기장의 효과가 더욱더 클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일반적인 아세틸렌 화염에서는 자기장이 화염

의 특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매연이 방

출되는 조건의 아세틸렌 화염은 자기장에 의해 매연

의 방출이 중단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자기장에 따른 화염 특성의 변화는 산소의 상자성 

특성에 따른 화염 주위의 공기 유동 변화에 따른 것으

로 판단되었다.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on/off되면 화염의 크기와 밝

기가 주기적으로 변하였다. 5 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자기장이 존재하였을 경우 화염은 약 25% 정도 밝아

졌으며, 화염의 하부가 먼저 수축되고 순차적으로 화

염의 상부가 수축되면서, 화염의 전체적인 길이가 감

소하였다.
자기장에 의한 화염의 수축과 회복 과정은 약 50 

msec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는 유동장 변화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장이 10 Hz로 

on/off 제어되면 화염이 완전히 수축되기 전에 회복 

과정으로 전이되었다. 이와 같은 전이 과정은 duty 
ratio를 변화시킨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자기장의 변화 주기가 짧아지면 자기장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

으로 중력에 의한 부력의 영향이 중요하게 되어 자기

장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미소중력 조건에서는 부력의 영향이 거의 없으므

로 높은 주파수의 자기장 변화도 중첩 효과에 의하여 

자기장의 영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drop tower 등의 설비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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