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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단 동축 분사기의 와 의 기체 분사 비율 변화에 따른 축방향 유동 분포: Inner-stage Outer-stage

특성과 분무 분열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였다 무차원 측정 거리를 까지 변화시킴에 따라. Z/d=100

운동량 교환 공기역학적 항력 점성 혼합의 영향으로 완전 발달된 유동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 .

의 기체분사와 의 기체 분사의 영향은 이내의 영역에서 간섭받지 않고 분무Inner-stage Outer-stage Z/d=5

초기에 에서 분사된 기체 전단력에 의해 분열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상의Inner-stage , Z/d=10

영역에서 완전 발달된 유동으로 변화하며 유동의 혼합이 진행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의, . Inner-stage

운동량 플럭스 비 이내에서 의 운동량 플럭스 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 감소하는0.84 Outer-stage SMD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의 운동량 플럭스 비가 이상의 조건에서 의 분포가 유사하게, Inner-stage 1.38 SMD

나타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Abstract: To verify the effect of inner- and outer-stage gas jets, a shear coaxial injector was designed to

analyze the axial velocity profile and breakup phenomenon with an increase in the measurement distance.

When the measurement position was increased to Z/d=100, the axial flow showed a fully developed shape

due to the momentum transfer, aerodynamic drag effect, and viscous mixing. An inner gas injection, which

induces a higher momentum flux ratio near the nozzle, produces the greater shear force on atomization than

an outer gas injection. Inner- and Outer-stage gas injection do not affect the mixing between the inner and

outer gas flow below Z/d=5. The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effect of liquid jet breakup was

governed by the gas jet of an inner stage. As the nozzle exit of the outer-stage was located far from the

liquid column, shear force and turbulence breaking up of the liquid jets do not fully affect the liquid column.

In the case of an inner-stage gas injection momentum flux ratio within 0.84, with the increase in the outer

gas momentum flux ratio, the SMD decreases. However, at an inner-stage gas jet momentum flux ratio over

1.38, the SMD shows the simila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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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기체 포스트와 액체 포스트 사이의 애뉼러 갭에서

고속의 기체 전단력을 이용하여 액체를 미립화시키는

전단 동축형 분사기는 뉴튼 유체와 비뉴튼 유체를

사용하며 가스터빈 엔진 액체 로켓 엔진 램제트, , ,

엔진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전단 동축

분사기는 노즐 출구에서 이유체 의(two-phase fluid)

전단 분열 현상에 의해 복잡한 유동 형태를

나타내며 유동하류 영역에서는 분사기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분사되는 이유체의 총

운동량에 의해 그 유동장 형태가 결정된다 전단.

동축 분사기에서 분사된 분무의 물리적 영역은

난류 액체 코어 주된 미립화가 발생하는1) , 2)

액체기체면 차 미립화와 액적 분열이 발생하는/ , 3)2

밀집 영역 액적들이 퍼지는 희박영역 기체 유동, 4) , 5)

영역의 다섯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2) 단일 분사

노즐 에서 분사되는 기체 제트는 주유동 영역 천이,

영역 완전 발달 영역으로 그 분사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축방향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유속이,

감소하고 기체 제트의 유동 퍼짐 각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혼합 영역에서는 주 유동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난류 강도가 크게 나타나고 축방향,

중심에서 가장 큰 유속 분포가 나타나며 천이,

영역을 지난 제트 유동은 완전 발달 유동으로 바뀌어

난류 강도 및 제트 섭동 속도가 안정적으로 변한다.

전단 동축 분사기를 사용시 속도비 조절을 통해 난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혼합 특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노즐 출구에서 압력강하를 줄일 수 있다.

전단 동축 제트에서 분사되는 기체의 큰 전단력은

기체액체 분사시 액체 제트 내부의 난류 섭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미립화 정도를 향상키고 혼합

특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화염 안정화 측면에서 전단,

동축 분사기는 분사기 출구에서 와류 발생에 의한

화염 유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가스터빈 연소기와

액체로켓 주 연소기 산업용 보일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미립화 측면에서 기체의 큰.

전단력은 액적은 무화 시키는데 효율적이지만 너무

큰 전단력으로 인해 연소시 재순환 와류가 분사기

표면에 접하여 분사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전단 동축 기체 분사를 통한 분무 분열 매커니즘

연구는 동축 기체 분사를 통한 유동 발달 및 혼합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과. Forstall Shapiro
(3)는

헬륨 기체를 동축 분사기를 사용해 분사시켜 기체의

질량 분율과 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등Williams
(4)은 제트 엔진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공기공기 동축 제트 분사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일정한 내부 기체 속도 조건에서 외부,

제트의 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내부 기체 제트 중심

유동 영역이 발달하지만 내부 기체 제트의 중심

유동은 외부 제트 직경의 배를 넘지 않는다는5

현상을 관찰하였다. Chandrashekhar
(5)는 전단력 중력, ,

표면장력 원심력 난류 유동의 효과를 고려한 선형, ,

안정성 분석을 통해 전단 동축 제트의 분사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공기역학적 웨버수가 임계점을 벗어 날,

경우 액적이 생성됨을 서술하였다 와. Champagne

Wygnanski
(6)는 동축 분사기로부터 분사된 제트의 난류

강도 전단력 평균 속도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을, ,

수행하였으며 분무 하류로 진행할수록 내부 중심,

유동과 외부 중심 유동의 넓이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관찰하였다 내부 중심 유동의.

길이는 분사기 면적비와 속도비에 의존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높은 압력구배는 외부 제트를 내부,

제트로 향하게 하여 혼합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단 동축 분사기에 대한 분무.

특성 연구는 실험적 수치적으로 많이 수행 되었지만,

다중 기체분사를 통한 액체 제트의 거시적 분열 특성

및 입경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기체의 전단력으로 액체를 분열시킬 경우.

분사기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서 액막 또는 액사

등이 생성될 수 있고 분무 분열 길이가 변화하며,

액체 제트의 미립화 특성과 입경 분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전단 동축 분사기의.

액체기체 운동량 플럭스 비 기체 분사 노즐의- ,

기하하적 형상 변화 그리고 분무 분열 현상과 입경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Specification of
shear coaxial

injector

Dliquid 1.07mm

Dgas-1 4.15mm

Dgas-2 8.00mm

Tgas-1 0.50mm

Lgas-1 0.84mm

Rgrecess 1.79mm

 liquid 78°

 gas-1,

 gas-2,
80°

Fig. 1 Specification of shear coaxial injector



중 유로형 전단 동축 분사기의 기체 분사율에 따른 유동 및 입도분포2 677

Fig. 2 Schematics of injection and measuring
system

Fig. 3 Gas injection methods of shear coaxial
injector

본 론2.

분무 특성 연구를 위해서는 분무 분열거리 분,

무 파장 분열각 액적 평균직경 평균 입도 분포, , ,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액체 제트의 유속을 일정하.

게 유지시키고 와 의 유속을Inner-stage Outer-stag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고 분무 시험은 대

기압 및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유속의 변화를 보

정하기 위해 유속을 표준대기 압력 101.3 kPa, 상

대습도 유동장 온도 로 환산하여 실험을50%, 20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사기는 과 같은. Fig. 1

형상이며 분무 시험을 위한 장치의 개략도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다중 기체분사 전단 동축 분사기의.

축방향 속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의Dantec( )

장치와CTA(Constant Temperature Anemometry)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에는 물과 공기55P11 . Table 1

의 분사 조건을 나타내었다 액체 제트는 직경. 1.07

의 노즐에서 분사되고 와mm , Inner-stage Outer-stage

의 노즐 출구 면적은 10.6 mm
2로 동일하며 액체,

제트의 분사 압력과 기체 제트의 분사압력을 2.0

에서 까지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kPa 20.0 kPa

다 열선 유속계를 사용한 기체. 제트의 축방향

Table 1 Physical properties and non-dimension
number of water, air

Parameter Water Air

Temperature ( ) 20 20

Orifice diameter (mm) 1.0 -

Injection pressure (kPa) 5 ~ 100 -

Injection velocity (m/s) 2.5 ~ 10.3 -

Rel 2,686 ~10,985 -

Wel 93 ~ 1,563 -

Density (kg/m
3
) 998 1.21

Absolute viscosity (Pa·s) 1.0 -

Surface Tension (N/m) 0.0727 -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and non-dimension
number

Inner-stage Outer-stage

Injection pressure (kPa) 2 ~ 40 2 ~ 40

Injection velocity (m/s) 54 ~ 233 54 ~ 233

Mass flow rate (g/s) 0.7 ~ 3.0 0.7 ~ 3.0

J(
 






) 0.29 ~ 5.33 0.29 ~ 5.33

We(

    


) 46 ~ 945 46 ~ 945

유속 측정은 기체 제트의 중심축을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트래버스를 이송시키며 축방향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노즐 출구로부터 축방향 측정 거리를,

에서 까지 거리를 변화시키며1.0 mm 100.0 mm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을 응용한. Mie

레이저 회절 입자 측정기를 사용하여 액적의 크기와

분포를 측정하였다 전단 동축 분사기는 액체 공급.

유로 유로 유로의 총, Inner-stage , Outer-stage

영역의 유로로 나뉘며 과 같이 분사 방법에3 , Fig. 3

차이를 두어 분사하게 된다 전단 동축 분사기는.

중심에 액체 분사용 유로가 있고 그 주위로

기체 분사 유로 기체 분사Inner-stage , Outer-stage

유로로 구성되어 있다 유로에서 분사되는. Inner-stage

기체 제트는 액체 제트에 전단력을 가하여 미립화를

향상시키며 에서 분, Outer-stage 사되는 기체는 Inner-

에서 분사된 액체 제트를 미립화를 보조하고stage

분무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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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3.

전단 동축 분사기로부터 분사된 기체 제트의

노즐 출구 거리에 따른 축방향 속도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와 의 기, Inner-stage Outer-stage

체 분사 비율에 따른 분무 형태와 미립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의 단일 기체 분사에 대한. Inner-stage

속도 분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구 면적이 동

일한 노즐을 사용하였으며 레이놀즈 수 에서, 877

에 해당하는 축방향 유동 분포 형태를2,814 Fig.

에 나타내었다4 . 유속의 측정 지점 에서Z/d=1

사이에서는 분사된 유동이 점점 분무 하류Z/d=5

로 진행함에 따라 유동의 재부착 과정을 나타내

고 중심 축의 유동이 발달하여 외곽의 기체 유동

이 유동장과의 난류 혼합 과정과 항력을 받아 유

속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에서Inner-stage

기체 제트만 분사될 경우 노즐 출구의 애뉼러 갭

포스트에서 와류가 발생하여 재순환 유동 형태가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주위의 유동장 압력보다,

낮은 음압 영역이 발달하여 기체 제트가 중심 축

Fig. 4 Axial velocity profile of Inner-stage gas
injection with various Z/d and Reynolds
number

방향으로 중첩되는 유동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 그래프와 같이 축방향 유동이 발달함에 따Fig. 4

라 노즐 출구 에서는 노즐 중심 축에서 축방Z/d=1

향 유속이 가장 작게 나타나며 유동 하류로 진행함,

에 따라 에서는 중심 축 유속이 발달하여 약Z/d=5

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32.0 m/s .

또한 이상의 영역에서는 특성, Z/d=5 Self-similarity

을 나타내며 중심축의 축방향 속도가 감소하면서

기체 제트가 완전 발달된 유동으로 변하는 속도 분

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에는 의 기. Fig. 5 Outer-stage

체 제트의 분사 레이놀즈 수를 에서 까지877 2,687

변화시켜가며 축방향 거리 증가에 따른 축방향 유,

속 분포 형태를 나타내었다 의 유속 분포. Inner-stage

와 비교하기 위해 분사된 기체 제트의 분사압력은

에서 이고 이 때의 노즐 출구에서2.0 kPa 20.0 kPa

기체 분사속도는 에서 이다 전54.4 m/s 166.8 m/s .

단 동축 분사기의 액체 분사노즐 출구 직경은 1.07

이고 의 출구 면적은 와 동mm Outer-stage Inner-stage

일하게 10.62 mm
2 이며 애뉼러 갭 포스트의 두께,

는 이다 의 기체 제트의 분사0.5 mm . Outer-stage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에서는 최대 기체 분Z/d=1

사 속도가 약 정도로 분포하며 지점135 m/s , R/d=0

에서는 재순환 와류의 영향으로 낮은 유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분사기 중심 지점에서 축방향 유. R/d=0

속은 레이놀즈 수 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877 ,

유속 분포를 통해 재순환 와류에 의한 유동 교란의

영향이 적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체 제트의 레이.

놀즈 수를 까지 증가시킴에 따라2,687 R/d= -15 ∼

지점에서 약 의 최대 유속이 관찰되R/d=15 28.0 m/s

었다 의 기체 분사 특성과 유사하게. Inner-stage

지점에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축방R/d=0

향 유속은 애뉼러 갭 포스트 출구의 상류에서 발생

한 재순환 와류의 영향과 유동장 압력강하의 특성

으로 축방향 유속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특성을 나

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이하의 영역에 대해. Z/d=1

서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이하의 영역Z/d=1

에서는 등Warda
(7)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재순환 와

류에 의한 압력 강하 특성과 음의 유속이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의 측정 지점에서는. Z/d=3

에서 분사된 기체 분사 압력을 증가시킴Outer-stage

에 따라 지점에서의 축방향 유속이 점점 증R/d=0

가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심 축 유동 영역에서 재순환 와류

의 영향이 기체 분사 압력 증가에 따라 더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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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점에서는 축방. Z/d=5

향 기체의 중심축에서 유속이 보다는 더 높Z/d=3

게 나타났지만 분사기 출구 쪽, Outer-stage R/d=25,

지점에서 유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R/d=-25

다 기체 분사 유동 하류 의 측정 지점에서는. Z/d=10

레이놀즈 수 에 해당하는 축방향 유동877 2,687∼

형태가 기체 분사 경향과 동일하게 완전Inner-stage

발달 유동 형태로 관찰 되었으며 레이놀즈 수,

의 경우는 최대 유속이 약 적게 나타나는2,687 44%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에서 분사된 환형. Outer-stage

기체 형태는 에서 분사된 환형 기체의 형Inner-stage

태보다 기체 막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내의Z/d=5

영역에서는 유속 분포의 경향이 유사하지만 그 이

상의 영향에서는 항력과 유동장 압력 강하에 따른

영향으로 에너지 손실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 유속

이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유동 영역에서는. Z/d=50

완전 발달된 유동의 형태를 나타내며 최대 유속이,

이내로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낸다40 m/s .

와 의 기체 분사 비율에 따른Inner-stage Outer-stage

축방향 유동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서 분사Z/d=1

압력을 에서 까지 변화시켜가며 실2.0 kPa 18.0 kPa

험을 수행하였다 에서와 같이 의. Fig. 6 Outer-stage

기체 분사 압력이 의 기체 분사압력 보다Inner-stage

클 경우 에서 분사된 축방향 기체 제트의Outer-stage

유동이 주유동 형태를 나타내고 에서Inner-stage

분사된 축방향 기체 제트의 분사 압력이 클 경우

에서 분사된 축방향 기체 제트의 유동이Inner-stage

주유동 형태를 나타냄을 파악할 수 있다 은. Fig. 7

축방향 무차원 거리 에서 의 레Z/d=1, 2, 3 Inner-stage

이놀즈 수 의 레이놀즈 수 에 해877, Outer-stage 2,259

당하는 축방향 기체 유속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상의 영역에서 의 기체 분사 레이Z/d=2 Outer-stage

놀즈 수가 일 때에 로부터 분사된 기2,259 Inner-stage

체 유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에서 분사된 막 형태의 기체 유동이 축방Outer-stage

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동 재부착 현상이 발생하고

재순환 와류의 원인으로 의 기체 유동과Inner-stage

중첩되어 분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와. Inner-stage

의 기체 분사 운동량 플럭스 비율에 따른Outer-stage

분무 이미지를 에 나타내었다 의 운Fig. 8 . Inner-stage

동량 플럭스 비를 로 유지시키고 의0.28 Outer-stage

기체 분사압력을 증가시킨 결과 분무 분열은

의 운동량 플럭스비 부근에서 일어나Outer-stage 1.92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 운. Outer-stage

Fig. 5 Axial velocity profile of Outer-stage gas
injection with various Z/d and Reynolds
number

Fig. 6 Axial velocity profile with various Inner and
Outer-stage injection pressure ratio (Z/d=1)

동량 플럭스 비를 로 유지시키고 의 운0.28 Inner-stage

동량 플럭스 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의 분무 이Fig. 8

미지와 같이 미립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 미립화에. Inner-stage

주된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의 단일 기체 분사에 의한 운동량. Outer-stage

플럭스 비 증가는 미립화 현상을 향상시키지만 오히

려 의 기체를 동시에 분사할 경우 처Inner-stage Fig. 8

럼 기체 분사비율 의 경우와 같이 미립화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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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의 분사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는 특Outer-stage

성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에서 분사된 기. Inner-stage

체 제트가 오히려 로부터 분사된 기체 제트Outer-stage

의 유동이 분무 하류에서 액체 제트에 작용하기 않도

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Inner-stage

의 운동량 플럭스 비를 로 유지시킨 상태에서0.84

의 기체 분사 운동량 플럭스 비를 증가시킴Outer-stage

에도 불구하고 미립화 성능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운동량 플럭스 비. 0.84

로 분사된 기체제트가 미립화에 영향을 준 후에

에서 분사된 기체 제트의 전단 분열을Outer-stage

Fig. 7 Multi gas injection axial velocity profile with
various measurement positions. (Z/d=1,2,3)

Fig. 8 Shear coaxial spray images according to the
momentum flux ratio of Inner-stage and
Outer-stage injector

방해하기 때문이다.

전단 동축 분사기의 기체 분사율에 따른 SMD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와 의Inner-stage Outer-stage

운동량 플럭스 비를 최대 까지 증가시키며 분무2.7 ,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에는 노즐, Fig. 9 Outer-stage

출구 면적이 10.63mm
2인 조건에서 와Inner-stage

운동량 플럭스 비 증가에 따른Outer-stage SMD

분포를 나타내었다 의 운동량 플럭스. Inner-stage

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의 운동량 플럭스Outer-stage

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가 감소하는 경향이SMD

나타났다 는 의 운동량 플럭스 비. SMD Inner-stage

이하의 영역에서 의 기체 분사에0.84 Outer-stage

의한 영향을 받으며 이상의, Inner-stage 0.84

영역에서는 에서 분사된 기체에 영향을Inner-stage

받게 된다 의 운동량 플럭스 비. Inner-stage 1.11

이상의 영역에서는 의 운동량 플럭스Outer-stage

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도 가 거의 일정하게SMD

나타났다.

운동량 플럭스 비 이상의Inner-stage 1.11

조건에서는 가SMD 35~90  범위로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의. Inner-stage Outer-stage

출구 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의Inner-stage

운동량 플럭스 비와 의 운동량 플럭스Outer-stage

비에 따른 상관 관계식 도출을 위해 선형

보간법과 비선형 다중 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식을 식 에 나타내었으며 이 때의(1) , R
2

값은 이다 경험식과 실제 측정된 값의94.1% .

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에 경험식의 값과Fig. 10

실제 측정값의 편차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가 약SMD 100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된

값과 측정값의 편차가 줄어든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운동량 플럭스 비 이하의. Inner-stage 0.84

영역에서는 운동량 플럭스 비 증가에Outer-stage

  
 (1)

′    (2)

따라 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SMD , Inner-stage

운동량 플럭스 비 약 이상의 영역에서는1.11

의 운동량 플럭스 비 증가에도 불구하Outer-stage

고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운SMD .

동량 플럭스 비 변화에 따른 전단 동축 분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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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MD distributions with various Inner and
Outer-stage momentum flux ratio(Outer
nozzle area : 10.63mm

2
)

Fig. 10 The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SMD

대표 입경 을 나타내었다 누적 분율(absolute size) .

의 약 에 해당하는 무차원 대표 입경은63%

의 운동량 플럭스 비가 증가함에 따라Outer-stage

d'/do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의, Inner-stage

유동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의 운동량Outer-stage

플럭스 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크게 변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분포를 나타낸다 선.

형 보간법과 비선형 다중 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무차원 대표 입경수의 경험식을 식 에 나타내(2)

었으며 이때의 결정계수는 이다 에, 94.3% . Fig. 12

는 경험식에 의한 대표 입경 값과 실제 측정에

의해 도출된 대표 입경 값을 비교하여 나타냈었

다 대표 입경수 범위에서는 실제 측정값. 0~0.2

경험식에 의한 계산 값의 편차가 적게 나타났다.

대표 입경수 이하에서 편차가 적게 나타나는0.2

이유는 의 운동량 플럭스 비가Inner-stage 1.92

Fig. 11 Normalized absolute size constant with
various Inner-stage momentum flux ratio

Fig. 12 The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absolute size constant of multi
gas injection

이상의 조건에서 의 운동량 플럭스Outer-stage

비가 증가에도 대표 입경수의 편차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 론4.

분무 이미지 가시화 열선 유속계 레이저 회절, ,

입자 측정 기법을 통해 전단 동축 분사기의

와 의 기체 분사 비율 변화에Inner-stage Outer-stage

따른 축방향 유동 분포 특성과 분무 분열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기체 분사 레이놀즈 수에 따른 축방향 유동은

무차원거리 이내에서 유동 형태가 변화하Z/d=5

지 않고 유속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상의 영역에서 유동의 혼합 과정을 거쳐Z/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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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유동 영역에서는 완전 발달된 유Z/d=10

동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

의 기체분사와 의 기체 분사Inner-stage Outer-stage

의 영향은 이내의 영역에서 간섭받지 않고Z/d=5

분무 초기에 에서 분사된 기체 전단력Inner-stage

에 의해 분열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단 동축 분사기로부터 분사된 액주는 기체

제트와 상대 속도 차이에 의한 고속의 기체 제트

의 전단력에 의해 분열되고 와Inner-stage

의 운동량 플럭스 비 이상의 조건Outer-stage 1.38

에서 분무의 거시적 특성이 유사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와 의 운동량 플. Inner-stage Outer-stage

럭스 비 증가에 따른 액적 평균 직경은 감소하

며 운동량 플럭스 비에 따른 액적 평균 직경의,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전단 동축 분사기를 사용.

하여 미립화된 액적 크기에 따른 누적분포 특성

을 파악하였으며 변수로서 대표, Rosin-Rammler

입경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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